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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논문의 일부임.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oblems in domestic flame-retardant 

performance specifications. Currently, the domestic wallcovering 

anti-inflammatory regulations are not prepared for damage caused by smoke, 

with the carbonized area as the main function. In particular, given that smoke 

is the main cause of human casualties and injuries in a fire, it is reasonable 

that the flame density and toxicity of the wallcovering should also be the main 

performance indicators. The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prior study related to fire on various wallcoverings was 

considered. Second, it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s of smoke in the event 

of a fire and domestic anti-inflammatory performance tests. Third, textile 

wallcovering samples were manufactured with viscose rayon for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problems and tested by Korean and EU standards without 

flame retardant processing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regulation. 

Fourth, the performance of flame retardant wallcovering according to Korean 

standards was evaluated using smoke density and harmful gas testing methods. 

The results of each test were as follows. Non-fire retardant wallcovering was 

rejected by Korea standards. However, B-s1.d0 in Europe. Smoke density testing 

and harmful gas by domestic combustion processing on the same sample 

showed that the smoke density increased about 4.3 times more than before, 

and the harmful gas test showed that the suspension of the post-processing 

sample slowed earlier than the non-process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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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벽지는 실내장식물 중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어 벽지, 

의 연기와 독성가스 발생의 저지는 매우 필수적 조치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난연 시험 기준은 . , 

탄화면적을 중심으로 탄화길이 잔진시간 잔염시간 등을 측, , 

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인 화재 발생 시 연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는 거리가 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인명피해는 연기로 인한 질식이나   

시야확보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

되는 기준은 실제의 화재안전과는 대척점에 있다 즉 화재 . , 

시 염화비닐 벽지나 독성가스를 유발하는 브롬 등의 (PVC)

물질을 벽지 표면에 코팅하면 화염의 전파는 크지 않으나 

적은 연소가스에도 다이옥신과 등의 가스CO, CO , HCl ₂

로 큰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 

국내 난연 기준에 따르면 독성가스를 내품는 벽지나 산PVC

소를 줄이고 독성을 내뿜는 소화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의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벽지로 인정되는 것이다 국내의 벽. 

지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은 전염 잔진 시간과 탄화면적, , 

을 중심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연기밀도 산소지수 가스 , , , 

유해성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유럽의 방염성능의 규격은 국내와 달리 연기에 대한 검사  

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험의 방법 역시 실제와 가깝도록 규, 

정되어있다 유럽연합은 패널에 벽지를 부착하고 화염 열. , , 

량 연기발생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은 물론 열에 의해 용, , 

융하여 떨어지는 물체의 량도 측정하므로 국내 규격에 비해 

Table� 1.� The� Studies� on� the� Increasing� Harmfulness� of� Fire-retardant� Treatment

Author� (Year) Title� of� Thesis

Ju (2017)
A study on the variation of flame-resistance performance with temperature 

rise of flame-resistance treated plywood 

Shin & Lee (2008) Analysis of toxic heavy metals in textiles treated with flame retardants

Won (2008) 
Smoke toxicity of flame-retardant materials and the prediction of the 

inhalation gases and their toxicity

Kong & Lee (2005) Evaluation of fire risk of flame retardant painted material

Park, Lee, Hyun, & Yoon (2004) A study on fire risk assessment of fire retardant paint

Lee (1974) A study on the fire retardant material and fuming

실제 화재 환경과 좀 더 비슷한 시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 규격에 통과된 벽지를 유럽규격으로 시험하는   , 

경우 검은 연기발생과 용융 화재전이 열량발생이 매우 많, , 

아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없고 반대로 해외 벽지를 국내로 , 

들여오는 경우 연기발생이 거의 없으나 탄화면적이 규정으, 

로 되는 사유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없는 반대

의 결과가 도출된다. 

