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1)

화재에 취약한 목재의 화재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으로 난연 처리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목재에 대한 난

연 처리는 질소 화합물 계, 인 화합물 계, 실리콘 화합물 

계, 붕소 화합물 계 등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이용하는 방

법들이 연구되어 왔다(1-5). 이들 중 실리콘 화합물 첨가제의 

목재 난연 재로의 적용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이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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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리콘 화합물인 Sodium silicate, 3-aminopropyltrimethoxysilane 졸, 3-(2-aminoethylamino) propylmethyl-dimethoxysilane 

졸, 3-(2-aminoethylamino) propyltrimethoxysilane 졸로 표면 처리한 편백목재 시편의 연기 및 연소가스 발생에 대한 시

험을 하였다. 실리콘 화합물 졸로 각각 편백목재 시험편에 붓으로 3회 칠하였다. 콘칼로리미터(ISO 5660-1)를 사용하

여 연기 및 연소가스를 분석하였고 연기는 새로운 연기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한 목재시험편의 연기성능지수(SPI)는 편백목재보다 1.66∼8.42배 증가하였고, 연기성장지수(SGI)는 11.8∼88.2% 

감소하였다. 연기강도(SI)는 편백목재보다 1.0∼50.5% 감소되었고, 연기 및 화재 위험성이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었

다. 실리콘화합물로 처리한 시험편의 세 번째 최대일산화탄소(COpeak)농도는 공시편보다 22.5∼33.3% 감소되었다. 그

러나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허용기준(PEL)인 50 ppm보다 1.48〜1.72배 높은 치명적인 독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편백목재 자체는 일산화탄소 생성 농도가 높았지만 실리콘 화합물은 일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ABSTRACT

A burning test was conducted on the smoke and combustion gases generated from cypress wood treated with sodium 

silicate, 3-aminopropyltrimethoxysilane sol, 3-(2-aminoethylamino)propylmethyldimethoxysilane sol, and 3-(2-aminoethylamino) 

propyltrimethoxysilane sol. The silicone compound sol was applied to each of the cypress wood specimens three times with 

a brush. The smoke and combustion generation gas were analyzed using a cone calorimeter (ISO 5660-1) and the smoke 

was also evaluated by applying new smoke risk assessment method. The smoke performance index (SPI) of the cypress 

treated with silicone compound increased 1.66 to 8.42 times and the smoke growth index (SGI) was 11.8 to 88.2%, 

respectively. The smoke intensity (SI) is expected to be 1.0~50.5% lower than that of the base specimens, resulting in lower 

smoke and fire hazards. The third maximum carbon monoxide (COpeak) concentration of the specimens treated with silicone 

compounds was 22.5~33.3% lower than that of the base specimens. On the other hand, it produced potentially fatal toxicity 

that was 1.48~1.72 times higher than 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acceptance standard 

(PEL). Cypress wood itself produced a high carbon monoxide concentration, but the silicon compound played a role in 

reducing this level.

Keywords : Silicone compounds, Smoke performance index (SPI), Smoke growth index (SGI), Smoke intensity (SI), 

Carbon mon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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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부식, 화재, 열에 잘 견디는 재료로 물질 표면에 처리

하여 사용한다(6).

효과적인 난연재 중 할로겐 계 화합물은 독성이 알려져 

환경규제 물질로 규정하여 사용금지 품목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난연재로서 일부 유기인계 구조를 갖는 화

합물은 내구성이나 열안정성 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환경적인 문제도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소재와의 내열

성 및 친화성이 우수하고, 효율 높은 감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친수성의 실리콘 졸 화합물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실리콘 화합물의 난연 메카니즘은 표면에너지가 낮은 실리

콘 원소가 열 조건에서 표면으로 이동하여 물질 표면에 실

리카 층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8). 형성된 실리카 잔여

물은 절연체로 작용하고 이것은 분해생성물의 휘발성을 지

연시키는 질량 운송 장벽으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기체상

에서 타는 동안 휘발성 물질의 양을 감소시켜 표면에 열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화재 시 화학 물질의 비 열적 위험 요소는 독성, 연기, 

냄새, 부식 등에 의한 것이다. 비 열적 위험 요인에 의한 화

재 피해는 피해자의 약 75∼80%가 화염에 직접 노출되는 

것 보다 산소결핍과 독성가스 및 연기 등의 흡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9). 유의한 독성 물질은 HCN, CO 및 산성 

가스 또는 자극성이다. 이러한 독성 가스의 방출은 재료 자

체의 열분해와 화재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10). 목재 및 셀

룰로오스의 열분해로 인해 생성되는 독성 가스는 발생되는 

목재의 연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복잡해진다. 또한 플래쉬

오버에 도달하는 일반적인 화재의 대부분은 화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체에 위험한 수준의 일산화탄소를 생성한다. 

