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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내건축 재료에 관한 화재안전성 연구

A Study on the Fire Safety Performance of

Interior Surface Materials in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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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cause of building fire fatalities occur in the combustible material heat,

smoke and toxic gases are. Building interior decoration, etc., especially as much of

the harmful substances generated during combustion, and, used in domestic

architecture wallpaper, ceiling, and other plastics, built-in foam insulation also

analyzed recognition of fire hazards approach to test the conkalrorimiteo test,

choedaeyeolbangchulryul through, chongbal heat, mass loss rate, generates carbon

monoxide gas hazard ratio tests, analysis and evaluation rigid foam index testing

the toxicity of hazardous material generated by performing a gas clean up and

assess the material test results, the minimum order to provide data to quantify the

risk of fire. Ensure fire safety of building materials, composite materials in order to

test the various risk factors could be considered organic to the introduction of

testing and evaluation is needed urgently.

Keyword : interior surface Materid Fire safety performance composite

materials Various risk factor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속히 확산

되고 있어 건축물 실내장식재도 점차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료들은 대부분 가연성 물질로 화재 시 인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높은

온도의 열기와 다량의 연기 및 맹독성 가스를 방출는 화재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

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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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과 소방관련법규에 난연재료 이

상의 성능을 가진 내장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부 커텐과 벽지류 등의 난연재료가 아

닌 실내 건축 내장재는 방염대상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방염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여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실내장식물이 발화하

여 연소하게 되므로 이들의 발열량, 발연량 및 연소가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시험연구

와 그 결과에 대한 개선안이 화재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국내의 대표적 대형화재인 대구지하철, 인천호프집, 화성씨랜드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연기 및 유해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

식, 국부 폐손상, 중독성 전신마비 등에 의한 사망사고로서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화

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의 70～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유해가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유기

합성재료로 된 건축용 실내장식물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장식물은 발화가 용

이하고 일단 발화하면 열, 연기 및 연소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한다. 1999년 인천 히트노

래방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67명이 사망한 사례도 복도에 설치된 우레탄 폼 합성수지가

연소할 때 발생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해 다중이용

업소에 사용되고 있는 실내 장식물에 대한 유해성 시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외국에서는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의 연소가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합성재료를 25% 이상 사용할 경우 연소가스 중 질소와

연소가스를 규제하는 국가도 있다.

건축물 실내내장재 중 방염물품의 성능은 시험을 통해서만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

는 특수성이 있고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서 공급되므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실내장식

물의 방염효과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건축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가연물질에서 발생하는 열, 연기, 그리

고 연기 속에 포함된 독성가스이다. 특히 실내장식물의 천장재 는 연소시 다량의 유해

성 물질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축법과 소방관련 법규에서는 실내장

식물 등에 대해 화염의 착화 또는 연소 확대 지연성능 등에 대해 일부 규제하고 있을

뿐이며, 연소시 발생하는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내장식물 등에 관한 발열성 및 발연성과 더

불어 다양한 연소가스의 유해성을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의 건축물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관련제도, 성능검사 방법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난연성능 시

험과 가스유해성시험을 실시하며 내장단열재 중 화재시 피해가심한 우레탄폼의 독성

시험을 하고 이러한 시험 및 분석으로 얻어진 결과들을 자료화하여 개선방안과 앞으

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자료로 활용한다.

건축물의 실내장식물에 중점을 두고 화재 유해성을 시험데이터를 확보, 비교, 분석

하여 제품특성 및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천장재, 기타 플라스틱 실내장식물

등과 같이 건축물의 실내장식물에 집중하고, 내장단열재인 우레탄폼도 분석하여 포괄

적 개념의 화재 유해성 시험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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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물 실내 마감 재료 사용기준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

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200m2 이

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2 국가별 실내 마감 재료의 난연성 기준 분석

<표 1> 국가별 실내 마감재료의 난연성 기준

구분 기준 분석 비고

국내

- 건축물 실내내장재 세부용도 및 면적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기준을 정함.(거실 바닥면적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 내화구조

- 불연재료

일본

- 해당 건축물 거실의 벽 및 반자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준불연재료·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하여야 한다.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영국

- 실내바닥면적과 통행공간으로 구분

- 실내마감재료의 표면 연소확대

등급분류 결정을 위한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Class 0, 1, 2, 3 로

4등급이 구분되며, Class 0이 가장 높다.

