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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목재의 화재 안정성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소 성능 및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열특성 분석은 콘 칼로리미터 시험 방법과 열중량 분석(TGA)으로 열방출률, 총 방출열량, 연소 가스 발생, 그리고 

중량 감소를 분석하였다. TGA 분석에서 시료의 열분해 온도는 스트로브 잣나무 359.83℃, 서어나무 359.80℃, 이태리

포플러 363.14℃, 졸참나무 358.59℃, 산벚나무 362.11℃로 나타났다. 열방출률의 최댓값은 서어나무로 나타났으며, 최

솟값은 스트로브 잣나무로 나타났다. 총방출열량을 분석한 결과, 서어나무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이태리 포플

러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가스분석 결과에서는 산벚나무가 CO/CO2 비율이 최소치로 0.021로 확인되었고, 졸

참나무가 0.031로 최대치를 나타내었다. 중량감소율의 최솟값은 산벚나무가 87.57%로 나타났으며, 졸참나무가 95.03%

로 CO와 CO2의 발생과 목재 연소의 거동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목재의 실내 적용 시 화재 안정성

향상 등의 기초 자료로써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bustion and thermal properties in order to establish baseline data for the

fire safety evaluation of domestic timbers. The combustion properties such as heat release rate, total heat release, gas 

yield, and mass loss were analyzed by the method of cone calorimeter test and thermogravimetry (TGA). Thermal de-

composition temperatures of the specimens by TGA were recorded as 359.83℃ for White pine, 359.80℃ for 

Red-Leaved Hornbeam, 363.14℃ for Carolina poplar, 358.59℃ for Konara oak, and 362.11℃ Sargent cherry. 

Red-Leaved Hornbeam showed the highest value of heat release rate, but, Carolina poplar wood showed the lowest 

value. In case of the total heat release, Red-Leaved Hornbeam wood showed the highest value and Carolina poplar 

wood showed the lowest one. The ga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argent cherry wood had the lowest value of 0.021,

and Konara oak had the highest at 0.031 in the CO/CO2. The minimum value of mass reduction was recorded as 

87.57% for Sargent cherry, but, on the other hand, it was 95.03% for Konara oak.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gas generation of CO and CO2, and combustion behavior of wood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ful for

providing a fundamental guideline with the fire safety of wood use in interi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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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는 심미적인 무늬와 다양한 형태로의 가공 용

이성 및 우수한 기계적 성질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실내 건축재료 및 가구재로써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Eom 2003; Son and Kang 2014; Seo et al. 2013).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신축 공동 주택의 90% 

이상에 목재 및 목질 재료가 내장재로 사용되고 있

으며(Park et al. 2011), 특히, 2013년 발효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친

환경 재료로써의 목재 및 목질 재료의 사용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Seo et al. 2015). 그러나 이

러한 목재가 건물 실내에 적용 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화재 발생 시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소방방

재청(2010)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화재 발

생의 비율 중에서 건물 화재 발생 정도가 60% 이상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Analysis of 

fire reports 2010), 이에 따른 건물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고 있다. Czegeny et al. (2013)의 

연구에 따르면 목재는 250℃∼300℃의 온도에서 연

소가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건물 실내 적용 시 재료

의 열적 성능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의 변화로 인해 화재 안전을 위한 실내에서 주로 사

용되는 목재의 내화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기초적 자료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Son and Kang 

2014).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목질 건축내장재의 화재 안

정성은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착화 시간, 재료 표

면의 열방출률, 그리고 화염의 전파 정도 등을 적용

하여 평가할 수 있다(Cheng 2010; Son and Kang 

2014; Son and Kang 2015). 이러한 화재 안정성 평

가 요소 중 열방출률 및 총 방출열량은 건축 내장

재의 연소 특성을 잘 표현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건축 내장재의 연소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

로는 KS F ISO 5660-1 콘 칼로리미터 시험이 있으

며, 해당 시험을 통하여 재료의 열방출률, 총 방출

열량, 연기 발생, 그리고 질량감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Wu et al. 2014). 또한, 열중량 분석(TGA: 

Thermogravimetry Analysis)의 경우 재료에 가해지는 

열의 온도가 상승됨에 따른 중량 감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열분해 온도 분석을 통해서 재료의 열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유용 수종을 대상으로 하여 

콘 칼로리미터 시험과 열중량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수종의 연소 특성 및 열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

집하고, 수종 간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종인 스트로브 잣나무

(Pinus strobus),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 이태리 

포플러(Populus euramericana Guinier),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Thunb. ex Murray), 산벚나무

(Prunus sargentii Rehder)를 사용하였다. 이들 시험

편은 원목을 제재 후 건조하여 콘 칼로리미터 시험 

규격에 맞게 100 mm × 100 mm × 10 mm의 크기로 

제조하였다. 시험편은 KS F ISO 5660-1 기준에 의

거하여 온도 23℃, 습도 50% 조건으로 항온항습기

에서 조습 처리하였다. 또한, 열중량 분석을 위하여 

공시재료를 120 mesh 이하로 분쇄 후 건조하여 사용

하였다. 시험편의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열중량 분석(TGA)

