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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measured that fire characteristics of four wood species using indoor finish materials. Wooden 
specimens were treated with fire retardant chemicals such as diammonium phosphate and potassium carbonate. 
The wooden specimens are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Cryptomeria japonica, and Chamaecyparis 
obtusa, which are used for indoor finish. The heat release rate (HRR) values of fire retardant treated woods 
were confirmed lower than that of untreated woods. For specific details, the HRR values of vacuum impregnated 
specimens for Pinus koraiensis and Cryptomeria japonica were measured lower than coatings. However, those 
of Larix kaempferi and Chamaecyparis obtusa showed the opposite effect to it. Total heat release rate values 
of all wooden specimens, vacuum impregnated were lower than coated specimens. 

Key Words : Combustion characteristics, Fire retardants treated wood, Cone-calorimeter, Vacuum impregnation 
method

1. 서 론

목재는 벽체, 천장재 등 실내 마감재, 또는 붙박

이장, 수납장 등의 가구재 등 다양한 용도로 실내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사용을 이유로 하여 

목재의 실내 사용 시 재실자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초기의 연구는 

목질재료의 제조 시 사용되는 접착제로부터 방출되

는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로써 재실자의 신체에 미

치는 악영향에 대한 주제로 수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도 오염 물질 방출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목재 및 목질재료의 실내 

적용 시 화재 위험성의 절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의 

실정이다[1-4].
실내 건축 분야에서는 목재의 건물 적용 시 실내

의 습도 조절 및 재실자의 스트레스 조절 등 신체적·
정신적 회복 능력을 조절하는 등의 유익한 영향을 

근거로 최근 목재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이다[2-5]. 일
반적으로 목재는 기본적으로 유기물로 이루어진 재

료로써 화재 발생 시 취약하다고 간주되고 있으며, 이
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외에서는 난연 및 

방염제의 개발과 적용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이다[6-9]. 난연 및 방염제의 경우 친환경적인 요

소를 같이 고려하여 인계, 무기계 등 수용성 화학종

의 개발에 연구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난연 및 방

염 처리 방법은 크게 침지법, 도포법, 그리고 함침법

으로 구분되고 있다[10-14].
목재의 난연 처리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화학종은 

인(phosphorus), 안티몬(antimony), 브롬(bromide), 붕소

(boron) 및 질소(nitrogen) 등이 있다[15]. 이러한 난연

성 화학종 중 Branca and Blasi과 Liodakis 등이 보고

했던 제2인산암모늄(Diammonium phosphate, DAP) 
[5,15]은 단독 약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혼합 약제

로도 사용이 가능한 화학종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해

당 화학종을 30% 수용액으로 제조하여 주 난연제로 

적용하였다. 보조 난연제로는 탄산칼륨(Potassium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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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cuum process to prepare chemical fire retardants.

Table 1. Compositions of fire retardants
Components Formula Composition (wt.%)

Water H2O 200

Diammonium 
phosphate (NH4)2HPO4 H2O 30

Potassium 
carbonate 2K2CO3 3H2O 30

bonate) 30%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탄산칼륨은 구조용 

목재의 난연제 제조 시 사용되는 화학종으로써 Ozkaya 
등의 보고에 의하면 붕소계, 인계 등의 난연제의 보조 

용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16]. 이는 해당 화학종의 

carbonate 성분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불연성가스인 

이산화탄소와 재료 표면에 탄화 층(char)을 형성하여 

열분해를 지연시키는 성질에서 기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서 실내 마감재로 주로 사

용되는 목재 4수종의 고유의 열특성 및 난연성 화학

종의 처리 방법에 따른 연소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난연제의 경우 국외 및 국내에서 난연성이 있다

고 확인된 화학종을 선정하여 혼합 방식으로 약제를 

제조하였으며, 처리 방법은 감압을 통한 진공함침법

과 표면 도포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

서 사용된 수종은 낙엽송, 삼나무, 편백, 잣나무로써 

국내에서 실내 마감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수종

을 선정하였으며, 각 수종의 특성에 맞는 난연처리 

방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국산 침엽수재의 사용을 장려함과 더불어 

목재의 건물 적용 시 화재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난연 화학종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다. 

