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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내 통신용 이블의 화재 험성 분석에 한 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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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on the fire hazard analysis of communication cable in buildings. In order to analyze fire 
hazards for communication cable IEC 60332-1, UL 94 and cone calorimeter test are conducted. The number of cable used 
to experiment is 10 communication cable which are generally applied to data communication in buildings. The results 
show that 9 cables do meet the performance requirement of IEC 60332-1 and 8 cables are V-0 classification. IEC 
60332-1 and UL 94 test are inadequate for fire hazard classification. The various parameters obtained by cone calorimeter 
test such as HRR, peak HRR, smoke production rate and so on. Also it is able to evaluate multiply fire hazard for 
communication cable with cone calorimeter test results.
Key Words : cable, fire hazard, fire classification, communication cable, cable fire

1. 서 론*

최근 건축기술의 진전과 더불어 현  건물은 단

순히 주택으로서의 역할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인간

이 보다 더 안락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형화, 첨단화가 수반되어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

안 데이터 전송율 증가와 LAN 기술의 발전으로 정

보에 한 수요가 충족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에 다

양한 통신케이블이 포설되고 있다.
건물내에서 새로운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오래

된 불용 케이블을 부분 제거하지 않았고 새로운 

데이터 전송요구에 따른 다양한 통신케이블이 새

로 포설되었기 때문에 건물내 천정 위 같은 공간

에 다량의 케이블이 쌓여져 있다. 이러한 케이블에 

의한 화재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특히, 케이블 연소

의 주요 특징은 연소성, 열적손상, 절연물 물성치, 
화염전파성 등이다1,2).

일반적으로 통신케이블은 천정 공간에 설치되고 

전기안전을 위해 전력케이블과 이격되어 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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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최근 공공 사무실에서 케이블은 천정과 이

중바닥재 아래의 공간과 수직벽 덕트에 설치되고 

조명용 케이블과 일부 통신케이블은 천정 위 공간

에 설치되며, 컴퓨터와 전화 케이블 및 이와 유사

한 저전력 케이블은 이중바닥재 아래의 공간에 설

치된다. 많은 컴퓨터 시설이 있는 규모 건물은 이

중바닥재 아래의 깊이가 깊은 공간에 다수의 통신케

이블로 채워져 있다.
저전압 저전류로 운영되는 통신케이블은 주요 발

화원이 아니지만 광범위한 사용으로 외부 점화원에 

의한 발화와 관련이 있으며 최근 건축물에서 통신

과 관련한 설비투자 및 정보통신의존도가 높아지

는 추세에 따라 통신케이블에 의한 연소확  위험

성이 높아지고 있다3,4).
본 연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축물내 통신케이

블에서의 화재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콘칼로리

미터를 이용하여 열방출률 등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규모 난

연성시험인 IEC 60332-1과 UL 94 시험을 통하여 

통신케이블의 난연성을 평가하였으며, 소규모 난연

성시험에 따라 화재위험성의 등급을 분류하고 소규

모 난연성시험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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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연성시험

IEC 60332-15)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수직

으로 배치하여 화염을 인가했을 때 전선 또는 케이

블의 탄화에 따라 난연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UL 946)는 플라스틱 재료 등의 난연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로 난연성을 평가하

는 IEC 60332-1과 UL 94 시험방법에 따라 본 연구

에서 선정한 통신케이블의 난연성능을 평가하였다.
IEC 60332-1은 길이 600 mm의 시험체를 시험챔

버 상부와 하부사이 거리가 550 mm가 되도록 수

평으로 2개 지점을 동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킨 다음 

시험체는 하부 바닥으로부터 50 mm상부에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너는 상부 지지점 하부로부

터 475 mm거리에서 버너의 청색염이 시험체의 표

면에 닿도록 설치하고, 버너의 접염각도는 시험체와 

45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IEC 60695-11-2에
서 정하는 시험불꽃을 형성하는 가스버너를 사용하

도록 하고 있다. Fig. 1은 IEC 60332-1 시험장치에 

한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고, Fig. 2는 IEC 60332-1 
시험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UL 94는 내경 9.5 mm ± 0.3 mm, 길이 100 mm ± 
10 mm의 버너를 사용하고, 시험체는 시트(sheet)형
태로 길이 125 mm ± 5 mm, 폭 13 mm ± 0.3 mm, 두
께는 최소두께로 재료를 잘라서 시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Fig. 3은 UL 94 난연성 시험장치에 한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고, Fig. 4는 난연성실험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IEC 60332-1.

Fig. 2. IEC 60332-1 test scene.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vertical burning test(UL 94).

Fig. 4. UL 94 test scene.

