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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방재

재질별 창호의 화재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Fire Risk Assessment of Windows
by Material
이병흔* · 진승현** · 김혜원*** · 권영진****
Lee, Byeong-Heun*, Jin, Seung-Hyun**, Kim, Hye-Won***, and Kwon, Young-Jin****
Abstract
Currently, buildings comprising a window as an exterior wall are rapidly increasing in number. However, while designing the
safety standards for such buildings, fire protection performance tests are exclud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one calorimeter
combustion performance test and window fire experiment following BS EN 13823 test standards to examine the appropriacy of
current standards. The result of experiment demonstrate that it is important that each window frame be secure to attain good
performance; however, a method to test the safety of window frames has not yet been developed. Further, standard to design
the windows should be improved.
Key words : Building Fire Safety, Window, Cone Calorimeter, BS EN 13823

요

지

최근 건축물은 창호가 외벽을 차지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창세트 기준에는 창호의 방화성능 시험기준이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호의 방화성능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콘칼로리미터 시험을 통한 연소성능시험을 실시하였
으며 BS EN 13823 시험기준을 이용하여 창호 화재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창호 프레임의 개별적인 성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레임과 유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창호의 방화성능 시험방법의 구축을 통해 화재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건축물 화재안전, 창호, Cone Calorimeter, BS EN 13823

1. 서 론
건축물의 구획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플래시오버를
거쳐 연료지배형에서 환기지배형으로 화재성상이 전환된
다. 이에 불완전한 연소로 생성 된 미연소 가스 및 화염은
구획의 개구부를 통해 외부로 분출되는데 이를 개구분출화
염으로 정의할 수 있다(Lee, 2017; Shin, 2018). 개구분출화염

의 경우 건축물의 상층부로 급격한 연소확대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인접 건축물로 연소가 확대되어 대규모 화재로 발전
될 위험성이 높다. 우신골든스위트 화재(2010),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2015) 등의 화재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화재가 개구부를 통해 분출되고 직상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개구분출화염의 대책방안으로서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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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 불연화에 대한 법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건축물
의 피난 및 방화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장재를 반드시 불연화해야하는 건축물은 층수
는 2009년 30층 이상이었으나 2015년 10월에는 6층 이상
22 m 이상, 2019년부터는 3층 이상 10 m 이상의 건축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건축물은 미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개구
부의 면적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으며 Fig. 1과 같이 외벽
면적 대부분을 창호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하층부
에서 분출열기류 혹은 분출화염이 상층부로 확대될 때 직접
적으로 노출된다. 또한, 창호라는 것은 외벽 개구부를 보호하
는 설비기 때문에 더욱이 방화성능이 필요시 된다(Kwon
et al., 2012; Min and Lee, 2012).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4항에서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호란 KS F 3117(창세트) 기준
에서 창 면적 1 m2 이상이며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된 것을
의미하며 기밀성, 단열성, 최대 열관류율, 내풍압성, 수밀성,
손잡이 강도시험, 방음성, 휨 강도 등을 통해 창세트의 소비효
율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분출화염에 의한 화재확대
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트에는 방화
성능 항목이 제외된 실정이다. 다만,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서 내연소성 시험을, KS F 2845 (유리구획부
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유리 내화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창호라는 것은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된 것이라
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직 화재확대의 위험성에 노출
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Fig. 1. The Exterior Wall of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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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1등급 기밀성능의 PVC
재질 창호 프레임 2종류와 알루미늄 (이하, AL)재질 창호
프레임 1종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KS F ISO 5660-1
콘 칼로리미터 시험을 통해 창호 프레임의 연소성능에 대한
기초 시험을 실시했다. 이후 BS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이하 SBI) 기준을 이용한 창호 화재실험을 실시함으로
서, 창호 프레임의 연소성능에 따른 유리 파괴시간을 측정하
고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는 창호 방화기준의 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창호의 연소성능시험
2.1 시험개요
창호의 경우 유리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리를 감싸는 프레임은 벽체에 고정되는 부분이므로 화재
시 창호의 탈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실제 창호의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프레임의 기초적 연소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콘칼로리미
터 시험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est Condition of the Cone Calorimeter
Test Method

