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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재료의 난연 및 방염성능 실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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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mbrane structure has a number of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a fireproof code based on general buildings 

codes. Thus, the fireproof code of membrane structure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construction of the membrane structure. 

Because it requires a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fire retardant and flame proof performance of membrane material. Fire 

retardant and flame proof tests are conducted on membrane materials mostly used in current construction to propose  the 

fire and flame retardant performance criteria of membrane materials. Fire and flame retardant tests results, PTFE membrane 

material with the glass fiber fabric have a limit-combustible performance. PVDF membrane material with the polyester 

fabric does not ensure the fire retardant performance, but this membrane material has the flame retardant performance of a 

thick fabric. Also, ETFE does not ensure the fire retardant performance, but this membrane material has the flame retardant 

of a thin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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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막구조 건축물의 시공이 증가하고 있으나 

막구조 건축물의 내화  방화 련 기 의 부재로 

인하여 막구조 건축물의 시공  설계에 많은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막재료(막재)의 경우에 

화재 특성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의 

내화기 을 용하고 있어서 내화 련 공사비의 증

가를 래하고 있다. 따라서 막구조 건축물의 건설 

활성화를 하여 막구조 건축물에 한 내화 련 

기 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막재가 막구조 건축물에 사용되기 해서는 내화 

 방화성능에 하여 일정 성능 이상이어야 하므

로 막재의 종류별 화재성상에 한 체계 인 분류

와 난연  방염성능에 한 일 성 있는 기  제시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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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구조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서 막재료는 구조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한 내화  방화에 한 일

정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막구

조 건축물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제시하

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내화기 을 용하기가 곤란

하므로 막구조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내화  방화

기 을 제시하여 실질 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막재의 난연  방염 등에 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어 막재의 내화 련 성능기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막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서 자체 으로 막재의 난연  방염성능 실험을 실

시하여 생산하는 막재의 난연성능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 이다
1),2)

. 국내에서 생산되는 막재는 국외 기

을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막구조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 직포  폴리에스터 

직포 막재에 한 화재실험, 난연  방염 성능실험

을 수행하여 막재의 화재성상을 분석하고 막재의 

난연  방염성능에 한 최소 인증기 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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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materials Coating materials

Glass fiber

Tetra fluoro ethylene 

resin(fluoro polymer)

Silicone resin

Polyvinyl chloride(PVC)

Chloroprene rubber

Chlorosulfonated 

polyethylene rubber

Polyester fiber 

Polyamide fiber

Polyvinyl alcohol fiber 

Polyaramid fiber

Polyvinyl chloride(PVC)

Chloroprene rubber

Chlorosulfonated 

polyethylene rubber

<Table 1> Fabric and coating materials of membrane

2. 막재료의 구분

재 국내에서 막구조용 재료로 사용되는 막의 

재질은 크게 폴리에스터를 기본으로 한 PVC, 

PVDF 제품과 유리섬유(Glass-fiber fabric)에 Teflon

이나 Silicon을 코 한 PTFE 제품으로 구분한다. 막

재는 막구조 건축물의 요한 구조 재료로서 면내 

인장력에 항하는 유리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을 이용한 직포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방

수성, 방화성, 내구성 등의 확보를 하여 표면에 

테 론, 실리콘, PVC 등을 이용한 코 재의 조합으

로 이루어진다.

일반 PVC재는 장력이 약하여 선에 의한 물성

이 쉽게 변질되어 옥외조경시설물용 재료로서는 곤

란하여 주로 난연성 PVDF 제품이 사용되며 일본에

서 주로 사용하는 불연성 유리섬유코 제품은 재단

시 공해물질인 유리섬유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막

구조용 재료는 가해진 외력을 충분히 달할 수 있

는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하며 변형에 유연하고 방

수성능이 우수한 합디테일을 가져야 한다.

<Fig. 1>   <Fig. 2>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유리섬유 직포의 PTFE 막재와 폴리에

스테르섬유 직포의 PVC 막재의 구성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직포가 같은 막재라도 코 방법에 의하

여 다르게 구분되고 있다.

