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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건축외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복합패널의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

장재 실물 연소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알루미늄복합패널의 빠른 화재확산을 보였으며, 이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에 내장된 폴리에틸렌이 연소되면서 화염의 수직확산이 급격히 일어난 것이다. 본 실험에서 알루

미늄복합패널의 최고 열방출률은 1,144kW로 나타났으며, 열전대에 의해 측정된 표면온도는 알루미늄의

용융점인 660oC를 넘는 최고 903.3oC 이상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알루미늄복합패널의 화재는 상층으로의

급격한 연소확대나 개구부를 통한 내부로의 화재확산에 의한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실물실험에서 얻어낸 결과는 향후 알루미늄복합패널의 모델링 구현과 비교함으로써 알루미늄복합패

널의 화재 확산 예측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exterior material combustion experiment was really tested to evaluate fire risks of
aluminium complex panel which is used a lot for building exterior material. As a result, We saw fast
fire spreading of aluminium complex panel. The reason is polyethylene in aluminum complex panel
combust spreading fast fire flame vertically. In this test, the highest heat release rate of aluminum
complex panel was 1,144 kW and surface temperature which is measured by thermocouple went up
to more than 903,3oC, that temperature is quite a higher than 660oC which is aluminum melting tem-
perature. So, fire of aluminum complex panel can be evaluated to give us severe damage both by fast
fire spreading vertically and by fire spreading through openings internally. These results from real
experiment will be able to use to predict fire spreading of aluminum complex panel by comparing to
modeling materialization of aluminum complex panel in the future.

Key words : Real scale fire test, Large scale calorimeter, Vertical spread, Exterior fire

1. 서 론

도시의 랜드마크성,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시 의 녹지

화 등을 위해 초고층빌딩의 건설이 최근 증가 추세이나,

그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고층빌딩의 건설에 앞서 건

축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복합패널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화재의 확산은

외장재의 종류에 따라 빠른 전파성을 보이며, 수직으로

의 화염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알루미늄복

합패널은 알루미늄 박판(0.5mm) 사이에 폴리에틸렌 수

지(3~5mm)를 내장한 구조로서 알루미늄은 건축법상 불

연재이며, 폴리에틸렌 수지는 에틸렌(CH2= CH2)을 중합

시켜 얻은 열가소성 수지이다. 폴리에틸렌과 같은 재료

는 목재와 같은 일반적인 가연성 재료보다 열방출률이

약 3~5배 더 높아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매우 높다.1)

2007년과 2008년 화재통계연감에 의하면 발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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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 이처럼 외벽에서 화

재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내부에서의 화재가 플래시오

버(Flash over)에 이르러 개구부를 통해 상층으로 연소

확대를 하게 되면 외장재에 의해서 화염은 빠른 속도

로 확산되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 초기에 소형 열방출율 실험(Cone carloremeter

test)와 SBI(Single burning item)를 진행하였으나, Cone

carloremeter test의 경우는 화재 시 화염이 수직으로 확

산되는 화재성상을 평가할 수 없었으며, SBI의 경우는

복사강도(Heat flux)가 30kW에 한정에 되어 있어서 알

루미늄의 용융점 660oC에 달하지 못하여 알루미늄복합

패널에 내장된 폴리에틸렌이 착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화재 시 알루미늄복합패널의 화재성

상을 예측하여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형

열방출율 실험(Large scale calorimeter test)에 의한 연

소실험을 실시하였다.

2. 화재사례

외장재에 의한 국내 화재사례는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8년의 서울 ○○빌딩 1층의 에어컨 실

외기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알루미늄복합패널에

내장된 폴리에틸렌에 착화되어 폭 4~5m 간격으로 최

상층인 18층까지 순식간에 타 올라가면서 점차 V형태

로 넓게 소훼되었다.

또한 2006년의 서울 ○○빌딩 1층의 마트 창고에서

화재가 발행하여 건물 외장재를 통해 최상층인 7층까

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화염은 3~4m 폭 넓이로 직

상단 최상층까지 타 올라 가면서 화염이 지나는 부위

의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까지 화재가 유입, 확산되

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 Figure 2는 창문을 통

해 내부로 확산된 화재사례이다.

2007년 창원 ○○극장에서는 1층의 냉각탑에서 화재

가 발생하여 Figure 3과 같이 빌딩의 알루미늄복합패

널 외장재가 소훼되면서 최상층인 13층까지 화염이 급

속히 확산되었다.