국내의 시험방법도 상기의 시험법과 같이 현실을 반영하  

고 연기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 실제 화재 시에 안전성을 , 

갖추도록 변화해야한다 즉 천연 식물소재 섬유벽지는 종이. , 

벽지와 그 성분이 같은 셀룰로오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종

이벽지와 같이 방염처리대상물에서 제외하고 화학섬, PVC, 

유를 비롯한 혼방교직물의 경우에도 연기 밀도를 기준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배경II.�

난연 가공은 특정 물체에 불꽃 저항성을 나타내도록 가공하

여 불꽃 전파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실내장식물이 등이 불에 , 

잘 타지 않는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Korea Fire Institute 

[ 이는 불꽃에 의해 타지 않는 불연이나 준불연KFI], 2001). 

과는 다른 개념이다 플라스틱과 같은 각종 석유화합물이 일. 

상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의 실내 생활에서는 화재 

발생 시 화염에 의한 피해보다는 유독한 연기에 의해 사망

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다(Cho, 2009).

그러나 국내 난연 규정은 탄화면적을 중심으로 하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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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스가 소화 작용을 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이( ) . 消火
는 초기 화재에 대한 방지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 화

염이 일어난 화재에서는 연기독성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일

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내 (Park, 2003). 

난연 성능 기준은 탄화면적이 주요 성능이므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연기의 밀도나 독성에 의한 피해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과 달리 대형 화재 시 화염. 

의 전파 방지와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복사열에 대한 규제

도 미비하다(Park, Lee, Choi, & Kim, 2017).

그간 많은 연구에 의해 난연 성능의 개선이 연구되었고  , 

특히 난연 처리된 목재의 연소 독성가스가 위험성이 증가한

다는 연구가 활발하나 실내장식 재료인 벽지의 난연가공 이, 

후 위험성 증가를 국내외 시험법의 차이점과 생체실험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다만 국내의 난연 가공 후 . , 

연기 밀도나 독성 증가에 대한 유사 연구 사례는 과 Table 1

같다.

는 화재 시 방출되는 복사열이 합판의 난연 처리   Ju(2017)

여부와 상관없이 연소됨을 실험하였다 화재 초기에서는 난. 

연 합판이 착화시간의 일부 지연만 있었을 뿐 플래시오버, 

상태에 이른 화재는 방염성능이 전혀 발휘되지 (flash-over) 

않아 난연 처리가 화재 시 성능발현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

적하였다 는 난연가공 된 여러 섬유제품 . Shin & Lee(2008)

대부분에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 

유해중금속인 안티몬 의 농도가 거의 모든 제품에서 높(Sb)

게 나왔으며 특히 년이 지난 자동차 내장재에서도 안티, 10

몬의 농도가 높게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여 난연 가공 자체

의 유해성을 연구하였다 은 방염물질이 오히려 . Won(2008)

화재 시 유해한 가스를 방출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국내 시험방법의 오류를 문제제기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적 .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Samples

Material Contents Input Output Percentage

Yarn 100% Viscose Rayon 100g/㎡ 100g/㎡ 42%

Backing

44% Woodpulp

16% Polyester

40% Binder & Fillers

90g/㎡ 90g/㎡

17%

6%

15%

Adhesive
40% PVAc copolymer

60% Water
100g/㎡ 50g/㎡ 21%

Total 290g/㎡ 240g/㎡ 100%

시험으로 제시된 여러 시험 중 콘칼로미터를 이용한 실험

을 수행하여 난연 처리 후 연기의 독성이 오(ISO 5660-1)

히려 증가함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실내장식재의 난  

연 성능 규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시험은 셀룰로오, 

스와 같은 천연재료의 연소연기밀도와 가스 독성을 증가시

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시험은 총 세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 , 

여러 가지 섬유 중 셀룰로오스 함량이 가장 높은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벽지를 제조한 뒤 난연 처리 없이 한국 KS M 

와 유럽의 의 규격시험을 시행하였다 둘째7305 EN13501-1 . 

로 같은 시료를 난연 처리 하여 한국과 유럽의 시험을 재, 

실험 하여 난연 처리 전 후의 달라진 양상을 비교하였다 셋· . 