발생된 연기 및 독성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는 화염에 의해 발생되어 떠다니

는 기체의 흐름으로 더 이상의 화학반응 없이 지속적으로 

공기와 혼합되는 물질이다. 이것은 불꽃 연소 시 숯을 생성

하는 다 환성 방향족 탄화수소를 형성하는 목재의 열분해

로부터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이고, 복사 냉각으로 인해 타

지 않은 숯은 불완전 연소하는 불꽃 연소영역에서 연기로 

빠져나간다(11).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한 연기측정 시험방법

은 Beer-bourguer-lambert의 법칙이 기본 원리이며 일반적으

로 투과하는 빛의 세기가 거리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

소한다는 법칙이다(12). 균질한 투명도의 매질에서 평형 광

에서 존재하는 광신호의 세기는 매질에서의 광 경로의 길

이의 지수함수로 표현된다. 연기발생률, 총연기방출률, 비

감쇠면적, 연기인자 등이 연기발생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

용되고 있지만(13-15) 이와 같은 방법은 시간 변화에 따른 제

한된 방법으로써 충분히 연기발생에 대한 위해성과 정량적

인 평가를 구현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따른 

개선 방법으로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사하

는 식을 개발함으로써 연기위험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세 가지 연기지수를 바탕으로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장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연기등급을 평

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화재 시 발생되는 독성가스 중 일산화탄소는 서서히 퍼

지는 유독한 기체로서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의 강한 결

합을 생성함으로써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다(9). 

일산화탄소는 Carboxyhemoglobin (COHb)을 형성함으로써 

저산소증(Hypoxia)을 일으키고 Oxyhemoglobin의 해리를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CO에 대한 노출 정도는 초

기 단계인 10∼30% COHb의 혈중 농도에서 현기증, 일시

적 두통 및 숨가뿜 현상 등의 증상을 야기하며. 2 단계인 

중간정도의 30∼50% COHb 혈중 농도는 나약함, 심각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구토, 심박 급속증, 실신 등의 증상

을 일으킨다. 마지막 단계인 50∼80% COHb 농도에서는 

발작, 실신, 심혈관 중독, 혼수상태, 사망 및 호흡실패 등의 

더욱 심각한 증상을 야기한다(17). 

이산화탄소(CO2)는 일산화탄소처럼 화재 시 발생하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5% 이하인 경우 일산화탄소만큼 유

독하지는 않지만 호흡을 자극하여 사람의 호흡량을 증가시

킨다. CO2의 농도가 3% 정도인 경우는 분당호흡량 값이 두 

배 정도로 상승되고, 5% 정도의 경우는 세 배 정도 상승된

다. 이러한 결과는 과 호흡(Hyperventilation)을 일으킴으로

써 다른 유독한 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와 같은 가스의 흡

수를 촉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8). 이산화탄

소는 독성 물질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저산소증에 의한 질

식을 유발한다. 고농축 농도에서는 1 분 이내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며 호흡 정지를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9). 

5% 초과 농도인 고농축에서는 호흡성 산증(Respiratory 

acidosis)과 탄산과잉증(Hypercapnia)이 발생한다. 심한 산증

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에 의해 생기는 아세틸콜린의 

가수 분해를 방해함으로써 호흡과 순환을 저해하는 부교감 

신경의 활동 효과를 증가시킨다.

화재발생 시 낮은 산소(O2)농도에 노출된 사람들은 저산

소증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한 노

출정도는 4단계에 의하며(20), 첫 번째 단계(Indifferent phase)

는 O2농도가 약 14.4∼20.9% 사이에 존재하며, 15%의 농도

에 근접할수록 운동부하(Exercise tolerance)의 초기단계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경미한 영향이 발생한다. 마지막 단

계(Critical hypoxia phase)의 경우 O2농도는 약 7.8∼9.6%로 

판단력 및 이해력의 파괴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진행되

며, 이어 호흡이 중단되고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화재시험을 통하여 화재 시 생성되는 유독가스

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필요하다. 화재조건에 노출되었을 

때 가연물의 화재위험성은 연소 성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요인인 열방출률, 착화성, 연소가스의 유해성 

및 화재의 전파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열방출률은 화재 

시 대상 물질의 잠재 위험성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하다. 

