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목재는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유연한 건축 자재 중 

하나이다. 이것은 대부분 바닥, 벽지 그리고 가구를 구성하

는 가연성 물질이다. 또 플라스틱은 현대 건축 산업에서 떼

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플라스틱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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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잣나무(pinus koraiensis, nut pine)와 갈참나무(quercus aliena, white oak) 그리고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과 폴리메타크릴산메틸(polymethyl methacrylate, PMMA)를 선정하여 ISO 5660-1의 기준에 따라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으로 Chung’s equations 1 (연기성능지수, SPI), Chung’s equations 2 (연기

성장지수, SGI)에 의한 연기 위험성을 예측하고자 하였고, 이를 확장하여 화재 시 연기 위험성 평가를 표준화하기 위하

여 기준물질(PMMA)을 사용하여 Chung's equations-V (연기성능지수-V, SPI-V와 연기성장지수-V, SGI-V)와 Chung's 

equation-VI (연기위험성지수-VI, SRI-VI)에 의한 연기 위험성을 등급화하여 평가하였다. SPI-V는 nut pine 0.73으로 가장 

낮았고, PE가 37.22로 가장 높았다. SGI-V에서도 PE가 0.0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연기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물질이고, 

nut pine이 10.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SRI-VI는 PE (0.00) < PMMA (1.00) 

< white oak (1.44) << nut pine (13.70)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PE의 연기 위험성이 가장 낮고, nut pine의 연기 위험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목재의 연소가 플라스틱류보다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pinus koraiensis (nut pine) and quercus aliena (white oak) and polyethylene (PE) and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were selected. And it was measured with a cone calorimeter in accordance with ISO 5660-1. With 

the measured values, it was intended to comprehensively predict the risk of smoke by Chung’s equations 1 (smoke 

performance index, SPI) and Chung’s equations 2 (smoke growth index, SGI). To standardize fire hazard assessment in case 

of fire by extending this, standard materials (PMMA) were used to classify the smoke risk by the Chung's equations-V 

(smoke performance index-V, SPI-V and smoke growth index-V, SGI-V) and Chung's equation-VI (smoke risk index-VI, 

SRI-VI) to evaluate it. The SPI-V was the lowest with nut pine of 0.73 and the highest PE was the highest with 37.22. 

In the SGI-V, PE was the material that produced the least smoke with the least amount of 0.03. Nut pine is expected to 

generate a large amount of smoke with the highest at 10.00. SRI-VI, it appeared in the order of PE (0.00) < PMMA (1.00) 

< white oak (1.44) << nut pine (13.70).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PE had the lowest smoke risk and nut pine had the 

highes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mbustion of wood was done in an incomplete form than that of plastics.

Keywords : Combustion, Chung’s equations, Smoke performance index-V (SPI-V), Smoke growth index-V (SGI-V), Smoke 

risk index-VI (SR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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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의 구조적 용도부터 비구조적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

고 있다. 

이처럼 목재와 플라스틱의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화

재 위험성도 높아진다. 목재는 연소 시 사상자와 재산 손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열, 연기와 독성가스를 생산한다. 그

리고 높은 온도, 거대한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 그

리고 빠른 화재 성장을 수반하는 유기 고분자 물질의 연소

는 많은 양의 연기와 독성 가스를 생성한다(1). 

목재 및 셀룰로오스 물질의 열분해로 인한 독성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목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복잡하다(2). 플라

스틱의 경우 고분자 사슬과 첨가제 사이의 물리적 및 화학

적 상호 작용의 복잡성은 복합재의 화재 거동에 대한 예측

을 어렵게 만든다(3). 이처럼 목재와 플라스틱의 화재 거동

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목재 및 유기 고분자 물질을 포함한 가연성 물질

은 연소 시 발생되는 연기와 연소가스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4). 화재의 가혹도를 평가하는 요인은 착화

성, 열방출률, 화염의 전파성, 연기의 발생량 및 독성도 그

리고 연소생성물의 발생량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특히, 화재 시 생성되는 연기와 독성가스로 인한 인명피

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5). 화재 시 가연물의 비열적 

위험 요소는 연기, 냄새, 부식, 독성 등에 의한 것이다. 이

러한 비열적 위험 요인으로 인한 화재 피해는 피해자의 약 

75~80%가 화염에 직접 노출되는 피해보다 산소결핍과 연

기 및 독성 가스 등의 흡입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 

그리고 독성가스의 정량적 방출은 재료 자체의 열분해뿐만 

아니라 화재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다(7).