<Fig. 1> PTFE coating membrane

<Fig. 2> PVC coating membrane

3. 난연 및 방염성능 기준

3.1 건축물의 내화구조

내화구조란 화재 시 발생하는 높은 열에 의해 구

조물이 그 내력을 잃지 않고 일정시간 버틸 수 있도

록 된 구조를 말하며 건축법에서 그 기   용

상을 정의하고 있다. 내화구조 용의 주목 은 실

질 인 화재발생 시 구조물이 무 지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내력을 유지함으로써 인명의 안   피

난시간 확보, 화재의 확 를 방지하고 소방활동의 

원활함  안  확보 등을 목 으로 하여 주요 구조

부에 하여 그 내화시간을 규정하고 부재에 한 

성능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규정상의 내화구조

는 건축물의 용도  사용면 에 따라 내화구조의 

용 상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그 용도에 따라서 

주요 구조부, 즉 기둥과 보, 지붕틀 등의 내화시간

을 규정하고 있다. 의 목 에서 보듯이 내화구조

의 주목 은 실질 인 화재발생 시 안 한 피  

소방활동의 원활함을 꾀하는 데 있다.

막구조 건축물의 경우에 화재발생 시 막구조 건

축물의 특성상 막이 일차 으로 손상되므로 건물의 

내부온도가 일반 건축물과 같이 상승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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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s Performance criteria

Non 

combustible 

material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

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과 상승하

지 않아야  하며  가열 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이어야 한다.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Semi-

non 

combustible 

material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2 이하이며 10분간 최  열방출률이 

10  이상 연속으로 200kW/m2 를 과하

지 않으며 10분간 가열후 시험체를 통하

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Flame 

retardant 

material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2  이하이며 5분간 최  열방출률이 

10  이상 연속으로 200kW/m2  를 과

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후 시험체를 통

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

이 없어야 한다.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Table 3> Performance grades of fire retardant 

Grades  Standard test

Non combustible 

material 

(불연재료)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시험방법)

KS F 2271

(가스유해성시험)

Semi-

non combustible 

material 

( 불연재료)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법)

KS F 2271

(가스유해성시험)

Flame retardant 

material 

(난연재료)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법)

KS F 2271

(가스유해성시험)

<Table 2> Fire retardant test

문에 실질 으로 기둥과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재

가 화재에 의하여 구조  손상을 받지 않는다. 한 

화재로 손상된(구멍이 뚫린) 막재는 유독가스 등을 

손쉽게 배출시키므로 오히려 일반건축물보다 피난 

 소방활동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막구조 건축물에 한 내화성능을 ‘0’시

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3.2 난연  방염성능 실험  기

건축 재료에 한 난연  방염성능은 기 에서 

정한 성능실험 결과에 따라서 등 이 결정된다. 국

내 난연  방염시험 방법과 기 은 주로 KS에 따

르며 이는 국제표 기 (ISO)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불연재와 난연재의 연소성시험과 가스유해

성시험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에 

한 규칙’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며 한 ‘건

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 ’의 난연성 시험

방법․성능기  등에 따라서 난연성능 시험을 수행하

고 난연성능을 평가한다4).

건축재료는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성시험방

법, 콘칼로미터법, 가스유해성시험을 통하여 건축재

료의 난연등 을 평가한다.

난연성능 실험에 의한 난연등 은 <Table 2>와 

같이 1 (불연재), 2 ( 불연재), 3 (난연재)로 구

분하고 있으며 난연등 에 따른 연소성과 가스유해

성의 성능기 은 <Table 3>과 같다. 

 

국내의 물품에 한 방염성능 실험은 KS, 조달청, 

철도청 등 물품의 검증기 에 따라서 다른 기 을 

용하고 있으나 건축재료의 방염성능 실험은 부

분 소방법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제6조(얇은 포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측정기  

 방법)에 따라서 방염성 시험을 실시하고 ‘소방시

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시행령 제 20

조’에 따라서 방염성능을 평가한다
3)

. 

