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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물품이 수직 집약적인 형태로 적재되는 랙크식 창고는 화재발생 시 화염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매우 심

각하다. 이에 ESFR 및 In-Rack 스프링클러, 수직 및 수평차단막 등, 다양한 소화설비 적용을 통해 화재확산 억제에 노

력하고 있으나 랙크의 크기 및 적재밀도, 적재물품의 종류 등, 매우 다양한 구성조건으로 인해 적절한 소화설비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내 랙크식 창고 실정을 반영한 표준랙크를 제작

하였으며, 발화위치 조건에 따른 화재특성 확인을 위해 실규모화재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화재확산속도는

향후, 개발 및 적용 예정 소화설비들의 성능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case of fire, vertically and intensively loaded rack warehouses are faced with a severe statu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fires. In this regard, there have been trials to prevent fires from spreading by applying fire extinguishing systems, such

as ESFR and In-Rack Sprinklers, vertical and horizontal barriers, etc.; however,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and design

proper fire extinguishing systems caused by various composition conditions, such as the size and loading density of the

rack, types of loading commodities, etc. Therefore, in this study, a standard rack was manufactured, incorporating a rack

warehouse in Korea by site investigations, surveys, etc. In addition, a full scale fire test was executed to check the fire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ignition points. As a result, the extracted fire spread speed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reference for performance comparisons of the fire extinguishing systems to be developed and applied in

the future.

Keywords : Rack warehouse, Standard rack, Barrier, Fire spread speed, Full scale fire test

1. 서 론

적재밀도가 높으며 수직적인 구조를 갖는 랙크식 창고는

화재발생 시 화염의 확산이 용이하여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천장형 스프링클러 등이

일반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다수 적용되고 있으나 랙크식 창

고의 구조적인 특성상 물품이 조밀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또

한 천장이 높아, 스프링클러에서 살수된 소화수가 랙크의 하

부 층까지 도달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어 확실한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소화설비의 적용이 필요하다.

랙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화재하중 및 강도가 매우 높

아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진화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이에 UL, FM Global, Viking사에서는 조기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스프링클러와 화재확산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차단막을 동시 적용하여 하이브리드 관점에서의 조

건별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나
(1,2)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산속도는 적재물품의 종류, 랙크의 크기, 적재밀도 등에

상당히 의존하는 까닭으로 앞서 수행되었던 실험조건들을

국내 랙크식 창고에 적용하기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발화 후, 대략 1분 이내에 랙크 최상단까지 화염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초기 화재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랙크식 창

고에 적합한 차단막 및 In-Rack 스프링클러 등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수의 현장 및 설문조사 등을 통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eo@kict.re.kr

†
TEL: +82-31-369-0514, FAX: +82-31-369-0670



Fire Sci. Eng., Vol. 30, No. 6, 2016

성능위주 소화설비 적용을 위한 표준랙크의 화재확산속도 평가 85

대부분 Single 및 Double-row 랙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랙크

높이는 3 m 이상 6 m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6 m 이

상 10 m 미만이 29%, 0 m 이상 3 m 미만이 28%, 10 m 이

상이 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렛트의

재질은 플라스틱이 60%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목

재가 31%, 종이가 7%, 금속이 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2는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현

장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Single 및 Double-row 랙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바닥적재는 43%,

데크식 적재는 2%, 선반 및 자동 적재식이 각각 1% 순으

로 조사되었다. 창고 내 랙크 높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로는 6 m 이상 10 m 미만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 m 이상 6 m 미만이 22%, 10 m 이상과 0 m 이상 3 m 미

만의 랙크가 각각 1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파렛트 재질은 플라스틱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목재가 9%, 종이 및 금속이 1% 순으로 조사되었다.

적재물품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타 물품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식품 19%, 전자제품 16%,

의류 및 피혁 11%, 종이 7%, 플라스틱 5%, 가구(완제품)

4%, 미사용 파렛트 3%의 비율로 나타났다.

