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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화재발생 시 가연물 연소에 의해 발

생하는 연기와 유독 가스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어 있다1).

국가화재정보센터(National Fire Data System)에 따르

면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이다. 2017년 전체 발생한 

44,178건의 화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197명으로 

그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65

명으로 전체 30.27%,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

명으로 1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망 원인

을 합해보면 전체 사망자의 43.11%로 아주 높은 비율

을 차지한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

한 질식사로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국내 단일화

재사고로 큰 인명사고를 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여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게 되면 빛의 

투과가 저하되어 화재환경에서의 피난활동 및 소화활

동에 커다란 장해를 초래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2). 또한, 화염은 화재가 발생한 특정구역에 제한되

어 진행되는 반면 연기는 그 인접한 공간뿐만 아니라 

멀리 멀리 떨어진 구역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열보다 

연기에 의한 노출이 쉽게 이루어져 인명피해가 커지게 

된다3).

따라서, 건축물, 차량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 연기발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펀지형 흡음재의 

연기발생은 국제해사기구 화재시험절차 성능기준과 비

교했을 때, 격벽, 내무 마감 재료 및 천장재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 외장재인 우레탄 폼과 창호

전용 접착제의 경우 높은 연기밀도가 발생하여 화재 시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4-6).

국내철도차량기술기준은 연기발생과 유독가스에 대

한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철도

차량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철도차량안전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고 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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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 5660-1과 ASTM E662 시

험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고무바

닥재의 연기발생특성을 측정하고 위험성을 분석하였

다. 또한 ISO 5660-1의 동적연기발생과 ASTM E662의 

정적연기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성능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시 험

2.1 시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시험재료는 실제 철도차량 제작사

에 납품되어 제작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용 고무바닥재 

9종을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고무바닥재의 두께

는 모두 3 mm로 동일하였으며 Fig. 1에 시험재료의 사

진을 표시하였다.

A B C

D E F

G H I

Fig. 1. Test samples.

2.2 시험방법

철도차량용 고무바닥재의 연기발생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ISO 5660-1(2015) 규격을 만족하는 영국 Fire 

Testing Technology Ltd.사의 콘칼로리미터와 ASTM 

E662(17a) 규격을 만족하는 한국 ㈜페스텍 사의 연기

밀도시험기를 사용하였다. Fig. 2와 3에는 시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으며, Table 1에는 콘칼로리미터 시

험조건을 제시하였고, Table 2에는 연기밀도의 시험조

건을 제시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ISO 5660-1.

Fig. 3. Schematic diagram of ASTM E662.

Table 1. Test conditions of ISO 5660-1

Conditions Specification

Heat flux, kW/m2 25

Exhaust flow rate, m3/s 0.024

Specimen surface area, cm2 88.4

Scan interval, s 2

Test orientation Horizontal

Specimen size, mm 100 × 100

Table 2. Test conditions of ASTM E662

Conditions Specification

Irradiance, kW/m2 25

Test mode Flame & Non-flame

Test orientation Vertical

Specimen size, mm 76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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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ISO 5660-1 콘칼로리미터 실험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한 연기발생량 측정은 철도차

량 기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철도차량용 고무바닥

재의 열방출률 측정의 방법과 동일하게 외부복사열 25 

kW/m2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ISO 5660-1 규격의 콘칼로리미터 시험법을 이용한 

연기발생특성은 일반적으로 연소생성물을 투과하는 빛

의 세기가 거리에 따라 지수 함수 곱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시험방법에서는 헬륨-네온 광

과 실리콘 광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즉, 빛의 

투과율법을 이용한 총연기발생량은 시간에 따른 연기 

발생량을 시험편의 노출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총연기발생으로 표시하며 식(1)에 의해 계산된다9).

 



 
∆ (1)

 : 단위 면적당 총연기 발생량(m2‧m-2)

 : 시료의 노출면적(0.008 84 m2)
 : 연기의 체적 유량률(m3‧s-1)

 : 감쇠계수(m-1)

2.2.2 ASTM E662 연기밀도 시험

ASTM E662 시험방법에 의한 연기밀도시험은 2.5 

W/cm2의 복사 가열기에 수직으로 노출된 시험편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해 수직 광경로(light path)를 가진 

측광계를 사용하여 연기의 발생에 따라 변화하는 광 

전송을 측정한다. 이와 동시에 측정된 광투과도를 이

용하여 생성된 연기밀도를 계산한다10).

