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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구조 내화성능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of
Fire Resistance Roof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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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minimize the damages under fire conditions in buildings, the main structural members of buildings shall be fire-resistancerated structural members. For the roof which is one of the main structural members, the relevant authority only specifies the prescriptive fire-resistance-rated roof frames whos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has been checked by the relevant authority in building laws at present. But, these prescriptive fire-resistance-rated roof frames don't properly reflect the recent construction materials
and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methods of construction as a long time has passed. Consequently, it is needed to reset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roof constructions specified as the present main structural
member and the prescriptive fire-resistance-rated construc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give the fundamental materials that prescriptive fire-resistance-rated roofs are departmentalized as each structure by evaluating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of the roof
construction specified as the present main structural member and the prescriptive fire-resistance-rated construction.
Key words : Fire resistance rat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Fire resistance rated roof,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요

지

건축물은 화재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일정 수준의 내화구조로 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구조부 중 하나인 지붕의 경우 현재 지붕틀에 대하여만 내화성능을 정부에서 확인하여 인정한 법정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경우도 규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최근의 건축재료 및 공법의 기술발전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요구조부와 법정내화구조로 규정된 지붕구조에 대한 성능확인 등을 통한 내화성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주요구조부와 법정내화구조로 규정된 지붕 구조를 대상으로 내화성능을 평가하여 내화구조
를 세분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내화등급, 내화성능, 내화구조 지붕, 분류체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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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는 ‘지붕’으로 규정 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 적용대상의 설정
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법정내화구조에 규정된

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주

지붕에 대하여 구조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분의

요 구조부(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계단)는 화재에 안전

내화성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법제정 초기에 성능

하게 견딜 수 있는 일정 성능의 내화구조 이어야 한다. 현재

확인이 생략되고 제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최근의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건축재료 및 공법기술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화성능을 정부가 인정한 법정

이다.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31호

현재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 추세에 따라 화재로 인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는 규칙 제3조의 ‘기타 내화

피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 구조,

구조의 성능지정’에 근거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부위별로 내화성능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있다.

위해 내화성능 평가를 근거로 한 법정내화구조의 재설정이

하지만 건축물 주요 구조부중 하나인 지붕틀이 ‘건축물 피
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법정내화구조에서

요구된다.
이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구조부중 하나인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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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과 법정내화구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 구조를 대상으로

조)으로 정한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

내화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각 구조별로 법정내화구조 설정을

재별 내화구조의 시방기준은 「내화구조의 구조방법을 정하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는 요건」 ‘건설성고시 제1399호(2000. 5. 30)’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법정 내화구조

일본의 지붕구조에 대하여는 30분의 내화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2.1 국내 현황
국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내화구조를 “화재에 견딜 수 있

미국의 내화구조 규정은 미국 내 각 주정부에서 해당 주의
여건에 적합한 규정을 채택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규

합한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정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 중 IBC
Chapter 7. Fire-Resistance-Rated Construction Section 719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계단)는

Prescriptive Fire Resistance에서는 지붕구조에 대해 바닥에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포함된 구조로 천장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나

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

건축법 50조 제①항에서는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건축물 피난·방

독일 등에서도 지붕틀과 천장이 포함된 전체 지붕 구조에 대
한 내화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내화구조를 법

3. 지붕틀 내화성능 평가

으로서 규정한 시방규정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붕에 대한 국내 법정내화구조는 아래의 시방기준을 만족하
면 최대 30분의 내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Table 1. Prescriptive fire-resistance-rated roof frame structure
구조부

시방기준

지붕틀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2.2 국외 현황
일본은 내화구조에 대하여 ‘건축기준법 제2조 7호’에서「철
근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구조로서 정령(건축법시행령 제10

3.1 개요
건축법에 건물의 주요구조부로 규정된 지붕틀 구조의 내화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평가대상인 지붕틀 구조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철재 보
강 콘크리트블록·벽돌 및 유리블록으로 구성하여 국내에서
1시간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철강재 지붕판을 4면으로 지지하
는 구조로 설정하여 제작하였다.
평가방법은 KS F 2257-1의 표준시간온도곡선을 적용한 비
재하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Table 4 Test roof frame structures
구조

Table 2. Prescriptive fire-resistance-rated roof structure(JIS)
시간

철재 보강 블록조(콘크리트블록)

구조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② 철재에 의해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망콘크리트 또는 철망 모르터를 깐 것, 또는 철망 콘
30분
크리트, 철망모르터, 철재로 보강된 유리 블록 또는 망
이상
입 유리로 만들어진 것.
④ 철근콘크리트제 패널로 두께 4 cm 이상의 것.
⑤ 고온·고압 증기 양생된 경량 기포콘크리트제 패널.