째로 달리진 연기의 밀도와 독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소방, 

청고시 제 의 연기밀도 와 가스유해성 2019-2 (ASTM 662)

을 통해 난연 전 후의 차이를 대조하였다KS F 2271 · .

시험방법III.�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비스코스 레이온 방적사를 부직포

에 배접하여 스트링벽지를 제조하였다 스트링벽지는 셀룰로. 

오스계 원사를 나열하여 원지와 배접한 섬유벽지로 제직공

정을 생략되었으나 섬유자체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 벽지다, 

(Lee, Kang, & Kim, 2017). 

표면의 비스코스 레이온은 수로 방적된 실 가닥을 합  24 2

연하여 원사로서 사용하고 후면의 부직포는 , Ahlstrom- 

에서 생산된 습식부직포를 사용하였으며 표면 Munksj , ö社
레이온과 부직포의 배접에는 국내에서 제조된 공중합PVAc

체를 사용하였다 각 제조사에서 제공한 구성성분과 시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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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투입량 건조 후 중량은 와 같다, Table 2 .

난연가공�전�시료1.�

시편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다 과 같이 폭 . Figure 1

원지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총 가닥의 실을 인960mm , 1,700

치당 가닥이 되도록 바디에 통과시켜 부직포와 배접하여 45

벽지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벽지는 약 의 열 실린. 95±5°C

더에 약 분간 감아 수분을 건조하였다 건조 후 7 (Figure 2). 

벽지 내의 수분은 약 였다 본 시편은 연구결과에 난연 10% .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표기로 NTS(Non fire-retardant 

로 기재 하였다Treated Sample) .

� � � �

Figure� 1.� Sample�Manufacturing� Process� and� Structure� Diagram
(drawn by authors, 2019)

� � � � � � �

Figure� 2.�Manufacturing� a� String�Wallcovering� and� Drying
(taken by authors, 2019)

난연가공�후�시료2.�

난연 가공 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가공으로 국내 , ESC

에서 공급된 난연제 을 원액으로 사용하였ESCON-830社
다 본 난연제는 난연 성능를 보이는 여러 원소 중 효과가 . 

우수하며 가장 해가 적은 인 계 난연제이다(P) (Ahn, 2010).

  난연제는 비스코스 레이온이 붙어있는 표면에 패딩

하여 시료에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였다 난연제 (padding) . 

도포 후 상기 배접 건조 조건과 같은 방식으로 약 95±5°C

의 열 실린더에 분간 감아 건조하여 함수율이 내외가 7 10% 

되도록 하였다 본 시료는 연구결과에 난연처리 시료라는 뜻. 

의 로 표기 하였다FTS(Fire-retardant Treated S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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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Figure� 3.� Padding� Fire� Retardant� on� String�Wallcovering
(taken by authors, 2019)

Table� 3.� Korean� Standard� Test� Items� by� KS� M� 7305

Test� Items Parameter

Residual Flame (sec.) 3 sec.≤ 

Residual Flame Spreading (sec.) 5 sec.≤ 

Carbonized Area ( )㎠ 30≤ ㎠

Carbonized Length ( )㎝ 20≤ ㎝

Table� 4.� EN� 13501-1� Test� Item

Test� Items Abbreviation Parameter

Fire Growth Rate FIGRA 120(B)≤ 

Lateral Flame Spread LFS 7.5(B)≤ 

Smoke Growth Rate SMOGRA yes(B)

Total Heat Release for 600s THR 600s 30(s1)≤ 

Total Smoke Production 600s TSP 600s 50(s1)≤ 

Non-occurring of Flaming Droplets/Particles Droplet yes(d0)

국내외�시험규격3.�

한국 기준인 의 시험 기구는 와 같으KS M 7305 Figure 4

며 시험체를 연소시험기 안에 도로 기울여 거치한 뒤 , 45

의 불꽃을 시료의 중앙에 닿도록 하여 초간 시험한45mm 60

다 시험은 총 회 실시하며 탄화면적과 탄화길이는 가장. 3 , 

긴 부분을 합리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 같다. Table 3 .