열방출률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었으며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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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가 그 중의 한 방법이다(21). 이

것은 실 화재 현상을 가장 근접하게 모사한 방법이며 대부

분의 유기재료가 연소 시 산소 1 kg이 소비되면 약 13.1 MJ

의 열이 방출되는 산소 소비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졸 화합물을 건축물의 주요 내장

재인 편백목재의 표면에 도포한 후 ISO 5660-1의 규격기준

에 따라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를 사용하여 외부 

복사열원에 따른 연소특성을 측정 하였다. 그리고 Chung의 

방정식(23)에 의한 연기성능지수(Smoke performance index, SPI), 

연기성장지수(Smoke growth index, SGI), 연기강도(Smoke 

ientensity, SI) 및 연소 가스 등을 평가하여, 초기 화재 시 

난연 목재로서의 연기 및 가스 독성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

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조건

2.1 실험 재료의 조건

소듐실리케이트는 mNa2O 와 nSiO의 비율이 1 : 3.2이고, 

Na2O는 9∼10%, SiO2는 28∼30%를 함유한 용액을 사용하였다. 

실란화합물은 3-aminopropyltrimethoxysilane (APTMS, 순도 97%), 

3-(2-aminoethylamino) propylmethyldimethoxysilane (AEAPMDMS, 

순도 97%), 3-(2-aminoethylamino) propyltrimethoxysilane (AEAPTMS, 

순도 96%)로서 Alfa Aesar 사에서 특급시약을 구입하여 정

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Figure 1에 아미노실란화합물

의 화학구조를 나타내었다.

실리콘 졸은 증류수 34.5 g과 실란화합물 30.2 g을 넣은 

후 상온에서 1 h 동안 교반 시켰다. 그 후 소듐실리케이트 

30.4 g을 첨가하고 온도를 70∼80 ℃로 유지시켜 4 h 동안 축

합반응 시켰다. 4 h간 반응 후 실리케이트 57.5 g과 증류수 

47.6 g을 첨가하고 반응온도 70∼80 ℃에서 4 h 동안 반응

시켰다(24). 반응조건은 염기성 용액에서 그대로 진행하였다(25).

목재는 편백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시중에서 일반 건자재

용을 구입한 후 2년 동안 자연건조 시켜 사용하였다. 목재

시험편은 105 ℃의 건조기에 일정량의 시료를 장시간 건조

시켰으며 시료의 중량을 4 h 간격으로 측정하여 더 이상 

중량변화가 없을 때까지 측정하였고 다음 식 (1)을 이용하

여 함수율을 계산하였다(26).

MC (%) = 



(1) 

Wm : 함수율을 구하고자하는 시험편의 중량 

Wd : 건조시킨 후의 절대건조 중량

자연 건조된 편백나무의 함수율은 7.3 wt%였으며 평균

밀도는 370.02 kg/m3였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

첨가제로 표면 처리된 편백나무 시편의 초기질량은 APTMS, 

AEAPMDMS, AEAPTMS에 대하여 44.87 g, 44.07 g, 45.00 g

으로 나타났다. 

2.2 콘칼로리미터 시험

연소특성 시험은 ISO 5660-1의 표준방법에 의해 Dual 

cone calorimeter (Fire testing technology)를 이용하였으며 열 

유속(Hat flux) 50 kW/m2 조건에서 수행 하였다(12). 사용한 

시험편의 두께는 10 mm였고, 시험편의 크기는 100 mm × 

100 mm 의 규격으로 제작하였으며, 시험조건은 상대

습도 50 ± 5%, 온도 23 ± 2 ℃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유지

한 다음 알루미늄 호일로 시험편의 비노출면을 감쌌다. 시

험에 앞서 콘히터의 열량은 설정값 ± 2% 이내, 산소분석기

의 산소농도는 20.95 ± 0.01%가 되도록 교정하고 배출유량

은 0.024 ± 0.002 m3/s로 설정하였다. 시험편은 단열재인 저

밀도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높이를 조절하였으며, 시편 홀

더로의 열손실을 낮추기 위하여 열전도도가 낮은 고밀도 

세라믹 판으로 단열시켰다. 배출량 중 분석기로 들어가는 

공기 유속을 3.5 L/min이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3-aminopropyltrimethoxysilane(APTMS)

