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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 재료별 연소가스에 따른 인체 유해성 평가에 관한 본 연구는 SEM, FTIR와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목재류

인 MDF와 나왕방부목 2종과 화학물질인 난연 스티로폼, 스티로폼, 우레탄폼 및 석고보드 4종의 플라스틱류 각각의 

재료별 연소가스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MDF는 연소된 부분의 나무구조와 접착제가 혼합되어 균일하게 연소되었

고 나왕방부목은 난연 약제가 깊숙이 침투하여 높은 열에도 목재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난연 스티로폼은 

불이 붙지 않고 녹아내렸는데 무기계 난연제 때문으로 사료되고 석고보드는 형태는 유지했으나 열에 취약함을 확인하

였다. MDF에서 암모니아(NH3)치사농도(750 ppm)대비 795 ppm, 나왕방부목은 이산화탄소(CO2)가 256,965 ppm으로 

치사농도(100,000 ppm)의 2.5배 초과하였고, 우레탄에서 염화수소(HCl)의 치사농도(500 ppm)를 초과하는 697 ppm, 

또한 우레탄에서 이산화질소(NO2) 치사농도(250 ppm)를 크게 초과하는 434 ppm과 난연 스티로폼 398 ppm이 방출되

었다. 대부분의 재료에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가스가 방출됨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결과는 향후 건축 재료별 인체 유

해성을 평가하는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building materials by relates to human hazard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mbustion gas SEM, 

the flame-retardant foam FTIR and cone calorimeter to configure the Forest products of MDF and preservative treated 

Lauan two kinds of Retardant styrofoam, Styrofoam, Urethane foam and gypsum board four kinds of plastics material 

by the combustion gas were each analyzed. MDF was burned to the structure of the wood and the glue evenly mixed 

combustion area preservative treated Lauan, kept constant even in the form of high heat to penetrate deep into the 

wood flame retardant agents. Retardant styrofoam is due to feed my Dropped dissolved inorganic flame retardant with-

out the fire-stick and confirmed that the weak form of gypsum board, but keep the column. In MDF ammonia (NH3), 

lethal concentration (750 ppm) compared to 795 ppm, preservative treated Lauan is carbon dioxide (CO2) that was 

greater than 2.5 times the lethal concentration (100,000 ppm) to 256,965 ppm, the lethal concentration (500 pp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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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건물은 소비자 욕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

한 재료인 목재류와 화학물질인 플라스틱류 재료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간혹 조립식 주택이나 팬션, 창

고 등이 화재에 노출되어 안타깝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기도 한다. 순수한 

목재류보다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MDF와 난연

방부목 등 건축재료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국민안전처 ’15년 통계자료(1월∼12월) 중 최초 

착화물별 화재현황(화재건수)을 보면 목재 및 종이류

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계적 요인 286건 2.5%, 화학

적 요인 70건 0.6%, 부주의 9928건 85.5%, 방화 및 

방화의심 363건 2.2%, 미상 406건 3.5%이며 합성수

지(플라스틱)류는 전기적 요인 1207건 26%, 기계적 

요인 1009건 21.7%, 화학적 요인 53건 1.1%, 부주의 

1887건 40.7%, 방화의심 69건 1.5%, 및 미상 203건 

4.4% (MPSS, 2015)로 보듯이 화재로 인한 재료에서 

나오는 유독한 연소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 내장재의 연소가스 유해성 평

가에 대한 연구는 Seo et al. (2015)와 Lee et al. 

(2005)등 선행연구자들도 지적해 왔다. 현실적으로 법

률적으로만 법 조항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국민안전처 통계자료 중 연소확대 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건수 중 여러 요인 중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협소 미상 14 (43.8%), 부주의 12 (37.5%) 

및 목조건물의 밀집 등 4 (8%) (MPSS, 2015)에서 보

듯이 생활하는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한 화재인 최근 

의정부 원룸형 아파트, 씨랜드, 노래방 등 같은 화재

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화재로 

인해 목재류 및 플라스틱 자재 등에서 나오는 열로 

인한 피해보다는 여러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질식사 

하거나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

다. 건축 재료의 연소 독성평가에 대한 유해성을 선

행연구자(Kim et al., 2011)들도 이미 밝힌 바 있다. 

연소가스 시험법으로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는 마우

스를 이용한 가스유해성 시험방법(KSF 2271, 1998), 

미국 국방성 MIL-DTL, 프랑스 철도시험 NF X70 100, 

영국 NES 713 등이 사용되어 왔다. 금번 연구에서는 

콘칼로리미터 및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을 연결하여 열방출과 연소가스를 분석

해 정성, 정량적 데이터를 추출했다. FTIR을 이용한 

데이터 값은 각각의 연소가스를 정성,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

으로 지어져 있는 조립식 건축물(가건물, 창고 등)들

의 정확한 통계 숫자도 파악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

다. 이같이 많은 목재류 및 플라스틱류 건축물이 위

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대표

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축 재료를 살펴보면 MDF는 

목질 섬유를 접착제와 같이 높은 온도 및 높은 압력

에서 압착 성형한 재료로 건축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 나왕방부목(preservative treated Lauan)은 목재

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부약재를 침투시켜 

뒤틀림에 강한 외장바닥재로 활용하고 있다. 난연 

스티로폼(Retardant styrofoam)은 발포 성형된 스티

로폼 완성품에 무기재료인 난연재를 함침 시키는 방

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스티로폼(Styrofoam)

은 발포 폴리스티렌이라는 플라스틱의 상표명이다.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인 자원 

절약형 소재이다. 그리고 작은 공기 방울이 다량 포

함되어 있다.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으며 세균이나 

hydrogen chloride (HCl). The Urethane greater than 697 ppm, 434 ppm also greatly exceeding the nitrogen dioxide 

(NO2) lethal concentration (250 ppm) in Retardant styrofoam and 398 ppm was released. It is confirmed that the hu-

man body is extremely harmful gas emitted from most of the materials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valuating the

hazard-specific human future building material. 

