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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fire safety characteristic of the FRP vessel.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fire accidents of FRP vessel and investigated the rules of

domestic and other country for the structural fire protection standard of FRP vessel. We

suggested the fire-retardent resin quality standard, and the improvement program for fire

safety of FRP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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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S)에서는 Ⅱ-2장에 선박의 방화구

조에 한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

내 기준에는 국제항해를 하는 형선에 하

여는 방화구조나 소방설비에 해서 적용범위

와 적용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

내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소형선박과 같은 경

우에는 화재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의 적

용이 면제되거나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등록선박중 2톤미만의 선박을 포함 총

톤수 10톤미만의 소형선박은 80,011척이고

그 중에서 FRP재질 선박은 59,523척(약

74.4%)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용도별로

분리하면 어선이 59,212척으로 99.5%의 점유

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교적 안전관

리가 허술한 다수 어선들이 가연성 재료인

FRP를 선체재질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 선박

은 화재 발생시 전소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선박의 경우

화재안전성은 형선박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어선 해양사고

중에서 종류별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해양사

고 중 화재∙폭발사고는 10.7%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지만 선박용도별로 구분하면 이중에

서 어선이 88.2%를 점유하고 있다. 물론 이는

상 적으로 소형선박과 어선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FRP재질의 선박이 화재에

취약한 증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FRP재질 선박의 국내외 방

화기준을 조사, 분석하고 그에 따라 국내 FRP

선박의 화재안전 개선방안에 해 고찰하기로

한다. 

2. 국내FRP선박의방화구조관련기준

선박방화구조기준이나 해상인명안전협약의 화

재 안전에 관한 규정은 적절한 방화구조설비를 이

용하여 승선원의 인명과 재산보호, 인접구획으로

의 화염확산 방지, 화재예방 수단을 목적으로 하

며, 적용 상은 강선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을 사

용하는 선박이다. 즉, 해상인명안전협약과 선박방

화구조기준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항

행구역 및 톤급에 따라 각 구역에 인접한 상관관

계를 고려하여 정해 놓은 방화기준이다.

따라서 가연성재료인 FRP를 선체재질로 사용

하는 선박은 해상인명안전협약이나 선박방화구조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방화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여기서 FRP선박의 방

화구조란 FRP 선박에 있어서 화재의 발생을 억재

하거나 화재발생시 화재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

화조치 관련사항을 의미한다. 

국내에 있어서 FRP 선박의 방화구조 또는 각

구획에서의 방화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선박방화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선박(FRP)의 선체구조기

준,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선박기관기준, 소형선

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산재

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내용은 생략하고 이들

내용을 구획별로 적용 상 선박 및 기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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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및 가열 기구 관련 방화조치

■ FRP선박의 기관구역 방열구조

■ 기관구역의 기타 방화조치

■ 연료유 탱크의 방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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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난로, 레인지, 전열기 사용 장소의 방화조치

적용 상 기 준 내 용 관련
선 박 조항

모든

선박

GT

≥10

GT

< 10

방화1)

66조

소형2)

61조

받침 및바닥: 불연재

불연물인 경우 : 난로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0.3m 이상격리

불연물이외인 경우 : 난로 등의

측면0.6m, 상단0.9m이상격리

연돌 : 폭로갑판상 높이 1m이상,

방열조치 안한 경우 불연성재료

와0.3m이상격리

거주구역배기용닥트: 방열조치

받침 및바닥: 불연재

불연물인 경우 : 난로 등의 측면

및상단으로부터0.3m 이상격리

불연물이외인 경우 : 난로 등의

측면0.6m, 상단0.9m이상격리

연돌 : 방열조치 안한 경우 가연

성재료와0.3m이상격리

표 3.  기관구역의 기타 방화조치

충분한통풍, 화재시연기방출조
치강구, 개구의수최소유지
개구및통풍장치: 기관실외부에
서조작가능한폐쇄장치
연료유, 윤활유 등의 관장치 : 강
또는금속제

통풍이 양호한 장소 또는 적당한
통풍장치설치
가연성 주위 구조인 경우 충분한
간격확보또는난연성재료로보호
배기관, 소음기및기관실고온부
: 적당한방열장치
연해구역을항해하는경우
- 개구: 기관실외부에서조작가

