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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nd fire damage form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flame spreading form and fire 
probability from ignition sources subject to drivit component materials which is finishing material in architecture. Ignition sources were 
limited to a gas torch and exterior panel board fire, and the size of the sample was manufacture in 30 cm length × 50 cm height × 5 cm 
thickness size. Marble (inner wall) + 3 mm drivit (outer wall), marble (inner wall) + 4 mm plaster stone (outer wall), sandwich panel + 3 
mm driver bit (outer wall), sandwich panel + 3 mm driver bit + insulation (outer wall), and gypsum board (inner wall) + 3 mm drivit 
(outer wall) were prepared for the sample. As result of the research for temperature characteristics, large temperature difference by each 
material was shown in 218℃~995℃ at 30 seconds and 501℃~1078℃ at 300 seconds. Especially when the inner wall was a plaster 
board, lowest temperature of 501℃ was shown at 300 seconds and marble inner wall showed the following lowest temperature of 900℃. 
Temperature rising over 1000℃ was shown in other materials. Regarding fire damage form, drivit or gypsum board outer wall parts 
exposed to fire showed combustion and carbonization to show calcination(breaking phenomenon) and influence of heat exposure was 
higher as calcination became more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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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택의 방화안전에 관한 연구는 재료, 시설적 특징, 
피난 공간의 사용방식이 초기화재 및 소화와 관련이 

깊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벽의 내장재가 가연 내

장재로 마감되어 있고 가구재는 가연재료 주로 구성되

어 화재의 확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방화 안전

상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소화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

우가 많아 초기소화에 어려움이 발생한다1). 또한, 건축

물의 화재확산은 실 내부의 구획화재와 외벽 등에 의

한 외부화재에 의해 상층부로 화재가 확산하는 화재성

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연성 외벽 마감재료가 설

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외부의 바람과 외벽 마감재료

의 종류 등 주변의 조건에 따라 수직으로 확산된 화염

이 건축물 층별 개구부로 유입되어 구획화재로 돌변하

여 화재가 확대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2). 특히, 외
부 화재 확산은 외벽 마감재료의 종류에 따라 빠르게 

전파성을 보이며 수직으로의 화염확산에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3). 이러한 건축물 외장재료의 사용에 대

하여 국외의 경우 외벽 마감재료의 수직 확산을 평가

하기 위해 시험체 높이가 4~6 cm인 실대형의 시험방법

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BS 8411시험, 미국의 

NFPA 285, ISO13785-2의 화재시험으로 부터 내화성을 

평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발생 시 여전히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4-6). 
건축의 내외장재 가운데 외장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축물 외벽 단열 공법 중 

하나로 단열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편리하여 널리 사용

되었지만 시공 후 환경영향 등에 따른 사후관리가 쉽

지 않아 시공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최근 내단열 공

법 보다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붙이는 것이 에너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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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적용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스티로폼(발포 폴리스티

렌) 단열재 위에 유리망 섬유(메쉬)를 설치하고 드라이

비트로 마무리하는 공법이며, 외부 벽면에 부착된 스

티로폼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

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의 장점으로는 시공기간이 짧고, 내

부에 별도의 단열작업이 필요치 않으며, 자유로운 색

상 도색과 시공비가 저렴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여 타 재료에 비해 충격에 약하고, 연소

에 동반하여 산소의 감소와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일산화탄소의 발생은 모든 화재에서 발생하며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고분자 화합물

은 건축자재 등의 연소에 있어서는 다수의 화학물질이 

가스 상태로 발생하고 이러한 화학물질 또한 같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마감 재료로 주로 사

용하는 드라이비트 및 스톤코트를 구성으로 한 재료의 

외부화염에 의한 화재 개연성과 화재 확산형태를 살펴

봄으로써 화재패턴에 필요한 온도특성과 소손형태로부

터 화재조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화재취약성 및 피해조사

Table 1에는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상황을 나타

내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CCTV를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 행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키박스를 녹이기 

위해 라이터를 사용하였고, 이후 해당 오토바이에서 

불길이 일어나 옆의 다른 오토바이로 옮겨 붙으며 건

물 전체로 번져나간 사실이 확인된 화재이다. 
원인은로는 오토바이 키박스를 가열하면서 배선이 

녹아 합선되어 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1. Fire Circumstances of daebong green apartment in 
Uijeongbu