Keywords : fourier transform infrared, cone calorimeter, toxic gas, mediun-density fibrewood, retardant styrofoam, 

ur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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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에 손상되지 않아 포장에 많이 사용되며, 아이

스박스, 장난감, 부표 등에도 사용되나 재활용이 되

지 않아 환경문재로 대두되고 있다. 열차단성이 우수

하여 단열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Kim (2008) 등은 

우레탄(Urethane)이 발포우레탄과 무발포 폴리우레

탄이 있다고 한 바, 전자는 우레탄폼이라고도 하며 

초연질, 연질, 반경질, 경질 등의 여러 가지 굳기를 

가진다. 자동차 내장재에서 침구 매트리스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무발포 우레탄은 스

판덱스, 합성피혁에서 코팅 및 실란트, 몰드성형 등

으로 사용된다(Kim et al., 2008). 단열재, 방음재로 

많이 쓰이는 재료로 열전도율이 0.019 Kcal/mh℃이

다(Dongyang Panel, 2015). 석고보드(Gypsum board)

는 소석고를 주원료로 하여 톱밥, 섬유, 펄라이트 등

을 혼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포제를 첨가하고 물

로 반죽하여 두 장의 시트사이에 부어서 판상으로 

굳힌 것을 가리킨다. 평 보드는 벽이나 천정에 사용

되어 방화재의 역할을 하고, 라스보드는 벽의 속 재

료로 사용한다. 또 흡음보드는 음향흡수성이 있으며, 

표면에 인쇄나 플라스틱 도장을 한 화장석고보드는 

내장벽용으로 사용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화재로 주택이나 팬션, 창고 등의 2차적인 연소가스

에 의한 피해 즉, 건축 재료인 목재류 MDF 및 나왕

방부목 2종과 플라스틱류 난연 스티로폼, 스티로폼, 

우레탄폼 및 석고보드 4종의 각종 유해 연소가스를 

분석하여 각 재료별 인체유해성(치사농도) 평가를 

통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각종 친환경 복합재료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2. 연구방법

2.1. 실험대상 및 내용

본 연구에 쓰인 공시재료 목재류 및 플라스틱류는 

최근까지 주민이 생활하던 건축물에서 수집한 재료

로 현실성을 주고자 했으며 조습조건은 고려하지 않

았다. 콘칼로리미터와 구성한 FTIR을 이용해 각각의 

주택이나 창고 등 건축재료인 목재류 MDF, 나왕방

부목 2종과 플라스틱류의 난연 스티로폼, 스티로폼, 

우레탄폼 및 석고보드 4종을 연소가스 분석을 수행

하였다. 상기 스티로폼류 3종은 시편 두께(단위면적

당 밀도)를 동일하게 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유는 

실제 재료 두께가 콘칼로리미터 실험조건 두께인 50 

mm를 초과하였다. 단, MDF, 나왕방부목, 석고 보드

만 비두께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2.2. 시편 제작 및 분석방법

목재류인 MDF, 나왕방부목 2종과 플라스틱류인 

난연 스티로폼, 스티로폼, 우레탄폼 및 석고보드 4종 

등은 실내 장식물 불연, 준불연 재료로 KFI 인정기

준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호,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기준”에 의한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기준에 의거하여 시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MDF, 나왕방부목, 석고보드는 비 동일한 두께

로 위의 조건에 맞추어 시편을 제작하였고, 스티로폼

(3종)은 두께를 50 mm로 동일하게 위의 조건에 맞

추어 시편을 제작하였다. 각 재료별 두께와 무게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콘칼로리미터 규격은 Fire 

Materials Thickness [mm] Weight [g]

MDF 12 64.463

preservative treated Lauan 28 195.371

Styrofoam 50 63.863

Retardant styrofoam 50 63.970

Urethane 50 97.006

Gypsum board 10 55.044

Table 1. Descriptions of Material for Cone Calo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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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technology, GB/Dual Cone 2000이고 FTIR은 

규격 Midac, US/14001으로 상기 두개의 장비를 연결

해 각각 3반복 실험하여 각 재료별 연소가스 분석을 

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SEM)은 HITACHI S-3500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였다. 

2.3. 독성 평가

NES (Naval Engineering Standard) 713 규격으로 

챔버 버너(부피: 0.6 m3)에 화염을 노출시켜 완전연

소를 통해 챔버 내 독성지수(Toxicity Index)를 아래 

공식(1)에 대입하여 ppm 단위로 나타낸다. 즉 100 g

의 물질이 타고 그 연소 물질이 챔버 안의 공기 중에 

희석됐을 때, 발생된 각각의 gas의 농도는 다음의 식

을 이용하여 구하여진다. 여기서 Cθ는 챔버 내에서 

100 g의 물질이 완전 연소될 때 1 m3당 가스의 농도

를 의미한다.

