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4권 제4호, 2010년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논 문] Vol. 24, No. 4, 2010

47

창고 모델 실물화재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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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고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규모 실물 화재 실험 장비인 룸코너 시

험기(Room Corner Tester)를 통해 구축된 단위 구성품의 화재 특성 DB를 바탕으로 화재에 취약할 것으

로 판단되는 의류 창고를 실험 모델로 구성하여 실물 화재실험 장비인 라지 스케일 칼로리미터(Large

Scale Calorimeter)에서 실물 화재실험을 실시하였다. 창고 모델의(3m × 3m × 2.4m) 벽체는 불연등급의 그

라스울과 일반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하였다. 실험결과 최대 열방출률은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

창고모델에서 5MW,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창고모델에서 11MW를 나타내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analyze the damage of warehouse fire accident be made through the fire characteristic
database of combustibles and real scale fire test of warehouse mock-up. Combustibles fire tests are
carried out for database using RCT (Room Corner Tester) to predict fire growth the goods. A mock-
up (3 m × 3 m × 2.4 m) of clothes warehouse was built and real scale fire test by LSC (Large Scale
Calorimeter) base on the fire characteristic DB. The mock-up of clothes warehouse is made of two
type sandwich panels (Glass wool, EPS foam sandwich panel). As a mock-up test result, test 1 (Glass
wool sandwich panel) and test 2 (EPS foam sandwich panel) indicating fire growth such as 5 MW,
11 MW of maximum HRR (Heat Release Rate).

Key words : Fire, Mock-up test, Fire characteristic database, HRR, Large scale calorimeter

1. 서 론

최근 10년('99~'08) 동안 국내의 화재 사고는 증가 추

세이며, 특히 2008년의 재산피해는 약 3,831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54%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

년 화재장소별 피해현황에서는 비주거 지역에서는 주

거지역에 비해 낮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지만. 재산피

해의 경우는 비주거 지역이 전체 재산피해액의 약 69%

를 차지하고 있다. 비주거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재

산피해는 창고에서 발생하였으며, Figure 1에서는 10년

('99~'08) 동안의 창고 화재사고 발생건수와 재산피해

현황을 나타내었다.1) 2008년도의 급격한 재산피해 발

생은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의 대형 화재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창고 화재 사고에서는 적재물

의 연소특성 및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화

재사고 초기 대응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창고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일반적으로 비용의 절

감과 시공의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샌드위치 패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 내부에는 의류, 가전제

품, 가구 등의 다양한 가연성 제품을 적재하고 있다.

과거 창고에의 화재 사고와 같이 샌드위치 패널의

급격한 화재 확산과 적재물의 가연성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대형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고에

서의 화재사고에 대한 정확한 위험도 평가가 필수적

이다.

최근 국내에서 구성 재료에 대한 화재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사용되는 콘칼로리미터의 경우 열방출률(Heat† E-mail: yhyoo@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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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Rate)이라는 공학적이며 실용적인 지표를 도입

하고 있지만, 소형재료(10cm × 10cm)에 대한 시험방법

으로 실질적인 실규모의 화재 안전성능을 평가하기에

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

재 규모 1MW급의 중규모 실물화재 실험 장치인 룸코

너 시험기(Room Corner Tester)를 통해 단위 가연물의

화재 특성을 파악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화재 규

모 10MW급의 실물화재 실험 장치인 라지스케일칼로

리미터(Large Scale Calorimeter)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3m × 3m × 2.4m 크기의 창고 모델을 구성하여

실물화재실험을 통한 다양한 실물 규모의 화재 특성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1MW급의 룸코너 시험기와

10MW급의 라지스케일칼로리미터는 기본적으로 화재

실험에서 발생되는 연소생성물의 측정을 통하여 방출

되는 열량과 생성가스농도 및 연기밀도 등을 측정하

는 장비이다. 열량 측정은 덕트내 유속과 산소질량 소

모율(consumption of O2)로부터 계산한다. 일산화탄소

(CO)와 이산화탄소(CO2)는 주된 생성가스로서 질식사

의 주요 원인 가스일 뿐 아니라 보다 정확한 발열량

산정을 위해 계측된다.3) 산소 소모율법은 순 연소 열

량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양에 비례한다는 점을 기

초로 산소 1kg이 소모될 때 13.1MJ/kg의 열량을 발생

한다는 기본 원리에서 시작되며, 그에 따른 열방출률

은 다음과 같다. 식(1)은 배기가스 중에서 산소농도 만

을 측정할 경우 적용되는 식이고, 식(2)는 배기가스 중

의 산소, CO 및 CO2의 농도를 측정할 경우의 적용 되

는 식이다.4,5)

(1)

여기서 (∆hc/r0) = 13.1kJ/g이며, C는 검정상수(calibration

constant)이다. 또한 ∆P는 오리피스 양단의 압력차이며,

Te는 배기가스 온도이다. 여기서 위첨자 0는 연소 전의

상태를 표시한다.