능한폐쇄장치
- 통풍장치: 기관실외부에서정

지가능할것
- 기름 등 가연성액체의 관 : 강

기타적당한재료사용

적용 상 기 준 내 용 관련
선 박 조항

모든
선박

여객선

GT
≥10

GT
< 10

GT
< 10

방화4)

60조
강선5)

384조
기관6)

148조
112조

소형7)

19조,
23조

소형
60조

1) 선박방화구조기준
2)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
3) 강화플라스틱(FRP)선의선체구조기준

4) 선박방화구조기준
5) 강선의선체구조기준
6) 선박기관기준
7)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

표 2.  FRP선박의 기관구역 방열구조

기관실 주위벽 내부(천정 및 바

닥포함) : A60급 또는 동등한

방열재 시공

경하흘수선 300mm하방 : 난연

수지 3회(3mm)이상 적층 가능

기관실 주위벽 내부 : 난연수지

3회(3mm)이상 적층 또는 동등

이상 방열재시공

GT<100 여객선과 동일

-

적용 상 기 준 내 용 관련
선 박 조항

여객선

여객선

이외의

선박

GT

≥

100

GT

<100

GT

≥10

GT

<10

FRP3)

67조

표 4.  연료유탱크의 재질

금속제(선박기관기준 제43조에
강제 이동식 연료유탱크에 관한
강판 두께기준이 있음)

FRP재 가능-기관실등 항시 화
기취급장소와 접한 탱크표면 :
불연재로 둘러싸거나 난연수지
3회(3mm)이상 적층

적용 상 기 준 내 용 관련
선 박 조항

여객선

이외의

선박

가솔린
내연
기관

기타
기관

여 객 선

FRP

70조



<표 2>와 같이 FRP선박의 기관구역 방열구조

에 있어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선체구조기준

제67조 제5항에 따라 100톤이상 여객선의 경우

기관실 주위벽 내부(천정 및 바닥포함)를 A60급

또는 동등한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박방화구조기준이나 SOLAS의

CAHPTERⅡ-2 (방화구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

이 A급 구획이란“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

용한 구조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FRP를 방

화의 관점에서 강과 동등한 재료로 볼 수 없으므

로 A60급 또는 동등한 방화조치 요구사항을 만족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은 2005년도의 무인기관실에 효과

적인 소화장치 개발 연구에서 FRP 적층판에 A60

급에 준하는 방열재를 시공한 경우 내화시험 결과

약 B30급 정도의 방화구조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

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P 선박

에 있어서 특별한 추가적인 방화조치를 취할 방안

이 마땅히 없으므로 동 기준의 A60급 또는 동등

한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는 규정은 강선에 있어

서 A60급 구획에 시공하는 것과 동등한 방열재를

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기관기준 제112조(관장치 재료의 사용제한)

에서 보면 윤활유 및 연료유 등의 관장치 에는 강

재 또는 주철, 동제 등 금속제8)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톤수 10톤미만의 선박에 적용되는 소형

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의 제30조(연료유탱크의

설비) 제4항에는 유리유면계를 설치하도록 의무

화 되어 있을 뿐 강제 이외의 재질의 관장치에

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고무호스 등의 가연성

재질로 된 연료유관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며 이에 따라 화재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므로 금속제 이외의 관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본의 방화구조 관련규정

3-1. 일본소형선박안전규칙

(2002.7.26.개정, 국토교통성령 제 91호)

선박안전법 (1933년 법률 제 11호)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기초로 소형선박안전규칙은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소형선박(총톤수 20톤미만)과 관련한 규

정은 국내의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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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 - 65호(2006. 9.28.)개정된 선박기관기준 제112조(관장치 재료)에는 윤활유 및 연료유 관장치의 재
료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추가

제7장의2  방화장치 (제72조2�제74조)

(선체의 방화조치)

제72조2 내연기관 등에 근접해 있어 연소의 위

험이 있는 선체 부분 및 구조물은 금속판 등

난연성 재료로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강

구해야 한다.