Classification The situation of the fire damage

Date and time 2015. 01. 10. 09:27

Place Daebong green apartments, Uijeongbu-dong 
Uijeongbu City

Casualties 130 people
(killed 4 people, 126 people injured)

Victims 226 people

Property damage 9 billion won
(Property 6 billion won, Garden 6 billion won)

Fire causes Careless(fire of lighters)

(A) The Initial fire (B) Enlarge burning on 
the right

(C) The outer wall of 
the combustion

Fig. 1. Combustion enlarge of daebong green apartments fire.

최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 해
뜨는 마을 아파트의 1층은 화재의 연소확대가 쉬운 필

로티 구조의 주차장 이었으며, 드림타운 1층 주차장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또한, 해뜨는마을 아

파트의 기계식 주차타워는 화재 확대가 용이한 샌드위

치 패널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대봉 그린아파트 1층에

서 발생한 불은 주차장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드라이비

트 단열재인 EPS(스티로폼 재질의 발포스타이렌)에 착

화되면서 Fig. 1과 같이 주변 드림타운과 해뜨는 마을

로 연소확대 되었다.
화재원인은 용접작업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

며, 지하 1층 냉장실에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해 벽체패

널에 문틀로 사용할 사각형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작업 

중 용접을 완료한 부위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였고, 
용접작업 시 피접물이 빨갛게 달아올랐다는 작업자의 

증언과 철의 온도상승에 따른 색상변화를 검토한 결과 

피접물의 온도범위는 700-900℃로 추정되었다. 벽체패

널로 사용된 샌드위치패널의 구조는 패널 절단작업자

의 진술에 따라 추정해 보았을 때 양쪽 면이 두께 0.5
㎜ 강판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단열재인 우레탄폼과 

글라스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의 (A)는 화재현장에서 촬영된 부분 연소된 샌

드위치패널이다. 용접작업자의 증언과 용접작업의 위

험성 및 피접물인 벽체패널(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취

약성을 검토한 결과 용접 시 발생한 4,000℃ 이상의 아

크열에 의해 피접물(사각파이프, 앵글, 패널 절단부 마

(A) Combustion of the 
sandwich panels

(B) Door frame of 
welding work

(C) Welded parts

Fig. 2. Combustion pattern of the sandwich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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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강)이 700~900℃까지 가열되어 샌드위치패널 내부

의 우레탄폼이 고온의 피접물 및 용접불티에 의해 착

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의 (A)는 샌드위치패널

의 연소형태이며, (B)는 용접작업을 실시한 문틀이고, 
Fig. 2의 (C)는 용접부위의 소손흔적이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햄, 냉동식품, 과일 등을 

저장하는 냉동 창고로 건물구조는 내부 전체가 단열재

로 덮여 있는 밀폐공간이 많고, 창이 없는 무창층 구조

로 되어있어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지하

기 어렵게 된다. 냉동 창고의 주요 건축에는 우레탄폼 

및 가연성 샌드위치패널로 이루어져 있어서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켰다. 

2.2 화재재현 실험

2.1.1 실험재료 제작

일반적으로 드라이비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Fig. 3과 같다. 드라이비트 외벽단열재 공법은 건물 외

벽 위에 단열재(스티로폼), 접착제(아크릴 수지와 시멘

트), 유리망섬유(메쉬), 마감재 등을 덧붙여 건물의 단

열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공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화재재현 실험을 위한 시료 준비는 Table 2와 같이 

A~E의 5종 재료를 제작하였으며, 시료의 크기는 Fig. 4
의 (A)와 같이 가로 30 cm × 세로 50 cm × 두께 5 cm
로 제작하였으며, 시료는 내벽 대리석 시공에 외부 드

라이비트 마감 3 mm, 미장스톤 마감 4 mm, 내벽 샌드

위치패널에 단열재 시공 없이 드라이비트 3 mm, 내벽 

샌드위치패널에 단열재 시공한 드라이비트 3 mm, 내
벽 석고보드 드라이비트 3 mm를 준비하였다. 

