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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층 건축물의 외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튼월에서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기존 외장재와 설비들을 이용한 성능설계 용 기법을 활용하기 한 기

 연구로써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서가로 1.2 m, 세로(높이) 2.6 m 두 개의 유리

가 붙어 있는 커튼월을 사용하 으며 한쪽의 유리에만 스 링클러를 설치하고, 커튼월 앞에 1m 

지름의 헵탄의 화원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스 링클러 설치 유무에 따라 커튼월의 유리

의 손으로 인한 화재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1. 서 론

최근 5년간(2003∼2007) 국내 화재사고 발생추이는 연평균 13% 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재산피

해는 16.6%와 같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들에 사용되는 외장재 황을 살

펴보면 유리커튼월 사용이 11% 의 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층 건축물에서의 유리커튼월 

사용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물 사이의 이격 거리 황을 살펴보면 1m∼1.5m 이하의 건

축물들은 49개, 6m 이내의 건축물들은 203개 그리고 10m 이내의 건축물들은 216개가 있다. 커튼

월로 둘러싸인 건축물에서 시작한 화재가 건축물간 이격 거리가 짧은 주 의 건축물로 는 화

재가 난 건축물 상층부로 화재가 확산되는 상에 한 응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PBD 기

법을 용하여 외장재의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는 실험  연구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및 실험 방법

Figure 1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손된 건축물의 외벽을 통하여 화염  연기가 상층부로 

되는 형상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ure 1. Fire spread in fire-resistance structures Figure 2. Method of improving fire-resistance performance
(Use sprinkler sys.)

화재확산방지를 하여 Figure 1과 2에서 보여주는 화재확산방지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Figure 2의 경우 건축물의 외  디자인의 문제 과 건축비가 상승하며 화재로 인하여 커튼 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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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될 경우 속한 공기의 유입으로 화재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문제 들이 있다.  그러므로 

Figure 3에서 보여주는 방식을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화성능 향상 타당성 검증을 한 실험

을 수행하 다. 실험을 한 화원은 1m 지름의 버 를 사용하 으며 가연물은 화원의 지속 시간

을 감안하여 헵탄 21.1gallons이 사용되었다. 스 링클러 헤드는 일반형과 측벽형을 사용하 으며  

68도에서 작동되는 타입이다.  

 

Figure 3. Experiment

3. 결과 및 검토

본 연구에서는 2회의 실증 실험으로 일반 유리 벽체에 수막을 형성시켜(Figure 2, 3 참조] 외

장재의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검증하고자 하 다.  한, 설치된 스 링클러의 종류와 작동 시간 

등이  벽체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향상의 핵심 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 Figure 4는 

커튼월에 스 링클러가 설치되어 벽체에 수막을 형성하는 것(우측 임)과 스 링클러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커튼월에 한 실험 결과와 시간에 따른 실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 사진 시간 사진

0분1 1분56

내용 화 내용 우측 상부 패 의 스 링클러 작동

5분20 21분30

내용
왼쪽 패 의 유리에 균열  

체 인 열 발생(커튼월 후면)
내용 왼쪽 패 의 내부측 괴.

Figure 4. Fire test for exterior curtain wall(with/with out automatic sprinkl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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