유럽의 은 시험의뢰자가 지정한 벽을 세워 시  EN13501-1

험하므로 코너 벽 시험이라고도 불린다 유럽의 ‘ ’ (figure 5). 

시험 항목은 다음 와 같다Tab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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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45°� Test
(KS, 2017, p.10)

Figure� 5.� Conner�Wall� Test
(taken by authors)

Table� 5.� Non-treated� Sample� Tested� by� KS� M� 7305

Test� Items NTS1 NTS2 NTS3 NTS� Mean Parameter

Residual Flame (sec.) 127.5 144.7 151.3 141.2 3 sec.≤ 

Residual Flame spreading (sec.) 0 0 0 0 5 sec.≤ 

Carbonized Area ( )㎠ 375.0 375.0 375.0 375.0 30≤ ㎠

Carbonized Length ( )㎝ 25 25 25 25.0 20≤ ㎝

국내외�규격시험결과IV.� ·

난연가공�전�시료1.�

한국 1) KS M 7305

난연 가공 전 시료 를 각 회 (NTS, Non Treated Sample) 3

씩 시험하여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공 전 시료Table 5 . 

는 회 모두에서 탄화면적 탄화길이 로 전소3 375 , 25cm㎠

하였다( ) .全燒

유럽 2) EN13501-1

유럽 기준의 시험결과는 불꽃증가 가 총열량(FIGRA) 108.4, 

이 횡단연소 는 벽지의 폭보다 좁아 난(THR600s) 1.5, (LFS)

연 최고등급인 로 판정되었다 연기증가량 은 B . (SMOGRA) 0, 

총발열량 은 로 역시 최고등급인 로 판정되(TSP600s) 35.9 s1

었으며 용융체 가 발생하지 않아 로 판정 되었다, (Droplet) d0

(Table 6).

난연가공�후�규격�시험2.�

한국 1) KS M 7305

대안시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에 적합여부를 시KS M 7305

험한 결과 난연 처리를 거친(FTS, Fire-retardant Treated 

개의 시료 모두에서 국내 기준에 적합한 수준을 Sample) 3

보였다(Table 7).

이를 난연 처리 전 후 시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 (Table 

난연 처리 전 탄화면적이 난연 처리 후 탄화면적8) 375 , ㎠

은 로 처리 전 시료가 전소 한 것과는 매우 다른 결19.5㎠

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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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on-treated� Sample� Tested� by� EN13501-1

Sample Test� Items Test� Result Parameters

NTS

FIGRA0.2 MJ (W/s) 108.4 120 (B)≤ 

THR600s (MJ) 1.5 7.5 (B)≤ 

LFS < edge of specimen - yes(B)

SMOGRA (m2/s2) 0.0 30(s1)≤ 

TSP600s (m2) 35.9 50(s1)≤ 

Non-occurring of Flaming Droplets/Particles - yes(d0)

Table� 7.� Fire� Retardant-treated� Sample� Tested� by� KS� M� 7305

Test� Items FTS1 FTS2 FTS3 FTS�Mean Parameter

Residual Flame (sec.) 127.5 144.7 151.3 141.2 3 sec.≤ 

Residual Flame Spreading (sec.) 0 0 0 0 5 sec.≤ 

Carbonized Area ( )㎠ 375.0 375.0 375.0 375.0 30≤ ㎠

Carbonized Length ( )㎝ 25 25 25 25.0 20≤ ㎝

Table� 8.� Comparison� of� Non-treated� and� Fire� Retardant-treated� Sample� Tested� by� KS� M� 7305

Test� Items NTS� Mean FTS�Mean Parameter

Residual Flame (sec.) 141.2 0 3 sec.≤ 

Residual Flame Spreading (sec.) 0 0 5 sec.≤ 

Carbonized Area ( )㎠ 375.0 19.6 30≤ ㎠

Carbonized Length ( )㎝ 25.0 6.4 20≤ ㎝

유럽 2) EN 13501-1

유럽연합 기준의 시험은 가공 전에 비해 가공 후 시료에서 

불꽃 은 일부 줄어 들었으나 초간 총열량(FIGRA) , 600

이 약 증가 하였다 처리 전 시료에서는 연(THR600s) 10% . 