해 국내 랙크식 창고의 현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적재방

식과 관련한 KS기준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및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랙크식 창고 적재방식 등과 관련한 KS기준 등을

아울러 국내 실정이 반영된 표준랙크를 제작, 발화위치 조

건 및 적재물품의 종류에 따른 화재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화재특성 중 하나인 화재확산속도

는 다양한 화재조건에 따른 적절한 소화설비 선정 및 초기

화재확산 저감을 위한 수평, 수직차단막 개발에 기준으로

서 유용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한국의 랙크식 창고

국내 랙크식 창고의 실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 도 14지

역 70개소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현장 및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대상 항목은 매우 다양하였으나 본 논문에

서는 랙크의 구조 및 높이, 물품의 적재형태, 파렛트 재질,

적재물품의 종류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Figure 1은 국내 6개 지역(13개소)의 현장조사 당시의 창

고 내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 랙크 구조는

Figure 2. Rack warehouse in Korea by the question survey.

Figure 1. Rack warehouses in Korea by the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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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외 적재물품 위험도등급 기준

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등급을 선택하였다. FM

Global에서는 물품 등급 분류의 기준으로 가장 낮은 위험조

건(불연성)부터 가장 높은 위험조건(판지박스 비포장 발포

플라스틱)까지 나누고 있다
(3)

. 그 중에서도 CUP
1)
, CEP

2)
는

국내의 경향을 가장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참조하여 세부적인 재료구성과 기준은 따르되 제작은 국내

에서 용이하게 공급될 수 있는 물품으로 제작하였다. Figure

3은 FM Global의 대표적인 표준물품인 CUP, CEP의 모습

과 함께 국내에서 이와 유사하게 제작된 표준물품을 나타

낸 것이다. 규격은 KS T 1002:2015 (수송포장 계열치수)

에 근거하여 300 × 300 × 400 mm으로 제작하였다.

- 불연성

- 등급 1

- 등급 2

- 등급 3

- 등급 4/판지박스 포장 비발포플라스틱(CUP)

- 판지박스 포장 발포플라스틱(CEP)

현장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랙크식 창고의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랙크 구조는 대부분 Single

및 Double-row이며, 높이는 약 6 m 이상 10 m 미만으로

조립식 철재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적재형태로

는 프레임 위에 플라스틱 및 목재 파렛트 1개 위로 여러

개의 판지박스를 비닐포장재로 그룹화하여 적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적재물품의 종류는 창고의 용도

및 사업체의 업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으므로 정형화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3. 표준랙크의 화재시험

3.1 적재물품의 결정

적합한 소화설비를 적용함과 동시에 확실한 화재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화재상황을 고려한 소화설비

의 설계가 필요하다. 표준랙크 내에 적재되는 표준물품을

현장 및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통계적인 값

을 결정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창고마

다 적재물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표준물품을 선정하는

Figure 3. Standard commodity in Korea manufactured based on the FM Global’s standard commodity.

Figure 4. Composition and size of pallet unit-load commodity.

1) 판지박스 포장 비발포플라스틱: 판지박스 내에 비발포 폴리스틸렌 컵이 채워져 있음.

2) 판지박스 포장 발포플라스틱: 판지박스 내에 발포 폴리스틸렌 컵이 채워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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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다.

3.2 랙크의 구성

현장 및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철제 프레임

으로 이루어진 조립식 랙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층간 간격

은 주로 적재되는 물품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하

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표준랙크의 전

체 규격을 랙크 내 적재되는 파렛트단위 적재물품의 크기

에 맞춰 제작하였다.