3-(2-aminoethylamino)propylmethyldimethoxysilane(AEAPMDMS)

3-(2-aminoethylamino)propyltrimethoxysilane(AEAPTMS)

Figure 1. The chemical structure of aminosilan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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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은 공기 중에서 충분히 연소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노출시켰다. 시험편의 평균밀도는 시험하기 전에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연소시험은 지속적인 불꽃 

연소가 시작된 때부터 30 min 후에 종료하였으며, 2 min간

의 데이터 수집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였다. 3회 실험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Table 2에 콘칼로

리미터 실험조건을 나타내었으며 Figure 2에 콘칼로리미터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장비내의 콘히터 부분은 외부열유속

을 유지시키며, 스파크 점화기는 시편을 점화시킬 때 이용

하기 위해 장착되어 있다. 또한 저울을 이용하여 연소되는 

시편의 무게를 측정하고 연소 시킨 후 화재 해석에 필요한 

인자인 연기 관련 지수를 분석하였다.

콘칼로리미터용 목재시험편의 제조 방법은 목재 시험편

의 한 면에 실리콘 졸을 붓칠하고 난 뒤 6 h 동안 상온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실시하였다. 공시

편은 같은 목재를 증류수로 붓칠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시켜 비교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2.3 새로운 연기위험성 평가 방법

2.3.1 연기성능지수(Smoke performance index)

고안한 연기성능지수 식은 다음 식(2)에 나타내었다(23). 

 


 


 
(2)

Materials (Cypress) Initial Mass (g)

 Uncoated Specimen

 Sodium Silicate (SS), 1 

 3-aminopropyltrimethoxysilane (APTMS) sol, 2

 N-2-(aminoethtyl)-3-aminopropylmethyldimethoxy silane (AEAPMDMS) sol, 3 

 N-2-(aminoethtyl)-3-aminopropyltrimethoxy silane (AEAPTMS) sol, 4 

38.83

40.57

44.87

44.07

45.00

Table 1. Specification of Cypress Specimens Coated with Silicone Sol Compounds

Contents Sample Size (mm) External Heat Flux (kW/m2) Orientation Test Time (s)

ISO 5660-1 100 × 100 × 10 50 Horizontal Face Upwards 1800

Table 2. Experiments Conditions for Cone Calorimeter Test

        1. Pressure ports                 5. Blower                   10. Blower motor          

        2. Orifice plate                  6. Heater                    11. Retainer frame and specimen  

        3. Thermocouple                 7. Gas sampling ring probe    12. Specimen holder  

          (located on stack centreline)     8. Spark plug                13. Weighing device

        4. Hood                        9. Optional screens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cone calorimeter equipment(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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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ignition (TTI)는 착화시간이며, Peak smoke production 

rate (SPRpeak)는 최대연기발생속도이다. 착화시간과 실시간 

연기발생속도를 조합하여 두변수로 연기 상관관계를 표현

하였다. 착화시간은 연기 및 가연성 가스의 충분한 발생을 

의미하며 최대연기발생속도는 연기로 인한 실시간 최대 위

험정도를 잘 표현해 준다. 기존의 화재성능지수(Fire 

performance index)는 재료의 플래쉬오버 시간과 상관관계

가 있고 화재성능지수가 낮으면 플래쉬오버 시간이 빨라진

다(27). 그러므로 재료의 화재성능지수가 작으면 화재위험성

이 더 높아진다. 이는 연기성능지수와 같은 맥락으로 연기

성능지수가 작으면 연기위험성도 높아지므로 화재위험성

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2 연기성장지수(Smoke performance index)

고안한 연기성장지수 식은 다음 식(3)에 나타내었다(23). 