크기
3 500 × 4 000 × 200
(W × L × H)

철재 보강 벽돌조(시멘트벽돌)
철재 보강 유리블록조

3.2 평가기준
시험체에 대해 KS F 2257-1의 차염성 및 차열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험중 지붕틀 이면으로의 화염 및
개구부 발생과 지붕틀 붕괴 여부를 관찰하고, 지붕틀 이면

Table 3. Prescriptive fire-resistance-rated roof structure(IBC)
부재

피복재

RC 바닥/지붕

규산질 골재 콘크리트

바닥 또는
지붕구조

천장구조

규산 혼합
콘크리트

천장이 없는 슬래브, 비응력
(nonprestress) 보강재
(reinforcement) 최소커버 3/4 inch
(19.1 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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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피복두께, inch(mm)
4시간
1¼
(101.6)

3시간
1
(25.4)

지붕 또는 바닥두께, inch(mm)
4
3
2
1
시간
시간
시간
시간
7.0
(177.8)

6.2
(157.5)

5.0
(127.0)

3.5
(88.9)

2시간
1
(25.4)

4
시간
-

1시간
¾
(19.1)

천장 최소두께, inch(mm)
3
2
1
시간
시간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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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ire resistance performance criteria
구분

성능기준

차
염
성

1) 면패드 적용
시험체 표면에 발생한 개구부, 화염에 30초간 면패드 접촉
시 착화되지 않을 것
2) 이면 화염 발생
시험체이면에서 10초이상지속되는화염이발생하지않을것

차
열
성

1) 이면최고상승온도
이동열전대 포함한 모든 이면열전대의 측정온도가 초기평
균 온도보다 180 K를 초과하지 않을 것

3.3 시험결과
시험체의 내화성능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Test results of specimens
시험체

측정
시간
(분)

철재 보강 블록조

30

철재 보강 벽돌조

30

철재 보강 유리블록조

15

차염성
면패드 적용,
이면 화염발생
없음
이면 화염 발생

차열성
내화
최고 온도 성능
(분)
(oC)
88

30

97

30

229

12

시험 결과 철재 보강 블록 및 벽돌조 지붕틀은 시험중 지
붕틀 모서리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지붕틀의 붕괴나
이면으로의 화염은 발생하지 않아 차염성 기준을 만족하였다.
시험중 측정한 이면상승온도는 시험체의 블록·벽돌간 접합
부에서 각각 88oC와 97oC의 이면최고상승온도를 나타내 차
열성능기준인 180oC를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철재 보강 블록 및 벽돌조 지붕틀의 경우 30분 내
화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재 보강 유리블록 지붕틀은 시험후 4분 경과 시 유리블
록이 파열되었으며, 11분 경과 시 파열된 유리블록의 이면상
승온도가 차열성능기준인 180oC를 초과하였다. 시험후 12분
도달시 유리블록의 이면상승온도가 229oC로 측정되고 유리블
Fig. 1. Test specimens

록 파열부로 화염이 노출되어 시험을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유리블록 지붕틀은 내화성능 30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내화구조의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4. 지붕 내화성능 평가
4.1 개요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보 구조에 포함되어 명시된 지붕틀 구조중 “철골조
공장 건물로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의 높이가 4 m 이상인
경우”는 지붕틀에 대한 내화구조 확보를 생략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장건축물이 이에 따라 지붕 및 지붕틀 모두 내화
Fig. 2. Standard time-temperature curve(KS F 2257-1)

피복 등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시공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재시 지붕틀 및 지붕의 붕괴로 인한 화재 확산

한면당 2개(블록·벽돌 표면 1개, 블록·벽돌간 접합부 1개)
로 총 8개부에서 이면상승온도를 측정하였다.
지붕 구조 내화성능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실험적 연구

등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철재 트러스 지붕 구조와 법정내화구조에서 정하고
165

Fig. 4. Test specimens during the test
Fig. 3. Temperature rise of the specimens
Table 7. Test roof frame & roof structures
구조