국외에서도 외장재에 의한 수직 확산 화재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뉴질랜드 웰링턴의 Te Papa박물관

신축현장에서 1997년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용접 중 알

루미늄복합패널에 내장된 폴리에틸렌에 착화되어 수직

확산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1996년에는 독일 뮌헨의 5

층 아파트의 쓰레기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화재는 폴리

에틸렌을 내장한 복합패널에 착화되어 건물 외부에 폭

넓은 피해를 초래했다.1,3,4)

3. Large Scale Calorimeter Test

3.1 실험장치 구성

Large scale calorimeter의 장치 구성은 원형후드 및Figure 1. Fire in the outdoor area.

Figure 2. Spread to the inside through the window mode.

Figure 3. Ignition on top of other ascending direct

combus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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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시스템, 유량측정을 위한 차압 프로브, 열전대, 십

자형 가스포집설치 및 연기밀도 측정 장치이다.5,6)

Figure 4는 원형후드 및 덕트 시스템을 나타낸다. 본

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물안전성능실험센터

의 실험장치를 이용했다.

Large scale calorimeter에서 측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은 열방출률이다. 화학조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재료의 화재 시 열량의 측정을 위한 기본원리는 순 연

소열량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양에 비례한다는 점을

기초로 산소 1kg이 소모될 때 13.1MJ/kg의 열량을 발

생한다는 기본원리에서 시작된다. 산소농도와 배출가

스유량 등을 측정하여 식 (1)로 계산할 수 있다. Figure

5는 Large scale calorimeter의 구성도를 나타낸다.6,7)

(1)

3.2 측정요소

본 실험에서는 측정요소인 열방출률, 열전대에 의한

온도분포, CO농도, CO2농도를 측정하였다. 즉, 실물실

험에 의해서 화재성상을 예측하였으며 열방출률값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열전대의 온도분포에 의해서 알루

미늄이 용융되면서 폴리에틸렌에 착화되어 화재가 확

산되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CO농도와 CO2농

도는 개구부에 의해서 화재가 내부로 침투함을 고려하

여 결과값을 얻었으며, 이는 추후 모델링에서 건물 외

부에서 내부로의 화재확산 현상을 해석할 때 필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3.3 실험체의 선정

실험체의 크기는 Figure 6와 Figur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높이 3m, 길이 2m, 두께 0.142m이다.

실험체는 실제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시공과 동일하

게 제작되었으며, 연결부위는 코킹하였다. 본 실험의

q· = EΦ − E
co

 − E( )
1 − Φ

2
--------------*

X
co

A

X
O
2

A
---------

m·

1 + Φ α − 1( )
--------------------------------*

M
O
2

M
a

---------- 1 − X
H
2
O

O
( )X

O
2

A
O

Figure 4. Hood and duct system.

Figure 5. Configuration of a large scale calorimter. Figure 6. Drawing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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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는 건물 벽체 하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알루

미늄복합패널을 통한 수직 화재확산 형태와 거동을 해

석하기 위함이므로 외부의 화염이 내부로 유입하기 수

월하도록 하단부분에 가로 1m, 세로 0.15m를 절단하

여 패널 내부의 심재가 연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3.4 화원의 선정

화원은 미송 목재팰릿을 사용하였다. 목재팰릿은 단

위 킬로그램 당 열량이 2,700kcal/kg으로 미국재료시험

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역으로 계산하여 목재팰릿의 개수

를 산정하였다. 복사강도는 본 실험의 시나리오에 의해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서 실험한 쓰레기 컨테이너의 최대 열방출률을 적용한

것으로 300kW를 10분간으로 선정하였다.8,9)

Figur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목재팰릿의 높이는

0.13~0.15m이며, 21개씩 2set로 쌓았다. 불쏘시개는 2

개소에 금속용기로 가로 0.97m, 세로 0.73m에 햅탄

(Heptane, n-C7H16) 200ml씩 각각 담아 목재팰릿의 하

단에 놓았다.

3.5 열전대의 위치선정

열전대는 Figure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면부에 9

개소(T1~T9), 화원부에 1개소(T10)를 설치하여 모두 10

개의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열전대의 설치위치는 바닥에서 높이 1m 간격으로 중

앙을 기준으로 0.5m 간격으로 가로로 3개씩 설치하였다. 

