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안전등급 케이블의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1. 서 론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로서 높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심층방어 개념을 기반으로 기타 시설에 비

하여 보수적인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

가 크고 복잡하며, 제어 또는 발전기기 및 설비 그리고 다

량의 케이블 및 유류 등 가연성 물질이 설치되어 있어 특정 

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가연성 물질들로 인한 화염 확산과 

케이블의 손상으로 인해 오작동이 유발될 수 있다[1-4]. 

Kang et al.[4]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케이블 손상

으로 인한 기기 오작동은 단일 기기의 오작동뿐만 아니라 

다중 기기의 오작동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전소의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또한, Lim and 

Kim[11]의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내에 설치된 케이

블의 열화에 따른 화재특성의 차이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

으며, 최근 발표된 Lee et al.[6]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원자

력 발전소에 설치된 케이블 관련 연구는 케이블의 열화된 

기간에 따른 난연 성능의 차이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현재

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관련 연구를 

조사하여 발표한 Seo et al.(2018)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케이블의 기능 상실 및 열화로 인한 기능 상실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화재의 경우 피복 및 절연물질에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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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ccurrence of a cable fire in a nuclear power plant can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internal 

equipment and the defense system, and even reactor melt down in the worst case. In addition, toxic gases, 

released by burning cable jacket and insulation materials, can hinder human evacuation and fire fighting 

activities. Thus, this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oxicity of two non-class 1E 

cables which are applied to the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two kinds 

of cables according to the standard code of ISO 19702, and time series heat release rate, total heat release, 

and the concentration of toxic gases including CO, CO2, HCl, HCN, HBr, HF, NOx and SO2 were measured 

From the test results, the similar characteristics between heat release rate and CO2 emission and production 

of a small amount of halogenated compounds in emission gas caused by addition of fireproof components 

have been found.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when assessing combustion characteristics and 

human toxicity of electric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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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연소생성물의 유해성 및 고밀도의 연기 방출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 인하여 실내 작업자 및 재실자의 안전에 위

협이 될 수 있다[5-8]. Lim and Kim[11]가 보고한 바에 따

르면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케이블 피복 및 절연재

이며, 이러한 물질들은 대부분 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플라스틱(Plastic), 가교 폴리에틸렌(Cross-linked 

polyethylene; XLPE), 그리고 기타 합성고무 등으로 구성

되어 있어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8, 10]. Hull et al.[8]

의 발표에 의하면 케이블 연소 시 방출되는 연소생성물 중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시안

화수소(HCN), 질산화물(NOx) 등 유해성 가스가 발생되

며, 그 중 염화수소와 시안화수소의 경우 소량이지만 인체 

노출 시 매우 유해하다. Witkowski et al.[7]은 전력 및 통신

용 케이블 피복재의 첨가제 성분에 따라 연소 특성 및 유해

성분 방출 특성이 변화되는데, 유해성분의 방출량은 난연

성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난연 성능의 향상이 무

조건적으로 유해성분의 방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

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Seo et al.[10]가 보고한 연

구 내용에서는 화재 시 방출되는 유해가스로 인하여 운전

원 등의 피난 방해, 소방대의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량의 연기로 인하여 가시거리 확보가 곤란할 

수 있어 운전원의 수동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활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과 미국 화재방화협회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의 규정에서

는 운전원의 수동조치가 필요한 구역이나 소방대의 화재 

진압을 위하여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연기가 방출될 위험이 

높은 구역인 케이블 배분실, 스위치 기어실 등의 경우 제

연설비, 연기감지기 등 소화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해다 소방설비에 대한 규정은 국내 원전

에도 적용되고 있다[8]. 다만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화재 

시 케이블로부터 발생되는 연소생성물을 고려하여 안전 

정지를 위한 운전원 조치 신뢰성 확보 및 화재진압 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안전등급과 비 안전등급 케

이블을 용도에 맞게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안전등급 케이

블은 방사능 조사 시험과 난연 성능시험을 함께 진행하여, 

사용 수명 내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케이블로 노

심 등 고방사능 지역에만 설치하는 케이블이다. 비 안전등

급 케이블은 발전소 내부 일반 설비에 설치되는 케이블로

써 설치 케이블의 약 90%에 해당되는 케이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안전등급 케이블 두 종을 대상으로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성분 및 시간대별 방출 특성, 착화시간, 