소방시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시행

령 제 20조에 의한 얇은 포와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기 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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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Performance criteria

Thin fiber 

(엷은 포)

포지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의 량이 

450g 이하인 것

잔염시간 3  이내, 잔신시간 5  이내, 탄화

면  30㎠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염회

수 3회 이상, 최 연기 도 200이하

Thick fiber 

(두꺼운 포)

포지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의 량이 

450g 을 과하는 것

잔염시간 5  이내, 잔신시간 20  이내, 탄

화면  40㎠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염

회수 3회 이상, 최 연기 도 200이하

<Table 4> Flame retardant performance grades

4. 막재의 난연 및 방염성능 실험

4.1 막재의 화재 성상

막재의 난연  방염성능 실험에 앞서 막재의 화

재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화원의 이격 거리에 따

른 PTFE, PVF  ETFE 막재의 화재 성상을 살펴보

았다. 화원이 막재에 직  닿지 않는 경우에 이격거

리에 따라서 어떠한 화재성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막재와 화원의 이격거리는 일반 인 화

원의 이격거리로 200mm, 300mm로 하 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원으로부터 

200mm 떨어진 PTFE 막재는 10분이 지난 후에 구

멍이 나기 시작하 으며, 화원으로부터 300mm 떨

어진 치에서의 PTFE 막재는 10분간 가열하여도 

구멍이 발생하지 않고 변형만 일어났다. PTFE 막재

는 화원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막

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원의 이격거리가 

200mm에 치한 PVF 막재는 가열 후 13 , 화원

의 이격거리가 300mm 치한 PVF 막재는 가열 후 

17 에 구멍이 발생하 다. PVF 막재는 화원의 거

리와 계없이 열원에 의하여 막재가 손상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ETFE 막재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VF

와 마찬가지로 모든 막재에 구멍이 발생하 다. 화

원으로부터 200mm 떨어진 치의 ETFE 막재는 가

열 후 4 , 화원으로부터 300mm 떨어진 치의 

ETFE 막재는 가열 후 15 에 구멍이 발생하 으나 

구멍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ETFE 

막재의 특성상는 불꽃이 직  가해지는 곳에만 구

멍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원에 의한 

구멍의 크기는 화원의 이격거리와 계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9).  

화원에 의한 막재의 손상에 한 실험결과, 폴리

에스터 계열의 직포를 갖는 PVC(PVF) 막재를 제외

하고는 PTFE 막재  EFTE 막재는 화재에 한 성

상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막재는 화

원에 의하여 막재의 손상이 퍼지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200mm (b) 300mm

<Fig. 3> Fire characteristics (PTFE)

(a) 200mm (b) 300mm

<Fig. 4> Fire characteristics (PVF)

(a) 200mm (b) 300mm

<Fig. 5> Fire characteristics (E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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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tems PTFE PVF ETFE

총방출열량

(under 8MJ/㎡)
4.7MJ/㎡ 50.47MJ/㎡ 23.87MJ/㎡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를 

과하는 시간 

(under 10sec)

0.0sec 74sec 0.0sec

시험체를 

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Non)

Non Melted Melted

행동정지        

 시간 

(9min 이상)

14.3min 6.4min 13.2min

<Table 5> Test results of fire retardant

Test items

Thick fiber 

(두꺼운 포)

Thin fiber

(엷은 포)

Criteria PVF Criteria ETFE

잔염시간 ≤5sec  0.0 ≤3sec 0.0sec

잔진시간 ≤20sec 0.0 ≤5sec 0.0sec

Flame area ≤40㎠ 26.5㎠ ≤30㎠ 3.0㎠ 

Flame length ≤20㎝ 6.1㎝ ≤20㎝ 2.0㎝

<Table 6> Test results of flame retardant

4.2 막재의 난연  방염성능 실험결과

국내 막구조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

섬유 직포 막재(PTFE), 폴리에스테르섬유 직포 막

재(PVF)  ETFE 막재의 난연성능 시험을 실시하

다. 