Test Condition

Measurement Data

Mass Loss, Heat Release Rate,
Total Heat Release

Burner

Cone Heater

Intensity of Radiation

50 kW/m2

Heating Time

300 Seconds After Continuous
Combustion

Size(W×D×H)

100×100×50

Flow System

Dynamic (Flow) System

Exhaust Flow Rate

0.024±0.002 m3/s

연소 시 산소소비법에 따라 1 kg의 산소가 소비되면 13.1
MJ의 열량이 방출된다는 관계를 기반으로 시료에 일정량의
공기를 공급하여 재료의 연소특성을 평가한다. 연소특성
시험은 KS F ISO 5660-1의 방법에 의해 Fig. 2와 같이 Dual
Cone Calorimeter를 이용하여 열유속(Heat flux) 50 kW/m2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시편의 온도 23±2℃, 상대습도
50±5%에서 함량이 될 때까지 유지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비 노출면을 감싼다(Lee et al., 2008; Lee et al., 2009; Park
et al., 2009; Park et al., 2015; Lee et al., 2019).
시험에 앞서 콘히터의 열량은 설정 값 ±2%이내, 산소분석
기의 산소 농도는 20.95±0.01%, 배출유량을 0.024±0.002 m3/s
로 설정하였다. 시험을 실시할 때 유리섬유를 이용하여 높이
를 조절했고, 시편홀더로는 열전도율이 낮은 세라믹 판을
사용하였다.

었다. 잔유물 역시 검은 색으로 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PVC Frame_(a)

(b) PVC Frame_(b)
Fig. 2. Schematic Apparatus of the Cone Calorimeter

시험 시간은 불꽃연소가 시작된 이후 300초 경과 후에
종료하였으며, 추가로 20초간의 데이터 수집시간을 부여하
였다. 시편은 Table 2와 같이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PVC창호 2종류와 AL 창호 1종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험 규격에 맞춰 창호의 프레임을 절단하여 시험을 실시하
였다. 이외의 조건은 KS F ISO 5660-1의 기준에 의거하였다.
또한, 각 시편 당 3회씩의 시험결과를 측정한 뒤 이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했으며, 측정항목은 단위면적당 열방출률
(Heat Release Rate), 단위면적당 총 열방출량(Total Heat
Release) 및 질량감소량(Total Mass Loss)으로 연소 시 특성
에 대해 측정을 실시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Various Samples
Division

Sample

Size [mm]
(W×D×H)

PVC_(a)

100×100×31

Weight [g]
79.6
79.0
77.8

PVC Frame

94.1
PVC_(b)

100×100×42

(c) AL Frame_(a)
Fig. 3. Results of Test Sample

AL계열 시편의 경우 외부가 탄화된 것을 제외하면 외관
상 큰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밀성 등을 향상시키
기 위해 내부에 부착되어있던 문풍지 등에서 착화가 발생했
고 이로 인해 시험체 내부에서 검게 변색된 잔유물 등이
관찰되었다.

2.3 열방출률 특성
각각 시편의 단위면적당 열방출률 특성은 Fig. 4와 같다.
단위 면적당 최대 열방출률은 PVC_(a)는 104.04 kW/m2,
PVC_(b)는 88.61 kW/m2, AL_(a)는 102.11k W/m2로 측정되었
다. 각각 시편의 총 열방출량 특성은 Fig. 5와 같다. 총 열방출량
은 PVC_(a)는 15.23 MJ/m2, PVC_(b)는 17.16 MJ/m2, AL_(a)는
5.91 MJ/m2로 측정되었다.

