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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improve flame retardancy, the halogen free organic melamine phosphate(M-P) flame retardant 
was synthesized from melamine and phosphoric acid by the reaction of precipitation. The ignition test was carried out 
preparing hybrid flame retardant compound(HbFRC) consisting of organic M-P and inorganic Mg(OH)2 as a flame retar-
dant in the polyolefin resins. The flame retardanc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flame retardant aluminum composite 
panel(HbFRC-ACP)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 composite material, which was contained M-P, 
as a inner core for HbFRC-ACP.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ignition test indicate that a char formation and drip suppre-
ssing effect, and combustion time reduced as the content of M-P increased. The limited oxygen index(LOI) values were 
measured 17.4vol% and 31.5vol% for LDPE only and HbFRC-3(M-P content: 15wt%), respectively.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HbFRC-3 was needed more oxygen quantity with the increase of M-P content when it combustion. Also, the 
results from thermogravimetric analysis were observed endothermic peak at 350℃ and 550℃, it was confirmed predo-
minant thermal stability though the wide temperature range by the mixture of M-P and Mg(OH)2. The LDPE-ACP 
(using only LDPE as a inner core), 35.13kW/m2 of heat release rate(HRR) and 13.43MJ/m2 of total heat release(THR) 
were measured while the HbFRC-ACP, 10.44kW/m2 of HRR and 1.84MJ/m2 of THR were measured by results of cone 
calorimeter test. In case of HbFRC-ACP, the average gas emission amount of CO and CO2 could be decreased down 
to 25% and 20%,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LDPE-ACP. The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strength, 
bending strength and adhesion strength of HbFRC-ACP were revealed slightly high values 54N/mm2, 152N/mm2 and 
120N/25mm, respectively, compared with LDPE-ACP. It was confirmed that flame retardancy was improved with the 
synergy effect because of char formation by M-P and hydrolysis by Mg(OH)2.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HbFRC can be applied for an adequate halogen free flame retardant composite material as a inner core for ACP.
Key Words : halogen free, hybrid flame retardant compound, melamine phosphate, magnesium hydroxide, aluminum 
composite panel

1. 서 론*

건축물 내, 외장용 마감재 및 각종 산업분야의 경

량소재로 적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복합판넬(Alumi-
num Composite Panel: ACP)은 외관이 화려하고 강

성, 평활성 및 경량성이 우수하여 사용범위가 확대

되고 있으나 최근 화재사고 발생시 복합판넬 내부 

심재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친환경 난연성을 겸비

lshchem@aycc.anyang.ac.kr

한 알루미늄 복합판넬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알루미늄 복합판넬이라 함은 알루미늄층-접착층-

심재층-접착층-알루미늄층의 다층구조로 구성되며, 
두께가 4mm인 판넬 성형시 알루미늄만을 사용할 

경우 비중이 높고 경제적이지 못한 이유로 외부 양

면에 0.5mm 이하의 얇은 알루미늄에 내부 심재로 

가볍고 가공성이 좋은 polyolefin계 플라스틱을 적

용하여 외부 알루미늄과 접착하는 방식으로 복합

판넬을 성형한다. 알루미늄 복합판넬의 내부 심재

로 사용되는 polyolefin 수지는 압출에 의한 가공성

이 우수하여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는 반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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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산소 성분으로 이루어진 가연성 플라스틱이

므로 이의 난연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1-4).
기존 polyloefine 수지의 난연화 방법으로는 할로

겐계(Br, Cl 화합물) 및 중금속계(Sb 화합물) 난연

제를 사용하여 난연성이 우수한 반면 고온 가공시 

및 연소시 HBr, SbH3 등의 독성물질을 배출하기 때

문에 이로 인한 인명피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

고 있어 최근 친환경적인 organic계 및 inorganic계 

난연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5-11). 우선 

질소나 인을 함유하는 organic계 난연제는 난연성

능이 우수한 반면 고가의 외산 난연제가 주류를 이

루어 적용이 제한적이며, Mg(OH)2나 Al(OH)3 등의 

inorganic 난연제는 난연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poly-
olefin 수지에 과량의 난연제를 첨가해야 하기 때

