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게시판

화염 전파율
화염 전파율이란?

화염 전파 지수 및 연기 발생 지수란?

ICC 국제건축법(신축 건물의 경우) 및 국제화재법
(기존 건물의 경우)에 따라 위치 및 거주 유형을
토대로 내부용 마감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의 허용
가능한 화염 전파 및 연기 발생 특성이 제한됩니다.
ASTM 방법 E 84인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건축 자재의 표면
연소 특성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에 따라 테스트 시,
자재는 화염 전파 지수 및 연기 발생 지수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화염 전파 지수
화염 전파 지수는 무기물 보강 시멘트 보드
(등급 0) 및 일부 등급의 적참나무 바닥재(임의의 100
등급으로 지정)와 비교하여 제한된 시간에 테스트
표면을 따라 화염이 이동하는 거리로 결정됩니다.

등급

화염 전파 지수

연기 발생 지수

A

0 – 25

0 – 450

B

26 – 75

0 – 450

C

76 – 100

0 – 450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 부재(structural member)의
노출 부분과 벽이나 천장 표면에 직접 도포된
두께가 0.036인치(36밀) 미만인 자재는 예외입니다.
표준 내부용 페인트와 코팅은 일반적으로 코팅당
1-2밀의 건조 도막을 생성하기 위해 도포됩니다.
따라서, 페인트 및 코팅은 도포되는 표면과 별도로
자체의 화염 전파 또는 연기 발생에 대해 등급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테스트 및 분류된 표면 자재에 도포될 경우, 내부용
페인트와 코팅은 등급이 매겨진 자재의 화염 전파
지수 또는 연기 발생 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례: 석고 건식벽은
도색 여부에 상관없이 등급 A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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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발생 지수
연기 발생 지수는 무기물 보강 시멘트 보드
(등급 0) 및 일부 등급의 적참나무 바닥재(임의의
100등급으로 지정)와 비교하여 테스트 재료가
연소함에 따라 표면에서 방출되는 연기의 농도로
결정됩니다.
*Flammability of Paint Study, National Paint & Coatings Association, Inc., 1974, Project
3-3774-141,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연성
및 비가연성 건축 자재(광범위한 기존의 내부용 페인트 및 코팅재로
코팅되거나 코팅되지 않은 경우 모두)의 화염 전파 및 연기 발생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해당 연구가 "기존의
페인트와 코팅이 도포되는 비인화성 또는 인화성 표면의 화염
전파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며, 또한 연료 기여
또는 연기 농도 증가가 표면 자체의 기여와 비교할 때 미미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