2. 실험 재료 및 실험 방법

2.1. 공시재료

2.1.1. 공시목재

본 실험에서 연소특성 분석에 사용된 공시목재는 침

엽수재 중에서 낙엽송(Larix kaempferi), 잣나무(Pinus 
koraiensis),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그리고 편

백(Chamaecyparis obtusa)으로 총 4수종의 목재를 사

용하였다. 해당 수종들의 선정 이유는 현재 산림청에

서 발표한 국내 유용 수종으로써 국산재 장려 정책에 

부합하는 수종이기 때문이다. 해당 수종은 실내 마감

재용으로 제작되어 건물 내부벽체에 적용되고 있는 것

을 선정하였고, KS F ISO 5660-1 규격에 의거하여 

100 mm × 100 mm × 10 mm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2.1.2. 난연 화학종(Fire retardant chemicals)
난연 처리에 따른 연소특성 성능 시험에 사용된 난

연성 화학종은 제2인산암모늄과 탄산칼륨을 사용하

였다. 두 화학종은 수용성 약제이며 배합비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제2인산암모늄과 탄산칼륨은 감압 및 

도포가 용이하도록 수용액 상태로 제조된 뒤 1대 1
의 비율로 교반기로 혼합 제조되었다.

2.2. 실험방법

2.2.1. 난연 처리(Fire retardant treatment)
제조된 난연제는 연소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

공펌프를 사용한 감압과 스프레이를 사용한 도포로 

처리하였다. 진공 함침은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목재 

및 데시게이터 내부의 압력을 밖으로 빼낸 뒤 목재 

공극 사이로 약제를 함침시키는 방법을 통해 진행

되었으며, 도포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목재의 표면

에 약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진공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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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cone calorimeter.

(a) Impregnation methods (b) Surface treatment methods
Fig. 3. Retention rate of fire retardant chemicals.

방법 모식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진공함침은 Lab scale로 진행되었다. 먼저 20 L 크

기의 데시케이터에 목재 시험편을 10개 단위로 묶어 

설치하고 15 L의 난연 화학종을 채운다. 이 때 데시

케이터 내부에 5 L 정도의 여유를 두지 않으면 진공 

펌프 작동 시 데시케이터 내부의 공기뿐만 아니라 약

제도 같이 관을 통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여유 공간이 

중요하다. 진공펌프 용량은 830~2,200 L/min인 것을 

사용하였고, 700 mmHg의 조건에서 30분간 진공펌

프를 작동하였다. 이후 시험편은 건조기에서 40 ± 2℃
의 온도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2.2.2. 콘 칼로리미터 실험

연소특성 분석은 KS F ISO 5660-1 규격[17]에 의

하여 복사열 50 kW/m2, 배출유량 0.024 ± 0.002 m3/s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해당 시험은 산소 1 kg이 소

비될 때 약 13.1 × 103 kJ의 열이 방출된다는 원리에 

의해 시험편을 0부터 100 kW/m2 범위의 복사열에 

노출시켜 대기 조건에서 연소시키고, 이때의 산소 농

도와 배출되는 가스 유량을 측정하여 시험편에서 방

출되는 열량을 산출한다. 시험편은 온도 25℃, 상대습

도 50% 조건의 항온항습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안

정화하였다. 콘 칼로리미터 시험에서 시험편은 콘 칼

로리미터의 콘 히터에 수평으로 설치되었고, 실험실 

조건 온도 23℃, 상대습도 50%를 유지하여 수행하였

다. 연소특성은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 총방

출열량(total heat release, THR), 질량감소율(mass lose 
rate, MLR), 그리고 연기방출량 중 이산화탄소 및 일

산화탄소 수율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Fig. 2에 해당 

시험 기기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종별 약제 주입률

 난연 처리 후 자연 건조된 목재 4 수종의 약제주

입률을 확인하였다. 4수종 모두 감압을 통한 진공함

침법으로 약제를 적용한 경우의 약제주입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잣나무와 삼나무의 약제주입률