(여객선의 방화조치)

제72조3 여객선은 그 항행구역에 따라 고시로 정하

는 요건에 적합한 방화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2 소형선박 안전규칙에 관한 세칙

가. 연료유장치의 구조

분젠버너에 의해 <그림 1>과 같은 불꽃을 만

들어 내염의 끝단을 공시체의 외면에 고 10

분간 이상(수상 오토바이 등 수상에서 횡전복,

재항주를 거듭해서 사용하고, 화염에 한 고

려가 이루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는 2분 30초간

으로 해도 무방하다) 가염 하여 내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시험 후 정판상 2.5 미터의

수두압력에 견딜 것. 단, 보호커버가 붙어 있는

선외기 두상설치형 연료탱크이면서 용량이 5리

터 이하의 것에 사용되는 재료에 있어서는 가

염시간을 30초간으로 해도 무방하며 용량이 10

리터 미만의 고분자재료의 연료유탱크에 해

서는 외국의 공인기관의 증명서를 갖고 있고

외국규칙의 적용상황을 조사해 적당한 것이라

인정된 것은 연료탱크의 내염시험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나. 연료유관의 재료

■ 강관

■ 동관

■ 알루미늄관

■고무호스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의 어느 것

인가에 적합할 것.

JIS K 6343 「송유용 고무호스」의 규정 가운데

고무층의 인장강도 또는 인장시험, 고무층의 노화

시험 및 고무층의 내유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내경

이 26mm 이하의 것

(가) 선외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경이 13mm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15초간 가열하고,

그 후에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압력

을 걸어 새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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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1. 연료유탱크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

료를 사용할 것. 또한 용이하게 유량의 확인,

내부의 점검 및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부는

견고한 뚜껑으로 확실하게 폐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3. 연료유관 및 그 연결부는 사용하는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종류의 것으로

하고, 또한 연료유탱크 벽에 연결하는 부분에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콕크를

설치해야 한다.

4. 연료유탱크에는 공기관을 만들어 그 끝을 배

출가스에 의한 위험이 없는 장소로 가져가고,

배출가스 유통의 방해 또는 파랑의 침입의 위

험이 없도록 장치해야 한다.

5. 가솔린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994년 5월 운수성령 19호] 

(주) 내염의 끝을 공시체에 댈 것.

그림 1.  연료유탱크 재료의 내염시험



(나) (가) 이외에사용되는것으로내경이13mm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30초간, 내경이

13mm를 넘고 26mm 이하의 것에 있

어서는 60초간 가염하고 그 후 최고사

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을 걸어 새지

않는 것.

ISO 7840 「Small Craft-Fire-resistant fuel

hoses(단정-내화연료호스)」의 요건에 적합할 것.

단,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구획 이외의 장소에 있

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ISO 8469「Small Craft-

Non-Fire-resistant fuel hoses (주정-비내화

연료호스)」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

하다. 또한 연료유탱크와 기관을 접속하는 관 등

항상 가솔린이 체류 또는 통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기 규격에 의거하는 연료 침투율 시험에 의해

연료 침투율이 4g/㎡h 이하의 것(「A1」또는「B1」

일 것(<표 5> 참조) 

다. 연료유장치의 배치

제36조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외기의 두상식 연료유 탱크 벽의 표면온도가

43℃를 넘지 않도록 방열조치를 하고, 누유를 차

폐하는 조치를 했을 때로 할 것. 단, 연료유 탱크

벽의 표면온도가 43℃를 넘지 않는 것은 이 제한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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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료호스의 사용구분

디 젤 연 료

「A1」

「A1」또는

「A2」

「A1」또는

「A2」

「A1」또는

「B1」

「A1」,「A2」,

「B1」,「B2」

「A1」,「A2」,

「B1」,「B2」

연료의 종류 및 사용형태 기관실내 기관실외

가솔린

연료

상시 가솔린이 체

류 또는 통과

일시적인 연료의

통과 만

비고

A: 내화연료호스

B: 비내화연료호스

1: 연료침투율이 4g/㎡h 이하의 호스

2: 연료침투율이 4g/㎡h를 넘고 12 g/㎡h 이하의 호스

제36조

1. 연료유탱크, 여과기는 배기관, 소음기 기타의

고열부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리고 해당 고열

부의 바로 위에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 배치 상 이것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

는 적당 한 방열조치 및 누유를 해당 고열부

로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이

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

2.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에 근접해 개구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주) 내염의 끝을 공시체에 댈 것.