ASTM E662 시험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방법

은 시험편에 복사열만 노출시키는 Non-flame 방식과 

복사열과 동시에 6개의 튜브로 구성되어 있는 버너를 

적용하는 Flame 방식 등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

하였다.

연기밀도는 식(2)에 의해 계산된다.

   log

 (2)

 : 연기밀도

 :  , 132

 : 시험 챔버의 체적, m3

 : 시험편의 노출 면적, m2

 : 광 경로의 길이

 : 투과율, %

3. 결과 및 고찰

3.1 ISO5660-1 콘칼로리미터 시험 결과

ISO 5660-1 콘칼로리미터 시험에 따른 단위면적당 

총연기발생량(Total Smoke Release) 결과는 Table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총연기방출량(Total Smoke Release)

은 시간에 따른 누적 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Fig. 4에 

나탄나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총연기방출량은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더 이상 연기가 발생하지 않

아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샘플에서 초기 60초 동안은 거의 연기가 발생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 샘플별 편차는 있지

만 약 4분~5분 시간 동안 연기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는 1.5분 및 4분 시간에서 연

기밀도 값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험에 사용한 샘플 모

두 철도차량기술기준의 1.5분 및 4분 시간에서 연기발

생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Test results of ISO 5660-1 cone calorimeter test

Test samples TSR
(1.5min)

TSR
(4.0min)

TSR
(10min)

TSR
(max)

A 1.2 422.4 702.4 706.5

B 1.5 384.6 626.6 628.2

C 1.0 386.8 700.8 709.8

D 1.0 344.1 663.8 677.7

E 0.8 152.4 814.5 816.2

F 0.2 50.2 865.6 865.6

G 0.2 48.0 235.6 456.2

H 0.9 479.3 678.8 679.0

I 0.8 430.0 764.4 776.7

Fig. 4. Total smoke release.

3.2 ASTM E662 연기밀도 시험 결과

ASTM E662의 Flame 방식과 Non-flame 방식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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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ific optical density of flame mode.

Fig. 6. Specific optical density of Non-flame mode.

밀도 시험 결과는 Fig. 5와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시험시작 후 초기인 약 60초~80초 사이의 시간에

서는 모든 샘플에서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80초 이후 시료 표면에서 연소가 진행

되면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연기밀도 값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O 5660-1 시험의 총연기방출량과는 다르게 연기밀도

(Ds)가 최대 값에 다다른 이후 감소하는 이유는 일정크

기의 챔버 안에 연기를 가두어 시험하는 정적인 연기

발생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연기알갱이 들이 챔버 내의 

벽면에 흡착되어 더 이상 광투과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철도차량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재의 연

기밀도 합격기준은 위험등급[4]에서 Ds(1.5min)≤100, 

Ds(4.0min)≤200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9종의 고무바닥재의 경우 Flame 

방식에서는 Ds(1.5min)에서 연기밀도값이 Fig. 7 및 Table 

4, 5에서와 같이 2종(A,D)이 각각 100을 초과하는 103과 

120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종은 100 이하의 값

으로 나타났다. 또한, Non-flame 방식에서는 9종의 샘플 

모두 10 이하의 아주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Fig. 7. Ds(1.5min) of flame and Non-flame mode.

Fig. 8. Ds(4.0min) of flame and Non-flame mode.

Ds(4.0min)에서는 4종(A,C,D,E)이 각각 200을 초과하

는 약 253, 217, 245, 254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종은 200 이하의 결과 값을 보였다(Fig. 8, Table 4, 

Table 5). Non-flame 방식에서는 9종의 샘플 모두 200 

이하의 결과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lame 방식과 Non-flame 방식의 결과 값을 비교해보

면 시험 시작 후 1.5분에서의 연기밀도(Ds(1.5min))의 경

우는 Flame 방식이 월등히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험시작 후 4분에서의 연기밀도(Ds(4.0 min))는 

총 9종 중 6종의 샘플이 Flame 방식에서 더 높은 연기

밀도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s(10min)와 최대연

기밀도(Dm)의 경우를 살펴보면, 9종 모든 샘플이 Non- 

flame 방식에서 좀 더 많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Fig. 10).

일반적으로 목재가 연소할 경우에는 유염연소가 무

염연소 보다 발생하는 연기의 양이 적다고 알려져 있

지만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일반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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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s(10min) of flame and Non-flame mode.