발열량 등의 연소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케이블의 연소특

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원재력 발전소

에 설치된 케이블의 독성과 관련된 별도의 국내 규제 요견

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국제 규격인 재료의 연소특성 및 연

소생성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콘 칼로리미터

-FTIR 규격(ISO 19702)을 준용하여 연소특성 및 연소생

성물의 유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케이블 연소특성 

및 연소생성물에 대한 공학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전원 수동조치의 신뢰성 및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실험재료의 특성 및 방법

2.1. 공시재료

원자력 발전소 케이블의 난연성능 입증 관련 규정으로는 

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기술기준 등이 적용되어 왔으나, 케이블

에서 발생하는 연소생성물을 평가하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케이블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생성물을 분석하여 추후 원자력 발전소 운

전원 조치 및 화재진압대책을 개선하는 연구에 활용하고

자 한다. 케이블 연소생성물 분석 실험재료로는 국내 원자

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비 안전등급 케이블 중 피복재료의 

Table 1. Specification of experimental cable specimens

Cable type A company B company

Application Control Control

Power capacity (kV) 0.6 0.6

Thermal characteristics Thermosetting Thermosetting

Material 

properties

Jacket Polychloro rubber (CR) Polychloro rubber (CR)

Insulation Ethylene propylene rubber (EPR) Cross-linked polyethylene (XLPE)

Electric wire Copper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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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동일한 두 종의 케이블(A사, B사)을 선정하였으

며, 케이블 시험편 각각의 조건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케이블은 제어용으로 CR 계열의 피

복재 및 절연재, 내부 동선으로 구성되었다. 

각 시험편들은 연소 및 연소생성물 방출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KS F ISO 5660-1(콘 칼로리미터 시험)와 ISO 

19702(콘 칼로리미터-FTIR)에 의거하여 100 mm × 100 

mm × 10 mm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ISO 19702[14] 규격을 적용하여 콘 칼로

리미터-FTIR 시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시험 방법은 콘 칼

로리미터로 재료에 대한 연소시험을 진행하고, 연소된 재

료에서 방출되는 가스상 연소생성물을 적외선 분광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에 노출

시켜 측정된 해당 연소생성물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각 

기체 성분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방출가스 성분 및 시

간대별 방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a) Combustion of test specimens using cone heater.

(b) Measurement of heat released on the test specimens using thermocouple.

(c) FT-IR measurement and analysis of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Flg. 1. The method to conduct the test and the principle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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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칼로리미터-FTIR 시험법은 콘히터로 시험편을 가열

함과 동시에 점화스파크(Spark igniter)에 의하여 재료 표

면을 점화시켜 발열량, 질량감소율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화재 안전성 평가 기기이다[13, 14, 16]. 또한, 공기 중에서 

연소되는 시험편의 연소생성물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연소의 단계별 농도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시험법의 원리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a)

는 재료의 열방출률을 측정하는 원리이다. 시험편을 콘히

터 아래에 고정하고, 점화스파크를 통하여 시험편 표면에 

불꽃이 착화되도록 하였다. 시험편 표면 착화 후 발생된 

불꽃에 의해 연소가 진행되는 동안 가스상 연소생성물은 

Fig. 1(b)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스 샘플링 장치와 온도계

(Thermocouple)를 거쳐 시간에 따른 열방출률이 측정된 

후 밖으로 배출된다. 이때, 가스 샘플링을 통해 채집되는 

가스상 연소생성물은 150℃ 미만으로 온도를 낮추어 Fig. 

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외선 분광기로 보내진다. 가스

상 연소생성물의 온도를 낮추는 이유는 가스 화합물의 고

유 스펙트럼 분석 시 추가적인 열반응으로 인한 성분의 변

화를 방지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연소특성을 분석하는 시험법은 KS F ISO 5660-1 규격

에 제시되어 있는 열방출률, 총 방출열량, 착화시간 등 재

료의 전반적인 연소 특성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

으로써, 콘 칼로리미터 기기를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해당 시험방법은 산소 1kg이 소비될 때 약 13.1 × 103 kJ의 

열이 방출되는 원리에 의해 시험이 수행된다. 시험편을 일

반 대기 조건에 노출시키고 0부터 100 kW/m2 범위의 복사

열에서 연소시켰을 때의 산소농도 및 배출 가스 유량을 측

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산소 소비량 및 가스 유량을 적용

하여 시험편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열량을 산출한다.

