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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구획된 공간에 비닐장판을 깔고, 인화성 액체 50 ml를 뿌리고 실물 연소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소

가 진행될 때의 연소 거동을 실시간 분석하였으며, 탄화된 비닐장판의 표면 및 단면의 탄화 패턴을 해석하였다. 휘발

유에 착화되어 화염이 최성기에 도달하면 지속적으로 화염이 일어나는 영역, 간헐적으로 화염이 일어나는 영역, 플

룸 영역 등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0 ml의 휘발유가 비닐장판 위에서 연소되는데 약 26 s가 소요되었으며, 

달무리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유를 비닐 장판 위에 동일하게 뿌리고,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착

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연소가 완료된 후의 비닐장판의 탄화 범위는 가로 600 mm, 세로 380 mm이며, 탄화 

면적은 1,000 mm2로 분석되었다. 탄화된 비닐장판의 표면은 열에 의해 코팅층이 탄화층으로 변형되어 더욱 딱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탄화된 비닐장판의 경계면을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단면을 분석한 결과 부풀림 현상이 

확인되었고, 코팅층 하부의 흰색 경계층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A real-scale combustion test was conducted on a vinyl flooring in a divided space, with 50 mL of an inflammable liquid 

sprayed on it. The combustion behavior of the vinyl flooring was studied in real time, and the carbonization patterns of 

the surface and cross-sections of the carbonized vinyl floor were analyzed. When the flame ignited by gasoline reached its 

peak, a continuously flaming region, intermittent flaming region, plume region, etc., were formed. The combustion of 50 

mL gasoline on vinyl flooring took 26 s, and a halo pattern was observed. This test involved spraying kerosene evenly 

on the vinyl flooring and attempting to ignite the flooring using a gas torch, which failed. After the combustion of the vinyl 

flooring was complete, its carbonized range was measured to be 600 mm in length and 380 mm in width, and the 

carbonized area was 1000 mm2. Heat transformed the coated layer of surface of the carbonized vinyl flooring into a 

carbonized layer, which became harder. The analysis of cross-section of the boundary surface of the carbonized vinyl 

flooring using a stereoscopic microscope showed that the vinyl flooring was bubbling, and that the white boundary layer 

at the bottom of the coated layer had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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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화재는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하면 전기화재, 

가스화재, 유료화재 등 사용된 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이름을 붙여 명명한다.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기

계기구의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반소, 부분연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되면 피난과 진압이 우선이므

로 현장은 심하게 변형되고, 본래의 모습과 형태는 보존되

는 경우가 거의 없다. 휘발성 유기 용매가 연소된 화재 현

장은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되고, 소훼가 급

격하게 진행되므로 산소 결핍을 수반된다. 개구부 및 공기

의 유통이 잘되는 곳은 플래쉬 오버가 발생할 수 있고, 연

소 과정에 생성된 복사 및 전도열 등에 의해 탄화 패턴을 

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3). 인화성 액체를 이용한 방화

는 휘발유(Gasoline), 알코올(Alcohol), 시너(Thinner), 등유

(Kerosene) 등을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 인화성 액체 화재

의 연소 확산 패턴은 액체의 흐름 및 온도와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바닥재의 물성 및 형상에 따라 다양한 탄화 패

턴을 형성시킨다(4-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물 연소 실험을 위해 구획된 공

간에 비닐장판을 깔고 그 위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인위

적으로 착화시켰을 때의 연소 거동을 해석하는데 있다. 연

소가 완료된 후 바닥재의 표면 및 단면 패턴을 해석하여 

화재 원인의 판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Figure 1에 나타낸 것은 실물 연소 실험이 진행된 실험실

의 개략도이다. 연소가 일정하게 진행된 바닥은 한 변의 길

이가 2 m의 내화 벽돌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 m인 비닐장

판을 깔았다. 실물 연소 실험이 진행될 때 발생된 연기를 

자연 배출하기 위해 실험실 상부의 가운데에 환기창이 설

치되어 있으며, 인화성 액체가 연소될 때의 온도 변화를 동

시에 측정하였다. 실험실의 온도는 12 ~ 14 ℃, 습도는 61 ~

65%, 풍속은 0.3 ~ 0.5 m/s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실험의 신

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실물 연소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실험실 운용의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준수하였다.