목재는 화학 성분이 다르면 HRR이 달라지고, 리그닌 함

량이 높을수록 HRR이 감소하고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HRR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그리고 

목재에서 온도 및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리그닌과 탄

소의 양도 증가하여 온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한 바도 있다(9). 

또 모든 목재 재료에 대해 점화 후 HRR이 제 1차 최대

치가 나타나고 소진되기 전에 제 2차 최대치가 나타난다고 

한 바도 있다(10). Alén 등(11)은 목재의 열분해는 두 가지 주요 

부분 중 하나는 탄수화물(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다른 하나는 리그닌 물질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Sonnier 등(12)은 연소하는 동안 물질의 거동은 많

은 화학적 및 물리적 현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함

을 보고하였다. 게다가 물질은 대부분 여러 구성 요소로 구

성되며 각 구성 요소(폴리머, 유기나 무기물, 불활성이나 

반응하는 내연제)는 자체 속도에 따라 열분해 되며, 구성 

요소의 열분해 속도는 주로 자체의 열 안정성에 달려 있다

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가연물의 화재 위험성은 화재 조건에 노출되었

을 때 착화성, HRR, 화재의 전파 및 연소가스의 유해성 등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중 가연물의의 중요한 화재성질

은 연소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HRR을 측정하는 것이다. 

HRR은 화재 시에 가연물의 잠재 위험성을 나타내기 때문

에 중요하다. HRR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되어 왔

지만 그 중 하나인 콘칼로리미터가 있다(13). 콘칼로리미터 

시험 결과는 전체 실내 화재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4,15). 그리고 연기에 대한 연기 측정 시험방

법은 Beer-Bouguer-Lambert의 법칙인 연소생성물을 투과하

는 빛의 세기가 거리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함을 기

본 원리로 한다(16). 콘칼로리미터는 연기발생속도, 총연기

방출률, 비감쇠면적 등을 측정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각 인

자들의 특성에 대한 평가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 건축설계에 적용시키기 위한 

data base화를 위하여 주로 건자재 및 내장재로 주로 사용되

며, 사용빈도가 높은 목재 중 잣나무(pinus koraiensis, nut pine)

와 갈참나무(quercus aliena, white oak), 플라스틱 중 폴리에틸

렌(polyethylene, PE)과 폴리메타크릴산메틸(polymethyl methacrylate, 

PMMA)를 선정하여 ISO 5660-1의 기준(16)에 따라 콘칼로리

미터(cone calorimeter)를 이용하여 외부 복사열원에 의한 

연소특성으로 열 및 연기 관련 값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으로 Chung’s equations 1 (smoke performance index, 

SPI)과 Chung’s equations 2 (smoke growth index, SGI)(17)에 

의한 연기 지수간의 관계를 확장하여 연기 등급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확장하

여 화재 시 연기 위험성 평가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준물

질(PMMA)을 사용하여 기보고된 Chung's equations-Ⅴ(smoke 

performance index-V, SPI-V와 smoke growth index-V, SGI-V)

와 Chung's equation-Ⅵ (smoke risk index-VI, SRI-VI)(18)에 

의한 종합적인 연기 위험성 등급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및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편은 잣나무(pinus koraiensis, nut 

pine)와 갈참나무(quercus aliena, white oak)의 순수한 목재

를 구입하여 두께 10 mm로 별도의 가공처리 없이 시험 규

격의 시편 크기에 맞게 사용하였다. 

수분함량은 일정량의 시료를 105 ℃의 건조기에서 장시

간 건조시키면서 시료의 중량을 4 h 간격으로 더 이상 중

량 변화가 없을 때까지 측정하고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9).

  









×  (1)

Wm은 함수율을 구하고자 하는 목재편의 중량 (g)이고, 

Wd는 건조시킨 후의 절대건조 중량 (g) 이다. 