열중량 분석은 TA Instruments Inc.의 2960 SDT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는 10 mg을 분석

용으로 사용하였고, 질소 분위기(N2)에서 실온에서부

터 800℃까지 분당 10℃의 상승 온도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Keywords : combustion properties, heat release rate, cone calorimeter, mass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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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콘 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 시험

콘 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 Fire Testing 

Technology Ltd., UK)를 사용하여 착화 후 재료의 

열방출률, 총 방출열량 및 연기발생량을 측정하여 연

소 특성을 평가하였다. 연소특성 분석은 KS F ISO 

5660-1 기준에 의거하여 열유속 50 kW/m2의 조건에

서 실시하였다. 시험 조건은 24 ± 1℃, 50 ± 1%의 

조건을 유지하였다. 해당 시험은 불꽃이 착화된 때부

터 30분 경과 후에 종료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중량 분석(TGA; Thermogravimetry 

Analysis)

분당 10℃의 승온 속도로 실온에서 최고온도 800℃

까지 측정한 TGA의 결과를 Figs. 1∼5에 나타내었다.

TGA의 분석 원리는 가열로에 시료를 넣고 열을 

가하여, 온도의 상승에 따른 시료의 질량 변화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재료의 질량 손실이 발생되며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연소 과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Yang and Roy 1999). Figs. 1∼5에서와 같이 모든 

시료는 열분해 및 산화 과정을 거쳤으며, 유사한 분

해 경로로 열분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시료의 열분

해 온도는 스트로브 잣나무 359.83℃, 서어나무 

359.80℃, 이태리 포플러 363.14℃, 졸참나무 358.5

9℃, 산벚나무 362.11℃로 나타났다. 이때 잔사율은 

스트로브 잣나무 43.78%, 서어나무 48.18%, 이태리 

포플러 40.34%, 졸참나무 45.15%, 산벚나무 55.08%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보에서 고찰한 결과 및 

Kim et al. (2007)가 보고한 셀룰로오스의 열분해 온

도(250∼350℃)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

Specification White pine
Red-Leaved 

Hornbeam 
Carolina poplar Konara Oak Sargent cherry 

Mass (g) 41.00 62.50 36.10 55.70 60.40 

Density (kg/m3) 0.41 0.63 0.38 0.57 0.60

Table 1. Density of the specimens

Fig. 1. TGA/DTG curves of White pine.

Fig. 2. TGA/DTG curves of Red-Leaved Hornbeam.

Fig. 3. TGA/DTG curves of Carolina pop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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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에 따르면, 리그닌의 경우 300∼650℃의 넓

은 온도 범위에서 완만하게 중량 감소를 나타내어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보다 열적 안정성을 가

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yrne 1997; Kim et al. 

2007). 또한, 시료 내의 리그닌의 함량에 따라 DTG 

곡선의 경향이 달라지는 데, 그래프의 DTG 곡선의 

200∼300℃ 구간에서 활엽수재의 경우 완만한 곡선

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Kim et al. (2007)

의 결과에 의거하여 침엽수재와 활엽수재의 리그닌 

구조의 차이와 활엽수재의 헤미셀룰로오스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2. 콘 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 시험 

결과
 

5수종에 대한 콘 칼로리미터 실험을 실시하여 열

방출률, 총 방출열량, 착화시간 및 연기 발생을 측정

하였다. 해당 실험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콘 칼로리미터는 현재 국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

하고 있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평가할 

수 있다(Kim et al. 2012).

Figs. 6∼10에 5수종에 대한 열방출률 결과를 나

타내었다.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이란 시

험편의 표면적당 발생하는 순간적인 열량의 크기를 

Parameter White pine
Red-Leaved 

Hornbeam 
Carolina poplar Konara Oak Sargent cherry 

PHRR (kW/m2) 159.596 294.047 179.593 242.393 187.399 

mHRR (kW/m2) 39.05 56.32 26.13 47.52 47.66

THR (MJ/m2) 70.074 100.927 49.834 85.476 85.436 

COmean (kg/kg) 0.069 0.056 0.082 0.072 0.047 

CO2mean (kg/kg) 2.381 2.207 2.802 2.291 2.222 

CO/CO2 0.029 0.026 0.029 0.031 0.021 

Total oxygen consumed (g) 49.192 69.193 35.781 59.148 59.343 

Ignition time (s) 28 47 23 36 35

Initial mass (g) 41.000 62.500 36.100 55.700 60.400 

Mass lost (g) 40.463 58.571 35.853 52.930 52.891 

Mass loss rate (%) 98.689 93.714 99.316 95.028 87.567 

Table 2. Results of Cone Calorimeter test

Fig. 4. TGA/DTG curves of Konara Oak. Fig. 5. TGA/DTG curves of Sargent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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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값으로, 시험편의 연소 가능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이다(Guillaume et al. 2014).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천연목재의 연소 특성은 초

기의 열분해와 분해 최고온도 도달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Son and Kang 2014). 열방출률 값

의 첫 번째 피크의 경우, 수종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시험편 표면에서 탄화 작용으로 인한 

char의 형성에서 기인한다(Kim et al. 2007; Son and 

Kang 2014). 두 번째 피크는 수종 별로 차이가 있었

으며, 이 값이 수종의 고유의 열방출률 값으로 보인

다. 열방출률의 최댓값은 서어나무로 294.1 kW/m2

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스트로브 잣나무로 159.6 

kW/m2로 나타났다. 열방출률 값은 서어나무 > 졸참

Fig. 6. Heat release rates of White pine.