한편, 표준랙크의 실규모화재시험은 발화위치 조건에 따

라 크게 Case I과 II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Case I의 경우,

랙크와 랙크 사이(적재물품과 적재물품 사이) Flue space에

서 발화되었을 시 수직방향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화재특성

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Case II는 복도 측인 Open space

에서 발화가 되었을 시 화염의 성상 및 속도를 확인하기 위

한 것이다. 아울러, 추후에 개발될 수직 및 수평차단막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레퍼런스의 역할 또한 가지고 있다.

- 판지박스 비포장 비발포플라스틱(UUP)

- 판지박스 비포장 발포플라스틱(UEP)

표준물품의 랙크 내 적재방식은 국내 KS기준에 기술되

어 있는 유닛로드 시스템
3)
을 적용하여 “파렛트 +박스단

위 적재물품 +비닐포장재”(이하, 파렛트단위 적재물품)로

구성하였다(Figure 4 참조). 파렛트의 가로, 세로 규격은

KS T 0006:2015(유닛로드 시스템 통칙)에 따라 1,100 ×

1,100 mm으로, 파렛트 높이를 포함하는 전체 높이는 KS

T 2014:2015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기준에 따르면

파렛트단위 적재물품의 최대높이는 파렛트 높이를 포함하

여 2,200 mm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2,100 mm로

결정하였다. 파렛트는 화재에 취약한 목재 파렛트를 대상

으로 하였다(난연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플라스틱 파렛트

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4)

.). 또한 현장조사 결과, 파

렛트 위에 수개의 박스가 적재될 시 그룹화를 위해 비닐로

감는(랩핑)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험체에 사용되는 포장재

로 PE비닐을 선정하였다. PE비닐의 두께는 약 0.03~0.10

Figure 5. Composition of the standard rack and locations of ignition point.

Table 1. Classification of Specimens

Specimen No. Pallet Commodity loaded Packing material Others

W-C1(A)

Wood

Pallet(W)

CUP(C1)

PE Vinyl

• Regular distance between loading pallet

unit-load commodity

• Fix loading density

W-C1(B)

W-C2(A)
CEP(C2)

W-C2(B)

(A): Double-row Rack, Ignition at Flue space.

(B): Single-row Rack, Ignition at Open space.

3) KS T 0006:2015: 가로, 세로 1,100 × 1,100 mm, 1,200 × 1,000 mm 규격의 파렛트를 기본으로 여러 화물을 단위화하여 일관된 수송 체

계를 구축, 합리적인 물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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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제작된 표준랙크의 도식과 발화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실규모화재시험에 사용된 각 표

준랙크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불연성 재질로 된 Steel

Box는 화재시험 시 다수개의 중첩된 화력으로 인한 위험

성을 낮추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화재시험을 통해 도출되

는 결과인 화염의 성상, 온도분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조건임).

3.3 분석 방법

랙크 화재와 관련한 기존 문헌들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현장조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재확산속도

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크게 적재밀도, 적재물품의 종류

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 밖에도 확인하지 못한 다수의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국내 랙크식 창고의 적재방식

을 대표하는 표준랙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및

KS기준 등을 통해 변수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최대한 일반

화시킬 필요가 있다(랙크의 재질 및 크기, 파렛트단위 적

재방식, 포장재 종류, Flue space의 일정한 간격 등).

한편, 추후에 개발하고자 하는 수직 및 수평차단막의 성

능(화재확산의 억제 정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가 되는 표준랙크 시험체의 화재확산속도를 정량화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화재확산속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lvares

et al. (1994)는 랙크 축소모델 화재시험에서 화재확산속도

를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5)

. 첫 번째 방

법으로는 랙크를 로드셀 위에 위치시킨 후, 화재시험 전

후의 중량변화 측정을 통해 경과시간별 중량변화를 화재

확산속도로서 대체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으

로는 일정한 경과시간별로 화염이 화원에서 번져나간 거

리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실험은 실규

모 크기의 화재시험으로 전자의 방법은 실규모가 아닌 축

소모델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실규모 크

기의 시험체에 부합되는 로드셀을 제작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화재확산속도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 도출하는 것으로 하였다(실규모 크기에 전자

의 방법을 적용하여 화재시험을 수행한 사례는 없음).