3.6 Large scale calorimeter에 의한 연소실험

3.6.1 실험의 조건

본 실험의 구성은 외벽에 근접하여 설치된 쓰레기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장재로 옮겨 붙

으면서 상층부로 외장재를 따라 확산되는 시나리오이

며, 연소 실험은 열화상카메라, 열전대와 캠코더를 보

조 기기로 사용하여 온도측정과 동시에 영상으로 촬영

하고 매초 단위로 연소의 형상과 패널의 소훼형태를

Figure 7. Subject pictures.

Figure 9. The location of the thermocouple.

Figure 8. Wood pallet & hept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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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Large scale

calorimeter에 의한 열방출률과 유해가스 발생량을 분

석한다.

사례의 경우 빌딩이 밀집해 있는 도심으로 빌딩과

빌딩사이를 통한 바람의 영향은 플륨(plume)의 방향과

확산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건물 상하부

의 온도차에 의한 드래프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바람의 조건에서 화재로 인해 생성된 공기의 부

력은 한층 더 플륨을 건물 상층부로 확산시키는 원인

으로 작용할 것이나 본 실험은 실내에서 행해진 관계

로 바람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3.6.2 연소실험

Figure 10는 열전대 T1, T4, T7의 온도 분포를 나타

낸다.

착화 후 20초 후 불꽃의 길이는 실험체 상부까지 상

승하였다. 실험체의 중앙에 부착된 열전대 중 화염의

중심에 있는 열전대 T4에서 가장 높은 367.9oC 온도가

측정되었다. 또한 약 194초에서 677.2oC까지 점차 상

승하였다. 이는 불쏘시개로 사용된 햅탄이 연소되면서

열방출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햅탄이 모두

소모되는 218초에서 온도는 595.4oC를 나타냈다. 또한

불꽃의 길이는 실험체 중간지점인 1.5m까지 점차 감

소하였다.

357초에서 508초까지는 내장된 폴리에틸렌이 연소되

기 시작하는 716.7oC에서 알루미늄의 용융온도인 660oC

보다 높은 최고 903.3oC까지 온도가 점차 증가하는 거

동을 보였으며, 화염의 길이는 다시 실험체의 높이인

3m 보다 높게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연소되었다.

512초를 지나는 시점에서는 899.7oC에서 865.9oC 사

이를 넘나들며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지만, 실

험체의 표면부분의 알루미늄과 내부 심재인 폴리에틸

렌이 지속적으로 용융되거나 연소되며 실험체 하단부

상단으로 화염을 따라 천공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천공된 크기는 점차 넓어지는 형태를 보였다. 537

초를 넘어서면서 633초까지 서서히 온도가 감소하면서

화염의 길이는 다시 잦아들기 시작하였다. 634초에는

797.8oC로 감소되고 718초를 지나면서 내부의 심재가

모두 연소되고 온도는 488.7oC로 급속히 감소하는 형

태를 보여 1,096초에서 소화수를 이용하여 화염을 제

거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Figure 11에는 본 실험의 진행상태를 나타내었고,

Table 1에는 본 실험의 시간대별 열전대의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3.6.3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Figure 12은 열방출률을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햅탄

Figure 10. Temperature profile of thermocouples (T1, T4,

T7).

Table 1. Hourly Temperature of Thermocouple (oC)

Second

Thermocouple
20 220 330 560 690 860 1080

T1 168.4 294.8 410.2 532.4 265.1 182.4 093.5

T2 284.9 263.6 464.0 750.4 600.2 375.7 211.8

T3 128.2 189.9 269.0 476.0 167.8 122.5 066.4

T4 367.9 613.5 714.6 850.3 605.9 198.5 163.5

T5 283.3 380.7 560.9 815.5 477.6 125.8 100.3

T6 163.8 210.3 349.6 606.0 278.3 095.1 071.6

T7 111.7 177.0 357.7 538.8 728.6 238.8 141.3

T8 101.7 128.1 257.3 293.3 253.6 127.8 075.1

T9 096.0 115.9 188.3 235.2 159.6 082.2 053.1

T10 491.1 443.2 592.3 695.4 684.1 684.1 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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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재 팰릿이 동시에 연소되면서 약 800kW 정도의

열방출률이 측정되었으나, 햅탄이 모두 연소 되면서

200kW 이하까지 급격히 열방출률이 감소하였으며, 실

Figure 11. Large scale calorimeter test.

Table 2. Performance Criteria

목적
제안하는

성능기준

Lower

Limit

Upper

Limit

거주자

인명안전

독성에

의한

영향

CO 1400ppm 이하 1700ppm 이하

HCN 80ppm 이하 80ppm 이하

COHb 30% 이하 40% 이하

O2 12% 이하 15% 이하

CO2 5% 이하 6% 이하

Figure 12. Heat release rate.