Figure 2는 바닥재 위에서 연소되는 인화성 액체의 실물 

연소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바닥재는 일반 

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닐장판(한화황토펫트, 고

운매 Yellow hanhwa chemical corp., Korea)이며, 한 변의 길

이가 1 m이다. 탄화된 비닐장판의 연소 패턴은 디지털 카

메라(Digital camera, Nikon co., D-90, Japan)로 촬영하였으

며, 화염의 온도 측정은 크로멜-아로멜 열전대를 사용하여 

온도 측정기(Temperature measuring system, Yokogawa co., 

Japan)로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휘발유의 착화온도는 

Low octane에서 약 280 ℃이고, 100 octane에서는 약 456 ℃

이다. 그리고 20 ℃에서 가연성 범위(%)는 Low octane은 

1.4 ~ 7.6이며, 100 octane 1.5 ~ 7.6 정도이다. 등유의 인화

점은 38 ℃ 이상으로 휘발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높은 물질보다는 위험성이 낮다. 자연 발화되는 온도는 

220 ℃이며, 밀폐 공간에서 누출되어 공기와 잘 혼합되고 

점화원이 존재할 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7-9). 

3. 결과 및 고찰

Figure 3은 구획된 공간에서 휘발유를 비닐 장판 위에 일

정량 뿌리고, 연소가 실험이 진행될 때의 연소 거동 및 화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laboratory where the 
experiment of actual combustion has been carried out.

Preparation of the distribution board
based on the SOP

Set conditions for combustion experiment
Temp. : 12 ~ 14 [℃], Humidity : 61 ~ 65 [%], Wind 

velocity : 0.3 ~ 0.5 [m/s]

Photography and data acquisition
Camera D90, 2009, Nikon, Japan

Determination of combustion behavior and 
carbonation patterns of gasoline and diesel

Analysis of Combustion Behavior 
and Carbonation Patterns

Fires and burns after spraying flammable liquid
on the floor

Forced and natural digestion after combustion is 
completed

Figure 2. Fire test process after spraying flammable liquid on 
floor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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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확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3(a)는 연소 실험

의 준비 단계이며, 바닥재인 비닐장판 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휴대용 가스 토치로 점화시켜 휘발유에 착화된 화염의 

실체 사진이다. 층류와 난류가 혼합된 연소 거동을 나타내

며, 검정색의 연기가 다량 발생되는 것으로 촬영되었다. 가

스 상태의 화염 확산은 액체의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고, 가

연물 증기의 인화성 농축액이 가연물 표면에서 형성된다고 

보고되고 있다(7,8). Figure 3(b)는 휘발유에 착화된 후 화염

의 높이가 최고 화염일 때의 실체 사진이다. 상단 부분의 

화염은 난류 패턴이 지배하였고, 하단 부분 일부 화염은 층

류 패턴으로 황적색이며, 검은색 연기가 발생하였다. 또한, 

인화성 액체의 연소 거동인 지속적으로 화염이 일어나는 

영역(Continuously flaming region), 간헐적으로 화염이 일어

나는 영역(Intermittently flaming region), 플룸 영역(Plume 

region) 등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c) 

및 Figure 3(d)는 화염의 높이가 감소될 때를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다량의 검은색 연기가 발생하여 점차 옅어지며, 

연기의 양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e)는 연소

가 완료되기 직전의 실체 사진이다. 인화성 액체의 연소 말

기의 특성이 확인되며, 검은색이던 연기의 색상이 백색으

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소가 완료된 부분의 탄

화 패턴이 일부 확인된다. Figure 3(f)는 연소가 완료된 후

의 바닥재에 형성된 탄화 패턴을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50

ml의 휘발유가 비닐장판 위에서 연소되는데 약 26 s가 소

요되었으며, 선명한 탄화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달

무리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14). 

Figure 4는 등유를 비닐 장판 위에 일정량 뿌리고, 연소

가 진행될 때의 연소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실물 

연소 실험이 진행된 실험실의 온도는 휘발유의 실험과 동

일하게 유지하였다. 휴대용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착화를 

시도하였으나 착화가 되지 않아 실험을 정지한 시간은 30

s이다. Figure 4(a)는 연소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된 초

기 사진이며, Figure 4(b)는 착화를 시키기 위해 가스 토치 

화염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였으나 착화를 시킬 수 없었다. 

즉, 등유의 착화 온도 약 38 ℃보다 낮은 실험실의 온도 환

경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0-14). 

Figure 5는 비닐장판 위에 한 변이 10 cm인 면섬유를 놓

고, 휘발유를 뿌린 후의 연소 거동 및 화염의 확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5(a)는 연소 실험을 위해 준비된 바

닥재인 비닐장판 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휴대용 가스 토치

로 점화시켜 휘발유에 착화된 화염의 실체 사진이다. 