Cθ= C × 100 × V/m (단위: ppm) ·················· (1)

C = 시험 챔버 내 가스농도(ppm)

m = 화재 시험 질량(g)

V = 시험 챔버의 부피(m3)

(Lee, 2012)는 위의 Cθ를 계산하여 식(2)에 의해 

계산하였다(Lee, 2012). 여기서 Cf은 각 가스별 30분

간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는 농도로서 

규격에서 주어진 수치로 Table 2의 값에 따른다.

Toxicity Index = Cθ1/Cf1 +Cθ2/Cf2 +Cθ3/Cf3 

+ . . . . +Cθn/Cfn ············ (2) 

Cf = 인간이 30분간 가스 노출 시 사망 위험 농도

(ppm)

본 실험에서 얻어진 독성지수는 NES 713의 방법

을 콘칼로리미터와 FTIR으로 측정한 값으로 응용하

여 구한 값이다(Table 4).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적인 특징 분석

콘칼로리미터의 가열강도 조건을 50 kW/m2로 하

고 화염이 발생 후 완전히 연소시킨 약 180초 후에 

관찰해 보니 실험에 쓰인 MDF는 두께가 얇고 인화

성 접착제와 혼합되어 고온에 취약해 연소 시 접착

제는 녹으며 여러 유해가스를 발생하고 셀룰로오스

GAS Chemical formula Cr (Critical limit, ppm)

Carbon dioxide (CO2) 100,000

Carbon monoxide (CO) 4,000

Hydrogen sulfide (H2S) 750

Ammonia (NH3) 750

Formaldehyde (HCHO) 500

Hydrogen chloride (HCl) 500

Acrylonitrile (CH2CHCN) 400

Sulphur dioxide (SO2) 400

Oxides of nitrogen (NOx = NO + NO2) 250

Phenol (C6H5OH) 250

Hydrogen cyanide (HCN) 150

Hydrogen bromide (HBr) 150

Hydrogen fluoride (HF) 100

Table 2. The Toxicity Concentration Fatal to Human with NES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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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 존재하였다. Lee (2012)는 MDF가 목질재

료를 주원료로 하여 화학약품 처리 후 고온에서 섬

유질만을 추출해 낸 뒤 합성수지 접착제로 결합시켜 

성형⋅열압하여 만든 밀도 0.4-0.8 g/cm3의 목질판상 

제품으로 집성판, 미송합판 및 코어합판보다 뚜렷한 

형태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는 결과와 본 연구에

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나왕방부목은 난연약제

가 목질 내부에 골고루 깊숙이 침윤하여 고온에도 

견디며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였다. 난연 스티로폼은 

불이 붙지 않고 검은색을 띠며 녹아내렸는데 무기계 

규산나트륨이 혼합, 함침된 때문이고 이때 초산 냄

새가 났는데 이는 난연 스티로폼 제조 시 폴리스티

렌에 펜탄을 주입해 발포해 만드는데 이때 펜탄가

스의 주성분인 석유에테르가 고온에 노출되어 갇혀 

있던 것이 산성을 띠며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나타

난 결과로 사료된다(Kim, 2016). 이처럼 난연 스티

로폼 제조 시 폴리스티렌과 난연제인 무기계 규산나

트륨(= 규산소다)을 함침, 혼합하여 제조하는데 규산

나트륨은 조성에 따라 메타규산나트륨(Na2SiO3), 

그 수화물인 오쏘규산나트륨(Na4SiO4), 이규산나트

륨(Na2Si2O5)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수화물도 있으나 

무수물은 석영과 탄산나트륨의 혼합물을 1,000℃로 

가열 용융하여 고체화 시켜서 만든다. 메타규산나트

륨은 물에 잘 녹으며 수용액은 가수분해하여 알카리

성이 된다. 스티로폼은 가장자리에서 불이 먼저 붙었

으며 빠른 시간 내에 잔 불꽃이 올라오고 내부는 갈

색으로 녹아내렸다. 스티로폼은 폴리스티렌이 주재

료로 강한 열을 받으면 구조가 무너져 녹아내리면서 

고유의 폴리스티렌(polystrene)의 성분인 벤젠과 에틸

렌으로부터 에틸벤젠(C8H10)으로 합성되는데 600℃

를 전, 후로 하여 탈수소화하여 에틸기가 비닐기로 

되어 최종 스티렌(= 스타이렌)으로 생성된다. 열, 과

산화물, 과성촉매 등에 의해 쉽게 중합한 고분자 물

질은 고온에 노출될 때 이들 성분이 갈색으로 되돌

아가는 것으로 사료되며(Yoon, 2011), 이때 발포제

로 쓰이는 펜탄(pentane)은 화학식 C6H12, 알칸에 속

하는 탄소 5개인 탄화수소의 총칭으로 3종의 이성질

체가 알려져 있는데 보통 노르말 사슬 모양의 펜탄 

즉 n-펜탄은 석유 에테르의 주성분이며 분자량 72.1 

가연성의 액체로 폭발한계는 1.4-8.0% (공기 중)이며 

자동 발화점은 309℃이었다.