목재의 체적밀도와 수분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Table 2의 PMMA는 기준물질로 사용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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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국의 Fire Testing Technology사로부터 검은색으로 구

입하였으며, PE는 아크릴최가에서 구입하여(20,21) 특별한 가

공 없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험 규격의 시편 크기에 맞게 

그대로 사용하였다. 폴리머 시편에 충전제와 첨가제가 포

함되지 않았다. 특히 PMMA는 우수한 반복성 및 재현성 때

문에 기준물질로 사용하여 선행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22). 

2.2 콘칼로리미터 시험 

연소특성 시험은 ISO 5660-1의 방법(16)에 의해 dual cone 

calorimeter (fire testing technology)를 이용하여 열유속(heat 

flux) 50 kW/m2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사용한 시험편의 두

께는 10 mm로서 100 mm × 100 mm  크기의 규격으

로 제작하였으며, 이들의 연소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

준물질로 PMMA의 시험편을 사용하였다. 

시험조건은 온도 23 ± 2 ℃, 상대습도 50 ± 5%에서 함량

이 될 때까지 유지한 다음 알루미늄 호일로 비노출면을 감

싼다. 시험에 앞서 콘히터의 열량이 설정값 ± 2% 이내, 산

소분석기의 산소농도가 20.95 ± 0.01%가 되도록 교정하고 

배출유량을 0.024 ± 0.002 m3/s로 설정하였다. 

시험편은 단열재인 저밀도 유리섬유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하였으며, 시편 홀더로의 열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도도가 낮은 고밀도 세라믹판 재료로 절연시켰다. 시편홀

더는 수평방향으로 위치시켰다. 시편의 체적밀도는 시험하

기 전에 부피와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연소시험은 지

속적인 불꽃 연소가 시작된 때부터 30 min 경과 후에 종료하

였으며, 추가로 2 min 간의 데이터 수집시간을 부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적 특성 평가 

착화시간(time to ignition, TTI),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 및 연기발생률(smoke production rate, SPR)은 난연성

을 평가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23). TTI는 Table 3에 나타

냈다. Nut pine이 6 s로 white oak의 16 s에 비해 빠르게 나

타났다. 이것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white oak의 체

적밀도가 680.9 kg/m3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oak와 pine이 같은 수분 함량을 가진 경우, nut pine보다 착

화되기가 더 어렵다고 보고된 바 있다(24).

화재 거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는 HRR이

다(25). 50 kW/m2의 외부 열원에서 시험한 시험편의 최대열

방출률(peak heat release rate, HRRpeak)을 Figure 1과 Table 3

에 나타냈다. 목재의 경우 착화된 후 HRR은 갑자기 증가하

였으며, 연소 과정에서 두 번의 피크가 공통적으로 관찰되

었다. 연소 초기에 1차 피크가 발생하였고, 불이 꺼지기 전

에 2차 피크가 발생하였다. 1차 피크와 2차 피크 사이의 구

간은 숯이 생성되는 과정으로, 이 숯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단열층 역할을 하기 때문에 HRR의 그래프가 감소되

었다. 그러나 열적 파동이 뒷면 절연층까지 도달하고, 이런 

후면효과(back effect)로 인해 열이 축적되어 많은 열이 동

시에 방출되기 때문에 2차 피크가 발생하게 된다(15).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white oak의 전체 연소 기간

은 nut pine의 연소 기간보다 더 길고,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목재의 1차 최대열방출률

(HRR1st_peak) 특성은 nut pine 218.65 kW/m2, white oak 222.99 

kW/m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white oak의 체적밀도가 

크기 때문에 열축적이 더 잘 이루어져 white oak의 2차 최

대열방출률(HRR2nd_peak)이 272.25 kW/m2으로 더 높게 나타

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Figure 1과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체 연소 

Materials Moisture content (%) Bulk density (kg/m3)

Nut pine 10.5 427.8

White oak 11.0 680.9

Table 1. Bulk Density and Moisture Content of Each Wood

Specimens aTTI (s)
bHRR1st_peak (kW/m2)

/at time (s) 

cHRR2nd_peak (kW/m2)

/at time (s)