83.5
98.5
101.4

Aluminium
Frame

AL_(a)

100×100×20

107.0
101.1

2.2 시험결과
시편의 시험 전⋅후 모습은 Fig. 3과 같다. PVC계열 시편
의 경우 시험 종료 후 탄화 및 용융의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연소가 진행되어 시험체가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괴되는 것이 관찰되

Fig. 4. Results of Cone Calorimeter (H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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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Cone Calorimeter (THR)

Fig. 6. Results of Cone Calorimeter (TML)

PVC 시편의 열방출률 성상을 확인하게 되면 일반적인
고분자 계열의 열방출률 성상과 비교하면 비교적 특이한
성상을 보인다. 특히 약 80초가 경과하는 시점에 열방출률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약 2~3회 정도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VC계열의 창호 프레임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내연소성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어느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AL_(a) 시편의 경우 약 188초가 경과한 시점부터 빠르게
열방출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AL창호의 경우 기밀
성 및 단열성 등을 높이기 위해 프레임간의 빈틈과 마찰되는
부위에 스펀지 형태의 문풍지를 부착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의 불연성 재질인 알루미늄에 의해 착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지속적인 열전도에 의해서 내부 문풍지
등에서 연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열방출률이 빠르게 상승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소가 발생하면 열이 방출되고 동시에 질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질량 감소비율이 높은 물질은 급격한 연소반응
을 통한 열방출률이 상승하거나 혹은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
키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PVC계열 프레임은 PVC_(a)와 PVC_(b) 두 종류 모두
초기 대비 질량 감소비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육안관찰에서도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창호
유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창호 프레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제 화재시 유리의 내화성능과는 무관하게
파손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L계열 프레임의 경우는 질량 감소비율은 약 7%정도로
PVC계열 프레임과 비교했을 때 적게 발생했다. 이는 착화가
가능한 문풍지 등이 가볍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조체의 전반적인 구성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질량 감소
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질량 감소량
시편의 질량 감소량은 Fig. 6과 같다. 총 질량 감소량은
PVC_(a)는 30.49 g, PVC_(b)는 37.11 g, AL_(a)는 7.25 g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각 시편의 초기 질량 대비 감소비율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VC_(a)는 38.69%, PVC_(b)
는 40.32%, AL_(a)는 7.03%의 초기 질량 대비 감소율을
보였다.

3. BS EN 13823 기준을 통한
창호화재실험
3.1 실험개요
BS EN 13823(SBI) 시험법은 마감재의 등급분류를 위한
유럽의 대표적인 시험으로서 Fig. 7과 같이 시험실 내부에
이동식 수레형태의 거치대를 설치한다. 시험 시작 전에 거치
대 위에 L자 형태로 장⋅단시편을 배치하고 시편이 겹쳐지는
코너부분에 메인 버너를 설치해서 착화를 실시한다.

Table 3. Comparison of Mass Reduction Rates by Material
Division

Sample

Size (mm) W×D×H

Weight (g)

Loss mass (g)

Mass reduction ratio (%)

PVC_(a)

100×100×31

78.80

30.49

38.69

PVC_(b)

100×100×42

92.03

37.11

40.32

AL_(a)

100×100×20

103.17

7.25

7.03

PVC Frame
Aluminium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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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에너지는 Eq. (1)과 같다.
   

(1)