우레탄 폼은 가장자리에서 작은 불이 붙었으며 내

부에는 거의 검은 잔재가 남지 않았고 일부 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레탄은 주로 디이소시아네이

트와 디올의 중부가로 만들어진다. 특히 디올로서 긴 

사슬의 폴리에테르와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한 것은 

탄성체로 또 중합시의 물 첨가로 발포를 이용하면 

거품 상 탄성체로 된다(John McMurry: Lee et al. 

2007). 우레탄은 절연제로 쓰이는 발포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발포거품은 중합반응 동안 소량의 물

을 첨가하면 발포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고온에 우레탄이 노출되며 일부의 첨가

된 물이 잔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레탄은 폴리

올과 폴리 이소시아네이트의 주성분으로 화재에 취

약한 재료로 불에 잘 붙는 특징이 있다. 

석고보드는 연소 후 탄 시료가 겉 종이로 표면은 

잔주름이 많이 갔으며 인위적 힘을 가해 눌러보니 

표면만 푸석푸석 하였다(Fig. 1). 석고보드는 난연(준

불연) 2급으로 소석고를 주원료로 하고 이에 경량화, 

탄성을 주기 위해 톱밥, 펄라이트 및 섬유 등을 혼입

하여 이 혼합물을 물로 이겨 양면에 두꺼운 종이를 

밀착 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두꺼운 종이와 접착제

만 타고 불연재인 소석고와 기타 불연 재료는 고온

에도 형태를 유지하는 관계로 내부까지 열이 침투하

지 못해 소석고 내부 구조가 일부 무너지고 소량의 

물만 고온에 증발하며 겉만 약간의 잔주름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Kim, 2001).

3.2. 각 재료별 주사전자현미경(SEM) 분석

SEM의 원리는 아주 작은 전자선으로 시료를 주사

(Scan)하고 전자선을 쏜 좌표의 정보에서 쌍을 구성

하며 표시하는데 관찰시료는 높은 진공상태(10-8 이

상)에서 그 표면의 전계 및 자계에서 섞인 전자선(집

점직격 1-10 nm 정도)으로 주사한다. 주사는 직선적

이지만 주사축을 순차적으로 틀어 가면서 시료표면 

전체의 정보를 얻는 원리이다. 본 연구의 대표적 재

료인 MDF, 나왕방부목, 난연 스티로폼,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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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및 석고보드 등 내부 구조를 SEM을 이용해 

방사단면 내부 구조를 살펴 본 결과 MDF의 섬유 내

부 사이에 접착제 성분이 고열로 인해 기포가 발생

하고 섬유 간 공극이 막히고 탄화로 char가 형성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이(Lee et al., 2009)는 탄화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섬유의 형태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섬

유간의 접착층이 제거되어 세포벽 표면이 매끄러운 

비결정형 물질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나왕방부목은 

온전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높은 열에 견디

는 난연약제가 내부에 골고루 침윤해 있어 대체적으

로 고온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뚜렷함을 나타내었다. 

난연 스티로폼, 스티로폼 및 우레탄은 태우기 전, 후 

사진을 보면 내부 다층 구조가 뚜렷했던 것이 높은 

열에 의해 일정부분 공기층으로 비워져 있던 구조가 

무너져서 물리⋅화학적으로 물성이 변해 탄화가 되

었는데 특히 난연 스티로폼은 발포성 난연 약제(규

산소다, 안티몬)가 고열을 어느 정도 구조가 무너지

는 것을 막아주고, 우레탄은 아이소시아네이트

(-N=C=O)가 쉽게 수산기(-OH)와 결합한다(우레탄 

결합). 또한 폴리올로서 수산기를 셋 이상 가진 분자

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폴리우레탄은 3차원적으로 결

합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Yoon, 2011). 이 발포성 화

학물질이 고열에 가지고 있던 구조가 무너져 내렸음

을 알 수 있었다. 석고는 열에 강한 광물질인 섬유, 

펄라이트 및 일부 톱밥 등으로 제조되었기에 겉으로

는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고열에 노출되어 소량의 

수분이 증발(Kim, 2001)하고 일부 무기재료들이 물

리적으로 변하여 대체적으로 온전한 형태를 어느 정

도는 유지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Fig. 2).

3.3. 각 재료별 가스량 및 가스종류 분석

FTIR 내부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질소가스

(N2: dry nitrogen gas)로 세척하고 1기압(1013 kPa)

조건하에 초기화 시켰다. FTIR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표준흡수 파장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산화탄소

(CO2) 및 수분이 깨끗이 제거된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 후 분석하였다. 또한, 각 건축 재료인 MDF, 

나왕방부목, 난연 스티로폼, 스티로폼, 우레탄 및 

석고 등의 이산화탄소(CO2), 브롬화수소(HBr), 염화

수소(HCl) 및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일산

화탄소(CO), 암모니아(NH3)를 시간대별 농도를 분석

하였다(Figs. 3∼9).

Samples MDF
preservati-ve 

treated Lauan 

Retardants

Styrofoam
Styrofoam Urethan-e Gypsum board

Specm-en 

before 

Experi-ment

Speci-men 

After 

experi-ment

Fig. 1. Photograph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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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DF
preservat-ive 

treated Lauan 

Retardant-s

Styrofoam
Styrofoa-m Urethane Gypsum board

Photogra-ph 

before 

Experime-nt

Photogra-ph

After experime-nt

Fig. 2. SEM photograph of specimen.