케이블 피복재, 절연재 및 동선의 방출열량과 연소생성

물의 방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실 내 온도 25 ± 

2℃, 상대습도 50 ± 5%, 콘히터의 열유속 50 kW/m2, 배출

유량 0.024 ± 0.002 m3/s 조건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

험은 각 회당 20분간 진행하였고, 시험편은 가로, 세로 각

각 100 mm, 두께는 25 mm로써 시험편의 종류별로 3회씩 

수행되었다. Table 2에 본 시험 조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소특성

케이블 2종의 연소특성 시험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

다. 먼저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의 경우, A사 케

이블의 최대 열방출률 값이 150 kW/m2 내외로 B사 케이

블에 비해 30 kW/m2 정도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최대 

열방출률 값이 발생되는 시점은 두 종의 시험편 모두 비슷

하게 나타났으며, 착화 시간(Time to ignition; TTI)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A-NO.3의 경우, 총 방출열

량(Total heat release; THR)에서 다른 시험편들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착화 후 표면 화염 소화가 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다른 시험편들에 비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써 질량의 감소는 크지 않았으나 화염이 유지되면서 방출

되는 열량이 계측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

의 특이사항은 A사 케이블의 절연재 성분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Kim[25]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A사 케

이블의 절연재로 사용된 Ethylene propylene rubber(EPR)

의 경우, 내열성 및 내연성이 우수하며, Si-O를 골격으로 

하고, 여기에 유기기(R)가 붙어있는 것으로써 자기소화성

을 가지고 있어 원전의 케이블에 대다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제조 시 난연성 충전제와 황산, 브롬 등의 

가황제를 혼합할 때, EPR 절연재의 친화도는 XLPE에 비

해 낮아 재료의 불균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24, 25]. 

Sung[26]의 보고에 의하면, 첨가제와 고무 절연재의 가

교 밀도가 서로 다른 경우 다량 성분을 연속적으로 교반할 

경우 분산 상의 문제로 인해 재료가 불균일화되는 주원인

이 되어 성능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도 이러한 첨가제의 분산이 불균질하여 연소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열방출률 값은 전반적으로 절연재가 XLPE(Cross- 

linked polyethylene) 기반인 B사의 케이블이 더 낮은 값으

로 측정되었다. 이는 XLPE의 내열성, 저온 저항성 및 난

연성능 향상을 위하여 황산, 브롬 등을 첨가하여, 일반적

으로 염소 성분(Cl)을 포함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계열의 

고무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되는 공동상승효과(Synergy 

effect)[8, 17]로 판단된다.

Table 2. Cone calorimeter test conditions

Division Details

The size of the specimen 100 mm × 100 mm × 10 mm

Number of Tests by 

Specimen Type
3

Heat flux of cone heater 50 kW/m2

Exhaust flow 0.024 ± 0.002 m3/s

Laboratory internal 

temperature
25 ± 2℃

Laboratory internal relative 

humidity
50 ± 5%

Test running time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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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과는 B사 케이블의 총 방출열량이 A사 케이

블에 비해 낮고 일정한 값으로 산출되어 열적으로 안정성

을 보이는 경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종의 케이블 

열방출 특성에 대한 그래프를 Fig. 2와 3에 제시하였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사 케이블의 경우, 700

초 대 이후에 피복재 표면에서 연소 후 생성된 char가 일부 

탈착되어 케이블 동선 부분이 노출되면서 발열량이 일시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이사항으로는 A-NO.3 

케이블의 발열량은 200초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다 

연소가 완료된 후 표면에서 점화된 화염이 소화된 후에 열

방출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B사 케이블

의 경우, 180초 이후 화염이 소화되면서 더 이상의 열분해

가 진행되지 않아 열방출률 값이 일정하게 측정되었다. 양 

사 케이블의 연소특성 차이점은 연소시험 진행 시간 초기 

5분 이후에 A사 케이블은 지속적인 열분해 및 연소 현상

으로 인해 char의 갈라짐이 발생하였으나, B사의 경우에

는 비교적 빠르게 연소되어 동선의 노출 및 용융으로 인하

여 연소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Fig. 3. Time series total heat release for cables of 

company A and B.

Fig. 2. Time series heat release rate for cables of 

company A and B.

