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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조녹화재료의 표  제품으로 인공녹지조성, 스포츠시설에 많이 사용되는 인조매트는 

그 사용량이 격히 증가하 다. 주로 건축물 실내에 바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내용 바닥

재 련 규정은 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조매트를 사용하는 시설  화재 험성이 크다고 단

되는 실내골 연습장의 시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용된 인조매트의 화재 험성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서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편안한 실내 공간을 하여 많은 마감재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한 

법  규제가 건축법과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바닥재에 해서는 설치규정이 없고, ⌜도시철도
차량 안 기 에 한 규칙⌟에만 바닥재의 기 이 설정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바닥재 에

서도 화재에 취약하다고 단되는 인조매트를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는 실내골 장의 시장조사를 

통하여 화재 험성 인자를 발췌하고 그 험성을 분석하 다. 특히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되기 때문에 인조매트에 한 실내기 은 법 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기 설정을 해

서 실험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용하고 있는 수평 성시험(ISO 9239), 

콘칼로리미터시험(ISO 5660), 룸코 테스트(ISO 9705)와 국내의 시험방법인 45° 방염시험(소방방재

청고시 제2009-31호) 등의 연소시험이 요구된다.

2. 화재사례

2011년 12월 9일 서울 신월동 소재 실내골 장화재, 2012년 3월 14일 여수엑스포 박람회 국제  

옥상 화재는 녹화로 인한 화재사례이다. 한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부산 우신골드스 트 화재

에서 비화로  건물 옥상의 인조매트에 연소된 경우도 있었다. 주로 지하에 있는 실내골 장과 

휴식공간으로 꾸며진 녹화지역은 인조매트의 사용량이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련기 의 부재와 

소화설비 미비 등으로 화재발생 시 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시장조사

실내골 장은 부분 무창층으로 건물 내 지하에 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단됨에 따라, 인조매트 설치동향을 확인하 다. 시장조사를 해 서울 등포

구 지역의 10 km 반경 내 총 102여 개의 실내골 장을 조사하 다. 조사방법은 실내골 장의 건물 

내 지상에 치 는 지하에 치, 2방향 피난 가능여부로 하 으며 그 조사 결과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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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 장의 치 2방향 피난 가부

지상(%) 지하(%) 피난 가(%) 피난 불(%)

32 68 5 95

Table 1. Survey about Indoor Driving Ranges according to Installation Trend for Artificial Mat 

4. 분석  제안

시장조사 결과, 실내골 장의 부분이 무창층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바닥재는 인조매트

로서 가연성의 폴리에틸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조매트의 실외기 과 같이 실내

의 바닥재로 사용했을 때의 화재 시 안 을 해 

기 마련과 법제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재 인조

매트의 실외 용기 은 KS M 3888-1에 따라 

45° 방염시험(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으로 

하고 있으나 실내기 은 실제 화재 장에서의 연

소특성을 반 한 시험이 추가 으로 필요하며, 이

에 수평 성시험(ISO 9239), 콘칼로리미터시험

(ISO 5660), 룸코 테스트(ISO 9705) 등의 연소시

험이 요구된다.

    
  Figure 1. Cone Calorimeter Test (ISO 5660).

5. 결론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내골 장은 무창층의 지하에 설치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2방향 피난도 거의 불가능했으며,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는 인조매트는 가연성으로서 지리 인 

치에 더하여 매우 험하다는 것을 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 건축물의 바닥재와 련한 실

내기 은 없는 실정으로 건축물의 마감재가 방염처리 되는 것과 상 없이 바닥재의 실내기 을 새

로이 설정한다면 구획화재에서 래시오버에 한 시 을 늦출 수 있다고 단된다. 앞으로 이에 

한 극 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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