Fig. 3. Star concentration time curve of CO2 of each

material.

Fig. 4. Star concentration time curve of HBr of each 

material.

Fig. 5. Star concentration time curve of HCl of each 

material.

Fig. 6. Star concentration time curve of NO2 of each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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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각 재료별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측

정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히 매우 

많은 가스가 방출되었는데 나왕방부목, MDF, 우레

탄, 난연 스티로폼 다음으로 석고보드로 관찰되었고 

스티로폼도 상당량의 가스가 방출되었다. Fig. 4는 브

롬화수소(HBr) 방출량 측정결과이며, MDF, 나왕방부

목, 난연 스티로폼 순으로 다른 재료에서 보다 많은 

양이 검출되었다. Fig. 5는 각 재료별 염화수소(HCl)

의 농도를 비교한 것으로 단열, 방음재로 쓰이는 우

레탄에서 월등히 높은 농도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PVC를 제조할 때 에틴(C2H2 = 아세틸렌)과 염화수소

를 혼합해 만들듯이 우레탄의 원료인 폴리에틸렌글

리콜과 다이아이소사이안산이 열에 의해 분해되어 

여러 성분 중 염소이온과 수소이온이 결합하여 고농

도의 염화수소가 방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Yoon, 

2011; Kim et al., 2015). 다음으로 MDF, 나왕방부목 

순으로 나타났다. Fig. 6은 재료별 이산화질소(NO2)

의 농도를 비교한 것으로 나왕방부목, 우레탄, MDF, 

난연 스티로폼에서 월등하게 많이 방출되었고 스티

로폼이 뒤를 이어 방출되었는데 이 재료들은 제조 과

정상 화학물질과 접착제 및 방부약제가 함침 되어 있

어 높은 열로 인해 탄화되며 방출되는 것으로 특히 

나왕방부목에서 이산화질소가 월등히 많이 방출된 이

유는 암모늄화합물의 질소원자 4개인 치환기가 결합

된 화합물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Gang, 2014). Fig. 

7에서 이산화황(SO2)은 나왕방부목에서 월등한 값을 

나타내었고 MDF 및 우레탄, 난연 스티로폼, 석고 보

드, 스티로폼 순으로 관찰되었다. 다른 재료들보다 월

등한 값을 보인 나왕방부목 속에 여러 성분들 중 알

킬암모늄 화합물이 다수 침윤해 있다 고열에 방출됨

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Fig. 8에서 각 재료별 암모

니아(NH3)가스양을 비교해 보니 목재류인 MDF에서 

매우 큰 값을 나타내었고 적은 농도이기는 하나 나왕

방부목, 석고보드 다음으로 우레탄, 스티로폼 순으로 

방출되었다. Fig. 9에서 일산화탄소(CO) 가스량을 비

교하여 보니 나왕방부목이 MDF, 우레탄 등 다른 재

료들보다 월등한 가스가 관찰되었고 다음으로 난연 

스티로폼, 석고 보드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산화

탄소(CO)가 월등히 많이 관찰된 이유는 열에 강한 

방부약제가 열과 충돌하여 불완전 연소로 이끌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Lee, 2012).

각각의 개별 건축 재료별 대표적 가스 SO2, NO2, 

NH3, HCl, HBr, CO2, CO의 스펙트럼 그래프 Figs. 

10 ∼ 15에 정성, 정량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FTIR 

Fig. 7. Star concentration time curve of SO2 of each

material.

Fig. 8. Star concentration time curve of NH3 of each

material.

Fig. 9. Star concentration time curve of CO of each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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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별 고유 파장 즉,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근거로 실험 데이터 그래프가 동일위치에 피크

가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정성분석을 하였다. X축은 

흡수(Wavenumbers (cmµ-1))파장범위, Y축은 흡광도

(absorbance)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가스별 흡수 파장범위와 미국 환경보호

청(EPA)이 제시한 독성가스 파장대역 분류법(Bands 

Classification)인 고유 피크(EPA FTIR Spectra re-

Fig. 10. MDF gases spectrum.

Fig. 11. preservative treated Lauan gases spectrum. 

Fig. 12. Styrofoam gases spectrum.

Fig. 13. Retardants Styrofoam gases spectrum.

Fig. 14. Urethane gases spectrum. 

Fig. 15. Gypsum board gases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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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ns data)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6의 FTIR Spectra regions 자료에 나타내었다.

3.4. 각 재료별 독성평가 분석

각 재료별 이산화탄소(CO2), 브롬화수소(HBr), 염

화수소(HCl), 이산화질소(NO2), 및 이산화황(SO2), 일

산화탄소(CO), 암모니아(NH3)가스들을 분석 관찰하여 

Table 4에 각각의 재료별 독성지수를 기술하였다.

Fig. 16은 각 가스별 고유 피크대(EPA FTIR 

Spectra regions data)와 Table 3 (ISO DIS 19702)을 

기초로 Fig. 17의 각 재료별 이산화탄소(CO2)의 총

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나왕방부목은 256,965 ppm

으로 치사농도(Cf) 100,000 ppm의 무려 2.5배, MDF

에서는 치사농도(Cf) 값을 상외하는 111,450 ppm 

값을 보였다. 우레탄의 치사농도(Cf) 값이 42538.362 

ppm으로서 이산화탄소(CO2) 치사농도(Cf) 100,000 

ppm 절반에 못 미치고 뒤이어 난연 스티로폼이 

Fig. 16. FTIR calibration spectra of fire gases.