기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데 비해 처리 후 시료는 

의 연기증가 가 발생하였으며 초20m²/s² (SMOGRA) , 600

간 총연기발생량 도 약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TSP600s) 30% 

다(Table 9). 

난연�가공�전후�연기에�관한�시험V.�

상기 시험에서 연기 량이 증가 하였으므로 난연 처리 전후, 

의 연기로 인한 위험성 증가를 증명하기 위해 소방청고시 

제 에 규정된 시험과 가스유해성 2019-2 ASTM E 662 KS F 

을 수행하였다2271 .



이준한� 김선미�·� /� 난연�처리된�실내장식섬유의�연기�위해성�증가에�관한�연구� � � � � � � 37

Table� 9.� Fire� Retardant-treated� Sample� Tested� by� EN� 13501-1

Parameter NTS FTS Parameters

FIGRA0.2 MJ (W/s) 108.4 73.8 120 (B)≤ 

THR600s (MJ) 1.5 1.7 7.5 (B)≤ 

LFS < edge of specimen - - yes(B)

SMOGRA (m2/s2) 0.0 20.3 30(s1)≤ 

TSP600s (m2) 35.9 46.8 50(s1)≤ 

Non-occurring of Flaming Droplets/Particles - - yes(d0)

Table� 10.� Non-treated� Sample� Tested� by� ASTM� E� 662

Items NTS1 NTS2 NTS3 Max� Smoke� Density

Max Value (Dm) 48.4 31.9 32.7

31.8Correction Factor (Dc) 1.5 1.0 0.9

Corrected Value (Ds) 46.9 30.9 31.8

Table� 11.� Fire� Retardant-treated� Sample� Tested� by� ASTM� E� 662

Items FTS1 FTS2 FTS3 Max� Smoke� Density

Max Value (Dm) 133.4 140.9 162.1

136.9Correction Factor (Dc) 3.4 4.0 3.4

Corrected Value (Ds) 130.0 136.9 158.7

연기밀도 1) ASTM E 662

연기밀도 시험결과 난연 처리 전 시료 에서 최대 연기(NTS)

밀도는 이 검출되었으며 난연 처리 후 시료31.8 (Table 10), 

에서 최대 연기 밀도가 로 나와 두 시료간의 차(FTS) 136.9

이가 약 배로 나타났다4.3 (Table 11).

가스유해성 2) KS F 2271

선행 시험에서의 연기 량의 증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마우스 행동정지 시간을 측정하였다 시험결. 

과 난연 가공 전 시료에 대한 평균 마우스 정지 시간은 14

분 초 가공 후는 분 초로 평균행동 정지 시간은 09 , 13 57 12

초 차이가 나 난연 벽지가 처리 후 벽지가 생체 운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13). 

 이러한 결과는 난연 처리된 벽지 연소가스 유해성 증가가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실제로 , 

화재 시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높은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의 마우스 행동 그래프를 보면 전체 객체의 행동  Figure 6

이 둔화되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그래프는 가공 . 

전 시료를 아래 그래프는 가공 후 시료에 대한 마우스 운, 

동을 나타낸다 가공 전 시료는 약 초 이후부터 행동이 . 400

둔화되는 것에 비해 가공 후 시료는 약 초로 좀 더 이300 , 

르게 행동이 둔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재 시 연기 량의 증가는 의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은 물  

론 정상적인 호흡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마우스 행동. 

정지에 대한 시험을 한 결과 실제로 운동신경이 둔화되어 

화재 시 대피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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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Non-treated� Sample� Tested� by� KS� F� 2271

Items M1 M2 M3 M4 M5 M6 M7 M8

Stop Time 14:49 13:23 14:30 14:55 14:48 15:00 15:00 14:46

Mean 14:39

Standard Deviation 0:30

Mean of Stop Time 14:09

Table� 13.� Fire� Retardant-treated� Sample� Tested� by� KS� F� 2271

Items M1 M2 M3 M4 M5 M6 M7 M8

Stop Time 13:40 14:52 14:45 13:54 13:51 15:00 14:53 14:55

Mean 14:29

Standard Deviation 0:32

Mean of Stop Time 13:57

Figure� 6.� Graphs� of� Mouse� Movement
(captured by author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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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및�제언VI.�

각각의 시험을 수행한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난연 처리 . 