 
   






(3)

Time to peak smoke production rate (Time to SPRpeak)는 최대

연기발생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며 Ppeak smoke production 

rate (SPRpeak)는 최대연기발생속도이다. 최대연기발생속도 

시간과 실시간 연기발생속도를 조합하여 두변수로 연기 상

관관계를 표현하였다. 최대연기발생속도에 도달하는 시간

은 초기화재에 대응하는 시간을 알 수 있으며 연기위험성

에 도달하는 속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값이다. 화

재성장지수(Fire growth index)는 열방출율과 상관관계가 있

으며 화재성장지수가 높은 것은 최대열방출율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더 큰 화재위험성을 가짐

을 나타낸다. 이는 연기성장지수와 같은 맥락으로 연기성

능지수가 크면 연기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화재위험성이 높

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3 연기강도(Smoke intensity)

고안한 연기강도 식은 다음 식(4)에 나타내었다(23). 

    ∙  (4)

Mmaximum average rate of heat emission (MARHE)는 최

대평균열방사율이며 Specific extinction area (SEA)는 비감

쇠면적이다. 착화시간의 지연과 총열방출량의 감소는 전체

적으로 화재에 대한 개선이고 이것은 평균열방사율

(Average rate of heat emission; ARHE)의 변화에 반영된다. 

이 파라미터는 축적된 열방사를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

의되며 최대값은 실제 화재 조건에서 화재전개에 대한 경

향성을 잘 보여준다. 최대평균열방사율 값이 높을수록 시

편의 화재 위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28). 평균열방

사율은 다음 식(5)로부터 구할 수 있다. 

  
 


 

×


  


(5)

tn은 시간이며 qn은 tn에서의 열방출율이다. 비감쇠면적은 

연기발생속도(Smoke production rate, SPR)를 질량감소율

(Mass loss rate, MLR)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은 열분해와 휘

발 과정동안 연소 물질의 단위 질량당 연기발생량을 나타

내며 화재 유해성에서 연기 생성에 대한 중요한 지수이다. 

최대평균열방사율과 비감쇠면적의 두변수를 조합하여 연

기강도를 표현하였다. 연기강도는 전체규모의 화재 조건에

서 발생될 수 있는 연기의 잠재적 양을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실물화재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기의 성향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목재의 화재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한 한 부

분으로 연기방출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연기방출 

특성 관련 요소로 산소소모율(Oxygen consumption rate), 연

기발생속도(Smoke production rate, SPR), 비감쇠면적(Specific 

extinction area, SEA), 연기성능지수(Smoke performance 

index, SPI), 연기성장지수(Smoke growth index, SGI), 연기

강도(Smoke intensity, SI), CO (ppm), CO2 (ppm) 등을 측정한 

후 평가하였다. Table 3에 연소 특성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3.1 산소소모율(O2 Consumption rate)

연소 시 대부분의 가연성 재료들은 소비되는 산소에 의

해 열량을 방출한다(15). Figure 3은 시간 변화에 의한 산소

소모율(O2 Consumption rate)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다음과 같은 식(6)으로 주어진다(29).

   ∙∆ (6)

여기서,           ∆

  

로 표시되며, Hheat release rate (HRR)은 열방출율, Mass 

loss rate (MLR)은 질랑감소율, Effective heat of combustion 

(EHC)는 유효연소열을 나타낸다.

Table 3 및 Figure 3에 보여준 바와 같이 실리콘 화합물

로 처리한 시험편의 두 번째_최대산소소모율(O2 2nd-peak)은 

0.1150∼0.1239 g/s 로서 공시험편보다 5.9〜12.6% 감소했

다. 이것은 산소가 실리콘 화합물에 작용하여 질량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불리한 연소 조건에서는 산소소모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실리콘 화합물이 산

소 및 열의 확산을 차단하며 화염전단 혹은 화염전단의 연

소 분해생성물의 확산을 차단하기 때문에 산소소모율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30). AEAPTMS로 처리한 목재가 

산소소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물질보다 완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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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기발생(Smoke production)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된 시험편 혹은 무처리된 공시편

의 연기발생속도(Smoke production rate, SPR)는 연소 시간

과 함께 증가한다. Figur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기발생

속도(SPR)의 첫 번째 피크는 초기에 날카롭게 최대피크에 

도달한다. 이 기간에 발생되는 연기는 에어로졸과 헤미셀

룰로오스의 분해에서 나오는 가스, 휘발성 목재 추출물 및 

수증기로 구성된다. 두 번째 피크는 화염동안에 숯의 재연

소에 의하여 도달된다. 2차 연기발생속도(SPR)에 대하여 

첨가제로 처리된 목재 시험편은 AEAPTMS 졸로 처리한 시

험편을 제외하고, 공시편보다 7.8∼19.9% 감소되었다. 이것

은 실리콘 화합물로 인한 연소억제 작용으로 두 번째 피크

가 생성되는 것으로 예상된다(31,32). 두 피크 사이에서는 연

기 농도 및 연기발생 속도가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며 이것

은 편백목재의 탄화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EAPTMS 졸의 경우는 중심원자 Si에 4배위 치환체가 열