Fig. 10. Dm of flame and Non-flame mode.

없으며 연기의 양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11). 

동일 시험편에 대해 Non-flame 방식의 연기밀도 값

이 Flame 방식 연기밀도 값을 초과하는 시간은 최소 

145초에서 최대 601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lame 방식에서 연소가 빨리 진행되

어 시험 초기에 연기발생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시간이

Table 4. Ds of ASTM E662 flame mode test

Test samples Ds(1.5min) Ds(4.0min) Ds(10min) Dm

A 103.0 251.3 271.0 282.0

B 71.1 178.0 240.3 241.7

C 61.1 217.1 268.0 269.6

D 120.2 245.2 249.3 262.4

E 42.4 253.8 265.8 278.3

F 19.5 95.7 178.7 182.7

G 3.6 36.8 80.4 80.7

H 44.4 161.3 186.1 198.0

I 7.0 29.8 116.2 116.4

Table 5. Ds of ASTM E662 Non-flame mode test

Test samples Ds(1.5min) Ds(4.0min) Ds(10min) Dm

A 3.1 196.3 323.6 331.5

B 0.9 193.3 299.4 308.4

C 1.4 156.7 302.0 315.6

D 1.8 181.5 316.2 330.8

E 1.6 101.4 265.4 318.5

F 1.2 103.2 248.3 268.7

G 0.2 70.7 266.8 311.1

H 0.2 88.9 253.7 261.9

I 0.4 25.2 163.1 233.2

경과 할수록 Non-flame 방식에서 더 많은 연기가 발생

함으로 인해 연기밀도 값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 

3.3 ISO5660-1과 ASTM E662의 상관관계분석

철도차량용 고무바닥재 9종에 대해 각각 ISO 5660-1

의 단위면적당 총연기발생량과 ASTM E662(Flame & 

Non-flame)의 연기밀도 시험분석을 수행하여 각 시험

재료별 두 가지 시험방법의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R2) between TSR by ISO5660-1 and Ds 

by ASTM E662

Test samples
R2 between

TSR and flame mode Ds
R2 between

TSR and Non-flame mode Ds

A 0.631 0.979

B 0.712 0.969

C 0.691 0.982

D 0.731 0.970

E 0.867 0.884

F 0.823 0.926

G 0.909 0.989

H 0.771 0.908

I 0.907 0.765

Average 0.782 0.930

ISO 5660-1에 의한 단위면적당 총연기발생량(TSR, 

Total Smoke Release)과 ASTM E662에 의한 연기밀도값

과의 상관관계를 엑셀의 추세선으로 분석한 결과 TSR

과 Flame 방식의 Ds와의 상관관계는 결정계수(R2)는 

0.631~0.909로 평균 0.767로 확인되었으며, TSR과 Non- 

flame 방식의 Ds의 경우 결정계수(R2)는 0.765~0.989로 

평균 0.930으로 확인되어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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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2 between TSR and Non-flame mode dm of smaple G.

특히,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Sample G의 경우

ASTM E 662 Non-flame방식은 약 99%로 나타나 상관

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정계수 R2

값은 추세선의 예상 값이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

도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을 의

미한다.

ISO 5660-1에 의한 TSR의 경우 복사열에 의한 연소

로 인한 연기발생을 측정하면서 착화기(Igniter)를 사용

하지만 직접접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ASTM E662

에 의한 Flame 방식의 Ds값 보다는 Non-flame 방식의 

Ds값과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용 고무바닥재의 연기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ISO 5660-1 콘칼로리미터 시험

과 ASTM E662 연기밀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철도차량용 고무바닥재의 ASTM E662에 의한 연

기밀도 결과값 확인결과, 초기에는 외부복사열 및 직

접접염에 의한 Flame 방식에서 많은 연기가 발생하지

만 시간이 지날수록 Non-flame 방식에서 많은 연기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ISO 5660-1에 의한 단위면적당 총연기발생(Total 

Smoke Release)은 ASTM E662 연기밀도(Ds)를 엑셀의 

추세선으로 분석한 결과 결정계수(R2)가 Flame 방식과 

Non-flame 방식이 각각 평균 0.782와 0.930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ISO 5660-1

의 시험방법이 직접접염에 의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ASTM E662의 Non-flame 방식이 좀 더 상관관계가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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