Table 3. Cone calorimeter results for combustio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NO.1 A-NO.2 A-NO.3 B-NO.1 B-NO.2 B-NO.3

PHRR (kW/m2) 150.04 151.06 146.07 128.03 128.28 117.64

tPHRR (s) 63 74 71 68 69 70

THR (MJ/m2) 40.75 39.61 77.6 34.00 31.39 29.93

TTI (s) 38 39 38 36 37 34

TTF (s) 200 180 1100 176 159 176

Mass(g)

Initial 725.68 713.75 705.5 702.83 706.32 702.04

Loss 60.19 55.31 60.8 40.85 41.36 33.22

Final 665.49 658.44 644.7 661.98 664.96 668.82

MLR (%) 8.29 7.75 8.62 5.81 5.86 4.73

PHRR: Peak of Heat release rate TTI: Time to Ignition TTF: Time to flameout

tPHRR: time to peak of Heat release rate THR: Total heat release MLR: Mass lo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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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케이블 연소생성물의 방출 특성

A사 및 B사 케이블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유해가스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그리고 시안화수소이

다. Fig. 4에 해당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일산화탄소, 염화

수소, 시안화수소의 경우, 시간대 별 초기 방출량은 B사의 

케이블이 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산화탄소의 방

출량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A사의 케이블이 더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양 사의 케이블 모두 피복재는 CR(폴리클

(a) Carbon monoxide

(b) Carbon dioxide

(c) Hydrogen chloride

(d) Hydrogen cyanide

Fig. 4. Time series concentration of CO, CO2, HCl, HCN measured by cone calorimeter-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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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프렌) 계열이고, 내부 절연재의 경우 A사는 EPR 

(Ethylene propylene rubber), B사는 XLPE(Cross-linked 

polyethylene)로 해당 소재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염소 원

자를 함유하고 있다. 

Fig. 4의 그래프에서는 양사 케이블에서 1,000초 대 이

후로 염화수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소 후 

char 형성 시 1차적으로 진행되고 C=C 결합, 일부 C-Cl, 

C-H-Cl 결합이 형성되면서 열분해가 잠시 지연되지만, 

char가 다시 열분해되면서 char에 포함되어 있던 수소와 

염소 원자가 연소생성물로 재방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Hull et al.[19]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절연성 및 난연 성능

의 향상을 위해 저온에서의 열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할

로겐 화합물이 첨가되어 연소 시 유독가스인 염화수소가 

방출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

이라 할 수 있다.

난연 첨가제의 경우 각 케이블 제조회사의 기밀자료이

기에 첨가량의 확인이 불가하지만, HCN의 방출은 양 사

의 케이블 모두 CR 계열의 피복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

당 재료의 화염 확대 억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질소계 첨

가제를 적용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질소계 첨가제는 염

소원자와 마찬가지로 피복재의 난연성능 확보할 수 있고, 

휘발성이 없어 난연성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첨가제 사용 결과 양 사의 케이블 모두 KS F 

ISO 5660-1에서 규정되어 있는 최대 열방출률 200 kW/m2 

미만의 값이 10초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난연 성능 기준

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연소 시 유해가스인 시안화수소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어 첨가 시 연소생성물 방출량을 확인하여 그 결과

를 화재 시 환기 및 방제연설비 작동에 반영하는 것이 운전

원 수동조치 및 화재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Fig. 5. Time series concentration of HBr, HF, NO, NO2 and SO2 measured by cone calorimeter-FTIR test —

species emitted from only B company cable are dis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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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Fig. 5에 B사 케이블에서 방출된 5종의 연소생성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B사의 케이블에서는 추가적으로 브롬화수소, 플루오

르화수소, 이산화황, 질산화물(NO, NO2) 등 총 5종의 연

소생성물이 방출되었다. 이러한 할로겐계 물질의 방출 원

인은 XLPE의 경우, 절연성능이 우수하고 높은 열안정성

을 가지고 있어 케이블의 피복재료로 주로 사용되지만

[20], 저온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황산, 브롬 등의 일정량의 

첨가제를 적용하며, 이때 난연 효과에 있어 공동상승효과

(Synergy effect)가 발휘될 수 있다[21]. 그러나 해당 성분

들을 첨가할 경우, 연소 시 황화수소, 이산화황, 브롬화수

소 등의 유해가스 배출 요인이 될 수 있어 적용 시에 추가

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프에서 보이듯, 시간대 별 방출된 연소생성물 중 일