Figure 13. CO concentration.

Figure 14. CO2 concentration.

험체 내부의 심재가 연소되기 시작하는 300초에서 서

서히 증가하였다. 562초를 경과하면서 1,073kW로 급

격히 증가하여 572초 지점까지 최고 1,144kW의 열방

출률을 나타내었다. 600초를 경과하여 열방출률은 서

서히 감소하였다.

3.6.4 CO, CO2의 농도

거주자의 인명안전에 대한 SFPE Handbook과 NRCC

그리고 SFPE Case Study 사용한 성능기준은 Table 2

와 같다.10)

본 실험의 결과 Figure 13과 14는 CO와 CO2의 농

도를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CO의 농도는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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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스케일 칼로리미터에 의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의

초에서 16.9ppm을 나타냈으며, CO2의 농도는 567초에

서 0.147%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구획화재가 아닌 실외 외장재에 의한 화재

확산이므로 공기중으로 확산되기 특성으로 인해 CO와

CO2의 농도가 인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구획화재와

비교하여 미비하나 개구부를 통하여 내부로 유입될 시

는 재실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4. 실험고찰

화재사례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빌딩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알루미늄복합패널 외장

재가 최상층까지 타 올라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소훼

형태는 발화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냉각탑, 창

고 등이 소훼되면서 생성된 화염에 노출된 만큼의 폭

넓이로 3~7m 가량으로 직상단으로 타 올라가면서 최

상층으로 확산될수록 점차 연소 패턴은 넓어지는 연소

형태를 보인다. 외벽 외장재인 알루미늄 패널은 화염

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바닥으로 탈락되어 있으며, Figure

1과 Figure 2와 같이 각 화재사례와 유사한 연소 형태

를 보였다. 사례의 외장재는 알루미늄 패널에 내장된

심재인 폴리에틸렌이 대부분 소실되어 있다. 건물의 외

장재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수직 확산된 형태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연소는 상층부로 확산되는 화

염에서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 건물 내부로 화염이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

본 외장재의 화재 위험성 평가에서는 알루미늄복합

패널이 착화에 이르러 수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최

성기에 이르는 572초에서 1,144kW의 열방출률을 보였

으며 열전대에 전달되는 온도는 최고 903.3oC를 나타

냈다. 알루미늄의 용융점이 660oC인 점을 감안할 때

알루미늄복합패널이 연소되어 생성되는 903.3oC는 0.5mm

의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패널 외부를 용융시키기에 충

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과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체의 연소형

태는 Figure 15와 같이 유사한 연소 형태를 보임을 증

명하였다. 최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11)에 의하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급·배수관, 전선케이블, 덕트 등

과 함께 선형조인트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에 적

용하여 법적 근거 마련하였다.

KS F 473712)에서의 알루미늄복합패널 성능은 휨강

도, 인장강도, 연신율, 내오염성, 냉·온반복성, 연소성

능 등으로 평가되지만 여기서의 연소성능의 평가에서

는 준불연성 시험 또는 불연성 시험을 실시한다.10) 이

는 작은 시편를 이용한 연소실험을 의미하며 기준은

내장재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알루미늄복합패

널의 수직으로의 연소확대는 평가되지 못하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러한 알루미늄복합패널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여 외장재로서 사용 시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한

기준마련과 더불어 그 기준에 적합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개발과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arge scale calorimeter에 의한 알루

미늄복합패널의 화재위험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위

험성을 인식하여 건축 외장재의 선정에 있어서 필히

고려가 되어야 하며 내장재뿐만 아니라 외장재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실험에서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최고열방출률

은 1,144kW이며, 수직으로의 빠른 화염확산을 보였다.

(2) 최고온도가 903.3oC에 달했으며 알루미늄의 용융

점은 660oC로 이 정도의 온도에서는 알루미늄복합패널

의 알루미늄이 용융되어 이탈, 아래로 탈락되고 내장

된 폴리에틸렌에 착화되어 화재의 확산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O농도는 802초에서 16.9ppm을 나타냈으며, CO2

의 농도는 567초에서 0.147%를 나타났다. . 실외 외장

재에 의한 화재확산이므로 공기중으로 확산되기 특성

Figure 15. Subject of the combus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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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CO와 CO2의 농도가 인체에 직접 미치는 영

향은 구획화재에 비해 미비하나 개구부를 통하여 내부

로 유입될 시는 재실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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