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건축물의 내장재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설계, 시공 및 관리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미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고려하면 화재가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열, 연기 및 유독가스의 부산물을 더욱 촉진시켜 

큰 피해를 유발시키게 된다. 특히 목재, 플라스틱 등의 바

닥재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 가연성이 우수하여 실내 화재

가 발생할 때 화재를 확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건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감 재료는 KS F ISO 1182, 

KS F ISO 5660-1, KS F 2271 시험 결과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소방법에서는 바닥재 중 카펫의 방염성능 기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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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체 제작된 니들 플레임을 이용하여 바닥재를 수직 연소시켰을 때의 화염의 성장 특성 및 탄화 패턴을 해석하였

다. PVC 장판은 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사 화염을 받은 곳은 안쪽으로 수축되는 패턴을 나타냈다. 수

직 연소가 진행되면 하부에 망울 형태의 고형화가 발생하며, 그을음은 상부로 성장하는 패턴이 형성된다. 강화마루

는 난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부 표면인 라미네이트층의 소실과 불규칙적인 박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측면과 우측면의 탄화의 범위는 대칭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화마루와 마찬가지로 카펫

은 수직 연소 실험에서 난연성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카펫에 축열이 형성되면 화염은 상승기류를 형성하고, 주변

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화염의 확산은 더욱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사화염을 받은 카펫 표면의 탄화 패턴

은 표면이 용융되어 흘러내렸을 뿐만 아니라 작은 구멍이 다수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lame growth characteristics and carbonization patterns when floor materials were burned vertically 

using a needle flame produced for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PVC flooring was fire retardant and the area under direct 

flame contracted inward. Vertical combustion causes solidification in the form of a lump at the bottom and also generates 

soot in a pattern that progresses upwards. This study found that laminated flooring exhibited no fire retarding characteristics 

and that the laminated layer of its upper surface was destroyed by fire, causing irregular delamination. The carbonization 

ranges at the left and right sides were determined to be symmetrical. A vertical combustion test of a sample carpet showed 

that it exhibited no fire-retarding characteristics. It was observed that if heat accumulated in the carpet, the flame formed 

an ascending air current, and that when flammable materials were present around the flame, they further accelerated the 

diffusion of the flame. The carbonization pattern at the carpet surface exposed to direct flame revealed that the carpet 

surface had melted and had flown downwards and that many tiny holes form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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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고, 실내 바닥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구획 화재의 흘림 실험에 

의한 인화성 액체의 화염 전파 속도(3), 담유 실험에 의한 

인화성 액체의 연소 패턴(4), PVC 용기에 담유된 인화성 액

체의 화염 패턴(5), 인화성 혼합유의 구획 화재에 의한 화염

의 전파 속도 및 특성(6), 유리 용기에 담은 휘발유가 연소

될 때의 연소 거동(7), 비닐바닥재 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연소될 때의 특성(8), 비닐장판 위에서 연소된 인화성 액체

의 성장 특성과 탄화 패턴(9), 실내용 비닐장판의 유리전이

온도 및 중량 감소(10)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일반 바닥

재가 직접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화염의 성장 특성, 탄화물

의 패턴 및 복사열에 의한 바닥재의 소손 메커니즘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니들 플레임을 이용하여 바닥재

를 수직 연소시켰을 때의 화염의 성장 특성 및 탄화 패턴

을 해석하여 화재조사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향후 진행

될 복사열 분석을 위한 연구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2. 관련 이론

바닥재의 대부분은 PVC 장판이며, 최근에는 강화마루 

및 카펫 등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PVC 장판은 열전도율

이 좋아 온돌문화가 지배적인 국내 건축 환경에 적합하다. 

PVC 장판은 염화비닐의 중합에 의해서 얻어지는 폴리염화

비닐(Poly-vinyl chloride)이다. 

구성요소는 충격과 차음기능의 효과를 결정하는 발포층, 

치수 안정화와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보강층, 디자인적 요

소를 반영하는 인쇄층, 표면 보호와 청소가 용이하도록 코

팅처리 된 UV 코팅층 등으로 구성된다(11,12). Figure 1은 

PVC 장판의 구조 및 명칭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 주거용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질바닥재

는 합판마루와 원목마루, 강마루, 강화마루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사용하는 소재나 표면마감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강화마루는 주재료인 목재와 섬유조직인 열경화성 수지를 

혼합하여 고온고압으로 눌러서 만든 섬유판을 사용하며, 표

면은 멜라민 수지가 함침되어 있는 Low pressure melamine 

sheet (LPM)을 압축하여 만든 제품이다. 

강화마루는 내마모성, 내압인성 및 내수성이 뛰어나 유지

관리가 쉽다. 또한, 표면처리가 가능하며 순간적인 열에도 

흔적이 남지 않을 만큼 우수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13,14).