그림 2.  내화연료호스의 내염시험 방법

125㎜

40㎜40㎜ 供試體



라. 탱크내 액량 계측장치

제37조제1호의 액량계측장치의 사용하는 재료

는 내염시험에 합격하고 또한 내유성이 있는 것이

어야 한다. 단, 무기유리 및 해당 액량계측장치가

파손된 경우라도 탱크 내의 연료유가 유출되지 않

는 구조의 액량계측장치에 있어서는 내염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연통관을 사용해 유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유리유면계」는 파손에 의해 탱크 내

의 연료유가 유출되지 않도록 밸브 또는 콕크를

설치하고, 또한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장치

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스토브 등 프로판가스의 사용에 따른 방

화 조치

(1) 스토브 등의 설치

단서규정을적용하는것은다음의것으로한다.

또한 렌지 또는 곤로의 측면 및 상단의 벽에 단

열성의 불연재를 붙인 것은 불연물에 포함해도 무

방하다.

렌지 또는 곤로의 측면 및 상단 벽과의 사이에

금속판 등의 불연성 재료의 차폐판(遮蔽板)을 설

치(측면 및 상단 벽과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설

치한 것에 한함. 이동식의 것도 좋다)한 경우는 렌

지 또는 곤로의 측면으로부터의 거리를 0.1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의 거리를 0.6미터 이상으로

해도 무방하다.

(2) 프로판가스 등의 저장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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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연료유탱크 내부의 액량을 계측하기 위

한 장치는 파손에 의해 해당 연료유탱크 내부

의 연료유가 유출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인화점이 섭씨 61도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

는 연료유탱크에는 유리 유면계를 사용하면

안된다.

제 9조 회설비(賄設備)용 또는 난방 설비용의 연

료로써 프로판가스 그 밖의 공기보다 무거운

폭발성 가스(이하 이 조에서「프로판가스 등」

이라고 함)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프로판

가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프로판가스등의

통의 설치, 가스 배관 등은 다음에서 드는 기

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소형선박에 스토브, 렌지 또는 곤로(이하

이 장에 있어서「스토브 등」이라 한다)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단, 검사기관이 스토브 등의 구조 등을

고려해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

1.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스토브 등의 받침 및 이 들을 설치한 바닥의

연소 위험이 있는 부분은 불연물로 할 것.

3. 전 호의 받침 및 바닥을 제외하고 불연물에

있어서는 스토브의 측면 및 상단에서 0.3미

터 이상, 불연물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스토

브의 측면에서 0.6미터 이상, 상단에서 0.9미

터 이상 떨어뜨릴 것.

4. 제2호의 바닥을 제외하고 불연물 이외의 것

은 렌지 또는 곤로의 측면에서 0.3미터 이상,

상단에서 0.9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5. 굴뚝의 방열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불연물

이외의 것에서 0.3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요건

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 이하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구획에 가스통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a) 가스통, 압력 조정기, 프로판가스 등의

관계(管系)(발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

을 제외한다)에만 사용되는 전용의 것

일 것

(b) 풍우 및 해수가 들이 치는 등으로부터 가

스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c) 직사광선 및 기관의 열 등으로부터 가스

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d) 용이하게 밸브의 조작, 일상 점검, 누수

테스트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 수선보다 위쪽에 설치할 것

(f) 선내 다른 구획에 하여 기 을 유지

할 것

(g) 이하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

을 것

①구획의 위쪽에 환기구를 갖고 있고 가장 낮

은 위치에서 체류(滯留)함 없이 구획보다 낮

게 또한 수선(水線) 상의 선외로 직접 환기할

수 있을 것

또한 해당 환기구가 제 12조의 적용을 받는 경

우 세칙 제 1편 12.0(b)(1) 또는 (2)에 의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1)의「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

지 배출관의 개구단(開口端) 등」이라 되어 있는

것은「환기구」로, 「관을 위쪽으로 만곡(灣曲)시키

는 등 적당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개구의 면

적이 10㎠ 이하로 한다」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②선체 내부로의 개구에서 60㎝ 이상 떨어진

장소로 환기시킬 수 있을 것

③환기구의 밑쪽에 엔진 배기관이 있을 경우

배기관에서 60㎝ 이상 떨어진 장소로 환기시

킬 수 있을 것

④환기 라인의 내경은 직경 1.2㎝ 이상 있을 것

- 휴 용 곤로 등에 사용되는 액화 부탄 가

스통으로써 (재)일본 가스기기 검사협회

의 검사합격품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

는 경우

■고정 배관의 관 끝에는 폐지(閉止)밸브를 만

들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무 캡을 씌

워 놓을 것

■고정 배관에서 스토브 등까지의 사이는 고무

관으로 접속해도 무방하나, 이 경우의 고무

관의 길이는 2m 이내로 하고, 사용하는 가스

의 종류에 따라 JIS K 6348(가스용 고무관)

에 적합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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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은 폭로부의 통풍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의 동요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해 놓

을 것. 단, 검사기관이 통의 설치방법, 용량 등

을 고려해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검사

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2. 가스통은 직사광선으로부터 차폐(遮蔽)할 것.