문에 유연성, 압출가공성 등 플라스틱 고유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한편 organic계 난연제로 melamine과 phosphoric 

acid의 반응물질인 melamine phosphate의 경우 합성

방법이 용이하여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응용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12-15). 또한 inorganic 난연제 중 Al(OH)3

는 180℃ 정도에서 열분해에 의한 탈수반응이 개시

되는 특성이 있으나 Mg(OH)2는 이보다 높은 300℃ 
부근에서 열분해가 진행되므로 200～240℃의 일반적

인 플라스틱 가공조건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Mg(OH)2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6-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할로겐 친환경 난연제

로서 organic계 melamine phosphate를 합성하고, 여
기에 inorganic 난연제인 Mg(OH)2를 혼합 사용하는 
hybrid 개념의 난연제를 적용함으로서 난연성, 가공

성 및 경제성을 모두 겸비한 polyolefin 난연화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hybrid 난연소재(Hybrid Flame Retardant 

Compound: HbFRC)는 polyolefin 수지의 물성저하

를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난연성을 갖는 심재로 제

조하고 이를 활용한 난연 알루미늄 복합판넬(HbFRC- 
ACP)을 성형하고 난연성,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여 

독성이 없는 hybrid 난연소재의 적용 가능성을 평

가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HbFRC 제조시 matrix인 polyolefin 수지는 inor-
ganic 난연제를 함유하여도 유동성 및 흐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사출용 low density polyethylene으로 

시판중인 Hanwha chemical사의 LDPE 724(0.915g/cm3, 
MI=45g/10min, Tm=103℃)를 사용하였다. HbFRC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열가소성 탄성체로 Du-
pont-Dow사의 에틸렌 공중합체 Engage 8200(0.870 
g/cm3, MI=5g/10min, Tm=60℃)을 사용하였으며, 입
자크기가 4.9µm, 순도 98.5%인 magshield사의 Mg(OH)2

를 inorganic 난연제로 사용하였다.
또한 organic 난연제로 melamine phosphate(M-P)

를 합성하기 위하여 Junsei chemical사의 melamine 
(C3H6N6)과 Duksan pure chemical사의 phosphoric 
acid(H3PO4)는 특급시약을 별도의 정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2. 실험 방법

2.2.1. M-P 합성

M-P 난연제는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Fig. 1의 mela-
mine과 phosphoric acid 반응으로 제조하였다. 먼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물중탕 장치한 500mL 
4구 flask에 증류수 250mL를 용매로 사용하여 mela-
mine 12.6g을 주입하고, mechanical mixer(MS-3060, 
Mtops사)를 이용하여 교반속도 100rpm으로 melamine 
분말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100℃에서 1시간 교

반시켜 melamine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액

Fig. 1. Flow diagram of the preparing process for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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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omponent of the HbFRC

Component
Content(wt%)

HbFRC-1 HbFRC-2 HbFRC-3 HbFRC-4 HbFRC-5

Polyethylene(LDPE*) 28 28 28 28 28

Polyolefin elastomer(EC**) 10 10 10 10 10

Flame
Retardant

M-P*** 0 10 15 20 30

Mg(OH)2 60 50 45 40 30

Additives

Antioxidant 0.1 0.1 0.1 0.1 0.1

Desiccant(CaO) 1.5 1.5 1.5 1.5 1.5

Dispersion agent
(Hydroxyapatite) 0.4 0.4 0.4 0.4 0.4

Sum 100

*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
**EC : Ethylene copolymer
***M-P : prepared melamine phosphate

상의 phosphoric acid 5.8g을 첨가하여 30분간 충분

히 반응시킨 후 flask 내 온도를 40℃ 이하로 낮춰 

반응을 종결하면 melamine과 phosphoric acid의 반

응생성물인 M-P를 석출에 의해 얻어내었다. 다음 

vacuum filtration으로 M-P를 분리하고 수분과 미반

응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105℃, 24시간 건조한 

후 pulverizer(MKPBb-2, Masuko sangyo사)를 사용하

여 입자크기 10µm 이하의 M-P를 제조하였다.