카펫은 직물이나 양모 등과 유사한 형태의 섬유로 만들

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카펫은 합성 섬유이며, 폴

리프로필렌 원사로 100% 표면처리 된 제품이다. 카펫은 눈

의 피로가 작고, 보온효과 및 방음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

한 바닥재이다. 시공만으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

음을 흡수하고 반사음을 제어함으로써 조용한 환경을 연출

할 수 있다. 또한, 표면의 방염처리로 열적안정성이 뛰어나

며, 가격이 저렴한 특징이 있다(15,16).

3. 실험 방법

Figure 2는 니들 플레임 시험에 의해 바닥재가 수직 연소

될 때의 화염의 거동 및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실험 장치

의 실체 사진이다. KS C IEC 60695-2-2에 제시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였고, 니들 플레임 시험기(Needle flame tester, 

F1830, Elex polytech, Ltd., Korea)는 자체 설계 및 제작하였

다. 실물 연소 실험이 진행된 실내의 온도는 20 ~ 22 ℃, 상

대습도는 18 ± 2%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바닥재에 대한 화염의 공급은 바닥재의 좌측 하단에서 

노즐을 45°로 조절하여 방사하였다. 바닥재는 가로 10 mm, 

세로 230 mm로 일정하게 절단하였고, 바닥재의 상부를 클

램프로 고정시켰다. 

일반적으로 PVC 장판은 콘크리트, 석재, 타일 등과 같은 

불연재 위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킨다. 그리고 PVC 

장판 자체만을 연소시킬 때 발생되는 뒤틀림을 억제하기 

위해 시공 환경과 유사한 조건인 인조타일에 부착하여 실

험을 실시하였다. 화염 공급 전 니들 플레임 노즐을 수직으

로 세운 상태에서 화염의 크기를 12 ± 1 mm 이하가 되도

록 조절하였고, 연소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화염의 길이를 

유지시켰다. 

니들 플레임 노즐 끝과 바닥재 좌측 하단과의 거리는 약 

8 mm이며, 30 s 동안 화염을 인가하였다. 사용한 가스는 

순도 95% 이상의 부탄가스이며, 35 mm 이상의 길이와 0.5 

± 1 mm의 안지름, 0.9 mm의 바깥지름의 튜브를 통해 니들 

플레임 시험기 노즐에 부탄가스를 공급하였다. 30 s 동안 

화염을 인가한 후 화염을 제거하였고, 바닥재의 자연 소화 

UV Coating

Printing

Foam

Backing

1mm

Figure 1. Structure and part name of the PVC board.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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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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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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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s of the needle flam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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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였다. 연소가 계속 진행되면 60 s에 화염을 

강제로 소화하였다. 

실험 과정은 디지털캠코더(Digital camcorder, Sony nxcam 

adchd Mpe2 SD, Japan)와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 D90, 

2009, Nikon, Japan)로 실시간 촬영하여 연소 특징을 해석하

였다.

Figure 3은 니들 플레임을 이용하여 바닥재의 수직 연소 

및 특성 해석을 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의 신뢰성

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10회 반복 실험을 진행하

였다. 실험장치 주변에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였으며 동일한 

표준작업절차(SOP)를 준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4는 니들 플레임 시험에 의한 PVC 장판의 수직 

연소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4(a)는 연소 실험의 준

비 단계로 니들 플레임 연소기의 노즐 및 클램프에 고정된 

PVC 장판을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Figure 4(b)는 수직으로 

고정된 PVC 장판에 인위적으로 화염을 공급하는 과정으로 

화염은 바닥재의 좌측 하단에서 45°로 공급되도록 하였다. 

노즐의 끝과 수직 설치된 PVC 장판의 거리는 약 8 mm이

다. 화염 공급과 동시에 검은 연기가 발생하며 빠른 연소가 

진행되었다. Figure 4(c)는 PVC 장판에 화염이 20 s 동안 공

급되었을 때의 실체 사진으로 검정색 그을음은 많이 발생

하였으나 화염의 크기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4(d)는 화염의 공급이 30 s 되었을 때의 실체 사진이다. 10

회의 반복 실험에서 니들플레임 시험기 노즐의 화염을 제

거하면 화염의 성장은 멈추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화염을 

차단하였을 때 약 2 s 이내에 자연 소화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PVC 장판 제조 시 첨가된 열안정제에 의해 난연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10,17).