3. 프로판가스 등을 사용하는 스토브 등을 거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풍 양호한 장소에 설

치하고, 가스통과 거실 내의 스토브 등과의

사이에는 금속관을 사용한 고정배관을 설치

하고, 스토브 등과 접속하는 부분의 관 끝에

밸브 또는 콕크를 설치할 것.



4. 철도차량의 FRP내장재 화재안전

기준

4-1. 구 지하철사고에 따른 철도차량의

화재안전성 개선

2003년도 2월 18일에 발생한 구지하철사

고는 사망 192명, 부상 147명의 인명피해와 막

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사고로, 1995년 10

월 2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에서 발생한 지하

철 사고(사망 300면, 부상 270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지하철 형 참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사고이후 관계 부처 및 각계 실무전문가로 구성

하여 종합안전 책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종합안

전 책은 안전제도분야, 시설분야, 차량분야 그리

고 안전기술개발분야 등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 다. 

기존의 전동차 내장재로는 FRP, 폴리에틸렌,

염화비닐수지,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졸타포

틴 등이 사용되었다. 도시철도 안전기준에는 불

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

우에 한해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당

시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사용기준이 미비하고

평가기준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작사양에 의하여

연소성 시험만 평가하고 연기 도, 화염전파, 연

소가스 유해성 등의 시험항목 평가는 없는 실정

이었다. 

그러나 사고이후 화재안전측면, 피구조측면,

객실통신 및 열차방호기능 측면, 차량정비 측면,

안전기술개발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 

4-2. 철도차량 내장재료의 화재안전도 평

가기준 개선

그동안 국내에 사용된 차량내장재는 비교적 간

단한 난연성 평가만을 수행하여 화재안전도가 충

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로 사용되어 왔고 이는

지난 구지하철 화재사고가 형 인명피해로 이

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한 책으로

현재 사용 중인 국내 철도차량 내장재에 한 화

재안전도 재평가와 내장재 교체, 신규차량에 한

내장재 사용기준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른 철도차량 내장재의 화재안전도 평가

방법에 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철도차량 내장재와 화재안전도 평가방법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철도차량 내장재는 <표

6>에 정리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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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존 국내철도차량 내장재 재료 및 시험규격

KS M 3015 자기소화성 이상
KS F 2271(’01년 이후)
난연2급 이상
KS M 3305 난연성 이상
/ KS F 2271 난연2급 이상
KS K 0582, JIS Z 2150 
방염 2급 이상
FMVSS 302 자기소화성 이상
(100mm/min)

KS K 0580

P.E FOAM : 난연재
KS M 3808 난연성 합격/ KS
F 2271 난연3급 이상
가교 폴리에틸렌 전선 :난연재
KS C 3004 : 5초이내 소멸

구분 재 료 시험법 및 기준

내장판

바닥재

통로
연결막

단열재

전선

커버

쿠션

시
트

불포화폴리에
스테르계

FRP

염화비닐수지

폴리에스테르
모케트

우레탄폼

염화비닐계
졸타포린

폴리
에틸렌폼

가교폴리
에틸렌



내장판은 주로 불포화폴리에스테르계 수지를

사용한 FRP판재가 사용되었으며 바닥재는 염화

비닐수지, 시트쿠션은 우레탄 폼, 단열재는 폴리

에틸렌 등이 사용되었다. 철도차량 내장재에도 기

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합성 고분자 재료가 많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재료의 안전도

를 평가하는 방법은 주로 KS M 3015로 표되어

왔는데 역시 표에 정리하 다. 

그러나 철도청의 일부차량에 적용된 KS F

2271 방법을 제외하면 기존 KS 시험방법의 경우

기본적인 연소성만을 평가하는데 그쳐 화염전파,

연기 도, 연소가스 유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도록 요구하는 선진적인 시험방법에 비하여 미흡

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내장품에 따라 상이

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내장재가 가지는 특

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고 각 내장재가 차량

에서의 실 화재에 기여하는 정도나 특성을 파악하

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 7>에는 미국을 포함하여 프랑스, 국 등의

나라에서 현재 철도차량용 재료를 평가하는 방법

을 소개하 다. 