2.2.2. M-P 합성 확인

M-P 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T-IR 스펙트럼을 

적외선 분광광도계(FT-IR : IFS-66/S, Bruker사)로 

측정하였다.

2.2.3. HbFRC 제조

친환경 M-P 난연제 적용대상으로 알루미늄 복

합판넬을 선정하여 Fig. 1의 방법으로 제조된 M-P
의 함량이 0～30wt%가 되도록 Table 1과 같은 조

성으로 hybrid 난연소재(HbFRC)를 제조하였다. Poly-
olefin 수지에 organic(M-P) 및 inorganic(Mg(OH)2) 
난연제와 첨가제로 구성된 HbFRC는 dispersion 
kneader mixer(FSM-3, Fine machinery industry사)를 

사용하였으며 용융혼합중 내용물의 온도는 110℃ 

정도로 유지하였다.

2.2.4. HbFRC 물성평가

함량을 달리한 HbFRC의 MI(melt flow index)값
은 ASTM D 123820)에 의거하여 190℃, 2.16kg 조건

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조성별 비중은 비중계(MD- 
300S, Alfa Mirage사)를 이용하여 물의 비중 1에 상

대하는 값을 구하였다.
제조된 HbFRC는 Hot press(COAD.1008, Ocean 

science사)를 이용하여 130℃, 1atm에서 가압시켜 

30mm×50mm×3mm(가로×세로×두께) 크기로 착화시

험시편을 제조하였다. Fig. 2와 같이 UL9421) 시험방

법과 유사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착화시험시편에 

60초간 불꽃을 가하여 착화시킨 후 즉시 불꽃을 

제거하여 시편의 CT(combustion time), heat dripping 
및 char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고분자 물질이 연소시 필요한 산소의 양은 

ISO 458922)에 의거하여 한계산소지수(Limited oxy-
gen index, LOI)를 측정하였다. 150mm×7mm(두께 

3mm)크기의 HbFRC 시편을 수직으로 한 상태에서 

상부에 착화하였을때 연소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

는 산소의 최저체적농도를 구하였으며 산소와 질

소의 혼합가스 공급량의 유속은 11.4L/min으로 산

Fig. 2. Schematic diagram of igni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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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도 간격을 0.2% 조절하였으며 시편의 상태조

절조건은 23±2℃, 50±5%RH로 하였다.
Organic/inorganic 난연제를 함유한 HbFRC의 열

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차주사열량분석기

(STA409C, Netzsch사)를 이용하여 800℃까지 승온

시키면서 열에 의한 HbFRC의 질량변화, 흡열량 및 

방열량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2.5. HbFRC-ACP 성능평가

HbFRC-ACP는 Fig. 3에서와 같이 5층 구조가 되

도록 0.5mm 두께의 알루미늄과 심재인 HbFRC 사
이에 100µm 두께의 열가소성 접착제(ALP 0708F, 
TWOH Chemical사)를 위치시켜 200℃ hot press에
서 200kgf/cm2 압력으로 가압접착하여 전체 두께

가 6mm가 되도록 HbFRC-ACP 시편을 제조하였다. 
인장강도, 휨강도 및 박리접착강도는 만능재료시

험기(DEC-B500TC, Univesal testing machine사)로 

측정하였다.
난연성 평가는 cone calorimeter(ISO 5660 FTT, Fire 

testing technology사)를 이용하여 KS F ISO 5660-123)

에 의해 100mm×100mm(두께 6mm) 크기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50kW/m2의 복사열을 10분간 지속적

으로 가하여 연소시 최대 열방출율(Heat release rate 
: HRR), 총발열량(Total heat release : THR)과 CO, 
CO2 가스발생량을 측정하여 HbFRC-ACP의 난연

성능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M-P 합성 확인

제조한 M-P의 합성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mela-
mine(a)과 melamine phosphate (b)의 FT-IR spectrum
을 분석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먼저 melamine
의 특성 peak인 탄소와 질소의 결합(C-N) band가 

1,200cm-1 부근에서 (a)와 (b)에 모두 나타나고 있

Fig. 3. Structure of the HbFRC-ACP.