 는 창호에 전달되는 복사에너지(kW),  는 비례상수로

Fig. 7. Schematic Apparatus of the SBI

이후 착화시작부터 종료까지 시편의 연소거동에 대해
육안적 관찰 및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을 분류한
다. 일반적으로 외장재 등 건축자재의 방화성능을 등급화
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가 지속될
때 창호의 탈락에 프레임의 연소성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SBI 시험 기준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조건은 Table 4와 같다.
실험은 BS EN 13823 조건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시험
에 앞서 대기온도와 배기덕트 내 온도차를 4℃ 이하로 조정하
였으며, 배출유량은 0.60±0.5 m3/s로 설정하였다. 실험체는
PVC계열 창호 1종류와 AL계열 창호 1종류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각각 3회씩 진행 후 평균값을 도출했다. 실험체
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과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나사와 경칩 등을 이용하여 L자 형태의 틀을 제작하여
고정했다.
또한, 구획공간에서 창호에 직접적인 열량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실화재가 발생할 정도로 화재가 성장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때의 구획실의
온도를 약 580℃로 가정했을 때 창호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서 5.67×10-11(kWm-2K-4), T는 절대온도(K)이다. 슈테판-볼
츠만 법칙을 이용했을 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복사열류는
약 30 kW로 계산된다(Kwon et al., 2009).
따라서, 연료는 프로판 가스를 이용했으며 열량은 30
kW로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동일하게 공급했다. 실험을
시작한 뒤 120초가 경과할 때까지 배출유량 및 배기덕트의
온도차이 등이 초기 설정과 차이가 없는지 점검한다. 이후
270초까지 부속버너로부터 발생되는 열량 및 연기를 측정
한 뒤 설정 값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약 30초간
의 안정화를 거쳐 300초부터 1,560초까지 메인 버너로 가열
을 실시했다.
또한, 실험체의 화염 노출 후 시험 종료 시점까지 평균
열방출률이 3 kW 이상, 총 열방출량이 0.4 MJ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방출되는 최대 열방출률(FIGRA0.4MJ)과 메인 버너
가 착화되는 300초부터 900초까지 구간에서 측정된 평균
열방출률을 통해 계산되는 총 열방출량(THR600s) 2가지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간대별 연소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녹화를 진행하고 실험 종료 후 녹화된
영상을 통해 유리의 균열, 탈락 및 프레임의 착화 시간을
측정했다. AL 프레임의 입면도 및 단면 등은 Fig. 8과 같으며,
PVC 프레임의 입면도 및 단면 등은 Fig. 9와 같다.
실험체의 재료 구성 및 규격은 Table 5와 같다. 재질에
상관없이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풍모 등에 우레
탄 폼을 설치하고, 창문을 여닫을 때 소음 및 사용감을 위해
PVC 재질의 부속품을 사용한다.

Table 4. Condition of the Experiment
Test Method

Test Condition

Measurement Data

FIGRA0.4MJ (Fire Growth Rate), THR600s (Total Heat Release)

Room Size

3 m×3 m×2.4 m

Trolley

Short wing (W×H): 0.45 m×1.5 m, Long wing (W×H): 1 m×1.5 m

Burner

Main & Auxiliary burner: Propane gas (30 kW)

Heating Time

1,560 Seconds

Measurement Section

0~120 Seconds: Start recording data
120~270 Seconds: Measure the amount of heat generated from the burner, smoke.
270~300 Seconds: Main burner ignition: start evaluation of specimen
300~1,560 Seconds: Evaluation of Combustion Behavior of Specimens. Observation of heat release,
smoke generation, side flame propagation, combustion drop, deformation of specimen, etc.

Environment Room

Temperature: 20±10℃

Duct System

0.60±0.05 m3/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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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iding Elevation (Inside, View)

(b) Vertical Section (Detail) ①

(c) Horizontal Section (Detail) ②

Fig. 8. Elevation and Section (AL_Frame)

(a) Sliding Elevation (Inside, View)

(b) Vertical Section (Detail) A-A'

(c) Horizontal Section (Detail) B-B'

Fig. 9. Elevation and Section (PVC_Frame)
Table 5. Characteristics of Various Samples
Sample
PVC Frame
Aluminium Frame

Size (mm) W×D×H
long wing

1000×800×140

short wing

500×800×140

long wing

1000×800×130

short wing

500×8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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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Glass (mm)

Steel plate, PVC, Urethane foam
22
(Roy 5 +Argon 12 +normal 5)
Aluminium, Urethane foam

또한, Fig. 9(c)와 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강판이 삽입되어 있으며 이외의 재료는 PVC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재료가 삽입되는 주요 이유로
서는 2015년도에 개정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단독주
택 및 공동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시켜야 하기 때문이
다(Kang et al., 2018).
이에 대한 주요 성능기준으로는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창호 프레임에 단열효과 및 기밀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보강재를 삽입하게 된다.