적으로 안정된 결합으로 인하여 연소가 지연 된 후 축적된 

열에너지가 2차 연소에 사용되기 때문에 연기발생속도

(SPR)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Hagen은 목재가 연소

하는 동안 가열온도가 상승하면질량감소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기농도 및 연기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33). 

그러므로 탄화과정 동안 질량 감소 속도가 낮아짐으로써 

연기농도 및 연기발생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유속 50 kW/m2에서 공시편

 Materials

(Cypress)

aO2 2nd-peak Consump.(g/s) 

at Time (s)

bSPR 1st-peak (m2/s) 

at Time (s)

SPR 2nd-peak (m2/s) 

at Time (s)

cSEA (m2/kg)

 Uncoated 0.1316/275 0.0257/15 0.0206 / 290 100.561

SS 0.1150/295 0.0056/35 0.0150 / 275 92.139

APTMS 0.1204/350 0.0142/20 0.0152 / 360 64.050

AEAPMDMS 0.1203/345 0.0232/15 0.0186 / 350 70.653

AEAPTMS 0.1239/340 0.0262/20 0.0231 / 355 120.749

Materials

(Cypress)

CO 3rd-peak (ppm) 

at Time (s)

CO2 2nd-peak (ppm) 

at Time (s)
CO/CO2

O2 1st-peak Depletion (%) 

at Time (s)

Uncoated 111/421 4553 / 294 0.024 20.47 / 33

SS 86/564 4223 / 307 0.020 20.65 / 41

APTMS 74/584 4612 / 347 0.016 20.57 / 33

AEAPMDMS 76/600 4477 / 347 0.017 20.43 / 31

AEAPTMS 77/627 4708 / 339 0.016 20.48 / 33

aO2 2nd peak consumption rate; bSmoke Production Rate; cSpecific Extinction Area

Table 3. Combustion Properties of Cypress Specimens Coated with Silicone Sol Compounds  

Figure 3. Oxygen (O2) consumption rate curves of cypress specimens painted with silicone sol compounds of during cone calorime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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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 s 후에 착화했다.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된 시험편의 

착화시간(Time to ignition, TTI)은 공시편보다 50∼83.3% 

정도 지연 되었고(25), 사용된 데이터인 열방출률(HRR)의 초

기 피크의 최대값 및 착화시간은 물질의 화재위험성을 특

성화한다(15). 또한 연기위험성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예

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화합물의 연기안전

성을 예측하기 위해 연기성능지수(Smoke performance index, 

SPI)를 채택하였다(23). 연기성능지수(SPI)는 착화시간(TTI)

을 최대연기발생속도(SPRpeak)로 나눈값으로 정의된다.

이는 목재의 화재성능지수(Fire performance index, FPI)와 

플래시오버의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화재성능지수

(FPI) 값이 증가할수록 화재안정성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연기성능지수(SPI)값이 증가할수록 연기안전성 또한 증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공시편의 연기성능지수

(SPI)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작은 연기성는지

수(SPI) 값이 얻어졌고, 반면에 실리콘 화합물의 연기성능

지수(SPI)는 공시편 보다 1.66∼8.42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한 목재의 연기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SS가 가장 높은 이유는 순수 무기물이므로 자체 

연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어서 연기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연기성장지수

(Smoke growth index, SGI)를 이용하였다(23). 연기성장지수

(SGI)는 최대연기발생속도(SPRpeak)값을 최대연기발생속도

(SPRpeak)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연기

성장지수(SGI) 값이 클수록 최대연기발생속도(SPRpeak)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며, 그 재료의 연기위험성이 커지

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화재위험성이 커지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35). 