Reference gas
Concentration

µℓ/ℓ

Spectral region Maximum 

absorbancestart cm
-1

end cm
-1

CO2 15100

3764 3480 0,63

2400 2200 > 6,0

800 520 2,46

CO 3005 2264 1975 0,17

NO2 470
2939 2815 0,08

1667 1518 1,16

SO2 960

2525

1410

1253

640

2442

1290

1029

437

0,04

1,5

0,13

0,14

HCl 5420 3150 2500 0,28

HBr 1000 2744 2290 0,04

Table 3. 1-Summary of spectral regions where absorption peaks a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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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6.522 ppm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석고보드가 

22564.584 ppm으로 1/5 수준이었다. Fig. 18에서는 

각 재료별 브롬화수소(HBr) 농도를 비교한 것으로 

MDF에서 20.9 ppm, 나왕방부목 18.6 ppm, 난연스

티로폼 17.7 ppm 등 공히, 각 재료별 공통적으로 치

사농도 150 ppm에 훨씬 못 미치는 8.4 ppm∼20.9 

ppm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브롬화수소가 맹독성 

가스로 법적(환경부 현행법령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관리되는 화학 물질의 일부로서 관리 받은 결과로 

사료된다. Fig. 19의 염화수소(HCl) 총량을 각 재료

별로 관찰한 결과 유독 우레탄만 697 ppm을 초과하

는 결과가 나타났다(Kim et al., 2015). 염화수소

(HCl) 치사농도 기준 값은 500 ppm인데 그 이유는 

우레탄 제조 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다이아이소사이

안산과 폴리올(polyol), 정포제, 촉매제(CFC, HFC 또

는 HCFC), 보조제 등이 쓰이는데 이때 촉매제의 성

분이 PVC처럼 높은 열로 인해 분해되며 여러 성분 

중 염소이온과 수소이온이 결합 고농도로 관찰된 것

으로 사료되고 MDF는 117.7 ppm, 나왕방부목은 47 

ppm 나머지 재료들은 0.79 ppm∼32.5 ppm 값으로 

나타내었다. Fig. 20의 이산화질소(NO2) 각 재료별 

치사농도 값에서는 목재류인 나왕방부목에서 927 

ppm, 우레탄이 434 ppm, MDF에서 408.7 ppm으로 

치사농도 기준 값 250 ppm보다 무려 2∼4배 가까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우레탄의 주원료인 폴리올

(polyol)과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가 높은 열에 

노출 시 폴리올은 다가 알코올 즉 2개 이상의 수산기

(-OH)를 가진 지방족 화합물로 이소시안산 HNCO에 

상당한 에스테르 R-N=C=O는 이소시아네이트라 한다. 

이소시안산 메틸(CH3NCO)끓는점 44℃, 이소시안산 

에틸(C2H5NCO)끓는점 60℃ 등은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액체로서 방치하면 급속히 중합하여 이소시아

누르산의 에스테르로 된다. 알코올, 페놀과 반응하여 

우레탄을 생성한다. 따라서 고열에 노출되면 이산화

질소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Kim et 

al., 2015; Kim, 2001). 난연 스티로폼은 398 ppm으

로 치사농도 250 ppm을 초과하였는데 반해 스티로

폼(P.S)과 불연재인 석고보드만 기준 값 이하로 관찰

되었는데 이는 스티로폼의 주원료인 에틸렌과 벤젠

을 반응시켜 얻은 액체 스티렌 단위체의 중합체인 

폴리스티렌(P.S)과 석고보드 원료인 소석고와 광물질

인 펄라이트 및 섬유 등이 다른 재료들의 방부약제

나 화학약품과 함침된 것들에 비해 비교적 화학적으

로 안정한 결과로 사료된다(Kim, 2001; Yoon, 2011). 

Fig. 21의 이산화황(SO2)의 각 재료별 치사농도 값을 

비교해 보면 목재류인 나왕방부목에서 1,475 ppm, 

MDF에서 807.3 ppm으로 치사농도(Cf) 값인 400 

ppm의 거의 2∼4배 값과 우레탄이 342.3 ppm, 다음

으로 난연 스티로폼이 337.5 ppm, 석고보드 260.6 

ppm, 스티로폼 151.8 ppm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산

화황(SO2)의 치사농도인 400 ppm에는 못 미쳤다. 

Fig. 22에서는 각 재료별 암모니아(NH3)로 총량을 

Division MDF
preservative 

treated Lauan 

Retardant-s

Styrofoam
Styrofoam Urethane

 Gypsum

board

Lethal 

concentration.Cf

(ppm)

Toxicity Index 5.85 8.78 3.02 1.33 4.79 1.37 -

CO2 (ppm) 111,450 256,965 30026.522 11068.412 42538.362 22564.584 100,000

HBr (ppm) 20.9 18.6 17.668 8.402 11.125 11.925 150

HCl (ppm) 117.7 47 32.562 0.79 697.657 13.468 500

NO2 (ppm) 408.7 927 398.416 179.123 434.309 70.465 250

SO2 (ppm) 807.3 1,475 337.519 151.871 342.344 260.606 400

NH3 (ppm) 795 37.6 10.899 13.024 14.718 20.763 750

CO (ppm) 3,062 4,441 365.625 199.629 1141.219 320.698 4,000

Table 4. Each concentrations(ppm)of gases and toxic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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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니 치사농도 기준 값인 750 ppm을 상외하

는 MDF만이 795 ppm을 나타내었고 나왕방부목을 

비롯한 재료들은 치사농도(Cf)에 크게 못 미치는 

10.9∼37.6 ppm 값으로 미미하게 관찰되었다. Fig. 