- Class 0

- Class 1

- Class 2

- Clas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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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벽지류

벽지류는 크게 재질 및 용도에 따라 비닐벽지, 벽 포지 및 인테리어 필름 등으로 나

뉜다. 각각의 시편은 KS F ISO 5660-1 규정에 따라 최종 사용 형태인 석고보드에 부

착한 상태로 시험하였다. 콘칼로리미터 시험을 위한 벽지의 시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콘칼로리미터 시험 벽지 시편 구성

구분 재료 시험횟수

비닐벽지 PVC 3

벽포지
Modacryl 3

폴리프로필렌 3

인테리어필름 PVC 3

2.1.1 최대 열방출률

최대 열방출률에 대한 각 제품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벽포지에

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같은 벽포지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재질이 틀

린 경우(모드아크릴과 폴리프로필렌) 열방출률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 벽지류 최대 열방출률

2.1.2 총 발열량

전체 제품의 총 발열량은 최저 6.3 MJ/m2에서 최고 16.2 MJ/m2를 나타낸다. 총발

열량은 시간에 따른 열방출률의 축적 값이므로 열방출률이 높은 제품에서 총 발열량

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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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벽지류 총발열량.

2.1.3 질량감소율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보면 전체 시편의 질량감소율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시편 자체의 두께가 작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표면의 연소가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연소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벽지류 전체의 질량감소율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벽지류 질량감소율.

2.1.4 일산화탄소 생성률

일산화탄소 생성률은 재료의 연기유해성 평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일산화탄소는

화재시 인명피해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실내건축 재료에 관한 화재안전성 연구 서 수 은․신 승 우                                                                                        

280

[그림 4] 벽지류 일산화탄소 생성률.

2.2 천장재, 창호재, 기타 실내장식물

천장재, 창호재, 기타실내장식물류의 콘칼로리미터 시험의 시편은 바닥재의 경우처

럼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대표적인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표 3> 콘칼로리미터 시험 천장재, 창호재, 기타 실내장식물류 시편 구성

구분 재료

천장재
열경화성

수지천장판

폴리에스테르수지,난연재, 충진재,

유리섬유

창호재 MDF 수지접착재, 목질섬유

기타 실내장식물

FRP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인테리어

필름
PVC, 난연재,

2.2.1 최대 열방출률

최대 열방출률 최대값 제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HDF의 경우 재질은 MDF

와 같지만 훨씬 고압으로 성형한 제품으로 연소밀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

다. 이와 비슷한 제품으로 앞서 설명한 목질계 바닥재의 최대열방출률(350kW/m2)과

비교해 보면 HDF나 MDF의 값이 적은 것으로 나타냈는데 바닥재의 경우 겉면에 사

용된 치장층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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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제외 제품 종류별 최대 열 방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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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천장재, 창호재, 기타실내장식물류 최대 열방출률.

2.2.2 총 발열량

총 발열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목질계 창호재였으며, 이는 목질계 바닥재의 특성과

일치하고 있다. 인테리어필름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료특성의 결과에 대

한 반영이라 하겠다.

천장재외 제품 종류별 총 발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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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천장재, 창호재, 기타실내장식물류 총발열량.

2.2.3 질량감소율

모든 천장재, 창호재, 기타실내장식물류 시험체의 질량감소율을 나타낸 것이며, 천장재,

창호재, 기타실내장식물류의 질량감소율 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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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판외 제품 종류별 평균 질량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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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천장재, 창호재, 기타실내장식물류 질량감소율.

2.2.4 일산화탄소 생성률

일산화탄소 생성률이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양호한 열특성을 보였던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이었다. 대체적으로 목질계 제품에 비해 플라스틱 재료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

으며 이는 목질계 바닥재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는 대목이다.

천장판외 제품 종류별 평균 일산화탄소 생성률

0.0639

0.0082 0.0071

0.0505

0.0562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G사/PE 국산/MDF 국산/HDF 국산/FRP T사/PVC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MDF HDF FRP 인테리어
필름

천장재 창호재 기타
실내장실물

시험 제품(제조사/재질)

C
O

Y(
kg

/k
g)

[그림 8] 천장재, 창호재, 기타실내장식물류

일산화탄소 생성률..

2.3 실내 내장단열재(경질우레탄폼)

초고층 건축물 내장재의 재료별 콘칼로리미터시험(KS F ISO 5660-1)과는 별도로

건축물 내장단열재의 열방출율시험도 정리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된 경질우레탄폼 시

편의 콘칼로리미터에 의한 방출열량을 측정한 결과의 분석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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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콘칼로리미터시험의 경질우레탄폼 분석결과

시편
열방출율(Kw/m2) 총방출열(MJ/m2)

평균치 최대치 20분 10분 5분

경질우레탄폼 70 244.6 77.1 61.5 50.3

본 시험에 사용된 경질우레탄폼의 경우 자기소화성을 가진 난연재료에 해당되는 시

료로 초고층 건축물 내장단열재로 사용되고 있어 열방출율을 측정한 결과 최대

244.6Kw/m2과 평균 70Kw/m2으로 다른 건축내장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당초 예상한 화재시 재료에 대한 위험도는 화열에 의한 열방출율 보다 재료가 갖는

가스의 독성이 더 위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장에서 검토할 가스유해성시험에

서 경질우레탄폼의 독성시험(NES 713)으로 분석 정리한다.