3. 콘칼로리미터 시험

통신용 케이블의 열방출률을 측정하기 위해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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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sample specification

No. Name Use Sheath material Insulation material

1 HFBT(고발포동축 이블) Image communication PVC High foamed PE

2 5C-2V(동축 이블) TV antenna PVC PE

3 2464(Data cable) Data Communication PVC PVC

4 RG-59(동축 이블) Data Communication PVC PE

5 Indoor telephone cable(옥내 화선) Indoor telephone - PVC

6 UTP(비차폐연선) Data Communication - PVC

7 FPL(소방통신 이블) Data Communication(for fire fighting) Aluminum, PVC Heat-proof PVC

8 Interphone cable(인터폰선) Interphone PVC PVC

9 Computer cable(컴퓨터 이블) Computer PVC PVC

10 Speaker cable(스피커선) Speaker - PVC

56607) 기준에 따라 콘칼로리미터를 사용하였다. ISO 
5660 시험방법은 연소시 열방출률을 재료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양에 비례한다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연소시 산소 1 kg이 소비되면 약 13.1 MJ
의 열이 방출된다는 관계가 성립한다. 규정된 외부 

복사열을 받는 동안 시편은 주위 공기조건에서 연

소하며, 이 때 산소농도와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하

여 열방출률을 산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료 또는 

제품이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 열방출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콘칼로리미터는 콘 형태의 복사전기히터, 시편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한 무게측정장치, 시편홀더, 산소

분석장치, 유량측정장치를 부착한 배출시스템, 스파

크 점화회로, 열플럭스미터(Heat Flux Meter), 교정용 

버너 및 데이터 수집 분석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장치의 구성은 Fig. 5와 같다8).
본 연구에서는 콘 칼로리미터 복사열에 노출시

켜 방출되는 열량을 통하여 획득한 다양한 파라미

터를 이용하여 통신케이블의 화재위험성을 분석하

였다. 콘칼로리미터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케이블 시료는 Fig. 6과 같고, 사양은 Table 1과 같다.

Fig. 5. Con-calorimeter tester.

Fig. 6. Con-calorimeter test sample.

4. 시험결과 및 분석

4.1. 난연성시험

4.1.1. IEC 60332-1
Table 2는 IEC 60332-1 시험방법에 따른 통신케

이블의 난연성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10개의 통

신케이블 중에 9개는 모두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1개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IEC 60332-1의 시험결과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이들 통신케이블로 인한 화재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케

이블에서의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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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EC 60332-1 test result

Test 
sample 

No.

Charring length [mm]

The length 
of damaged 
cable [mm]

Performance 
requirements

The lower 
edge of the 
top support 
to the upper 

onset of 
charring

The lower 
edge of the 

top support to 
the lower 
onset of 
charring

1 390 480 90 Satisfied

2 260 450 190 Satisfied

3 350 480 130 Satisfied

4 375 490 115 Satisfied

5 400 470 70 Satisfied

6 370 470 100 Satisfied

7 250 475 225 Satisfied

8 280 450 170 Satisfied

9 Burnt all - Not 

10 350 455 105 Satisfied

험방법 외에 다른 화재위험성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

을 알 수 있다.
IEC 60332-1의 시험결과에서 실제 탄화길이를 살

펴보면 HFBT와 FPL 케이블이 가장 짧은 탄화길이

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 케이블은 난연성이 보다 우

수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로 2464 (Data cable)케
이블이 짧은 탄화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난연성 케

이블은 전혀 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
라서 이들 케이블이 보다 난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난연성능시험인 IEC 
60332-1외에 다른 난연등급분류 방법이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

4.1.2. UL 94
Table 3은 UL 94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옥

내전화선이나 스피커선을 제외하고 V-0급의 난연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험결과만을 고려한다

면 옥내전화선이나 스피커선외의 다른 통신케이블

은 난연성능이 우수하여 화재위험성이 낮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물론 난연성이 있다고 해서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V-0급의 난연성능은 

매우 우수한 난연성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실제 건축물내 화재에서 다양한 통신케이블의 

연소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상

기한다면 UL 94 시험에 의해 화재위험성을 평가하

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험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내 통신케이블에 의

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UL 94 시험방법외

에 다른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UL 94 Test result

Test sample
 No.