PTFE, PVF, ETFE 막재의 난연실험에 의한 총방

출열량, 200kW/㎡ 과 시간, 용융상태, 행동정지 

시간 등 시험항목별 실험결과를 <Table 5>에 나타

냈다. PTFE는 총방출열량이 4.7MJ/㎡, 200kW/㎡ 

과 시간이 0 , 용융이 없고, 쥐의 행동정지시간

이 14분가량 나타났다. PVF는 총방출열량이 

50.47MJ/㎡, 200kW/㎡ 과 시간이 74 , 용융이 

발생, 쥐의 행동정지시간이 6.4분가량 나타났다.  

ETFE는 총방출열량이 23.87MJ/㎡, 200kW/㎡ 과 

시간이 0 , 용융이 발생, 쥐의 행동정지시간이 13.2

분가량 나타났다. 

  

막재의 난연실험 결과, 유리섬유실 직포 막재

(PTFE)는 불연재료 난연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직포 막재(PVF)와 

ETFE 막재는 난연 3 (난연재료)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연 3 을 확보하지 못한 PVF 막재와 ETFE 막

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제6조(얇은 포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측정기  

 방법)에 따라서 방염성 시험을 실시하고 ‘소방시

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시행령 제 20

조’에 따라서 방염성능을 평가하 다. 량이 450g/

㎡ 이하인 제품은 얇은 포, 량이 450g/㎡를 과

하는 제품은 두꺼운 포로 구분하므로 PVF는 두꺼

운 포, EFTE는 얇은 포에 해당한다. 

PVF 막재와 ETFE 막재의 방염실험에 의한 잔염

시간, 잔진시간, 탄화면 , 탄화길이를 <Table 6>에 

나타냈다. PVF 막재는 잔염시간 5 , 신시간 20

, 탄화면  40㎠, 탄화길이 20cm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ETFE 막재의 잔염시간 3 , 신시간 

5 , 탄화면  30㎠, 탄화길이 20cm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실 직포의 

PTFE 막재, 폴리에스테르 직포의 PVF 막재에 하

여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두꺼

운 포의 방염성능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필름용 막재인 ETFE 막재의 얇은 포의 

방염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얇은 포의 방염성능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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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 Performance criteria

Glass fiber

(PTFE)

 난연성능 기 : 불연재료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기 : 만족

Polyester 

fiber

(PVF)

 난연성능 기 : 성능기  미달

 총방출열량: 46.7MJ/m2,  200kW/m2   

과시간: 46 , 행동정지: 6분 29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기 : 만족

Film type 

material 

(ETFE)

 난연성능 기 : 성능기  미달

 총방출열량: 22.7MJ/m2,  200kW/m2   

과시간: 0 , 행동정지: 13분 20  

 얇은 포의 방염성능 기 : 만족

<Table 7> Fire and flame retardant performance of 

membranes

5. 결론 

막구조 건축물의 막재료(막재)는 구조  안정성

을 가져야 하며 한 내화  방화성능 확보를 하

여 일정 수  이상의 난연  방염성능을 가져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막

재료의 난연  방염 성능실험 결과의 분석을 통하

여 막재료의 난연  방염성능 인증기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막구조 건축물이 연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막재

료는 난연성능 기 에서 규정하는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는 

막재료는 KBC-S 막재의 구분에서 A종 는 B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포가 유리섬유계열이다. 

막구조 건축물이 연소의 우려가 없는 경우, 막재

료는 방염성능기 에서 규정하는 두꺼운 포의 방염

성능기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을 갖는 막재료는 KBC-S 막재의 구분에서 

C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포가 폴리에스터계열이다.

ETFE와 같은 필름형 막재료는 화재에 한 성능

이 매우 우수하나 국내 난연성능 기 에 미치지 못

하므로 필름형 막재료를 막구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문기 이나 문학회의 확인을 받아 사용

하도록 한다.

한 막재료의 화재실험을 통하여 유리섬유 직포 

막재(PTFE)와 필름형 막재(ETFE)의 화재성상이 매

우 우수한 것을 확인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막구조 건축물에 한 내

화 련 기 제시를 해서는 막구조 건축물에 한 

화재성상, 내화 등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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