Styrofoam Glass fiber mesh

dryvit Plaster Stone

Fig. 3. Configuration material of dryvit.

Table 2. Experimental samples

Samples

A Dryvit finishing(3 mm) + inner wall(marble)

B Plaster stone finishing(4 mm) + inner wall(marble)

C Sandwich panel + Dryvit finishing(3 mm)

D Sandwich panel + Insulation(styrofoam) + Dryvit finishing (3 mm)

E Dryvit finishing(3 mm) + inner wall (plasterboard)

2.1.2 온도측정 및 소손패턴 분석 실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는 4조의 K-Type형 열

전대로서 가스연소기구 화구, 샌드위치 패널 심재 내

부, 샌드위치패널 상부 강판, 대기온도 측정용으로 사

용하였으며, 열전대의 직경은 0.15 mm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의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기록 장치로는 

온도기록계(GL-800, Japan)를 Fig. 4의 (D)와 같이 설치

하였다. 또한, 온도기록계에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한 노트북을 설치하였다. 
가열방법으로는 각 재료의 외벽에 10 cm 이격하여 5

분간 가스토치로 가열하고, 재료 외벽 화염부 접촉부

의 시간대별 온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횟수는 실험에 

앞서 예비실험으로부터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본 실험 3회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로는 내부 

단열재(스티로폼)의 온도 측정, 화재개연성과 발화온도 

측정, 내부 단열재에서 확산되는 소손패턴을 분석하였

다. 열원으로는 가스토치와 분전반 외부화염으로 한정

하여 외부화염에 대한 화재온도와 소손패턴을 분석하

였다. 

(A) Composition of finishing 
material 

(B) Plaster stone and finishing 
materialof dryvit

(C) Dryvit finishing has been 
attached to the distributor

(D) Install a temperature sensor
(Finishing materials, Internal, inner wall)

 

Fig. 4. Equipment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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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패턴 분석을 위하여 연소 후 변색흔이 나타나는 

20초, 120초, 300초 시간경과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였

다. 외부화염에 의한 건축외장재 연소 실험에 관한 연

구를 위한 실험시료는 내벽 바깥쪽에 스티로폼, 유리

섬유, 접착제, 마감재로 Fig. 4의 (B)와 같이 제작하였

다. 고정틀은 실험시료를 올려놓기 위한 용도로 사용

되었으며, 화원은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토치, 
전기 분전반 내부 화염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재료 A(드라이비트+내벽:대리석)
Fig. 5에는 드라이비트 마감에 내벽으로 대리석을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연소 온도 곡선을 나타내었다. 
드라이비트 외벽을 가열한 지 20초에 화염접촉부 온도

는 690℃, 내부단열재 온도는 98℃로 측정되었으며, 
300초간 가스토치로 가열할 경우 화염접촉부의 최고온

도는 900℃, 내부단열재 최고온도는 254℃로 측정되었

다. 시간대별 상세한 온도측정값은 Table 3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Fig. 6의 소손패턴을 살펴보면, 20초 경과 시 마감재

가 탄화되면서 내부연기가 발생하였다. 300초에 드라

이비트의 그을음과 함께 백화현상이 식별되었다. 후면

의 벽면제거 후 (C)와 같은 불규칙한 용융형태를 보였

으며, 완전히 소화 후 (D)와 같은 탄화흔이 관찰되었

Fig. 5. Temperature characteristic of mixed material dryvit 
finishing and inner wall(marble).

Table 3. Temperature of mixed material dryvit finishing and 
inner wall(marble)

Time[sec] Temperature of the flame 
contact area[℃]

Temperature of heat insulation 
of the internal [℃]

20 690 98

120 848 154

300 900 254

(A) 20 seconds elapsed : 
Hydrocarbons of finishes and
soke generated of the internal

(B) 300 seconds elapsed : 
Carbonized traces of dryvit

(C) Shape of after removal 
of the rear wall

(D) Carbonization

 

Fig. 6. Damage patterns of mixed material dryvit finishing and 
inner wall(marble). 