   Nut pine  6 218.65/25 211.88/265

   White oak 16 222.99/40 272.25/350

Specimens
dSPR1st_peak (m2/s) 

/at time (s)

eSPR2nd_peak (m2/s) 

/at time (s)

fCOpeak (g/s)

/at time (s)

gCO2peak (g/s)

/at time (s)

   Nut pine 0.020/20 0.020/280 0.0023/730 0.174/270

   White oak 0.014/35 0.015/375 0.0035/765 0.236/350

atime to ignition; b1st_peak heat release rate; c2nd_peak heat release rate; d1st_peak smoke production rate; e2nd_peak smoke production

rate; fpeak carbon monoxide production rate; gpeak carbon dioxide production rate

Table 3. Combustion Properties of Wood Specimen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Specimens
Glass Transition Temp. 

(Tg) (℃)

Density range

(g/cm3)

PMMA 114 1.18

PE -30 1.52

Table 2. The Characteristic of Each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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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보인 PMMA의 HRR1st_peak 값은 1154.72 kW/m2으로 

PE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소 시 휘발성이 높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PE의 Tg는 -30 ℃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불리한 연소 조건으로 HRR의 그래프가 PMMA

에 비해 완만한 곡선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00~500 ℃에

서 열화되고(26), 가연성이며 높은 연소열을 특징으로 하고 

연소 성향이 낮다고 보고된 바와 일치하였다(27). 그리고 연

소 후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3.2 연기 위험성 평가 

HRR과 함께 연기 및 유독가스의 발생은 화재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연기 위험성을 평가

하는 데 있어 시간의 변화에 따른 SPR 값은 중요한 요소이

다. Figure 2와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nut pine은 0.020 

Figure 1. The heat release rate curves of specimen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Specimens aTTI (s) bHRRpeak (kW/m2)/at time (s) cSPRpeak (m2/s)/at time (s)

   PMMA 26 1154.72/400 0.063/440

   PE 46 422.32/715 0.003/750

Specimens dCOpeak (g/s) /at time (s) eCO2peak (g/s) /at time (s)

   PMMA  0.0051/400 0.918/400

   PE 0.0017/1005 0.371/715

atime to ignition; bpeak heat release rate; cpeak smoke production rate; dpeak carbon monoxide production rate; epeak carbon dioxide

production rate

Table 4. Combustion Properties of Plastic Specimen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Figure 2. Smoke production rate curves of specimens at 50 kW/m
2
 external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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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s로 white oak의 0.015 m2/s 보다 더 높게 발생하였다. 이

것은 침엽수인 nut pine이 활엽수인 white oak보다 높은 리

그닌 함량과 낮은 셀룰로오스를 가지고 있으며, 침엽수 자

체에 휘발성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

된다.

Figure 2와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라스틱의 최대

연기발생률(peak smoke production rate, SPRpeak)이 PMMA는 

0.063 m2/s로 나타났다. 특히 PE에 대해서는 TTI는 가장 길

고(46 s), 최대연기발생속도는 시험 시작 후 가장 늦은 시간

인 750 s에 이르러 가장 낮은 수치인 0.003 m2/s로 측정되었

다. 이는 PE가 순수한 지방족 화합물 구조 단위를 함유하

는 폴리머로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상대적으로 연소가 불

리하므로 연기를 적게 발생시킨다고 보고된 바와 같은 경

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800~950 ℃에서 연소에 포함된 산

물은 알킬 벤젠, 탄화수소, 알켄, 비페닐 그리고 다핵방향

족 탄화수소가 있다(28). 그리고 PMMA는 액체 연소거동으

로 인해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HRR 그래프와 비슷한 양상

을 보였으며, 시편이 모두 다 타버린 후 연기가 거의 발생

되지 않았다. 

TTI, HRR 및 SPR은 난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매개변

수이다(23). 이에 가연물의 연기안전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연기성능지수(smoke performance, SPI) 식은 다음 식 (2)를 

적용하였다(17).