화재시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의 10

MW의 Large Scale Calorimeter를 사용하는 Burn Hall에

서 진행하였다. Large Scale Calorimeter에서 측정되는 가

장 기본적인 물리량은 열방출율이며, 순 연소열량은 연소

에 필요한 산소의 양에 비례한다는 점을 기초로 산소 1 kg

이 소모될 때 13.1 MJ/kg의 열량을 발생한다는 기본원리

에서 시작되며, 산소농도와 배출가스유량 등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화염의 확산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영상 및 열화상촬영을 실시하였다. 점화원으로는 1,000

ml의 액체 헵탄(Heptane)을, 점화에는 소량의 헵탄을 가한

탈지면을 사용하였다.

Figure 6은 화재확산속도 분석을 위해 표준랙크 시험체

에 설치된 열전대(Thermocouple) 및 화염높이 측정자

(Ruler), 영상촬영 카메라 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4. 결과 및 분석

랙크의 화재형태는 시간별로 초기단계의 잠복(Incubation),

화염이 상부로 급속히 확산되는 발전(Take off), 화염이 수

평으로 번져나가는 잠식(Eating in)으로 크게 3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6)

.

Figure 7, 8은 W-C1(A), W-C2(A), W-C1(B), W-C2(B)

Figure 6. Measuring points of analys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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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염확산 모습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W-C1(A)는

점화 후, 약 1분 10초 경과에서 화염이 랙크 최상단에 도

달하였으며, 잠식단계에 이르는 시각은 약 2분 전후에서

발생되었다. W-C2(A)는 점화 후, 약 50초에서 랙크 최상

단에 화염이 도달하였으며, 잠식단계는 약 1분 전후에서

시작되었다. W-C1(B)의 경우, 점화 후, 약 3분 20초에서

랙크 최상단에 화염이 도달하였으며, 화염이 수평으로 번

져나가는 시점은 약 4분 30초 경과에서 관찰되었다. W-

C2(B)의 경우, 점화 후, 약 1분 10초에서 랙크 최상단에

화염이 도달하였으며, 잠식단계에 이르는 시각은 약 2분

10초 전후에서 관찰되었다.

Figure 9는 일정한 경과시간별로 화염이 화원에서 번져

나간 거리를 이용해 화재확산속도를 평가한 그래프이다.

분석에 사용된 Raw데이터는 화재시험 시, 각 표준랙크 시

Figure 8. Fire behavior by ignition at open space.

Figure 7. Fire behavior by ignition at flue space.

Figure 9. Fire spread speed in each specimen by video anal-

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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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체별로 정면에서 촬영된 영상의 시간별 스냅숏이다. 시

험체별로 관측된 데이터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W-C1(A), W-C2(A), W-C1(B), W-C2(B) 각각 0.066,

0.102, 0.037, 0.051 m/s의 화재확산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화재확산속도는 발화위치(Flue space VS Open space)

와 적재물품의 종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0은 W-C1(B), W-C2(B)의 각 위치별 온도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W-C1(A), W-C2(A)는 화재시험 과정에

서 열전대의 손상으로 인해 온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재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화재시험에 따른 온도분포의 특징으로는 랙크의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상부

로 화염이 확산될수록 화재강도가 점차 중첩되어져서 이

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연물과

가연물, 가연물과 비가연물 사이에서 온도차(W-C1(B)의

Left-2, Left-3은 250 s까지 평균 승온속도가 각각 1.15
o
C/

s, 0.53
o
C/s이며, W-C2(B)의 Left-2, Left-3은 150 s까지

평균 승온속도가 각각 4.01
o
C/s, 0.36

o
C/s이다.)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화염확산의 모습(Figure

7, 8 참조)에서 파렛트단위 적재물품의 포장재(외피) 종류

(Carton box+Vinyl VS Steel)에 따라 화염의 전파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이질재료가 나란히 놓여 있을 경우,