Figure 5(b)는 휘발유에 착화된 것으로 화염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의 실체 사진이다. 화염은 불완전 연소

에 따른 검은 연기가 발생되며, 층류 및 난류가 혼합된 연

소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의 연소 거

동인 지속적으로 화염이 일어나는 영역, 간헐적으로 화염

이 일어나는 영역, 플룸 영역 등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c)는 연소가 활성화되어 화염이 최성기

에 도달했을 때의 연소 거동이다. 화염은 더욱 커졌으며, 

검정색 연기의 양도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Figure 5(d)

는 화염의 높이가 급격히 감소되었을 때의 실체 사진이다. 

검은색 연기가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며, 바닥재의 낮은 부

분에 남아있는 휘발유가 연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5(f)는 연소가 완료된 후의 바닥재에 형성된 탄화 패

턴을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50 ml의 휘발유가 비닐장판 위

에서 연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62 s이며, 선명한 테

두리의 탄화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섬유를 놓

은 부분은 진하게 탄화 패턴이 생성되었고, 경계면 역시 일

반 비닐 장판의 탄화 패턴과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10-14).  

(a) Initial flame igniting  

Plume Region

Intermittently
Flaming Region

Continuously
Flaming Region

(b) Combustion behavior at 
highest flame

(c) Gradual reduction of 
flame

 (d) A sharp reduction in 
flames

(e) The last stage of 
combustion

 (f) Carbonation pattern of 
flooring

Figure 3. Fire Behavior when Gasoline Sprayed on Vinyl Floor 
Covering is Burned.

(a) Preparation of 
combustion experiment

 (b) The application of 
flames

Figure 4. Fire behavior when kerosene sprayed on vinyl floor 
covering is b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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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은 Figure 3(f)의 탄화 패턴을 확대하여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탄화된 범위는 가로 600 mm, 세로 380 mm

이며, 탄화 면적은 약 1,000 mm2 정도로 단시간에 연소가 

완료되어 탄화 심도는 깊지 않으나 탄화 범위가 넓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소 경계면이 명확하고 연소 경계면

의 안쪽 부분의 탄화 정도가 중심부의 탄화심도 보다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Halo pattern이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이유로 인화성 액체의 액면의 영향으로 가장자리부터 

연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0-14). 

Figure 7은 Figure 5(f)의 탄화 패턴을 확대하여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탄화된 범위는 가로 430 mm, 세로 350 mm, 

탄화 면적은 약 950 mm2 정도이다. 연소 범위가 넓고 전체

적인 연소 강도가 약하지만 연소 경계면이 명확하고 연소 

경계면 안쪽의 탄화 정도가 더 강하며, 면섬유에 흡수된 휘

발유가 가장 장시간 연소되면서 면섬유 주변으로 가장 강

한 탄화 범위가 형성되었다. 또한, 경계면과 Halo pattern 등

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10-14). 

Figure 8은 비닐장판 위에 휘발유를 50 ml 뿌리고 휴대용 

가스 토치로 화염을 착화시켜 연소가 완료된 후 소손된 표

면의 실체 사진이다. Figure 8(a)는 정상 제품 표면의 실체 

사진으로 비교적 규칙적인 형상이며, 표면은 윤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b)는 연소된 경계면의 표면 실체 

사진으로 탄화된 부분과 정상 부분의 차이가 명확함을 알 

수 있다. 탄화된 부분의 검정색으로 변화되었고, 일부의 부

풀음과 박리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c)는 탄화

된 표면으로 용융과 재결합이 진행됨에 따라 정상 제품보

다 경화되었고, 불규칙적인 표면 및 박리 특성을 나타낸다.

Figure 9는 Figure 8의 단면을 실체 현미경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9(a)는 정상 제품의 단면 실체 사진으로 표

면의 코팅층이 있고, 그 하부에 얇은 흰색의 경계층으로 되

어 있다. 그리고 경계층의 아래는 비교적 균일한 보이드층 

순서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9(b)는 탄화된 단면

을 나타낸 것으로 비닐장판의 상부는 화열에 의해 코팅층이 

탄화층으로 변형되었고, 경계층은 흰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보이드층은 정상 제품과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10-14). 

Figure 10은 비닐장판 위에 면섬유를 놓고 휘발유를 50

ml 뿌리고 휴대용 가스 토치로 화염을 착화시켜 연소가 완

(a) Initial flame igniting

 

(b) Gradual growth of flame

(c) Combustion behavior at 
highest flame

 (d) A sharp reduction in 
flames

(e) The last stage of 
combustion

 (f) Carbonation pattern of 
flooring

Figure 5. Fire behavior when cotton pieces sprayed with gasoline 
is placed on vinyl floor covering and burned.

 

Figure 6. Fire damage pattern of flooring material when gasoline 
sprayed on vinyl floor covering is burne.

Figure 7. Fire damage pattern of flooring material when cotton 
pieces sprayed with gasoline is placed on vinyl floor 
covering and burned.