Fig. 4. FT-IR spectra of (a)melamine and (b)prepared M-P.

으며, 1600cm-1 부근에서 보이는 탄소와 질소의 이

중결합(C=N) band 및 NH2 band 역시 명확히 나타

나고 있다.
또한 (b)의 경우 melamine과 phosphoric acid의 

반응에 의하여 인과 산소의 결합(P-O) band 및 이

중결합(P=O) band가 각각 1,000cm-1과 1,300cm-1 부
근에서 관찰되었으며 3,000cm-1 부근에서 OH band
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melamine에 phosphoric 
acid의 P와 O가 반응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HbFRC 착화시험

제조한 M-P 함량을 0～30wt%로 달리하여 Table 
1의 조성으로 HbFRC를 제조하여 착화시험을 실시

하였다. Table 2에 각 시편에 대한 비중, MI 및 연

소특성 결과를 나타낸 바와 같이 M-P의 함량이 증

가할 수록 비중은 1.45에서 1.35로 낮아졌으며, MI
는 0.4～0.6g/10min 정도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
는 HbFRC 조성성분 중 비중 2.36인 Mg(OH)2 함량

이 감소하고 비중 1.72의 M-P 함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조성물의 비중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각 HbFRC 시편에 60초간 불꽃을 가하는 착

화시험의 결과 M-P 함량이 0wt%, 10wt%인 HbFRC-1
과 2의 경우 불꽃제거후 연소지속시간이 10초 이

상으로 이때 흐름(dripping) 현상이 수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M-P 함량이 15～30wt%의 

HbFRC-3～5는 3초 이내의 짧은 연소지속시간을 보

였으며 시편의 dripping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한 연소 후 각 시편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M-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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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bustion properites of the HbFRC

Specific
gravity

MI
(g/10min)

CT*
(sec)

Heat
dripping**

Char
formation***

HbFRC-1 1.45 0.4 ± 0.05 > 25 Dripping ×

HbFRC-2 1.41 0.4 ± 0.05 10 Dripping ○

HbFRC-3 1.40 0.5 ± 0.05 < 3 Non-dripping ○

HbFRC-4 1.38 0.6 ± 0.05 < 3 Non-dripping ○

HbFRC-5 1.35 0.6 ± 0.05 < 3 Non-dripping ○

*CT : combustion time
**Heating condition : 60sec
***Char formation : ×(Non char), ○(char)

사용하지 않은 HbFRC-1을 제외하고 char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osphoric acid는 연소과

정 중 탈수반응에 의해 탄소성 char를 형성하는데 

특히 M-P와 같이 melamine과 phosphoric acid를 동

시에 함유하는 난연제는 부피가 큰 다공질 char가 

생성되어 표면에 두꺼운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공

기와 열을 차단함으로서 난연성능이 향상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5).

3.3. LOI 측정

한계산소지수는 산소와 질소의 혼합기체를 사용

하여 플라스틱을 연소시킬때 필요한 산소농도로 측

정되며 한계산소지수가 클수록 플라스틱을 연소시

키기 위해 많은 양의 산소가 요구되므로 난연성능

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Fig. 5에서와 같이 비난연 

LDPE의 경우 17.4vol%를 나타내었으며 inorganic 
난연제만을 첨가한 HbFRC-1의 경우 21.7vol%로 

측정되었다. 또한 HbFRC-2～5와 같이 M-P의 함량

이 증가될수록 한계산소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으며 이때의 한계산소지수는 27.8vol%, 31.5vol%, 
32.1vol% 및 32.7vol%로 각각 측정되었다. LOI 측
정결과에서 HbFRC의 경우 지속적인 연소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산소가 요구되며 공기

Fig. 5. LOI of various specimen.