다. 이러한 온도변화와 소손패턴 흔적은 구획실 화재

에서의 플래시오버에 도달한 정도의 온도에서 화재가 

발생한 다른 구획된 공간의 배면의 온도 상승으로 인

해 주변의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발화 가능성

과 화염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

며, 또한 배면의 이러한 소손 형태는 화염의 확대 및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3.2 재료 B(미장스톤+내벽:대리석)
미장스톤 마감에 내벽을 대리석으로 부착한 재료의 

경우의 온도변화 곡선은 Fig. 7에 나타내었다. 미장스

톤 외벽을 가열한 지 20초에 화염접촉부 온도는 747℃, 
내부단열재 온도는 48℃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마감재

가 접착력을 잃고 소락되었다. 
120초 경과 후에는 화염접촉부 온도는 934℃였으며, 

Fig. 7. Temperature characteristic of mixed plaster stone 
finishing and inner wall(mar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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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mperature of mixed material plaster stone finishing 
and inner wall(marble)

Time[sec] Temperature of the flame 
contact area[℃]

Temperature of heat 
insulation of the internal [℃]

20 747 49

120 934 121

300 1,019 237

내부단열재 온도는 121℃로 측정되었고 마감재가 모두 

소락되었다. 300초간 가스토치로 가열할 경우 화염접

촉부의 최고온도는 1,019℃, 내부단열재 최고온도는 

237℃로 측정되었다.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300초에서 화염접촉부의 

온도는 A 재료보다 29℃ 정도 온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단열재의 온도는 오히려 1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면의 소손형태 또한 차이를 보였는

데 이는 단열재 구성재료의 특성에 따른 온도특성에 따

라 배면의 소손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배면의 소손 정도는 주변 가연물을 충분히 가열

시킬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여 상이한 연소패턴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소손패턴은 Fig. 8에 나타내었다. 소손패턴을 살펴보

면, 20초 경과 시 마감재가 탄화 및 소락되었으며, 300
초 경과 후 미장스톤의 탄화흔이 확인되었다. 배면의 

소손형태는 (C)와 같이 나타났으며, (A)재료의 배면 소

손형태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

성분과 구성성분에 따른 온도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 

연소 후 (D)와 같은 소손형태를 보였다. 

(A) 20 seconds elapsed : Finishing 
material carbonization and falling 

(B) 300 seconds elapsed: : 
Carbonization traces of the 

plastering Stone

(C) After removing the rear wall (D) Carbonization

Fig. 8. Damage patterns of mixed material plaster stone 
finishing and inner wall(marble).

3.3 재료 C(샌드위치 판넬+드라이비트) 
Fig. 9에는 샌드위치판넬 외부에 단열재 부착 없이 

드라이비트를 부착한 재료의 온도곡선을 나타내었다. 
외벽을 가열한 지 20초에 화염접촉부 온도는 901℃, 내
부단열재 온도는 51℃로 측정되었으며, 120초 경과 후 

화염접촉부 온도는 1,064℃, 내부단열재 온도는 142℃
로 측정되었다. 300초 동안 가스토치로 가열할 경우 화

염접촉부의 최고온도는 1,078℃, 내부단열재 최고온도

는 352℃로 측정되었으며, A와 B재료 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Fig. 10의 소손패턴을 살펴보면, 20초 경과 시 내부

단열재 온도가 51℃로 상승됨에 따라 화염으로 인한 1
차적 소손현상이 관찰되고 352℃에서 (B)와 같은 백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Fig. 9. Temperature characteristic of mixed material sandwich 
panels and dryvit. 

Table 5. Temperature of mixed material sandwich panels and 
dryvit 

Time[sec] Temperature of the flame 
contact area[℃]

Temperature of heat 
insulation of the internal [℃]

20 901 51

120 1,064 142

300 1,078 352

(A) 20 seconds elapsed: : 
Flame and bleaching events

(B) Carbonizing the inside of the 
sandwich panels

Fig. 10. Damage patterns of mixed material sandwich panels 
and dry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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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료 D(샌드위치판넬+단열재+드라이피트)
Fig. 11에는 샌드위치판넬 외부에 단열재와 드라이

비트를 부착한 재료의 온도곡선을 나타내었다. 20초 

경과 시 화염접촉부 온도는 995℃, 내부단열재의 온도

는 288℃로 A~E 재료 가운데 온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0초 경과하면서 화염접촉