미국의 경우 NFPA 130 기준을 중심으로 연기

는 ASTM E 662 연기챔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

며, 화염전파를 포함한 연소성 평가는 ASTM E

162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NF F 16 101기준을 중심으로

NF C 20 -455 Glow wire test, NF T 51-071

oxygen index, NF X 70-100 toxicity 등을 사

용하고 있다. 

가장 까다롭고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화

재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

의 경우 BS 6853기준을 중심으로 BS 476-6 화

염전파, BS 476-7 표면전파 3미터 입방체 시험

을 통한 연기평가와 NF X 70-100 또는 EN

2824~2826을 통한 연소가스 독성지수 평가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합규

격에서는 화염전파 ISO 5658-2, 발열량 및 연기

ISO 5660 등을 초안으로 채택하여 ISO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내장재에 가능한

동일한 시험법을 적용하여 평가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항목의 종합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선택하 다. 철도차

량 내장재료의 화재안전도를 평가하는 시험방법

이 나라마다 상이하여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을 요

구받고 있는 바, 가능한 ISO 기준이거나 향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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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외 철도차량 내장재 재료 및 시험규격

페놀계FRP,
알루미늄판등

난연성
합성고무계

난연울
모케트

안티반달계, 
실리콘등

합성고무, 
실리콘계

유리섬유

- NFPA 130(미국) : ASTM E
662 smoke density,
ASTM E 162 flammability
etc.

- NF F 16 101(프랑스) : NF
C 20-455 Glow wire
test, NF T 51-071
oxygen index, NF X 70-
100 toxicity etc.

- BS 6853( 국) : BS 476-
6 Fire propagation, BS
476-7 surface flame
spread, Annex D smoke
test, Annex B(NF X 70-
100 or prEN 2824~2826)
toxicity etc.

- STARR Project(유럽) :
ISO 5658-2 fire spread,
ISO 5660-1, -2 HRR &
Smoke opacity etc.

구분 재 료 시험법 및 기준

내장판

바닥재

통로
연결막

단열재

커버

쿠션

시

트



진이 예상되는 시험방법을 위주로 선정되었고 요

구되는 항목에 한 적절한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

는 시험의 편이성 및 국내에서의 시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검토사항으로 결정된 시험방법은 산

소지수(ISO 4589-2)와 화염전파(ISO 5658-2),

발열량(ISO 5660-1), 연기 도(ASTM E 662),

발연량(ISO 5660-2)과 가스유독성(BS 6853

Annex B.2)시험이다.

4-3. 철도차량 내장재료의 화재안전에 관

한 연구동향

■ 철도내장재의 화재시험방법

- 과거 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전에는 KS규

격에 의한 화재시험을 실시하 고 사고이

후 유럽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화재시험 의뢰는 철도기술연구원 자체가

KOLAS 인증기관으로 자체시험기기로 하

으며 시험편의 경우 한국화이바에서 제

작하 음.

- 시험편의 두께는 적층판의 경우 3~4mm이

며심재가들어간샌드위치구조에는10mm

까지 가능함. 

■ 시험편에 한 기계적 강도 등의 확인 여부

- 철도 및 자동차등의 운송수단 관련 분야에

서는경량화를위한복합재료사용가능에

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철도의 경우 외

장판을페놀수지가에폭시계열로연구중임.

■ 철도의 내장재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객차 1량당 제작비용은 약 10억

으로이중내장제로들어가는예산은3,500

만원정도임. 현재경쟁유도로2,500만원정

도까지 원가절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방화구조를 위한 비용이 전체

비용중적은부분을차지함을보여줌. 

-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에 한 기준이 별도 있으며 그 내용에 있

어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임.