참고로 독성시험으로 확인된 경질우레탄폼의 일산화탄소 생성율은 0.588kg/kg으로

건축내장재에 비해 상당히 많은양의 일산화탄소를 생성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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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질우레탄폼의 열방출율 시험 결과.

2.4 실내 내장재의 가스유해성 시험

연소가스 독성실험방법에는 미국에서 70년대 중반 최초로 개발하였다. 초기에 NBS

및 UPITT 방법 이었으나 그 후 US-Rad 실험방법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S

F-2271(가스유해성 시험)을 통해 실험용 쥐의 행동정지시간으로 평가 분석하였다.

2.4.1 벽지류

벽지류는 대부분 790초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유해성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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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반적인 PVC벽지보다는 PP벽포지가 유해성인 면에서는 많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하지만 Modacryl이 함유된 벽포지는 660초가 안 되는 결과를 보여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표 5> 벽지류에 대한 실험용 쥐 행동정지시간

시편명 1회 2회 평균(초)

인테리어필름 PVC 833 846 840

비닐벽지(PVC+종이) 792 795 794

벽포지 PP 806 885 846

벽포지 mod+PP 640 676 658

[그림 10] 벽지류에 대한 실험용 쥐 행동정지시간

2.4.2 천장재, 창호재류

가스유해성이 가장 작은것은 열경화성수지로 나타났다. 목질계에서는 각각의 평균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목질계 창호재의 경우 목질계바닥재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낸 반면 열경화성수지는 플라스틱계 재질이지만 PVC비닐계 바닥타일과

유사하게 비교적 유해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은 화재에 취약한 재질

이라도 난연처리를 효과적으로 한다면 그 위험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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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천장재, 창호재, 기타에 대한 실험용 쥐 행동정지시간

시편명 1회 2회 평균(초)

열경화성수지천장판 839 818 829

MDF 12mm 419 404 412

MDF 15mm 434 524 479

FRP 404 444 424

[그림 11] 천장재, 창호재, 기타에 대한 실험용 쥐

행동정지시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결과 값이 420초 정도였으며 시험 후 거의 대부분 연

소되고 유리섬유만 일부분 남아있었다. 이것은 콘칼로리미터의 시험결과와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2.5 내장 단열재의 독성지수 시험

건축물 내장재의 가스유해성 시험과 별도로 화재시 많은 유독가스를 동반하는것으

로 알려진 경질우레탄폼의 독성지수시험(NES 713)을 수행하였다. NES 713은 영국국

방성독성 시험기준으로 KS F-2271의 가스유해성 시험과는 다른 재료의 독성지수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다. 따라서 본 시험을 통해 경질우레탄폼의 화

재시 동반되는 유해가스의 독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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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시험기 경질우레탄폼 독성시험

[그림 12] 경질우레탄폼의 독성시험

경질우레탄폼 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다량의 유독성가스(HCN, CO, NH3)를 포함

한 연소가스가 발생하였다. 시안화수소(HCN)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인데, 약한 산성인

수용액을 시안화수소산 또는 청산이라고 하며, 독성이 있어 미국․영국․일본 등지에

서는 공기 중의 허용농도를 10ppm 이하로 규제한다. 100g당 350ppm이면 일반인의 경

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보통 5분 이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한다.

<표 7> 경질우레탄폼의 독성시험 결과값

가스종류별 검출치(ppm/100g)

CO

NH3

HCN

5,488

112,000

3,500

이와 같은 유독가스를 마실 경우 기도나 기관지 세포를 파괴하여 기도화상을 일으

키기도 하며 호흡기 조직에 부종이 생기고 물이 차오르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악

화된다. 이 경우 산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생존하였다 하더라도 산소 호흡기를 연결할 경우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없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3. 결 론

콘칼로리미터시험(KS F ISO 5660-1)을 토대로 각각의 재료별 난연성능을 평가 분

석하였고, 4장의 가스유해성시험(KS F 2271)과 독성시험(NES 713) 통해 화재시 필연

적으로 동반되는 가스의 유해성을 분석하였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개선안을 도출하기위해 재료별 결과를 최대, 최소값으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따라서 국내 사용되는 건축실내 내장재의 화재방호능력을 수치적

으로 확인하였으며, 향 후 내장재 산업과 소방안전측면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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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료별 콘칼로리미터시험 결과 분석

콘칼로리미터시험(KS F ISO 5660-1)을 통한 결과치를 최대치와 최소치로 분석한

자료이며, 재료별 콘칼로리미터시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벽지류: 최대열방출률과 총 발열량은 PP 벽포지가 높았으며 질량 감소율은 모드아