Fig. 7. Heat release rates of Red-Leaved Hornbeam.

Fig. 8. Heat release rates of Carolina poplar.

Fig. 9. Heat release rates of Konara Oak.

Fig. 10. Heat release rates of Sargent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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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산벚나무 > 이태리포플러 > 스트로브 잣나무 

순으로 확인되었다. 착화 시간이 47초로 가장 늦은 

서어나무의 열방출률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복사열에 노출시킨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험편의 

내부 공극으로 흡수되는 열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또한, 산소 소비량의 총량이 높을수록 

열방출률 값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열방출률

의 평균값을 확인하였을 때, 이태리포플러가 26.13 

kW/m2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열방출률의 양

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스트로브 잣나무보다 더 낮

은 값을 나타낸 것은 특이 사항으로 보인다. 

총 방출열량은 연소가 진행되는 동안 시험편의 표

면에서 발생되는 열량의 총 합으로 다른 재료의 표

면으로의 화염 확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

는 값이다(Lee et al. 2011). 총 방출열량의 최댓값은 

서어나무로 100.927 MJ/m2를 나타내었다. 최솟값은 

이태리포플러로 49.834 MJ/m2로 확인되었다. 총 방

출열량은 서어나무 > 졸참나무 > 산벚나무 > 스트로

브 잣나무 > 이태리포플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값

은 열방출률의 최댓값보다 열방출률의 평균값과 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험편의 초기 무게는 스트로브 잣나무 41.0 g, 서

어나무 62.5 g, 이태리포플러 36.1 g, 졸참나무 55.7 g, 

그리고 산벚나무 60.4 g으로 측정되었고, 밀도는 각

각 0.41 kg/m3, 0.63 kg/m3, 0.38 kg/m3, 0.57 kg/m3, 

0.60 kg/m3로 나타났다. 총 방출열량 값을 확인한 결

과 재료의 밀도가 높을수록 총 방출열량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밀도와 열적 특성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CO의 생성은 불완전연소의 결과로 시험편 표면에 

형성된 char가 산소의 접촉을 제한하기 때문에 발생

되며(Son and Kang 2014), CO2는 완전 연소 생성물

로 CO2의 생성량이 높을수록 재료의 중량 감소율이 

증가한다(Chung and Spearpoint 2007). 해당 수종의 

연소 시 char의 생성으로 인하여 연소되는 표면에 산

소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화염의 전파 속도를 늦

추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생성되는 연소 가스

는 주로 CO로써 해당 연소 가스의 발생량이 높을수

록 연소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Chung 

Fig. 11. Total Heat release of White pine.

Fig. 12. Total Heat release of Red-Leaved Hornbeam.

Fig. 13. Total Heat release of Carolina pop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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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또한, CO2의 발생량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목

재의 완전 연소가 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연

소 억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CO/CO2

는 산벚나무가 최소치로 0.021이고, 졸참나무가 

0.031로 최대치로 확인되었다. 중량 감소율은 산벚나

무가 87.57%로 최솟값을 보였고 졸참나무가 95.03%

로 CO와 CO2의 발생이 목재 연소의 거동과 높은 상

관이 있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목재 5수종에 대하여 화

재 안전성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열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1) TGA 분석에서 시료의 온도 피크 최대값은 스

트로브 잣나무 359.83℃, 서어나무 359.80℃, 

이태리 포플러 363.14℃, 졸참나무 358.59℃, 

산벚나무 362.11℃로 나타났다. 이때의 잔사율

은 스트로브 잣나무 43.78%, 서어나무 48.18%, 

이태리 포플러 40.34%, 졸참나무 45.15%, 산벚

나무 55.08%이었다. 

2) 콘 칼로리미터 시험에서 열방출률의 최댓값은 

서어나무로 294.1 kW/m2로 나타났으며, 최솟

값은 스트로브 잣나무로 159.6 kW/m2로 나타

났다. 

3) 총 방출열량 값을 분석한 결과, 서어나무가 

100.9 MJ/m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이

태리 포플러가 49.8 MJ/m2의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4) 분석된 5수종의 CO/CO2는 산벚나무가 최소치

로 0.021이고, 졸참나무가 0.031로 최대치로 확

인되었다. 중량감소율은 산벚나무가 87.57%로 

최솟값을 보였고 졸참나무가 95.03%로 확인되

어 CO와 CO2의 생성이 목재 연소의 거동과 높

은 상관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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