- 화재시험의 항목 중 최근 발열량이 이슈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화재시 발생하는

열의 유체거동을 좌우하는 중요인자임. 또

한 시험편을 통한 화재시험만으로는 실선

의 바닥재, 천장, 각진 부분 등의 화재안전

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물구조에 의

한 화재시험이 병행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5. FRP선박의 화재안전성 개선 방안

5-1. 선박용 난연수지 성능기준 설정

우리나라 및 일본의 화재사고 원인분석결과 나

타난바와같이화재의주요원인이되고있는전기

누전이나전선및기기의노후화에따른열화등과

기타 착화의 원인이 될 열원은 부분이 FRP선박

인 소형선박에 있어서 기관실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구획으로서 이러한 화재의 발생이 우려되는

구획은 조타실이나 조리실이나 부분 선원이 상

시있는구획이므로선박의규모나종류에따라기

관실 내부에 한하여 난연수지를 3회 적층하는 등

적절한방화조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주요 난연수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험편에 한 여러 가지 시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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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종합한 결과 현재까지 KS M 3015의 내연성

시험방법 중 A법에 의하여 난연성이 인정되고 상

용화되어 시판되고 있고,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 난연수지 중에는 시험종류

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양호한 것도 있지만 불량

한경우도있는등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 FRP선박의 선체의 방화구조를 개선하

고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연수지의 성

능기준을 설정하여 선박용 난연수지의 난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RP

의 내화 및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여 난연수지를

추가 적층한 시험체의 화재성능을 조사한 결과 화

재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기 된다.

■해양수산부 고시인「강화플라스틱선의 선체

구조기준」에 의한 기관실 등의 난연수지 3회

추가적층 규정의 적합성을 본 연구에서 화재

시험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일반수지에 난연

수지를 3회 추가 적층한 FRP의 내화성능은

20분이상의 차열성과 15분 이상의 차열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시 상 적으로 충분한 피난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이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난연수지도종류에따라다양한표면연소

성을 나타내었으므로 FRP선박 건조시 사용되

는난연수지의성능을일정수준이상으로향상

시키기위해서는선박용난연수지제품에 한

형식승인시험기준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FRP선박에서 화재발생시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문제는 피난이나 탈출 보다 신속

한 화재진압이 관건이므로, 화염 확산과 난

연성을 평가하는 시험인「화염전파시험」과

「수직연소시험」이 여러 시험항목 중 가장 유

효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용 난연수지의 형식승인시험시

적층용수지의 형식승인시험에 따라 요구되

는 기본적인 조건 외에 3회 적층한 시험체를

만들어 화염전파시험과 수직연소시험을 실

시하여 선박용 난연성수지의 적합성을 판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5-2. 100톤이상 여객선의 기관구역 방열구조

강화플라스틱(FRP)선의 선체구조기준 제67조

제5항의 100톤이상 여객선의 경우 기관실 주위벽

내부(천정 및 바닥포함)를 A60급 또는 동등한 방

열재로 둘러싸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하흘수선

300mm 하방은 난연성수지로 3회(3mm)이상 적

층하는 방안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방화구조기준이나 SOLAS의

CAHPTERⅡ-2 방화구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A급 구획이란“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

한 구조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FRP를 방화

의 관점에서 강과 동등한 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A60급 또는 동등한 방화조치 요구사항을 만족하

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은 2005년도의「무인기관실에 효과

적인 소화장치 개발 연구」에서 FRP 적층판에

A60급에 준하는 방열재를 고정하여 시공한 경우

내화시험 결과 약 B30급 정도의 방화구조의 성능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방열재의

시공방법에 있어서 기관실 구획의 늑골에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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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공하여 외판과 약간의 공간을 두고 A60급

방열재를 시공하면 방화구조 성능은 부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설기

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사공방식에 따

른 방화성능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으며, FRP

선박에 있어서 특별한 추가적인 방화조치를 취할

방안이 마땅히 없으므로 동 기준의“A60급 또는

동등한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는 규정은“강선

에 있어서 A60급 구획에 시공하는 것과 동등한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로 수정하고 방열재의 시

공은 검사과정에서 고정방식을 유의하여 가능한

한 외판이나 보강재에 열이 많이 전달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연료유탱크 및 관장치

가. 연료유탱크

우리나라의 경우 강화플라스틱(FRP)선의 선

체구조기준 제70조에 따라 여객선이나 가솔린기

관을 사용하는 선박인 경우 연료유탱크는 금속

제이어야 하며,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디젤

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FRP제 연료유탱크를 설

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관실등

항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접하고 있는 연료

유탱크의 표면은 불연재로 둘러싸거나 난연수지

로 3회(3mm)이상 적층하도록 규정하여 화재안

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러한 화재안전을 위한 강

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동식 FRP제

연료유탱크인 경우 <표 28>에 정리된 바와 같이

탱크 외판의 최소두께 규정은 없으나 유리섬유의

질량이 2500g/㎡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강도에 관한 규정은 국내에 있어