화염의 초기 확산속도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

다. 이 같은 결과와 단계별 화염확산 모습(Figure 7, 8 참

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랙크의 최상단까지 화염

이 수직으로 확산되는 발전(Take off)단계까지는 포장재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랙크식 창고에

적재되는 물품을 감싸는 포장재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각 시험체별로 열방출율과 연기발생률 등도 측정

하였으나 화재시험 현장상황(위험통제)에 따라 조기 소화

를 실시하여 Free Burn 상태에서의 열방출율은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초기 60초까지의 열방출율 그래프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발화위치 조건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C2(CEP)가 C1(CUP)에 비해 열방출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Flue space에서의 발화가 Open space에서의

발화조건에 비해 열방출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화위치가 초기 화재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화염의 수직확산 성상 및 열방출율, 온도분포 등

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발전단계에서 화염이 최상단까지

수직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C2가 C1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나 C2가 C1보다 화재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10. Temperature of single-row rack in each point.

Figure 11. Heat release rate of standard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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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화위치의 차이, 즉, Flue space에서 발화된 경우

와 Open space에서 발화된 경우의 시험결과를 비교해 볼

때, Flue space에서의 화염 수직확산은 연돌효과(Stack

Effect)로 인해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7,8)

 초기 화염

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재확산의 통로가

되는 Flue space에 화염의 수직확산을 가로막는 수평방향

으로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NFPA 13
(9)
에서는 차단막과 같은 Solid

선반이 랙크 내 적용되어 있을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개방

을 위한 적정온도 도달 지연 및 랙크 하단부로의 원활한

소화수의 공급을 방해하는 이유로 ESFR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상호간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지속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랙크 내 화재확산을 억제하는 차단막의 국내

도입 및 적용,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국내 랙크식 창

고의 현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표준랙크를 제작,

발화위치 및 적재물품의 종류를 실험인자로 하는 실규모

화재시험을 통해 그 화재특성을 평가하였다.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시, 도 14지역 70개소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현장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고 내에 랙크가 적용된 경

우가 약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랙크 구조는 대

부분 Single 및 Double-row이며, 높이는 약 6 m 이상

10 m 미만으로 조립식 철재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물품의 적재형태로는 대부분 프레임 위에 플라스틱 및

목재 파렛트 1개 위로 여러 개의 판지박스를 비닐포장재

로 그룹화하여 적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본 연구에서는 현장 및 설문조사(랙크의 구조 및 높

이, 물품의 적재형태, 파렛트 재질, 적재물품의 종류 등)와

랙크식 창고 적재방식과 관련한 KS기준 등을 고려하여 우

리나라 실정이 반영된 표준랙크 대표 시험체를 구성하였

다. 아울러 화재확산속도 산정 원리와 관련성이 높은 기존

연구사례 등을 검토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실규모화재시험을 실시, 발화위치 및

적재물품 종류를 시험인자로 표준랙크의 초기 화재확산속

도를 평가하였다.

3) 화재시험 결과, Flue space에서의 발화는 Open space

에 비해 화재확산속도 및 열방출율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적재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확연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재방식(가연물과 가

연물, 가연물과 비가연물이 나란히 놓여 있을 경우)에 따

라서도 측정된 온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바(Left-2 VS

Left-3), 화염의 초기 확산속도에 적재물품의 포장재(외피)

종류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인 것으로 사료된다.

4) 화재확산속도 산정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표준랙크의

화재확산속도는 국내 랙크식 창고 실정에 맞는 액티브적

인 스프링클러(천정형 또는 In-Rack 스프링클러) 외에도

패시브적인 차단막, 아울러 방화구획의 효과적인 분할(파

티션) 등의 복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화재시스템을 적용

하는데 레퍼런스로서 유용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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