시작되고 Fig. 11(a)와 같이 약 100초가 경과하는 시점에
유리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Fig. 11(b)와 약 230초가 경과하는
시점에 내부의 문풍지 등에서 착화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
었다. 이후 실험 종료까지 외관상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a) After 100 seconds

3.2 실험결과
실험 전⋅후 모습은 Fig. 10과 같다. AL 프레임은 뒤틀림이
나 변형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메인 버너에 노출된 프레임
부분은 검은색으로 변색되었으며 유리가 탄화되고 균열이
발생했다. 또한, 내부의 문풍지 등이 연소하며 발생한 연소
생성물이 프레임의 외관부위에 갈색으로 남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a) Test sample_AL
frame

(c) Test sample_PVC
frame

(b) After 230 seconds

Fig. 11. Combustion Behavior (AL Frame)

PVC 프레임의 시간대별 연소 거동은 Fig. 12와 같다.
착화가 시작되고 Fig. 12(a)와 같이 약 70초가 경과하는
시점에서 프레임에 착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졌다. Fig. 12(b)와 같이 약 180초가
경과한 시점에서 프레임에서 연소생성물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프레임에서 화염에 의한 뒤틀림 등이 관찰되
다가 Fig. 12(c)와 같이 약 640초가 경과한 시점에서 유리가
탈락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Fig. 12(d)와 약 1,050초가 경과하
는 시점에서 프레임과 함께 내부에 삽입된 강판도 탈락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시험 종료까지 버너와 접촉되는 부분
은 격렬하게 연소하였으며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잔염이
꺼지지 않아 소화기를 이용해 소화를 실시했다.

(b) Result of experiment_AL
frame

(a) After 70 seconds

(b) After 180 seconds

(c) After 640 seconds

(d) After 1,050 seconds

(d) Result of experiment_PVC
frame

Fig. 10. Results of Experiment

PVC 프레임의 경우 유리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의 변형
등에 따른 뒤틀림으로 인해 유리가 파괴되고 고정된 틀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PVC 프레임은 2장에서 실시
했던 Cone Calorimeter 시험결과에서 보였던 질량 감소와
프레임의 용융 등이 실물 실험에서도 발생하며 창호 자체가
탈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3.3 시간대별 연소거동
AL 프레임의 시간대별 연소 거동은 Fig. 11과 같다. 착화가

Fig. 12. Combustion Behavior (PVC Frame)

3.4 열방출률 특성
FIGRA0.4MJ의 결과는 Fig. 13과 같다. 각각 최대값은 AL
프레임 7.03 W/s, PVC 프레임 72.93 W/s로 측정됐다. THR600s
의 결과는 Fig. 14와 같다. AL 프레임은 4.6MJ, PVC 프레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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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MJ으로 측정됐다. 측정결과 PVC 프레임의 열방출
결과와 시간대별 연소거동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보인다. 특히 유리가 탈락하는 약 640초 시점에
FIGRA의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탈락하는 1,050초 시점에 최대값이
측정되었다.

Fig. 13. Results of Experiment (FIGRA0.4MJ)

4. 결 론
본 연구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위해 재질이 다른
두 종류의 창호를 대상으로 Cone Calorimeter 시험과 SBI
기준을 이용한 창호 화재실험을 실시하였다.
(1) Cone Calorimeter 시험결과 PVC 프레임은 초기 대비
질량 감소비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육안관찰에서도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괴되었다.
(2) 창호 화재실험결과 프레임의 방화성능이 확보되지
못하면 화염 및 열에 의해 뒤틀림이 발생하게 되고
유리의 내화성능과는 무관하게 창호가 탈락한다. 구
획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층부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장재가 불연화되는 방향으로 법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건축물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프레임과 유리를 결합
하여 설치하는 창호의 특성을 고려한 시험방법의 구축
과 더불어 창세트 기준에서 방화성능시험에 대한 검토
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3) 또한, BS EN 18323 기준을 통한 창호 화재 실험결과와
같이 창호가 탈락한 후 열방출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창호의 탈락으로 인해 구획공
간의 화재성상이 변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직적인
화재 확대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창호의 탈락이 화재성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향후 구획공간에서의 화재실험 및 실대
형 화재실험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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