Figure 4와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50 kW/m2의 열유

속에서는 실리콘 화합물의 처리는 공시편보다 11.8∼88.2% 

감소하였다. 이것은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한 목재의 연기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SS가 가장 낮은 이유는 순

수 무기물질이라 연기발생량이 작고 최대연기발생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른 물질에 비해 지연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편백목재의 연기성장지수(SGI)의 값이 증가할수록 화

재위험성은 높아지고, 화재안정성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기성능지수(SPI)와 연기성장지수(SGI)는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해서 얻어지는 값이므로, 콘칼로리

미터 실험에 의해 재료의 연기안전성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기/화재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지수로 연기

강도(Smoke intensity, SI)를 채택하였다(23). 연기강도(SI)는 

연소초기 ISO 5660-1의 열방출 특성 시험에서 얻어진 최대평

균열방사율(Maxmum average rate of heat emission, MARHE)

Figure 4. Smoke production rate (m2/s) curves of cypress specimens painted with silicone sol compounds 15 wt% solutions of during
cone calorimeter test. 

Materials (Cypress) TTI (s) SPR1st-peak (m2/s) SPI (s2/m2)

Uncoated 6 0.0257 233.4

SS 11 0.0056 1,964.2

APTMS 9 0.0142 633.8

AEAPMDMS 9 0.0232 387.9

AEAPTMS 11 0.0262 419.8

Table 4. Smoke Performance Index of Cypress Specimens Painted with Solutions of during Cone Calorime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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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감쇠면적(Specific extinction are, SEA)의 곱으로 계산

된 요소로서, 실물화재 시험에서 발생되는 연기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평균열방사율(Average rate of 

heat emission, ARHE)은 총열방출률을 시간으로 나눈 값으

로 정의되고 최대값인 MARHE는 실제 화재 상황에서 화재 

발생 경향성을 보여주는 좋은 척도로 제안되고 있다.

Table 6에 나타낸 연기강도(SI)는 공시편이 14.239 MW/kg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실물 화재 시험에서 연기위험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며, 실리콘화합물로 처리된 시편은 

공시편보다 1.0∼50.5% 낮아져 연기 및 화재 위험성이 감

소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비감쇠면적(Specific extinction area, SEA)은 연기발생속

도(Smoke production rate, SPR)를 질량감소율(MLR)로 나눈 

값으로 연기관련 지수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Table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한 경우는 AEAPTMS

로 처리한 시험편을 제외하고, 공시험편 보다 8.4∼36.3% 

감소하였다. 이것은 저발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EAPTMS는 중심원자 Si에 치환체인 유기물 분자가 크므

로 비교적 연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3.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농도(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and oxygen concentration)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O)는 연소 시 화염과 목

재사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물질의 불완전연소 생성물이

다. 따라서 휘발성 물질의 분해속도의 한 측정법인 열방출

률이 증가하는 것은 동시에 발생되는 CO가스 발생이 증가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36). Table 3 및 Figure 5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한 시험편의 최대일산화탄소

(COpeak)농도는 74〜86 ppm 으로 공시편의 최대일산화탄소

(COpeak)농도인 111 ppm과 비교하여 22.5∼33.3% 낮게 나타

났다. 이것은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허용기준(Permissible exposure 

limits, PEL)인(37) 50 ppm보다 1.48〜1.72배의 치명적인 독성

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농도인 50 ppm이하의 

CO 농도로 감소시키진 못하였지만 편백나무 자체보다 감

소되었으므로 실리콘 화합물로 인하여 연소 억제성이 향상

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Figur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농도 커브는 2개의 피크를 보인다. 첫 번째 피크는 목

재의 가열로부터 착화기간 동안에 일어나며. 두 번째 피크

는 시험편의 모든 표면에 열파(Thermal wave)가 시험편의 

뒤쪽으로부터 반사됨으로써 시험편의 연소율이 증가하는 

후면효과(38)에 의하여 발생한다. 두 피크 사이의 이산화탄

소(CO2)농도는 목재의 탄화과정 동안 낮아진다. 목재가 타는 

동안 가열온도가 상승되면 질량감소속도가 증가하게 됨으

로써 이산화탄소(CO2)농도도 증가한다. 이것은 셀룰로오스로 

구성된 목재 조직 자체가 함유한 산소에 의하여 초기에 최대

이산화탄소(CO2peak)농도가 높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

험편의 질량이 감소함으로써 최대이산화탄소(CO2peak)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_최대이산화탄소(CO2 2nd-peak)농도는 Table 3 및 