 


 


 
(2)

이 식은 연기성능지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TTI와 SPRpeak의 

인자를 고려하였다. TTI는 연기와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의미하며, SPRpeak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최대 연기 발생량

을 의미한다. TTI와 SPR의 초기 피크의 최대값으로 연기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

의 TTI가 46 s로 가장 지연되었고, 값도 0.003으로 가장 적

게 나타나 SPI 값이 가장 우수했다. 문헌에 따르면 LDPE의 

탄소 함량은 86%라고 보고된 바 있다(29). 반면 Nut pine은 

낮은 체적밀도 및 자체 다량의 휘발성을 함유하므로 TTI가 

6 s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TTI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TTI와 SPRpeak의 관계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연기 위험성을 더욱 정량적이고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화재 시 연기 위험성 평가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준물질을 사용하여 연기성능지수-V (SPI-V)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한 식은 다음 식 (3)과 같다. 기준물질은 

PMMA로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콘칼로리미터 시험에서 

PMMA의 우수한 반복성 및 재현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즉, SPI-V는 SPI를 SPI[PMMA] 기준값(PMMA 기준)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18).

 





 
 

 








 

(3)

이 식은 무차원 지수로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연기발생

률의 값은 초기 화재의 가혹도를 고려하여 1차 최대연기발

생률(SPR1st_peak) 값을 적용하였다. 특히, 용융되는 플라스틱

은 1차 최대연기발생률(SPR1st_peak)를 적용하고자 한다.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PMMA를 기준물질로 한 연

기등급지수인 SPI-V은 nut pine(0.73) < PMMA(1.0) < white 

oak(2.77) < PE(37.22)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PMMA

와 같이 휘발성 유기물질을 함유한 용융되는 플라스틱은 

SPI-V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기 위험성이 높고, nut pine은 

침엽수 자체에 휘발성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TTI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PI와 SPI-V에 의한 연기 위험성 평가 

결과 PE가 가장 안전한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연물의 연기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기성장

지수(smoke growth index, SGI)인 식 (4)를 적용하였다(17).

 
    




(4)  

이 식은 SPRpeak과 최대연기발생률에 도달하는 시간(time 

to peak smoke production rate, Time to SPRpeak)을 고려하여 

연기 위험성 평가를 구현하였다. 이 SGI는 SPRpeak에 대하

여 최대연기발생률에 도달하는 시간의 초기 최대값으로 나

눈 것으로서 화재 시 연기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 즉, Table 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가 0.0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nut pine의 경우 0.00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nut pine이 유기성 휘발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으

Specimens TTI (s) SPRpeak (m2/s) SPI (s2/m2) SPI-V

Nut pine  6 0.020 300 0.73

White oak 16 0.014 1,142 2.77

PMMA 26 0.063 412 1.00

PE 46 0.003 15,333 37.22

Table 5. Smoke Performance Index-V (SPI-V) of Wood Specimens and Plastic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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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된다.

그리고 연기성장지수-V (SGI-V)는 SGI를 SGI[PMMA]의 기

준값(PMMA 기준)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이것은 다음 

식 (5)와 같다(18). SGI-V 값이 클수록 연기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5)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SGI-V에 의한 연기 위험성

은 nut pine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소 속

도가 빨라짐에 따라 SPRpeak 값이 높아지고, Time to SPRpeak 

값이 가장 초기에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PMMA

를 기준물질로 한 연기등급지수인 SGI-V는 PE(0.00) < 

PMMA(1.00) < white oak(4.00) < nut pine(10.00)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특히 PE는 기준물질인 PMMA에 비해 SGI-V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PI-V와 SGI-V는 콘칼로리미터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

해 계산하여 얻어지는 값으로, 연기 위험성을 더욱 정량적

이고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Chung's equations-VI에 의한 연기위험성지수-VI (SRI-VI)는 

다음 식 (6)과 같다(18). 

 



(6)

각 (3), (5)∼(6) 식을 계산하여 Table 7에 정리하였다. 