서 유리섬유의 질량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

나 선체구조기준에 따라 탱크 외판의 강도가 검토

되고 있고 압력시험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본의 소형선박안전규칙에 의하면 <표

29> 및 <표 30>에 정리한 바와 같이 소형선박용

플라스틱제 연료유 탱크의 상세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소형선박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탱크재질의 연료유탱크에 한 강도나 시험방법

에 한 기준 또는 지침 설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국내의 FRP제 연료유탱크의 화재안

전에 관한 조치는 어느 정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국내 소형선박에 있어서 연료유탱크

의 화재안전성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

안으로 KS V ISO 10088(소형선박-연료장치 및

고정식 연료 탱크)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우선

적으로 적용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

은 다음과 같다.

■연료 장치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부품은 KS

V ISO 8846에 따라 불꽃을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금속제 연료탱크, 디젤 연료 탱크, 주입관 및

공기관의 외부 부속품, 기관구역 외부에 있

는 선외기의 주입관, 분배관 및 회송관을 제

외하고는 연료가 통과하는 연료 장치의 모든

부속품은 각각 또는 선박에 설치하여 KS V

ISO 7840 : 1985의 요건에 따른 2.5분간의

화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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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붙이 디젤 탱크에서 샌드위치 구조가 되

어서는 안 된다. 

나. 연료유 관장치

선박기관기준제112조(관장치재료의사용제한)에

서보면연료유관장치에는강재또는주철, 동제등

금속제9)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탱크의 용량이

일정규모이하인경우금속제관이외의재질을사용

할수있도록하고있고,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

제30조에는 연료에 따라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우 기관실 내에

연료용 호스 사용에 특별한 기준이 없어 안전하지

않은호스가무분별하게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일본 소형선박안전규칙에 따르면 연료

호스는『ISO 7840「Small Craft-Fire-resistant

fuel hoses(단정-내화연료호스)」의 요건에 적합

할 것. 단,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구획 이외의 장

소에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는『ISO 8469「Small

Craft - Non-Fire-resistant fuel hoses (단정-

비내화연료호스)」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연료유탱크와 기관

을 접속하는 관 등 항상 가솔린이 체류 또는 통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기 규격에 의거하는 연료

침투율 시험에 의해 연료 침투율이 4g/㎡h 이하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KS 규격에서는 KS V ISO 7840 : 2001

(소형선박-내화성 연료호스)와 KS V ISO 8469 :

2001(소형선박-비내화성연료호스)이제정되어있

으므로 일본과 같이 기관실에 사용되는 연료용 호

스도그사용처에따라내화성또는비내화성호스

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여기서, KS V ISO 7840의내화성연료호스

완성품의물리시험항목을소개하면아래와같다.

■ 파열 압력 시험

■ 부압 시험

■시험액 C〔2,2.,4 - 트리메틸펜탄(이소옥탄)

50 : 톨루엔 50의 시험액〕중에 있어서의 체

적 변화

■ 시험액 C중에 있어서의 질량 변화

■ 내화 시험

- 햅탄을 채운 호스를 화염에 노출시킨다. 이

때 호스는 연료 클레이 내의 연료를 점화시

킨 후 2.5분간의 시험동안 누설 없이 견디

어야 한다.

5-4. 전기 설비 관련

우리나라의 화재사고나 일본의 화재사고의 원

인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박화재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전기계통이다. 또한 일본의

원인분석에서 보듯이 전기계통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설비의 열화, 손상 등에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소형선박에 사용되는 전선이나 콘

센트의 경우 전력부하에 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일반 가정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

한 선박을 처음 건조할 때 절절한 수준의 전선 등

을 사용한 경우에도 선박 운 중 임의로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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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65호(2006. 9.28.)개정된 선박기관기준 제112조(관장치 재료)에는 윤활유 및 연료유 관장치의 재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추가



증설하여 전선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전선 등의 열화가

촉진되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하여 소형선일수

록 기관실의 관리상태가 열악함으로써 전선 등에

서의 스파크 발생시 기관실에 있는 기름때 또는

유증키 등에 의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소형선박에 사용되는 전기설비∙장치의

기준을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에서와 같은 수준

으로 강화하는 것이 소형선박의 화재안전성 개선

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

한 규정의 강화가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누전

에 의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과전류 보호 장치

(overcurrent protection device)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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