중의 산소 함량이 약 21%임을 감안하면 과량의 산

소가 주입되어야만 지속적인 연소가 가능하므로 상

대적으로 난연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열분석

비난연 LDPE 수지와 HbFRC-3의 열분석 결과를 

Fig. 6과 7에 각각 나타내었다. 비난연 LDPE의 경

우 360℃ 이내에서 질량손실이 90～95% 일어났으

며 연소에 방해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250℃ 부

근에서부터 발열 peak가 시작되며 대부분의 수지

가 연소제거된 360℃ 부근에서 소폭의 흡열 peak를 
보인 후 잔류수지의 연소에 의하여 발열 peak가 형

성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HbFRC-3의 경우 가열초

기부터 360℃ 범위에서 약 35% 정도의 질량손실

이 나타났으며 계속 승온하여 570℃ 부근에서 55～
60% 수준의 질량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때 Mg(OH)2

의 열분해온도인 300℃ 부근에서 발열 peak가 나

타나지만 1차적으로 Mg(OH)2의 분해에 의한 흡열

상태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Mg(OH)2이 대부분 연

소된 400℃ 이후에 흡열 peak가 줄어들었다가 M-P
로 인하여 다시 550℃ 부근에서 흡열 peak가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M-P 및 Mg(OH)2이 각기 다른 분해반응온도를 가

Fig. 6. TGA/DSC thermograph of virgin LDPE.

Fig. 7. TGA/DSC thermograph of prepared HbFR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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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어서 폭넓은 온도 영역에서 열안정성이 우

수함을 알 수 있었다.

3.5. HbFRC-ACP 성능평가 실험

LDPE와 ehtylene copolymer 혼합물을 matrix 수
지로 하고 여기에 organic계 M-P 및 inorganic계 

Mg(OH)2을 각각 15wt%, 45wt%로 구성하여 Table 
1과 같은 조성으로 HbFRC-ACP를 제조하였다. 비
난연 LDPE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ACP(LDPE-ACP)
를 비교대상으로 cone calorimeter에 의한 최대열방

출율(HRR), 총방출열량(THR) 측정결과는 Fig. 8과 

9에 나타내었다.
Fig. 8에 HRR 측정결과를 보면 LDPE-ACP의 경

우 35.13kW/m2로 측정된 반면 HbFRC-ACP는 10.44 
kW/m2로 순수 LDPE에 비해 약 30% 수준의 열에

너지가 방출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9에 THR
은 LDPE-ACP가 13.43MJ/m2, 그리고 HbFRC-ACP
가 1.84MJ/m2로 측정되었다.

이는 초기 2분 정도까지는 외부 알루미늄층이 복

사열을 차단하여 LDPE-ACP와 HbFRC-ACP가 차이

를 나타내지 않으나 이후 복사열이 계속 전해지게 

되면 비난연 LDPE의 경우 심재에 불꽃이 착화되

어 연소가 가속화되므로 총방출열량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HbFRC-ACP는 시험종료

시 까지 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이

유는 복사열이 ACP 시편에 전해지게 되더라도 1차
적으로 Mg(OH)2의 수화반응에 의해 불꽃확산이 

어려우며 2차적으로 M-P 연소시 심재표면에 팽창

성 char(intumescent char)를 형성하여 열전달을 차

단하므로 총방출열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Heat release rate(HRR) of LDPE-ACP and HbFRC- 
ACP.

Fig. 9. Total heat release(THR) of LDPE-ACP and HbFRC- 
ACP.

Cone calorimeter 측정시 CO와 CO2 가스발생량 

측정결과는 Fig. 10～13과 같다. 10분간 연소시 비

난연 LDPE를 사용한 ACP의 CO, CO2 최대발생량

은 각각 13.57kg/kg, 1,410.74kg/kg으로 측정되었으

며 이때의 평균값은 0.09kg/kg 및 64.08kg/kg을 나

타내었다. 반면 HbFRC-ACP의 경우 CO, CO2 최대

Fig. 10. CO gas emission of LDPE-ACP.

Fig. 11. CO2 gas emission of LDPE-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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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 gas emission of HbFRC-ACP.

Fig. 13. CO2 gas emission of HbFRC-ACP.