23에서 일산화탄소(CO) 재료별 발생 치사농도 값은 

목재류인 나왕방부목 4,441 ppm, MDF에서 3,062 

ppm으로 일산화탄소(CO)치사농도인 4,000 ppm을 

상외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값과 화학물질인 우레탄

만이 1,141 ppm을 넘었으며 난연 스티로폼, 석고, 스

티로폼은 199.6∼365.6 ppm을 나타냈다. 일산화탄소

(CO) 치사농도인 4,000 ppm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

었다.

Fig. 17. Material by CO2 Total amount (ppm). 

Fig. 18. Material by HBr Total amount (ppm).

Fig. 19. Material by HCl Total amount (ppm).

Fig. 20. Material by NO2 Total amount (ppm).

Fig. 21. Material by SO2 Total amount (ppm). 

Fig. 22. Material by NH3 Total amount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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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보듯이 많은 건축자재들이 사람의 생

명을 저해하는 치사농도(Cf)로 나타났는데 금번에 

목재류와 플라스틱류를 가지고 유해성 평가를 분석

한 결과, 선행연구자들(Lee et al., 2005; Kim et al., 

2011; Seo et al., 2015)의 결과들처럼 인체에 해로 

운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위의 관찰된 7가지 가스 종들에 대한 건강위

험성 평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초한 노

출기준 및 건강위험성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KOSHA, 2015). Fig. 17에서와 같이 목재류의 재료

인 나왕방부목과 MDF에서 상대적으로 플라스틱류

보다 월등히 높은 치사농도 값이 검출되었는데, 이

산화탄소(CO2)에 노출되었을 때 불규칙 심장박동, 

혈압변화, 구역, 두통, 졸음 등 흡입미스트 LC50 

50,000 ppm∼30,000 ppm Rat.이며, Fig. 19의 우레

탄에서 염화수소(HCl)가 치사농도를 크게 웃도는 

수치가 나타났는데, 염화수소(HCl)는 급성 독성의 

물질로 경구 LD50 238 mg/kg Rat, 경피 LD50 >

5010 mg/kg Rabbit, 흡입 가스 LC50 4.2 mg/ℓ 1 hr 

Rat (4시간 ppm. 환산 값 1,411 ppm)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으로 사람에게 중정도의 자극성, 궤양, 

화상이 보고되었고, 심한 눈 손상이나 실명이 우려되

고 특정 표적 장기 독성(1회 노출)시 사람에서 흡입 

노출에 의해 호흡곤란, 후두염, 기관지염, 기관지 수

축, 폐렴 등의 증상, 상기도의 부종, 염증, 괴사, 폐수

종이 나타나고 반복 노출 시 침식에 의한 치아의 손상

이 보고되고 만성 기관지염의 발생빈도가 보고된다 

하였다(KOSHA, 2015). 이산화질소(NO2)는 Fig. 20

에서 나왕방부목에서 927 ppm, MDF 408.7 ppm, 우

레탄, 난연 스티로폼에서 치사농도(250 ppm)를 크게 

웃도는 434.3 ppm, 398.4 ppm이 방출되었는데 이산

화질소(NO2) 흡입 시 화상, 구역, 위통, 호흡곤란, 불

규칙 심장 박동, 두통, 현기증, 청색증, 폐 이상, 사망

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 LC50 88 ppm 4 hr Rat UN

부식성 물질, 사람 노출에 의해 폐 기능에 영향 및 

폐수종이 나타난다 하였다(KOSHA, 2015). 이산화황

(SO2)은 Fig. 21에서 목재류인 나왕방부목과 MDF에

서 각각 1,475 ppm, 807.3 ppm의 높은 값과 우레탄, 

난연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에서는 골고루 치사농도에 

근접하게 방출되었는데, 이산화황(SO2) 흡입 시 알레

르기 반응,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고농도 노출 결과 

Name of Hazardous 

Substances
Formula

Occapational exposure limits
Remark

(CAS number, etc.)
TWA STEL

ppm mg/m3 ppm mg/m3

Carbon dioxide CO2 5,000 9,000 30,000 54,000 [124-38-9]

Hydrogen bromide HBr C2 C 6.62 - - [10035-10-6]

Hydrogen chloride HCl 1 1.5 2 3 [7647-01-0]

Nitrogen dioxide NO2/N2O4 3 6 5 10 [10102-44-0]

Sulfur dioxide SO2 2 5 5 10 [7446-09-5]

Ammonia NH3 25 18 35 27 [7664-41-7]

Carbon monoxide CO 30 34 200 229
[630-08-0]Reproductive 

toxicity 1A

Table 5. Exposure standards of chemical and physical factors

Fig. 23. Material by CO Total amount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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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성의 결막염이나 각막 표면의 화상이 나타났다. 