산화질소 및 이산화황 가스는 시간대 별 열방출률 그래프

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이는 연소되면서 XLPE의 C-H, 

C=H 결합과 첨가제로 사용된 NH3계 화합물, 그리고 

H2SO4과 방출된 H 원소 및 O 원소의 재결합이 형성되면

서 생성된 화합물로 판단된다. Wang et al.[22]은 XLPE의 

열분해 시 초기에 수분이 방출되면서 C-H, C=H 결합이 

끊어진 후 O 원자, C 원자, 그리고 H 원자의 결합이 형성되

어 CO, CO2 등의 연소가스가 방출되며 이때 첨가되었던 

성분 또한 연소생성물의 형태로 방출된다고 발표한 바 있

다. 플루오르화수소 또한 연소 초기부터 계속해서 방출되

는 양상을 보였으며, 브롬화수소는 극미량이 연소 초기부

터 방출되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산화질소의 방출량이 연소 초기부

터 30ppm 이상의 값을 보였고, 1차 표면 char 형성 이후인 

200초 대 이후에도 20ppm을 보인 것인데, 3회의 반복 실

험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케이블 

피복재 및 절연재에 처리된 난연성 첨가제로 인하여 불완

전연소가 지속되면서 열분해 시 케이블로부터 방출된 H 

원자, C 원자, 그리고 N 원자가 O2와 반응하여 생성된 연

소생성물 외에 공기 중의 N2 성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콘 칼로리미터 기기는 오픈시스템으로써 연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외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연소시험 

시 고온부 발생으로 인해 공기 중의 N2가 고온분해되는 열

적NOx(Thermal NOx) 발생 메카니즘을 통해 질산화물이 

생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난연 처리 재료

의 경우, 콘 칼로리미터와 같은 오픈시스템 연소 시험기에

서는 재료의 연소 시 외기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23, 24]. A사 케이블과의 결과 차이를 비교

했을 때, A사 케이블에서는 질산화물의 방출이 보이지 않

았는데 이는 첨가된 난연성 첨가제의 양에 따른 연소의 차

이로 판단하였다. A사 케이블과 B사 케이블의 열방출률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초기에 A사 케이블이 약 20 kW/m2

의 열이 더 방출되었고, 이는 연소 초기에 재료의 난연 성

능으로 인하여 불완전연소와 방출열량의 차이를 보이고, 

A사 케이블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료 자체의 연소율이 높

아 외기 공급 시 열적NOx 생성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uani et al.[27]의 보고에 따르면 난연성 첨가

제에 따른 질산화물 방출에 차이가 있으며, 불완전연소가 

지속될 경우 외기의 영향에 따라 질산화물 방출특성이 달

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실험 결과에서도 해당 결과와 

유사한 경항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A사 케이블의 실험 결과와 B사 

케이블의 연소생성물 결과를 비교했을 때, B사 케이블의 

경우 질소계 및 할로겐계 화합물을 첨가제로 사용하여 열

방출률 및 총 방출열량 값을 낮추어 난연성능이 향상된 것

으로 판단되며 불완전연소로 인한 연소생성물이 방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 안전등급 케이블 두 종에 대하여 ISO 

19702(콘 칼로리미터 FTIR 시험) 규격을 적용하여, 화재

특성 및 인체유해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기 위해 열방출률 및 유해가스 배출특성을 확인하였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시간대 별 측정량에서의 경우 동일하게 방출된 일산

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방출특성의 경우, A사 케이블과 B

사 케이블 모두 열방출률 특성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2)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외에 염화수소와 시안화수

소 등 소량이지만 유해성분의 방출이 두 종의 케이블 피복

재와 절연재에서 모두 검출되었고, B사 케이블에서는 할

로겐계 화합물의 방출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케

이블 제작 시 사용되는 첨가제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판

단된다. A사 케이블과 B사 케이블 모두 피복재는 CR 계열

로써 사용되는 내후성, 내열성, 난연성 첨가제의 종류가 

동일하지만, 절연재의 경우 EPR와XPLE로써 각각 첨가

되는 성분에 일부 차이가 있다. 방출된 할로겐계 화합물들

은 소량이어도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상당하므로 소화설

비 및 피난계획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본 실험에서와 유사하게 환기 조건이 24  /s로 주어

진 경우, A사에서의 연소생성물은 화재 시 연소생성물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B사 케이블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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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연구는 케이블 연소특성 및 연소생성물 방출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향후 연구

에서는 케이블의 활성화 에너지를 산출하여 가속열화를 

진행하고 열화정도에 따른 열 방출 및 연소생성물 방출 특

성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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