Figure 5는 강화마루의 연소 거동을 촬영한 실체 사진으

로 PVC 장판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Figure 5(a)는 

실험의 준비 단계로 노즐 및 클램프에 고정된 강화마루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5(b)는 고정된 강화마루에 인위적으

로 화염을 공급하였으며, 강화마루의 좌측 하단에서 45 °로 

공급되도록 하였다. Figure 5(c)는 강화마루에 화염을 10 s 동

안 공급한 후의 실체 사진으로 검은색 연기의 발생과 더불

어 화염의 성장을 알 수 있었다. Figure 5(d)는 화염을 20 s 

동안 공급한 후의 연소 거동으로 상승 연소가 진행되어 화

염의 크기 및 탄화 면적의 확대가 확인된다. Figure 5(e)는 

화염을 30 s 동안 공급했을 때의 실체 사진으로 가스의 공

급을 차단하였으나 잔염에 의해 연소가 진행된다. Figure 5(f)

는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10 s가 경과한 실체 사진이며, 축열

된 열에 의해 수직 연소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g)는 가스 공급이 차단하고 20 s 경과한 실체 사진

이다. 화염 크기 및 면적은 더욱 성장한 것을 알 수 잇다. 

Figure 5(h)는 착화하여 60 s 경과되어 강제로 화염을 진압

한 상태의 실체 사진이다. 즉, 강화마루는 일반 화염에 의

해 착화되어 축열이 발생하면 가스 공급이 차단되어도 지

속적으로 화염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 가연물이 

있을 때 화재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10,17).

Figure 6은 니들 플레임에 의한 카펫의 수직 연소 실험 

과정을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카펫은 국내 소방법에 따라 

방염 처리된 제품을 실험에 적용하였다. Figure 6(a)는 실험

의 준비 단계이며, PVC 장판 및 강화마루와 동일한 조건 

및 방법을 적용하여 연소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ure 6(b)는 

고정된 카펫에 화염의 착화 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화염의 

크기는 약 12 mm이다. Figure 6(c)는 카펫의 연소가 10 s 경

과된 실체 사진으로 상향으로 연소가 진행되며, 검정색 연

기가 발생하였다. Figure 6(d)는 연소가 20 s 경과된 것으로 

상승 연소는 활성화되어 화염의 크기와 면적 역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e)는 카펫에 화염을 30 s 동

안 공급하여 연소가 진행된 실체 사진으로 착화된 화염의 

크기는 더욱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f)는 연소가 

40 s 진행된 실체 사진으로 가스공급이 차단되어 10 s가 경

과했는데도 화염은 더욱 성장하고 있으며, 상승기류를 형

성하면서 불꽃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g)는 

Real-time shooting of the combustion behavior of 

flooring materials

Digital camera & Digital camcorder

Installation of Needle Flame Experimental Device

Setting experimental conditions

Temep. = 20 ~ 22 ℃, Relative humidity = 18 ± 2%, 

Flame length = 12 ± 1 mm

Analysis of experimental results

30 s flame removal and 

natural fire protection

Remove flame for 30 

seconds and force extinguish

Figure 3. Flowchart of the needle flame test.

(a) set up

 

(b) 10 s

 

(c) 20 s

 

(d) 30 s

Figure 4. PVC board combustion test by the needle flam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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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이 차단된 지 20 s가 경과된 실체 사진으로 카펫 

상부의 표면이 용융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카펫에서도 연소가 진행되어 2

차 화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6(h)

는 설정된 60 s가 경과되어 강제로 화염을 진압한 직후의 

실체 사진이다. 이상의 실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카펫에 

착화되고 축열이 형성되면 화염은 상승기류를 형성하면서 

더욱 성장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

을 때 화염의 확산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판단된다(10,17).

Figure 7은 소손된 PVC 장판의 표면 분석을 위해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Figure 7(a)는 직사 화염을 받은 PVC 장판 

표면의 소손 패턴이다. 표면은 광택이 없어졌고, 용융되어 

안쪽으로 수축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b)는 화염이 공

격한 우측면의 실체 사진이다. 수직 연소가 진행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는 그을음이 형성되었고, 하부에 망울 형태의 고

형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c)는 화염이 공

격한 좌측면을 촬영한 실체 사진이다. 우측면과 대칭적인 

연소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PVC 장판의 수

직 연소가 발생되면 하부에 망울 형태의 고형화가 발생하

며, 그을음 역시 상부로 성장하는 패턴이 형성되는바 화재

의 방향성 판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0,17).

Figure 8은 강화마루의 탄화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 나타

낸 실체 사진이다. Figure 8(a)는 직사 화염의 공격을 받은 

강화마루 상부 표면의 소손 패턴이다. 표면의 라미네이트

층은 없어지고, 불규칙적인 박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Figure 8(b)는 화염의 공격을 받은 강화마루 하부의 

(a) set up

 

(b) fire

 

(c) 10 s

 

(d) 20 s

(e) 30 s

 

(f) 40 s

 

(g) 50 s

 

(h) 60 s

Figure 5. Laminate flooring combustion test by the needle flame 
test.