또한, 특정 표적 장기 독성(1회 노출) 사람에서 흡입 

노출 시 기도저항 증가 등의 호흡기 저하가 나타나

며 고농도에서 폐수종을 일으킨다고 하였다(KOSHA, 

2015). 기타, 이산화탄소(CO2)는 인체에 두통, 불규

칙 심장 박동, 의식 불명 근육 경련 및 의식불명을 일

으키고 브롬화수소(HBr)는 사람이 1,430 ppm을 4 hr 

Rat. 흡입하여 치사농도인 LC50에 이르면 부식성 및 

피부괴사, 중증의 안 점막 자극이 보고되고 상기도 

자극 및 반복 노출 시 치아 탈회, 잇몸 변화, 기침, 

진행성 폐색성 세기관지염을 일으킨다. Fig. 22에서

와 같이 암모니아(NH3)가스는 사람이 2,000 ppm을 

4 hr Rat. 흡입하여 치사농도인 LC50 이상에 이르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심각한 눈 장애, 천식성 증상, 폐

수종 및 기관지 폐렴 등이 보고되고 Fig. 23의 나왕

방부목에서 치사농도를 상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산화탄소(CO) 흡입 시 혈액 중에 카르복시 헤모그

로빈이 증가해 사람 및 동물의 신경계, 순환기계에 

영향을 주어 지력, 운동 능력 청력 등을 저하 시키고 

많은 양을 마시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스(KOSHA, 

2015)로서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목재류인 나왕방부목과 MDF에서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질소(NO2) 및 이산화황(SO2), 암모니아

(NH3), 일산화탄소(CO) 등의 치사농도 값이 상대적

으로 플라스틱류보다 높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었

다. 플라스틱류인 재료들 중에서 염화수소(HCl), 이

산화질소(NO2) 및 이산화황(SO2)은 우레탄에서 난연 

스티로폼은 이산화질소(NO2) 및 이산화황(SO2) 등에

서 대체적으로 가스 방출양이 많았다. 우레탄에서는 

염화수소(HCl)가 다른 재료들보다 월등히 많은 가스

양이 나타났는데 이는 폴리비닐카보네이트(PVC)처

럼 연질과 경질을 만들며 염화수소(HCl)가 많이 함

침되어 제조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재로 인한 주요 건축 재료의 목

재류인 MDF, 나왕방부목 2종과 플라스틱류 난연 스

티로폼, 스티로폼, 우레탄폼, 석고보드 4종의 구조와 

연소가스 분석을 통해, 건축 재료별 인체 유해성을 

평가하는 기초데이터를 제안하였다.

1. 목재류는 탄소화합물에 화학약제가 함침 열분

해되며 물리⋅화학적 변화에 따라 탄소로 변하

는 것을 확인하였고 난연 스티로폼은 불이 붙

지 않고 검은 색을 띠며 녹아 내렸는데 난연제

인 무기계 규산나트륨을 혼합, 함침시켜 제조된 

것으로 사료되며, 스티로폼은 빠른 시간 내에 

불꽃에 의해 갈색으로 녹아내렸다. 우레탄도 작

은 불꽃으로 열에 취약했으며 잔재가 많이 남

지 않았고 일부 수분이 존재하였다. 석고는 형

태는 유지했으나 한번 강한 열에 노출된 석고

는 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2. SEM의 태우기 전, 후를 비교해 보니 MDF는 

다층 공기층이 무너지며 접착제의 기포로 인해 

공극이 막히고 Char가 형성되고, 나왕방부목은 

내부 깊숙이 난연 약재가 함침되어 비교적 온

전한 형태를 유지하였고 난연 스티로폼, 스티로

폼 및 우레탄은 다층구조가 뚜렷했던 것이 고

열에 의해 무너져 내려 탄화가 되었고, 석고는 

대부분 광물질로서 상당한 형태는 유지하고 있

었다. 

3. 각 재료별 염화수소(HCl)의 독성결과는 우레탄

만이 치사농도(500 ppm)를 초과하는 697 ppm

이 관찰되었다. 

4. 이산화질소(NO2)의 치사농도 값인 250 ppm을 

크게 웃도는 나왕방부목 927 ppm이 MDF 

408.7 ppm, 우레탄 434 ppm, 난연 스티로폼에

서 398 ppm이 치사농도에는 못 미치나 스티로

폼에서 179 ppm이 확인되었다.

5. 목재류인 나왕방부목이 1,475 ppm, MDF가 

807.3 ppm으로 이산화황(SO2)의 치사농도의 2

∼4배가 우레탄에서 342 ppm, 난연 스티로폼 

337 ppm, 석고보드에서 260 ppm로 이산화황

(SO2)의 치사농도(400 ppm)에 못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

6. 전체적으로 연소가스를 분석한 결과 상기 목재

류인 나왕방부목과 MDF의 대다수 크게 유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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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의 가스가 방출되었고 플라스틱류 중 우레

탄과 난연 스티로폼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었다.

7. 상기 여러 건축 재료별 가스에 노출되었을 경우 

치사농도(Cf)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

는 피부 부식성, 화상, 폐수종, 호흡 곤란, 청색

증, 심한 눈 손상, 사망 등을 일으키는 다량의 

유해가스가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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