(2)

여기서 이며, Φ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3. 단위 가연물 화재 특성 DB

단위 가연물의 화재 실험을 위해 사용된 룸코너 시

험기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단위 가연물의 열방출률, 유

독가스(CO, CO2) 발생량이 측정되며, 결과값을 바탕으

로 화재 특성 DB를 구축하였다.

단위 가연물의 화재 특성 실험은 창고에서 일반적으

로 적재되고 실험에 용이한 TV, 선풍기, 의류, 폐지와

필통(문구류)을 선정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실험 초기의 연소를 돕기 위해 소량의 액체연료를 탈

지면에 가하여 초기 발화원으로 이용하였다. TV와 선

풍기는 단일 제품 형태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의류,

폐지, 필통의 경우는 창고에 적재되는 박스 형태로 실

험을 실시하였다. Figure 2는 단위 가연물 화재 실험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험은 “점화→성장→쇠퇴”로 진

행하였다. Figure 3에서는 열방출률, 일산화탄소 및 이

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한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험에 의해 TV, 선풍기, 필통은 초기 점화와 함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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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cently 10 years ('99~'08) fire accident.

Table 1. Combustibles Specification

Size (mm) Mass

TV 565(W) × 435(D) × 450(H) 18.75 Kg

Fan 360(W) × 360(D) × 700(H) 3.60 Kg

Clothes · 20 Kg

Papers · 20 Kg

Pencil Cases · 1.8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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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반응이 최성장기를 지나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의류와 폐지의 경우는 가연물들이 일정

크기로 적재되어 가연물의 화염 확대에 의해 연소 반

응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에는 실험에서 측정된 값들에 대한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 열방출률의 경우는 의류에서 가

장 높은 약 376.7kW, 최대 일산화탄소 발생량은 TV에

서 가장 높은 약 397ppm, 최대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의류에서 가장 높은 약 0.54%로 측정되었다. 가연물들

의 연소특성에 따라 화재위험도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

Figure 2. Photo of combustibles fire test.

Table 2. The Results of Combustibles Fire Test

Max. HRR

[kW]

Max. CO

[ppm]

Max. CO2

[%]

TV 209.6 397 0.23

Fan 150.0 69 0.14

Clothes 376.7 88 0.54

Papers 165.0 86 0.18

Pencil Case 150.2 126 0.15

Figure 3. Results combustibles fire test.



50 권오상·유용호·김흥열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4권 제4호, 2010년

지만, 각 가연물들이 창고내부에 적재되는 것으로 판

단하여 단위크기에 의한 화재위험도는 의류라고 판단

되며, 이에 따른 실물단위창고모델의 적재물로 의류를

선정하였다.

4. 창고모형 실물화재 실험

국내에서 창고의 외부 벽체로 많이 사용되는 건축용

복합패널(샌드위치 패널)의 대표적인 제품에는 패널의

양쪽 면이 불연재질인 철판(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과

단열성이 우수한 고분자 합성물질(발포폴리스티로폼,

우레탄폼 등) 및 무기물(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재질의

심재를 사용하는 복합벽체가 있다. Table 3에서는 본

실험에서 창고 모델의 외부 벽체로 사용된 일반 스티

로폼,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의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6)

Figure 4에 나타내고 있는 창고 모델은 의류창고를

축소하여 3m × 3m × 2.4m로 모사하였으며, 벽체는 불

연등급의 그라스울과 일반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하였다. 또한 창고의 외부벽의 경우 샌드위치 패

널의 두께를 75mm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실

험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창고

모델의 전면에 출입문(0.8m × 2m)이 있는 것으로 가정

하고 내부에 의류 상자를 적재하였으며, 전술한 단위

가연물의 화재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창고 내부에 적

재된 의류의 총량은 약 400kg으로 결정하고 일반 스

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창고의 경우 선행 실험7)을 통

해 불연 소재인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에 비해 열방

출률이 높고 내부 심재의 연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내부 적재량을 25% 감소한 300kg으로

결정하였다. 측정 대상은 열방출률, 연기발생률, 일산

화탄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화

재시 실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창고 모델 내부

Table 3. Sandwich Panels Specification

일반 스티로폼 패널 그라스울 패널

표면재

·철판: 0.4~0.5mm 아연도금 강판 및 갈바륨 강판

·아연도금: 244~305g/m2

·표면처리: 실리콘폴리에스터코팅불소코팅

단열재

·밀도: 10~25kg/m2

·열전도율: 0.037kcal/mhoC 이하

·등급: 자기소화성(난연성)

·밀도: 48~64kg/m2

·열전도율: 0.037kcal/mhoC 이하

폭 900mm, 1000mm, 1200mm

길 이 18~20m 이내(운반 가능한 길이)

두 께 40mm, 50~300mm(25mm 단위로 생산 가능) 50mm 이상

용 도 지붕, 벽체, 천장, 칸막이, 문 등 내외벽, 지붕, 칸막이벽 등

Figure 4. Photo of test model and schematic of ther-

mocouple lines position.