있는 망입유리 지붕 구조에 대한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법정
내화구조 지붕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험체는 1시간 내화성능의 철강재 지붕판을 지지하는 철
재 트러스 지붕 구조로 트러스의 내화피복 유무에 따른 2개

철재
트러스
지붕

Glass wool 철강재 지붕판,
100t + 트러스(H-200×100)
내화뿜칠피복
Glass wool 철강재 지붕판,
100t + 트러스(H-200×100) 무피복

시험체, 망입유리 지붕은 평지붕과 경사지붕 2개 시험체, 총
4개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평가방법은 KS F 2257-1의 표준시간온도곡선을 적용한 비

망입
유리 지붕

재하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망입유리, 6.8t
+ 지붕틀(H-150×150)

크기
3300 × 4400 × 972
(W × L × H)

3300 × 4350 × 972
(W × L × H)
3300 × 4350
(W × L)

4.2 평가기준
시험방법은 KS F 2257-1의 표준시간온도곡선을 적용한 비
재하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체의 내화성능 확보

지붕구조의 성격상 차열성 기준에 의한 이면상승온도 측정은

여부를 트러스의 내력 상실, 망입유리 파손 등에 의한 지붕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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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여부로 판단하기 위하여 KS F 2257-1에서 규정하는
하중지지력과 차염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단 외부면에 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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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st specimens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Fire resistance performance criteria
구분

지붕 구조 4개 시험체에 대한 내화시험결과 현재 “철골조

성능기준

공장 건물로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의 높이가 4 m 이상인

하중지지력 1) 구조물 붕괴 여부

차염성

1) 면패드 적용
시험체 표면에 발생한 개구부, 화염에 30초간 면패
드 접촉시 착화되지 않을 것
2) 이면 화염 발생
시험체 이면에서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이 발생
하지 않을 것

경우”에 지붕틀에 대한 내화구조 확보를 생략하는 규정은 유
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정내화구조에서 규정하는 망
입유리 지붕 구조도 내화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연구결과
현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로 지붕틀이 규정
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4.3 시험결과
시험체의 내화성능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칙”의 법정내화구조에서는 지붕에 대하여 30분의 내화성능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지붕/지붕틀의 적용대상

Table 9 Test results of specimens
시험체

측정 시간 하중
(분)
지지력

철재 트러스 지붕
(내화피복)

60

철재 트러스 지붕
(무피복)

60

망입유리 지붕
(경사지붕)

30

망입유리 지붕
(평지붕)

30

차염성

내화 성능
(분)
60

면패드 적용,
구조물
이면 화염발생
붕괴 없음
없음

선정 등 법규 적용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구조부재중 지붕에 대하여 ‘건설성고시
제1399호’에 콘크리트조, 블록조, 벽돌조, 석조, 철재로 보강
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구조와 철근콘크리트패널 4 cm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 구조를 30분 내화성능으로 규정하고

60
30
30

있으며, 미국 등 기타 국가에서도 바닥에 포함된 구조로 천
장과 함께 지붕에 대한 내화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건축법의 주요구조부로 규정된 지붕틀 역
시 제정 초기 지붕을 대상으로 한 것을 지붕틀로 개정하면서
별도의 성능확인이 생략된 것으로 내화성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험 결과 철재 트러스 지붕과 망입유리 지붕 모두 시험중

이에 국내 법정내화구조에서 규정한 일부 지붕 및 지붕틀

트러스의 변형, 망입유리 균열 발생 등에관계 없이 30분 이

구조에 대한 내화성능 실험결과 다음과 같이 지붕틀을 포함

상의 하중지지력과 차염성을 만족하여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한 지붕 구조에 대한 법정내화구조 분류안을 제시하고자 한

지붕 구조 내화성능 분류체계 설정을 위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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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st specimens after the test
Table 10. Proposal of classification system of prescriptive fireresistance-rated roof frame structure
현행

제시안

구조

내화
성능
(분)

구조

내화
성능
(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30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30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30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30

철재로 보강된 유리
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것

30

철재로 보강된 망입
유리로 된 것

30

따른 법정내화구조 분류안을 제시하였다.
3) 현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중 ‘지붕틀’
과 법정내화구조에서 규정하는 ‘지붕’이 현장에서 내화
구조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외국의 경우도
지붕틀에 대한 내화성능을 규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건축
법에서 규정하는 주요구조부인 ‘지붕틀’은 ‘지붕’으로 변
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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