전 시료는 한국의 기준으로는 불합격 유럽연KS M 7305 , 

합 난연 최고 등급 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B-s1,d0 . 

결과에는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시험. 

방법은 시료를 공중에 띄운 채로 아무 구조물이 닿지 않는 

환경에서 도로 연소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은 45 . 

각각 벽지가 사용되는 환경이 비슷하데 조성하기 위해 각각 

석고보드에 접착제로 벽지를 부착한 뒤 시험하는 차이가 있

기 때문에다 둘째로 국내의 판단 기준은 벽지의 연기발생량. 

은 검사하지 않고 탄화면적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유럽은 , 

연기발생량이 화염전파와 같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

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행한 연기밀도와 가스 유해성에 관한 시험에  

서 한국 기준에 맞도록 난연 처리한 시료가 난연 무처리 시

료에 비해 연기밀도가 높고 가스 유해성 또한 높아지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가스유해성에서 난연 처리된 벽지가 . 

처리 전 벽지에 비해 운동신경을 저하시키는 점이 관찰되었

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방염제도가 유럽에 비해 실제 

의 화재 안전과는 상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불꽃에 의한 , 

탄화면적 위주의 난연 성능은 오히려 연기밀도와 독성을 증

가시켜 화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앞으로 .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유럽뿐만 아닌 미국이나 일본의 난연 , 

규제에 대해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난연 규제가 올바른 방향

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 

생명을 지키고 소방과 실내 장식물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

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Ahn, Y. (2010). Weaving design of flame retardant 

jacquard fabrics for bedding.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4(5), 102-111.

Cho, K. (2009). A Study for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by using the cone 

calorimeter and FTIR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Ju, J. (2017). A study on the variation of 

flame-resistance performance with temperature rise of 

flame-resistance treated plyw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Korea Fire Institute [KFI]. (2001). 방염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lame-retardant systems]. Yongin: KFI.

난연도료를 도장한 바탕재의 Kong, Y., & Lee, D. (2005). 

화재 위험성 평가 [Evaluation of fire risk of flame 

retardant painted mater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ailway, 8(4), 58-66.

Korea Standard [KS]. (2017). 벽지 KS M 7305, [KS M 

7305, wallpaper]. Seoul: KS.

재료의 난연화 및 발연성에 관한 고찰 Lee, J. (1974). [A 

study on the fire retardant material and fuming]. 防災
와 保險 [Disaster Prevention and Insurance], 3, 67-73.

Lee, J., Kang, Y., & Kim, S. (2017). A study on the 

cold pad batch dyeing of a string wallcovering with 

reactive dyestuff.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1(2), 

105-112. doi:10.12940/jfb.2017.21.2.105

Park, M. (2003). A study on total fire risk assessment 

for wallpa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Kimhae, Korea.

Park, S., Lee, H., Choi, S., & Kim, S. (2017). A study 

on carbonization pattern of wallpaper according to the 

hydrothermal temperature of walls. Proceeding of 2017 

Autumn Conference on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pp. 9-10). Seoul: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Park, Y., Lee, D., Hyun, S., & Yoon, M. (2004). A 

study on fire risk assessment of fire retardant paint. 

Proceeding of 2004 Summer Conference on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pp. 15-19). Seoul: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Shin, J., & Lee, K. (2008). Analysis of toxic heavy 

metals in textiles treated with flame retarda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Living Environment System, 15(4), 

454-458.

Won, D. (2008). Smoke toxicity of flame-retardant 

materials and the prediction of the inhalation gases 

and their toxi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Yongin, Korea.

Received (June 6, 2020)

Revised (June 22, 2020)

Accepted (July 1,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