에 14pt, 창고 외부 측면 부분에 8pt 그리고 창고 외

부의 상부에 10pt의 열전대(K-type)를 설치하여 온도

를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 시나리오(최초 발화)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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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옷상자의 중앙 하부에서 발화하여 화재가 전파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점화 및 초기 연소를 돕기

위한 소량의 가연물을 탈지면에 가하여 초기 발화원

으로 이용하였다.

Figure 5는 창고 모델 실물 화재 실험을 보여 주고

있으며, Figure 6은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라스

울 샌드위치 패널 창고모델(이하 실험 1)의 경우 발화

후 창고 내부의 급격한 화재 확대로 1분 이내에 출입

문을 통한 화염 출화(플래시오버)를 보이며 약 2분이

경과한 후에는 3MW 이상의 최성기를 나타내었다. 이

후 약 10분 간 화재가 지속된 후 감쇄기에 접어들었으

며, 최대 열방출률은 5.1MW를 나타내었다. 연기발생

률 및 유독가스 발생량 역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

다.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창고 모델(이하 실험 2)

역시 발화 후 약 1분이 경과된 후 출입문을 통한 출화

가 시작되는 유사함을 보이나 이후의 화재 확대는 실

험 1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1분 30초가 지

난 이후에 약 3MW를 넘어서 열방출률은 급격히 증가

하여 30초 사이에(약 2분 경) 5MW가 증가된 10MW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매우 급격한 화재 확대를

Figure 6. Result of warehouse mock-up fire test.

Figure 5. Photo of warehouse mock-up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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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이는 실험 2의 내부 심재인 일반 스티로

폼의 용융으로 인하여 화재 확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실험을 비교하여

보면, 실험 2의 경우 열방출률 최대값은 실험 1의 2배

가 넘는 11MW로 측정되었다. 특히, 실험 1의 경우 약

10분이 경과한 후에야 최대값을 나타내는 반면 실험 2

는 급격한 화재 확대로 인하여 실험 시작 2분 이내에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일산화탄소의 경우 단시간

의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0ppm 이상으로 측정되

었다.

Table 5는 공기온도와 인체의 생존 한계시간을 나타

내고 있다.8) 측정 결과는 Figure 7,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화재 발생 후 수초가 경과한 후 부터 창고 내부

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생존한계 5분에 해당하는

실내 온도인 143oC를 모두 넘어서게 되며, 약 2분여가

지나게 되면 1200~1400oC의 고온으로 측정된다. 이는

한정된 공간(21.6m3)에 비교적 많은 양의 적재물이 동

시에 연소됨으로 발생되는 열에 의한 열포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Figure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창고 재질의 내화 특성 차이에 의한 외부 측면

및 상부의 온도 차이는 분명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불연 특성이 전무한 스티로폼 패널의 경우 화재 발

생 후 50초가 경과하면서부터 창고 외부 상부의 온도

가 100oC 이상을 보이면서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발화 후 75초 이후에는 최대 1064oC로 측정되었다.

이는 창고를 구성하는 상부 패널의 심재에 화재가 전

이되어 창고 전체가 연소되었음을 나타내며, 일반 스

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창고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4. Fire Test Maximum Value

Fire Test 1 Fire Test 2

HRR 5,040 kW 11,419 kW

SPR 103 m2/sec 132 m2/sec

CO 495 ppm 415 ppm

CO2 0.64% 1.46%

Table 5. Limit Time for Survivorship8)

Temperature (oC) Time (min)

143 below 50

120 below 15

100 below 25

065 below 60

Figure 7. Temperature records of fire te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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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TV, 선풍기, 의류, 폐지, 필통 등 총 5 종류의 단위

가연물 화재 특성 실험을 통해 의류 창고 모델을 결정

하여 실시한 실물화재실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MW급의 중규모화재실험 장치인 룸코너 시험기

에서 실시한 화재 특성 실험에서 의류(20kg)에서 최대

열방출률 376.7kW로 나타났다.

2. 불연 소재인 그라스울과 일반 스티로폼 두 종류

의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된 창고 모델의 실물화재실험

결과, 일반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창고에서 약 2배

이상의 열방출률을 보임과 동시에 샌드위치 패널 내부

심재의 연소로 인한 급격한 화재 확대로 인하여 화재

사고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3. 실물화재실험은 화재 사고에서 많은 피해를 발생

시키는 위험요소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 아

니라, 건축물 구성재료에 따라 열방출률, 실내온도, 유

독가스 발생량 등의 정량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

서 이러한 단위 가연물 특성 DB와 실물화재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화재 확대 예측 시뮬레이터를 보정

함으로써 확장된 실물 규모의 창고에 대한 화재 위험

도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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