(a) Set up

 

(b) Fire

 

(c) 10 s

 

(d) 20 s

(e) 30 s

 

(f) 40 s

 

(g) 50 s

 

(h) 60 s

Figure 6. Carpet combustion test by the needle flame test.

1 cm

(a) The upper part of PVC floor

1 cm

(b) Flame attack right

1 cm

(c) Flame attack left

Figure 7. Photos of the carbonized surface of the PVC board 
burnt by the needle flame test.

1 cm

(a) The upper part of PVC floor

1 cm

(b) Base of PVC floor

1 cm

(c) Flame attack right

1 cm

(d) Flame attack left

Figure 8. Photos of the carbonized surface of the laminate flooring
burnt by the needle flam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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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간접 화염에 의해 소손된 전형적인 

패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화열을 받은 하단부가 회백색으

로 변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8(c)는 소손된 강화

마루의 우측면을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그을음의 성장 및 

크기는 상부로 확산되었고, 탄화의 범위는 상부 및 하부표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d)는 소손된 강화마루 좌측면의 탄화 패턴으로 우

측면과 대칭적 구조가 나타나지만 직접 화염의 공격을 받

은 좌측면은 회백색으로의 변색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강화마루의 소손 패턴은 직사화염을 

받은 곳과 간접 화염을 받은 곳의 차이가 명확하므로 화재

원인의 조사 및 판정에 탄화 패턴을 분석한다면 연소의 방

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10,17).

Figure 9는 카펫의 탄화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 나타낸 실

체 사진이다. Figure 9(a)는 직사 화염의 공격을 받은 카펫 

상부의 표면이다. 표면은 심하게 소손되어 광택이 없어지

고, 표면이 용융되어 흘러내렸을 뿐만 아니라 작은 구멍이 

다수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9(b)는 간접 화염의 

공격을 받은 카펫의 하부 표면의 실체 사진이다. 불규칙적

인 균열이 확인되며, 하부는 회백색으로 변색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9(c)는 화염의 공격을 받은 카펫 우측면의 소

손 패턴으로 상부는 용융되어 흘러내린 망울의 형태가 형

성되며, 하부는 탄화된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이 확인된다. 

Figure 9(d)는 카펫 좌측면의 소손 패턴으로 우측면과 대칭

적 특성을 나타낸다. 즉, 카펫의 탄화 패턴과 용융 특성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면 연소의 방향 및 화염의 시점을 유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17).

4. 결  론

자체 제작된 니들 플레임을 이용하여 바닥재를 수직 연

소시켰을 때의 화염의 성장 특성 및 탄화 패턴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VC 장판은 니들 플레임 시험에서 화염 공급과 동시

에 검은색 연기를 발생하며 활발하게 연소하였고, 화염 공

급이 차단된 후 자연소화에 따라 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직사 화염을 받은 PVC 장판 표면의 소손 패턴은 

광택이 없어졌고, 용융되어 안쪽으로 수축되었다. 우측면

과 좌측면은 대칭적 구조로 탄화 및 그을음 패턴이 나타났

다. 또한, 수직 연소가 발생되면 하부에 망울 형태의 고형

화가 발생하며, 그을음 역시 상부로 성장하는 패턴이 형성

된다.

2) 강화마루는 한번 착화되면 강제로 소화할 때까지 계

속 연소하였으며, 화염의 공격을 받은 강화마루 상부 표면

은 라미네이트층의 소실과 불규칙적인 박리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간접 화염에 의해 소손된 후면은 하단부에 회백색

이 나타났다. 좌측면과 우측면의 탄화의 범위는 대칭적 구

조를 나타내지만 좌측표면은 직접화염에 의해 회백색으로 

변색이 더욱 뚜렷하였다. 즉, 강화마루의 소손 패턴은 직사

화염을 받은 곳과 간접 화염을 받은 곳의 분석을 통해서 

연소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3) 카펫은 니들 플레임 실험에서 화염의 인가에 따라 활

발하게 연소하였다. 카펫에 축열이 형성되면서 화염은 상승

기류를 형성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화염의 크기가 커졌

으며, 카펫 표면이 용융되면서 2차 화재의 위험성을 확인하

였다. 직사화염을 받은 카펫 표면은 광택이 없고 거칠며 표

면이 용융되어 흘러내렸을 뿐만 아니라 작은 구멍이 다수 

발생되었다. 간접 화염을 받은 카펫의 하부 표면은 불규칙적

인 균열이 확인되며, 일부분은 회백색으로 변색되었다. 또

한, 카펫 우측면과 좌측면은 대칭적 탄화 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탄화된 덩어리 및 용융물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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