SRI-VI는 SGI-V를 SPI-V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SGI-V 

값이 클수록 연기 위험성이 커지고, SPI-V 값이 작을수록 

연기 위험성이 감소한다. 이것은 연기 위험성 및 연기 등급

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RI-VI에 의한 연기 위험성은 nut pine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PMMA를 기준물질로 한 연기위험성지수인 

SRI-VI는 PE(0.00) < PMMA(1.00) < white oak(1.44) << nut 

pine(13.70)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PE가 화재 위험

성이 가장 낮고, nut pine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3 연소생성물 특성 평가 

연기는 연소 억제제가 있거나, 산소 농도가 낮거나, 연소 

구역에서 불충분한 반응 시간이나 온도가 있는 조건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완전한 연소 생성물(CO2, H2O, 산성가스)

과 불완전한 연소 생성물(그을음, CO, 불완전한 산화된 연

료가스)이라고 하였다(30).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O)는 서서히 퍼지는 유독한 

가스로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의 강한 결합성으로 작은 양

으로도 매우 치명적이다(6). Figure 3과 Tables 3~4에 나타낸 

시험편의 COpeak 생성속도는 0.0017~0.02 g/s로 측정되었으며, 

플라스틱보다 목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PMMA와 PE

는 연소 후 시편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는 목재가 플라스틱

보다 불완전 형태의 연소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화재 시 CO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도 항상 발생하며, 불꽃 연소 시 CO2가 생성되며, CO

의 산화 반응이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양이 CO2로 변환된

다(31). CO2peak 발생속도는 Figure 4와 Tables 3~4에 나타낸 

시편의 CO2peak 생성속도는 0.174~0.918 g/s로 측정되었으며, 

PMMA와 PE가 완전연소가 더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CO2peak 생성속도의 그래프는 HRR 그래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목재 중 잣나무(pinus koraiensis, nut pine)

Specimens SPRpeak (m2/s) Time to SPRpeak (s) SGI (m2/s2) SGI-V 

Nut pine 0.020  20 0.0010 10.00

White oak 0.014  35 0.0004  4.00

PMMA 0.063 440 0.0001  1.00

PE 0.003 750 0.0000  0.00

Table 6. Smoke Growth Index-V (SGI-V) of Wood Specimens and Plastic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Specimens SPI-V SGI-V SRI-VI

Nut pine  0.73 10.00 13.70

White oak  2.77  4.00  1.44

PMMA  1.00  1.00  1.00

PE 37.22  0.00  0.00

Table 7. Smoke Risk Index-VI (SRI-VI) of Wood Specimens and Plastics at 50 kW/m2 External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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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갈참나무(quercus aliena, white oak), 플라스틱 중 폴리에

틸렌(polyethylene, PE)과 폴리메타크릴산메틸(polymethyl 

methacrylate, PMMA)를 선정하여 ISO 5660-1의 기준에 따라 

콘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로 측정하여 Chung’s equations 

1, 2를 계산하고, 이를 확장하여 Chung's equations-Ⅴ와 Chung's 

equation-Ⅵ에 의한 연기 위험성을 등급 평가하였다. 

1) 열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white oak의 최대열방출률

(HRRpeak)은 272.25 kW/m2으로 nut pine의 211.88 kW/m2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white oak의 체적밀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PMMA의 최대열방출률

(HRRpeak)은 1154.72 kW/m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소 시 

PE보다 휘발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기 위험성 평가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연기성능지수

-Ⅴ(SPI-Ⅴ)는 nut pine(0.73) < PMMA(1.0) < white oak(2.77) 

< PE(37.22)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PMMA와 같이 

휘발성 유기물질을 함유한 용융되는 플라스틱은 SPI-V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기 위험성이 높고, nut pine은 침엽수 자

체에 휘발성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

된다. 또한 SPI-V가 가장 높은 PE는 Tg가 낮으므로 연소 조

건이 불리하기 때문으로 설명 되어진다. 

3) 연기성장지수-Ⅴ(SGI-V)는 PE(0.00) < PMMA(1.00) < 

white oak(4.00) < nut pine(10.00)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특

히 PE는 기준물질인 PMMA에 비해 SGI-V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SPI-V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4) 연기위험성지수-Ⅵ (SRI-Ⅳ)는 PE(0.00) < PMMA(1.00) < 

white oak(1.44) << nut pine(13.70)의 순서로 나타났다. PE의 

연기 위험성이 가장 낮고, nut pine의 연기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시험편의 COpeak 생성속도는 0.0017~0.02 g/s로 측정되

었으며, 플라스틱보다 목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목

재가 플라스틱보다 불완전 연소 평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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