크릴이 가장 컸으며 일산화탄소 생성률은 PVC 인테리어필름이 가장 높음

- 경질우레탄폼: 열방출율을 측정한 결과 최대 244.6Kw/m2이므로 본 시료는 난연재

료 기준을 초과함

<표 8> 재료별 콘칼로리미터시험(KS F ISO 5660-1) 결과

구분 벽지
천장, 창호,

기타실내장식물

최대 열방출률

(㎾/㎡)

최대 458 588.5

최소 52.8 166.5

총 발열량

(MJ/㎡)

최대 16.2 190

최소 7.2 31.2

질량감소율

(g/s)

최대 0.0522 0.1177

최소 0.0325 0.0252

비광소멸면적

(㎡/㎏)

최대 203.8 831.3

최소 103.4 29.7

일산화탄소

(㎏/㎏)

최대 0.05471 0.0639

최소 0.0366 0.0071

3.2 재료별 가스유해성시험 결과 분석

가스유해성시험(KS F-2271)의 결과치를 정리 분석한 내용이며, 건축 내장 재료별

가스유해성시험 결과 및 경질우레탄폼 내장단열재의 독성가스시험(NES 713) 결과를

분석하였다.

- 벽지류: 최대 846초와 최소 658초의 실험용 쥐 행동정지시간을 보임

- 천장, 창호, 기타실내장식물류: 최대 829초와 최소 424초의 실험용 쥐 행동정지시간

을 보임

- 경질우레탄폼: 시안화수소 3,500ppm/100g, 일산화탄소 5,488ppm/100g 의 발생량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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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스유해성 결과에 따른 실험용 쥐 행동정지시간

구분 벽지
천장, 창호,

기타실내장식물

실험용 쥐 평균 행동

정지시간(초)

최대 846 829

최소 658 424

3.3 시험결과에 따른 개선안 도출

화재안전상 검증되지 않는 건축내장재의 사용에 의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

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장재를 천장이나 벽체에 부착하여 외부에 노출한

상태에서 용접 등의 열 작업을 수행할 경우 예기치 못한 화재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이런 건축 내장재는 화재 확산에 그치지 않고, 많은 유독가스를 발산하여 수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열악한 시공환경을 무시한 상태에서 서로 상이하거

나 동시작업이 불가능한 공정을 동시 또는 방호대책 없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건축 내장재 또는 지붕재가 열 작업에 어느 정도의 연소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규명하기 쉽지 않다.

또한 현재 본 연구에서 다뤄지는 내장재는 국내 건축 현장에서 널리 이용되는 제품으로

여러 가지 시험기준을 통과 하였으나 실제의 화재위험성은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를 계기

로 건축물 내장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용시 개선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후 그

대안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실험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어 재료별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값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건축내장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표 10> 재료별 결과에 따른 최소값 기준 제안

구분 벽지
천장, 창호,

기타실내장식물

최대 열방출률

(㎾/㎡)
52 166

총 발열량

(MJ/㎡)
7 31

질량감소율

(g/s)
0.03 0.02

비광소멸면적

(㎡/㎏)
103 29

일산화탄소

(㎏/㎏)
0.03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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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건축내장재와 기타 시험방법들은 향후 실험적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보다 나은

화재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표 11> 재료별 결과에 따른 최소값 기준 제안

구분 벽지
천장, 창호,

기타실내장식물

실험용 쥐 평균 행동

정지시간(초)
850 830

경질우레탄폼의 경우 난연재료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이 가능하나 화재시 필

연적으로 동반되는 유독가스로 인해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았다. 이는 본장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사회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자연스레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성

능으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연구 및 개선안이

필요하지만 향후 안전한 건축내장재 및 내장단열재가 개발되어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

을 정도의 친환경 사회가 되길 바람해 본다.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화재안전규정 중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6호, 2009년 9월 4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열량과 실험용 쥐를 이용한 가스

유해성평가를 중심으로 건축용 내부마감재료의 화재안전을 평가하고 있다. 열방출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PVC 제품이 연기와 유독가스의 방출이 가장 심하였다는 점과, 착화

에 걸리는 시간이 긴 제품의 열방출 특성이 높았다는 점은 건축물의 화재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재위험성평가의 한 방법이 되는 화염전파특성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연소가스의 독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동물을 이용한 생

물학적 가스유해성 평가 시험방법과 더불어 FT-IR, GC-MASS 등을 이용한 가스성분

분석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동물을 이용한 평가방법의 경우 재료의 위험성은 판별할 수 있으나 위험성분의 세

밀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데이터의 유용성이 기기를 이용한 분석방법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금번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축 재료의 화재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여러 가지 위

험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험평가방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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