은 낙엽송, 편백에 비하여 3~4배 정도 높은 주입률

을 나타내었다. 낙엽송과 편백의 경우, 침엽수종임에

도 불구하고 난주입성 수종으로써 방부 및 방충 처리

에서도 현장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Ohmura 등[18]
과 Troya 등[19]이 보고한 바 있으며, 약제를 처리할 

때, 열처리 등의 선처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

다. 본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
에 수종별 약제 주입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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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Cone calorimeter test

Parameter PHRR 
(kW/m2)

tPHRR
(s)

THR 
(MJ/m2)

CO/
CO2

TOC
(g)

TTI
(s)

Untreated

Larix kaempferi 166.52 590 84.80 0.082 54.80 36
Pinus koraiensis 132.51 515 83.90 0.173 54.70 11

Cryptomeria japonica 144.93 325 58.80 0.239 38.30 12
Chamaecyparis obtusa 180.77 450 83.50 0.100 54.10 28

Impregnation_FRTs

Larix kaempferi 139.09 605 71.40 0.085 46.00 19
Pinus koraiensis 91.88 495 56.10 0.240 35.70 14

Cryptomeria japonica 96.07 355 54.80 0.189 36.60 10
Chamaecyparis obtusa 158.97 450 73.40 0.104 47.80 20

Coating_FRTs

Larix kaempferi 135.15 645 76.10 0.077 49.70 28
Pinus koraiensis 110.48 535 66.60 0.136 43.50 11

Cryptomeria japonica 107.38 355 62.00 0.136 40.80 10
Chamaecyparis obtusa 141.67 475 74.70 0.143 48.10 21

3.2. 콘 칼로리미터 시험

3.2.1. 열방출률 및 착화 특성

난연성 화합종을 혼합하여 제조한 난연제로 처리

한 목재의 연소특성을 분석하였다. 난연 처리 목재

의 연소 특성은 KS ISO 5660-1 규격에 부합되도록 

콘 칼로리미터 시험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난연 처리 방법에 따른 목재 4 수종의 콘 칼로리

미터 시험의 주요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단위

면적당 최대 열방출률(peak of heat release rate, PHRR)
은 난연 처리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무처

리 시험편의 경우, 낙엽송 166.52 kW/m2, 잣나무 132.51 
kW/m2, 삼나무 144.93 kW/m2, 그리고 편백 180.77 kW/ 
m2으로 나타났다. 난연 처리를 한 목재의 경우, 진공

함침 처리한 시험편은 낙엽송 139.09 kW/m2, 잣나무 

91.88 kW/m2, 삼나무 96.07 kW/m2, 그리고 편백 158.97 
kW/m2으로 나타났으며, 도포 처리한 시험편에서는 

낙엽송 135.15 kW/m2, 잣나무 110.48 kW/m2, 삼나무 

107.38 kW/m2, 그리고 편백 141.67 kW/m2으로 나타

났다. 최대열방출률은 약제 주입률이 높은 수종일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편백의 경

우 도포 처리한 시험편의 최대열방출률 값이 진공함

침 처리한 시험편의 값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 특이

사항이라 하겠다. 편백의 이러한 결과는 편백 심재의 

추출물(Extractive fractions)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판

단된다. Taylor 등[20]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목재 내

부의 추출물 성분은 유기물이며, 흰 개미 등의 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은 목재 내부에 약제를 주입할 때 일부 

유출되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난연 또는 방

염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낙
엽송과 편백 등의 난주입성 수종의 경우 난연 처리 방

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험편의 착화 시간(Time to ignition, TTI)은 외부 

열유속에 노출된 표면에 화염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써 화재 초기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측정 요소이다[21,23]. 시간에 따른 열방출률이 첫 번

째 피크를 나타낸 시점 이후 감소하는 것은 재료 표

면에 형성된 char의 영향에서 기인하며, char는 외부 

열유속과 재료 표면 사이의 열전달 저항의 역할을 한

다[22]. 착화 시간의 경우 난연 처리의 여부에 크게 영

향을 받지 않았으나, char의 형성 이후 재로 내부의 열

분해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피크에서 본 재료의 내부로 열이 전달되어 난연처리

된 시험편의 경우 무처리 시험편에 비해 최대열방출

률 값이 나타나는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된다.