5 mm

(a) Normal surface

5 mm

(b) Boundary surface

5 mm

(c) Carbide surface

Figure 8. Microscope photo of the upper surface of flooring 
material after gasoline sprayed on vinyl floor covering
is b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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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 후 소손된 표면의 실체 사진이다. Figure 10(a)는 정상 

제품 표면의 실체 사진으로 비교적 규칙적인 형상이며, 표

면은 윤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0(b)는 탄화된 

표면으로 용융과 재결합이 진행됨에 따라 정상 제품보다 

더욱 경화되었고, 불규칙적인 망상 구조를 나타낸다. 또한, 

탄화된 덩어리가 불규칙적으로 섬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0(c)는 연소된 경계면의 표면 실체 사진으

로 탄화된 부분과 정상 부분의 차이가 명확함을 알 수 있

다. 탄화된 부분의 검정색으로 변화되었고, 일부의 부풀음

과 박리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1은 Figure 10의 단면을 실체 현미경으로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Figure 11(a)는 정상 제품의 단면 실체 사진

으로 표면의 코팅층이 있고, 그 하부에 얇은 흰색의 경계층

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계층의 아래는 비교적 균일한 보

이드층 순서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1(b)는 탄

화된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비닐장판의 상부는 화열에 의

해 코팅층이 탄화층으로 변형되었고, 경계층 역시 선명한 

흰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보이드층은 정상 제품과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1(c)는 연소된 경계면의 단

면을 나타낸 것으로 비닐장판의 상부는 심하게 탄화되었고 

부풀림 현상이 확인된다. 또한, 코팅층 하부에 있는 얇은 

흰색의 경계층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10-14). 

4. 결  론

구획된 공간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실물 연소 실험을 

실시하여 연소의 거동 및 탄화패턴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구획된 공간에 설치된 비닐 장판에 위에 휘발유 50 ml

를 뿌리고, 착화되어 화염이 활성화되었을 때 화염이 일어

나는 영역, 간헐적으로 화염이 일어나는 영역, 플룸 영역 

등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0 ml의 휘발

유가 비닐장판 위에서 연소되는데 약 26 s가 소요되었으며, 

연소가 진행되는 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달무리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등유를 비닐 장판에 위에 일정량 뿌리고, 휴대용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착화를 시도하였으나 착화를 실패하였다.

3) 비닐장판 위에 면섬유를 놓고, 휘발유를 뿌린 후의 연

소 거동 분석에서 불완전 연소에 따른 검은 연기가 발생되

었으며, 층류 및 난류가 혼제된 연소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4) 연소가 완료된 후의 탄화된 범위는 가로 600 mm, 세

로 380 mm이며, 탄화 면적은 1,000 mm2 정도로 분석되었

다. 또한, 단시간에 연소가 완료되어 탄화 심도는 깊지 않

으나 탄화 범위가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계면과 Halo 

pattern 등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탄화된 표면은 용융과 재결합이 진행됨에 따라 정상 

제품보다 더욱 경화되었고, 불규칙적인 표면 및 박리 특성

을 나타낸다. 또한, 단면의 상부는 화열에 의해 코팅층이 

탄화층으로 변형되었고, 경계층 역시 더욱 선명한 흰색을 

5 mm
Void 
Layer

Boundary 
Layer

Coating 
Layer

(a) Normal section

  

5 mm

(b) Carbonized section

Figure 9. Microscope photo of the cross-section of flooring 
material after gasoline sprayed on vinyl floor covering 
is burned.

5 mm

(a) Normal product

  5 mm

(b) Boundary surface

10 mm

(c) Expanded boundary surface

Figure 10. Microscope photo of the upper surface of flooring 
material after cotton pieces sprayed with gasoline is 
placed on vinyl floor covering and burned.

5 mm

(a) Cross section of normal product

5 mm

(b) Carbonized section

10 mm

(c) Section of carbonized boundary surface

Figure 11. Microscope photo of the cross-section of flooring 
material after cotton pieces sprayed with gasoline is
placed on vinyl floor covering and b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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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실체 현미경 분석에서 정상 제품은 코팅층 하부에 얇

은 흰색의 경계층이 있고, 비교적 균일한 보이드층 순서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탄화된 비닐장판의 상부는 화열

에 의해 코팅층이 탄화층으로 변형되었고, 경계층 역시 흰

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보이드층은 정상 제품과 차이가 없

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경계면의 단면은 부풀림 현상이 발

생되고, 코팅층 하부의 흰색 경계층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연소 

조건에 따라 연소 거동, 탄화 패턴 및 단면 구조 등의 차이

가 발생하므로 화재원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때 화재 조

사관은 목격자의 진술, 현장 상황 및 탄화 패턴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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