부 온도는 1005℃, 내부달열재 온도는 363℃까지 상승

하였으며, 300초 경과 시 에는 내부단열재 온도가 42
2℃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내부

단열재 온도가 가장 낮은 (E)재료의 온도와 비교하여 

동일한 화염접촉 시간대 대비 4.85배 온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상세한 온도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소손패턴은 Fig. 12에 제시하여 나타내었다. 20초 경

과 시 화염이 관찰되고 백화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마
감재 외벽의 외부화염에 의해 내부 단열재 및 샌드위

Fig. 11. Temperature characteristic of mixed material sandwich 
panels and Heat insulation and dryvit. 

Table 6. Temperature of mixed material sandwich panels and 
Heat insulation and dryvit

Time[sec] Temperature of the flame 
contact area[℃]

Temperature of heat 
insulation of the internal [℃]

20 995 286

120 1,005 363

300 1,046 422

(A) 20 seconds elapsed: : Flame, 
bleaching events

(B) 300 seconds elapsed: : 
Carbonized trail

Fig. 12. Damage patterns of mixed material sandwich panels 
and Heat insulation and dryvit.

치 판넬 벽면 내부 단열재(스티로폼)까지 열전달이 되

어 연소가 이루어졌다. 300초 경과 시 탄화흔이 관찰되

었다. 

3.5 재료 E(드라이비트+내벽:석고보드)
Fig. 13에는 드라이비트에 내벽에는 석고보드를 부

착한 재료의 온도곡선을 나타내었다. 재료 E의경우는 

기존 점화방법과 달리 일반 화재상황을 고려하여 (A)
와 같이 샌드위치판넬 외부에 전기분전반 내부의 가연

물(종이, 합성수지 등)에 가스토치로 점화 후 뚜껑을 

닫은 후 연소상황을 측정하여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온도측정 시간은 900초 까지 연장하여 측정하였다.

30초 경과 후(B) 화염접촉부의 온도는 218℃, 내부단

열재 온도는 29℃로 측정되었으며, 이 때 분전반에서 

외부로 화염이 분출하였다. 300초 경과 후(C) 화염접촉

부의 온도는 501℃, 내부단열재 온도는 87℃로 측정되

었으며, 분전반이 탄화 및 용융되면서 소락되었다. 600
초 경과 후(D) 화염접촉부의 온도는 618℃, 내부단열재 

온도는 263℃로 측정되었다. 시간을 900초 까지 연장 

시 화염접촉부 온도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속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열재 내부 온도는 600
초 까지는 263℃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00초 

에서는 149℃로 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도 측정 결과에 대하여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Fig. 13. Temperature characteristic of mixed material dryvit 
and inner wall(plasterboard). 

Table 7. Temperature of mixed material dryvit and inner wall 
(plasterboard)

Time[sec] Temperature of the flame 
contact area[℃]

Temperature of heat 
insulation of the internal [℃]

30 218 29
300 501 87
480 660 159
600 618 263
900 56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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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화염접촉부의 온도차이 발생은 외벽과 내벽

의 주요 구성성분과 조성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외

벽의 주요 구성재료(드라이비트, 미장스톤, 샌드위치판

넬)의 물리적 특성 차이와 내벽(대리석, 단열재, 석고보

드)의 내열성 차이에 따라 화염의 접촉부에 방열차이

가 형성되어 온도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단
열재의 스티로폼과 접착제의 종류나 유리망에 대한 세

부적인 조성비는 제조사의 보안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

었다. 
특히, 동일시간대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A와 E

의 경우는 내벽을 석고보드와 대리석을 사용한 경우로 

이로 인한 열전달량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소손패턴은 Fig. 14에 나타내었다. 소손패턴을 살펴

보면, 180초 경과 시 분점함의 화염이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초 경과되면서 탄화 및 용융 및 소락되

는 특성을 보였다(B). 10분 경과 시에는 분전함이 완전

히 소락되었으며(C), 15분 경과 시 마감재에 탄화흔이 

나타났고, 드리이비트 내부가 탄화흔이 관찰되었다.