3.2.2. 총 방출열량

총 방출열량(total heat release, THR)은 시험편의 표

면에서 연소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열량의 총 양

을 표현하는 값으로써, 무처리 시험편은 낙엽송 84.80 
MJ/m2, 잣나무 83.90 MJ/m2, 삼나무 58.80 MJ/m2, 그
리고 편백 83.50 MJ/m2으로 측정되었다. 삼나무 수

종의 경우 다른 수종에 비해 방출되는 열량 값이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slam 등[23]의 

보고에 의하면 삼나무 수종은 타 수종에 비하여 표

면 구조가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열을 가했을 때 

쉽게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크랙이 발

생할 경우 표면에서 흡수되는 열량이 낮아 방출되는 

열량도 낮아지기 때문에 삼나무 수종의 낮은 방출

열량 값은 이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진공함침한 시험편은 낙엽송 71.40 MJ/m2, 잣나

무 56.10 MJ/m2, 삼나무 54.80 MJ/m2, 그리고 편백 

73.40 MJ/m2으로 측정되었으며, 도포 처리한 시험편

의 경우는 낙엽송 76.10 MJ/m2, 잣나무 66.60 MJ/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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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ix kaempferi

(b) Pinus koraiensis

(c) Cryptomeria japonica

(d) Chamaecyparis obtusa
Fig. 4. Heat release rate and Total heat release curves of wood species.

삼나무 62.00 MJ/m2, 그리고 편백 74.70 MJ/m2으로 

측정되었다. 측정값은 최대열방출률 값과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었으나 삼나무의 경우 무처리재에 비하

여 난연제가 도포된 시험편의 방출열량 값이 더 높

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 특이사항이다. 표면 도포된 

난연제의 발포 성능이 크랙 발생 후 형태의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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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ix kaempferi (b) Pinus koraiensis

(c) Cryptomeria japonica (d) Chamaecyparis obtusa
Fig. 5. Oxygen consumption rate curves of wood species.

영향을 미쳐 재료 표면으로의 흡열 및 열 방출에 기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시험편별 열방출률 및 총 방

출열량을 그래프 화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추가

적으로 Table 3에 난연 처리로 인한 성능 개선 정도

를 나타내었다. 잣나무와 삼나무 수종의 경우, 진공 

함침을 통한 처리가 난연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낙엽송과 편백 수종의 경

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Improvement of fire retardant performance

Parameter

Improvement rate 
of PHRR (%)

Improvement rate 
of THR (%)

Impregna-
tion_FRTs

Coating_
FRTs

Impregna-
tion_FRTs

Coating_
FRTs

Larix 
kaempferi 16.47 18.84 15.80 10.26

Pinus 
koraiensis 30.66 16.63 33.13 20.62

Cryptomeria 
japonica 33.71 25.91 6.80 -5.44

Chamaecyparis 
obtusa 12.05 21.63 12.10 10.54

 

3.2.3. 산소 소비량 및 CO 발생 수율

시간당 산소소비량(Oxygen consumption rate, OCR)
의 경우 연소가 진행되는 동안 재료 표면의 산소가 

열분해에 소비되는 비율을 시간대별로 측정하는 것

으로 열방출률의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22]. Fig. 5에 산소소비량의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열방출률과 시간당 산소소비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해당 값으로 재료 표면

에서의 착화에서부터 char 형성, 그리고 재료 내부

의 열분해 진행 및 지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연소 시 소비되는 산소의 총 양이 감소할수록 연

소 진행이 지연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난연 성능의 

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산소소비량의 총량을 비교하였을 때, 수종에 관

계없이 무처리재의 소비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난연제 구성 성분 중 탄산칼륨의 CO3 성분이 열분해 

시 CO2를 형성하여 재료의 표면 연소를 지연시키고, 
제2인산 암모늄의 열분해로 인한 char의 형성으로 

재료 표면과 산소와의 접촉을 억제하여 산소소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CO와 CO2는 각각 불완전 연소와 완전 연소의 산

물로써 재료의 연소 거동에 대한 판단 요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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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ix kaempferi

(b) Pinus koraiensis

(c) Cryptomeria japonica

(d) Chamaecyparis obtusa
Fig. 6. CO and CO2 yield curves of wood species.