Figur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리콘 화합물 첨가제를 처리

한 시험편에 대하여 4223〜4708 ppm였다. 공시편의 두 번

째_최대이산화탄소(CO2 2nd-peak)농도인 4553 ppm과 비교하

여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_최대이산화탄소

(CO2 2nd-peak) 도달 시간은 1.0~1.2배 지연됨으로써, 난연 효

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미국직업안전위생

관리국(OSHA)의 허용기준(PEL)(39) 5000 ppm 보다 낮게 나

타났으며, CO2 자체의 유독성 보다는 호흡을 자극하여 과

호흡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광산안전보

Materials (Cypress) SPR1st-peak (m2/s) Time to SPR1st-peak (s) SGI (m2/s2)

Uncoated 0.0257 15 0.0017

SS 0.0056 35 0.0002

APTMS 0.0142 20 0.0007

AEAPMDMS 0.0232 15 0.0015

AEAPTMS 0.0262 20 0.0013

Table 5. Smoke Growth Index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Materials (Cypress) MARHEpeak (kW/m2) SEA (m2/kg) SI (MW/kg)

Uncoated 141.6 100.561 14.239    

SS 114.4 92.139 10.540 

APTMS 110.0 64.050 7.045  

AEAPMDMS 116.1 70.653 8.202   

AEAPTMS 116.7 120.749 14.091

Table 6. Smoke Intensity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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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청(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MSHA)(40)에 의하

면, 이산화탄소는 잠재적 흡입 독성 물질로서 단순한 질식을 

가져다준다. Table 3에 CO/CO2 비를 나타내었다. 각 시험편

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지만 실리콘 화합물

로 처리한 시험편은 공시편 보다 0.016∼0.020의 작은 값을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시험편의 최대산소결핍농도는 Table 3 및 Figure 7에 나

타내었다. 여기에서 실리콘 화합물 첨가제로 처리한 목재

의 최대산소결핍농도는 20.43〜20.65%로 비교적 높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무처리한 시험편(20.47%)과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일산화탄소

(COpeak)와 비교하면 산소는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 시 일산

화탄소(CO) 생성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산화탄소(CO)의 

독성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최대산소결핍 농도가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

인 15%(13)보다는 훨씬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

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실리콘 화

합물로 처리한 목재는 부분적으로 연소성이 억제되었다.

4. 결  론

실리콘 화합물인 SS, APTMS 졸, AEAPMDMS 졸, 

AEAPTMS 졸로 처리한 편백목재의 연기 및 연소가스 발생

에 관한 실험을 ISO 5660-1 표준에 의해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새로운 연기위험성 평가방법을 적

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리콘 화합물로 표면 처리한 시험편의 두 번째 최대

산소소모율은 0.1150∼0.1239 g/s 로서 공시편보다 5.9〜

12.6% 감소했다. 이것은 실리콘 화합물이 목재에 피막을 

형성하여 산소소모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Figure 5. CO concentration (ppm) curves of cypress specimens painted with silicone sol compounds of during cone calorimeter test.

Figure 6. Emission concentration (ppm) curves of CO2 from cypress specimens painted with silicone sol compounds of during cone 
calorime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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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리콘 화합물의 연기성능지수(SPI)는 공시편보다 1.66 

∼8.42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한 편백

목재의 연기안전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한 시편의 연기성장지수(SGI)는 

공시편보다 11.8∼88.2% 감소하였다. 이것은 실리콘 화합

물로 처리한 편백목재의 연기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

해된다.

4) 공시편의 연기강도(SI)는 14.239 MW/kg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나 실물 화재 시험에서 연기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예측되며,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된 시편은 공시편보

다 1.0∼50.5% 감소되어 연기 및 화재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5)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한 시험편의 COpeak 농도는 22.

5～33.3% 감소되었고,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허

용기준(PEL)인 50 ppm보다 1.48〜1.72배 높은 치명적인 독

성을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6) 실리콘 화합물로 처리한 시험편의 최대산소결핍농도

는 20.43〜20.65%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인 15%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새로운 연기위험성 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 실

리콘 화합물은 편백나무의 연기안전성을 증가시켰으며 화

재위험성을 감소시켰다. 독성가스인 최대일산화탄소 발생

에 대하여 22.5～33.3% 억제하였다. 편백목재 자체는 일산

화탄소 생성 농도가 높았지만 실리콘 화합물은 일산화탄소

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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