Afterflame time(sec)
Classification

1st(t1) 2nd(t2)

1 0 0 V-0

2 burnt all - Not classify

3 3 14 V-0

4 0 0 V-0

5 0 0 V-0

6 0 0 V-0

7 7 burnt all Not classify

8 2 5 V-0

9 0 0 V-0

10 0 0 V-0

IEC 60332-1이나 UL 94 시험은 시험체의 크기가 

각각 600 mm, 125 mm와 같이 작은 규모로 준비하

여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 케이블의 화재위험

성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제 통신케이블에서의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설치되는 케이블에 화재시 발생되는 

열을 직접 인가하는 실규모 화재실험이 필요한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요

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시험으로 

통신케이블의 화재위험성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4.2. 콘칼로리미터 시험

Fig. 7은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케이블의 열

방출률 등의 측정시험 후 케이블을 나타낸 것으로 

복사열에 의해 케이블의 절연물이나 시스가 전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사열에 의해 연

소된 산소소비량에 의한 열방출률 등이 측정되었다.
Table 4는 콘칼로리미터의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최고 HRR(Heat Release Rate : 열방출률)값이 

500 kW/m2 이상인 것은 5C-2V(동축케이블)와 스피

커선이고, 다음으로 RG-59(동축케이블)가 약 459 
kW/m2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케이블은 약 200 kW/ 
m2로 나타났다. 총 발생열량 또한 이들 케이블이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5C-2V나 스피커선 및 RG-59
는 최고 HRR값과 총 발생열량이 높으므로 그만큼 

화재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HRR 
값을 나타낸 것은 FPL, 컴퓨터케이블 및 2464 데
이터케이블로 각각 약 250, 197, 188 kW/m2로 나타

났으며, 평균 HRR값이나 총 발생열량 및 연기발생

량도 이들 케이블이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낮은 H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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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st sample after cone calorimeter test.

Table 4. Con-calorimeter test result

Test 
sample 

No.

Peak HRR
(kW/m2)

HRR 
average 
(kW/m2)

Total Heat 
Release
(MJ/m2)

Peak 
SPR 

(m2/s)

Total smoke 
production

(m2)

1 206.3 98.25 23.1 0.113 17.1

2 553.7 250.84 65.2 0.151 21.4

3 187.64 112.66 30.4 0.144 20.9

4 459.25 247.36 60 0.166 23.3

5 295.87 68.60 17.5 0.164 8.2

6 261.81 158.60 37.3 0.106 15.9

7 250.55 121.66 30.4 0.226 22.9

8 293.71 145.02 36.5 0.115 13.3

9 196.76 95.42 31 0.15 30.6

10 526.8 122.13 33.6 0.478 3.1

값과 연기발생량을 나타내는 케이블은 화재위험성

도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HRR값과 연기발생

량을 이용하여 화재위험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최고 HRR이 300 이하이면 화재위험등급은 

낮은 것으로, 300 이상이면 화재위험등급이 높은 것

으로와 같이 보다 세분하여 화재위험등급 분류가 

가능하다.
Fig. 8은 열방출률값을 비교한 것으로 최고값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높은 최고 HRR값을 갖는 가

장 빠른 연소특성을 갖는 케이블은 스피커선으로 나

타났다. 옥내전화선도 최고 HRR값은 낮지만 빠른

연소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케이블은 화재시 급

격하게 연소가 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5C-2V나 RG-59는 높은 최고 HRR값

을 갖는 반면에 스피커선보다는 다소 느리게 최고

값까지 상승하는 연소특성을 나타냈다.
Fig. 9는 각 통신케이블이 연소하면서 발생되는 

연기량을 비교한 것으로 스피커선이 특히 연기가 많

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빠르고 느린 연

소특성이나 발생연기량을 이용하여 화재위험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화재위험

성을 분석한 결과 콘칼로리미터 시험은 IEC 60332- 
1이나 UL 94 난연성시험보다 다양하게 화재위험성

을 분석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IEC 60332-1이나 UL 94 난연성시험에서는 발열량

이 많은 케이블도 난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피커선과 같은 경우 짧은 시간에 높은 발

열량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IEC 60332-1이나 UL 
94 난연성시험에서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실규모 화재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Fig. 8. HRR vs. time.

Fig. 9. Smoke production vs. time.



건축물내 통신용 케이블의 화재위험성 분석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26권 제6호, 2011년 25

곤란하여 소규모로 화재위험성이나 난연성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IEC 60332-1이나 UL 94 난연성시험

보다는 콘칼로리미터 시험을 통하여 화재위험성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건축물내에 사용되는 통신케이블에 

하여 IEC 60332-1과 UL 94 난연성시험 및 콘칼로

리미터를 이용하여 열방출률 등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통신케이블의 화재위험성을 분석하였으며, 
화재위험성 분석을 위한 난연성시험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IEC 60332-1 시험결과 RG-59 케이블을 제외하

고 모든 통신케이블이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나 IEC 60332-1의 시험으로는 통신케이블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2) UL 94 시험결과 스피커선과 옥내전화선을 제

외하고 모든 통신케이블이 V-0급의 난연성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UL 94의 시험으로는 통신케이블

의 화재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콘칼로리미터 시험결과 열방출률 등 통신케이

블의 화재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

터들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콘칼로리미터 시험결과

를 이용하여 IEC 60332-1이나 UL 94 시험에서는 분

류되지 않는 화재위험성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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