된다. CO와 CO2의 발생 수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한 그래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무처리 및 난연처리 시험편 모두 tPHRR 시점을 

기점으로 CO 발생 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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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reated Impregnated FRTs Coated FRTs

(a) Larix kaempferi

(b) Pinus koraiensis

(c) Cryptomeria japonica

(d) Chamaecyparis obtusa
Fig. 7. Wood species after cone calorimeter test.

다. 난연처리 시험편 중에서는 진공함침 처리한 시

험편의 CO 발생 수율의 최고치가 나타나는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측정되었다. CO2는 연소 초반부터 계

속 발생되었으며 tPHRR 시점 이후에는 더 높은 수

율이 방출되었다. 4수종 모두 진공함침 방법으로 난

연 처리한 수종의 CO 및 CO2 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약제가 목재 내부로 침투하여 표

면층의 탄화 및 크랙 발생 이후에도 난연 성능에 영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수종별 특성을 확인해보면, 낙엽송의 경우 CO/CO2 

수율은 무처리재 0.082, 진공함침 처리재 0.085, 도포

처리재 0.077로 나타났다. 잣나무의 CO/CO2 수율은 

무처리재 0.105, 진공함침 처리재 0.240, 도포처리재 

0.136로 확인되었고, 삼나무는 무처리재 0.133, 진공

함침 처리재 0.189, 도포처리재 0.136으로 나타났다. 
편백의 CO/CO2 수율은 무처리재 0.133, 진공함침 처

리재 0.189, 도포처리재 0.136으로 측정되었다. 낙엽

송은 타 수종에 비해서 CO와 CO2의 발생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난주입성인 해당 수

종의 특성으로 인한 난연제의 성능이 연소로 인한 수

종의 열분해를 크게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콘 칼로리미터 시험 후 목재 시험편의 사진을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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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무처리 시험편의 경우, 심하게 연소되

었으며 약간의 노란 색을 띠고 있었다. 약제를 진공

함침 처리한 경우는 어느 정도의 크랙은 있으나 표

면적의 훼손이 가장 적었으며, 이는 양호한 연소억

제의 효과로 인한 char의 형성으로 사료된다. 낙엽송

의 경우, 도포처리 시험편과 진공함침처리 시험편의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 특이사항이라 하겠다.

4. 결 론

건축 실내 마감재로써 주로 사용되는 목재 4수종

에 대한 적절한 난연처리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공함침 및 도포처리를 통해 난연처리한 목재의 연

소 특성을 확인하였다. 4수종 모두 감압을 통한 진공

함침처리 시험편의 약제 주입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연소 특성에서 발현된 난연 성능의 경우에는 수종별 

차이가 있었다. 

1) 열방출률 값은 난연처리된 시험편이 전반적으

로 낮게 나타났으며, 잣나무, 삼나무의 경우 진공함

침처리한 시험편이 도포처리 시험편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낙엽송과 편백의 경우에는 도포

처리 시험편의 열방출률 최대치가 더 낮게 확인되었

다.
2) 총 방출열량은 4수종 모두 진공함침처리 시험

편의 열량값이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난연제가 표

면뿐만 아니라 내부에 함침되면서 흡열 반응을 일으

킨 것으로 판단된다. 
3) CO/CO2 수율 결과에서 낙엽송은 타 수종에 비

해서 CO와 CO2의 발생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수종의 고유 특성으로 사료된다. 
4)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종의 특성에 따

라 약간의 성능 차이를 보였으나 진공 함침을 통한 

난연 처리가 표면 도포에 비해 성능 향상 개선 정도

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목

재의 난연 성능 향상 방법 및 난연 화학종 성분 구

성의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 연구

에서는 난연 처리 시 목재의 난연 성능 향상 개선율

의 차이를 좁히는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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