(A) Internal combustibles of the 
distribution box

(B) 180 seconds elapsed: : 
Flame erupted in the distribution box

(C) 300 seconds elapsed: :
Carbonization, melting and falling

 

(D) 600 seconds elapsed: :
distribution box falling after 

burning 

(E) 900 seconds elapsed: 
:Carbonized traces of the finishing 

material

(F) After removing the wall: 
Internal carbonization of dryvit

Fig. 14. Damage patterns of mixed material dryvit and inner 
wall(plasterboard).

600초가 지난 시간에서는 화염이 더 크게 형성되면

서(D), 900초에 종료되어 (E)와 같은 그을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면은 (F)의 변색흔을 

보였으며,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도와 변색흔의 차이 발생은 드라이비트의 

단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구성성

분과 구성성분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구성성분은 스티로폼(폴리스틸렌)과 접착제, 시멘

트, 유리망 섬유(규사), 마감재 등이 제조사마다 다양하

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어 세부적인 구성 성분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8).
스티로폼은 심재로 발포 폴리스틸렌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외부 표면에는 상하 양면에 우수한 재질의 

착색 아연도장 강판을 특수 열정합 방식으로 일체화 

시킨 패널로서 발화온도는 180℃이며, 쉽게 용융하며 

화염전파가 용이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접착제의 주성분으로는 목공용에는 초산비닐수지, 

석재용에는 폴리아미드 수지와 에폭시수지를 혼합하

여 사용하고 있으며, 타일용에는 시멘트, 무기필러, 분
말수지 등을 사용한다. 또한, 창호전용에는 무초산 실

리콘계, 스티로폼용으로는 아세테이트(초산비닐)를 사

용하고 있다. 
유리망 섬유는 규사를 고온에서 용융, 고속회전 하

여 섬유화한 인조광물 섬유로 무기질 소재로 불연재료

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외장재로 주로 드라이비트를 

기본구성으로 한 시료를 제작하여 발화열원으로 가스

토치와 분전반 외부화염으로 한정하여 온도상승 특성

과 소손패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1) 내벽 대리석에 드라이비트 3 mm로 마감을 한 경

우 20초에 화염접촉부의 온도가 690℃, 내부 단열재의 

온도는 98℃로 확인되었다. 5분간 가열 시 화염접촉부

에서 900℃, 내부 단열재의 온도는 254℃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내벽 대리석에 미장스톤 4 mm로 마감을 한 경우 

20초에 화염접촉부의 온도는 747℃, 내부 단열재의 온

도는 49℃로 나타났다. 5분간 가열하였을 경우에는 화

염접촉부에서 1,019℃, 내부 단열재의 온도는 23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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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3) 샌드위치판넬에 단열재 부착없이 드라이비트 3 

mm로 마감을 한 경우 2분에 화염접촉부의 온도는 

1,064℃, 내부 단열재의 온도는 142℃로 나타났다. 5분
간 가열하였을 경우에는 화염접촉부에서 1,078℃, 내부 

단열재의 온도는 352℃로 나타났다. 따라서 샌드위치

판넬 벽면에 부착한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건물 내부 

샌드위치판넬 내부 벽까지 고열과 화염이 전파되어 건

물 내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샌드위치 판넬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드라이비트 

3 mm로 마감을 한 경우 2분에 화염접촉부의 온도는 

995℃, 내부 단열재의 온도는 286℃로 나타났다. 5분간 

가열하였을 경우에는 화염접촉부에서 1,005℃, 내부 단

열재의 온도는 363℃로 나타났다.
5) 내벽 석고보드에 드라이비트 3 mm로 마감을 한 

경우 화염접촉부의 온도는 3분에 218℃, 10분에 618℃, 
15분에 569℃, 내부 단열재의 온도는 3분에 29℃, 10분
에 263℃, 15분에 149℃로 나타났다. 

6) 소손패턴으로는 건축외장 마감재인 드라이비트, 
미장스톤 외벽이 화염에 노출된 부분은 연소 및 탄화

되어 하소현상(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하소가 

심할수록 열에 대한 노출의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7) 내부 단열재 스티로폼은 자기소화성을 가진 난연

성 원료로 생산되어 급격한 연소는 없었으나 화염의 

지속적인 노출과 열에 의해 연소 및 용융이 계속 진행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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