발생량은 2.52kg/kg, 253.07kg/kg과 평균발생량 0.02 
kg/kg, 19.86kg/kg의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측

정되었다.
ACP 심재로 사용되는 LDPE 수지의 주성분인 탄

소(C)에 의하여 연소시 CO 및 CO2 가스의 발생은 

불가피하나 HbFRC-ACP의 경우 LDPE-ACP에 비해 
CO 평균발생량의 25%, CO2 평균발생량의 20% 
수준으로 저감시키는 친환경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HbFRC-ACP에 대하여 건축용 외장판넬로서의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인장강도, 휨강도 및 접착박

리강도 측정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HbFRC- 
ACP는 matrix가 되는 LDPE 28wt% 및 열가소성 

elastomer인 ethylene copolymer가 10wt% 구성되고 

여기에 organic/inorganic 난연제가 60wt%나 함유된 

상태이다.
인장강도 및 굴곡강도 측정결과 LDPE-ACP에 비

해 HbFRC-ACP의 기계적 강도가 소폭 높게 측정되

었는데 이는 난연제가 함유되어 수지 조성물의 강

성(stiffness)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졌기 때문으로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HbFRC-ACP

Tensile strength
(N/mm2)

Bending strength
(N/mm2)

Adhesion strength
(N/25mm)

LDPE-ACP 51 136 120

HbFRC-ACP 54 152 120

보여진다. 또한 접착박리강도가 유사하게 측정된 

이유는 HbFRC 중 유기계, 무기계 filler 함량이 높

더라도 ethylene copolymer가 조성물에 유연성을 부

여하기 때문에 접착강도의 저하가 거의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비할로겐 난연제로 melamine 
phosphate(M-P)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organic
계, inorganic계 hybrid 난연제를 함유하는 HbFRC 
복합재료 및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대한 성능평가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한 M-P의 스펙트럼 분석결과 phosphoric 
acid와 melamine의 결합반응을 확인하였으며 M-P
와 무기계 난연제를 함유하는 HbFRC의 착화시험 

결과 연소시간 단축, char 형성 및 non-dripping 현상

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2) 비난연 LDPE와 HbFRC의 LOI 비교분석 결과 

LDPE가 17.4vol%, M-P 함량이 0wt%인 HbFRC-1의 

경우 21.7vol%를 나타낸 반면 M-P 함량이 15wt%인 
HbFRC-3은 31.5vol%, M-P 함량이 20%인 HbFRC-4
는 32.1vol%로 각각 측정되어 M-P 함량이 증가할

수록 연소시 보다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이와 같이 organic계 M-P는 열분해 과정에서 

탄소성 char를 형성하여 연소시간을 단축하고 drip-
ping을 억제하는 동시에 LOI를 증가시켜 polyolefin 
수지의 연소를 어렵게 하는 특성이 있어 수화반응

에 의해 난연특성을 갖는 inorganic계 Mg(OH)2와 

혼합사용시 보다 효과적인 난연소재임을 확인하였

으며 열분석 결과 두가지 성분의 난연제로 인하여 

폭넓은 온도영역에서 열안정성 나타내었다.
4) ACP 제조시 HbFRC-ACP의 경우 HRR이 10.44 

kW/m2이었으며 LDPE-ACP의 35.13kW/m2에 비해 

약 30% 정도의 열에너지가 방출됨을 확인하였다. 
이때 THR은 각각 1.84MJ/m2 및 13.43MJ/m2로 HbFRC- 
ACP가 월등히 우수한 난연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Mg(OH)2의 수화반응과 M-P 연소시 팽창성 char 형



이 순 홍

Journal of the KOSOS, Vol. 24, No. 6, 200970

성에 의한 열전달 차단효과로 최대열방출율 및 총

방출열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Cone calorimeter 측정시 발생되는 CO 및 CO2 

가스발생량 측정결과 HbFRC-ACP가 LDPE-ACP에 

비해 CO 평균발생량의 25% 수준, CO2 평균발생량

의 20% 수준으로 저감시키는 친환경 소재임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상기 결과로부터 melamine과 phosphoric 
acid로 M-P를 반응시키고, M-P와 Mg(OH)2를 함유

하는 비할로겐 HbFRC 복합재료 제조 및 이를 활

용한 HbFRC-ACP에 대하여 기계적 물성 저하없이 

우수한 난연특성이 발현되므로 알루미늄 복합판넬

용 친환경 난연 소재로 응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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