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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물류창고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화재감지기 응답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응답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사용된 화재감지기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이고, 가연물은 

목재, 종이, 섬유(Cotton)  유류(휘발유)이다. 실험을 하여 사용된 화재실험장은 ISO 7240-91에

서 규정된 화재실험장으로 10 m(가로) × 7 m(세로) × 4 m(높이)의 크기이다. 응답특성을 분석하

기 하여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 5개를 천장에 설치하고, 각 가연물 종류별로 화재를 발생시켰

을 때 화재성상이나 응답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섬유화재의 경우 응

답특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물류창고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면 이나 규모  내부 재가연물의 양이 차 증 되고 있

다. 특히, 내부에 랙을 설치하여 수직 으로 물건을 재하는 자동창고 형태가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창고는 수동창고에 비해 기계시설이나 기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발화의 

험성이 높고 화재발생시 화재 하 이 매우 높으며, 부분의 경우 무창층의 특징이 있어 피 

 소화활동의 어려움이 있다2. 한 물류창고는 장품의 종류, 양  배치상태가 일반 건축물의 

수용품과 매우 다른형태를 띠며, 이에 따라 화재 험과 특성도 다르다. 장품은 일반 인 가연물

을 비롯한 인화성 액체 등 험품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사무용 는 상가 건물과 비교할 때 상주

인원이 비교  은 편으로 화재 사실을 직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질 진다는 의미이다.

   재 물류창고의 화재를 감지하기 하여 화재감지기 설치기 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

보장치의 화재안 기 3에 따라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설치되고 있는 화재감지기  연기식 아날로그 감지기를 이용하여 물류창

고에 재될 수 있는 가연물 종류에 따른 화재를 발생시켜 감지기의 응답특성을 분석하 다. 한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물류창고의 조기화재 감지를 해 최 화된 화재감지를 고찰하 다. 

2. 실험방법

  10 mm × 20 mm × 250 mm 크기의 70 개의 도밤나무 막 기를 비하고, 각각의 도밤나무 

막 기는 수분 함량이 3 % 미만이 되도록 처리 한다. 그 후 50 cm (W) × 50 cm (D) × 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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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 크기로 다음 7단을 쌓은 다음 화시킨다. 

  유류화재는 질량 650 g 의 휘발유를 33 cm × 33 cm × 5 cm의 시험팬에 붇고 불꽃으로 화한다. 

  섬유(Cotton)화재는 길이 80 cm, 질량 약 3 g의 90 개의 면심지를 세탁  건조한 후 습도 50 

% 미만으로 처리 한다. 지름 10 cm의 고리에 면심지를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지랑 1 m의 불연

성 에 설치한 다음 화시킨다. 

  종이화재는 폭 10 mm, 길이 102 mm의 세 된 신문지를 총 42.6 g만큼 다음 리셉터클에 넣되, 

리셉터클의 상부에 종이가 수평이 되도록 채워지게 한 후 리셉터클의 상부로부터 4인치까지 종이

가 가라앉도록 종이를 섞는다. 그리고 상부 0.9 m 에 리셉터클을 설치한다. 리셉터클은 지름 102 

mm, 높이 0.3 m가 되게 하며, 화지 은 리셈터클 하부 앙에 불꽃을 5 동안 염한다.

Figure 2. Wood fire

 

Figure 3. Gasoline fire

Figure 4. Cotton fire

 

Figure 5. Paper fire

3. 결 론

   본 연구는 물류창고에 재될 수 있는 다양한 가연물에 따라 화재감지기의 응답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물류창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기 해서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 등 다양한 감지기를 혼합 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 다. 다양한 화재감지기를 혼합 용하는 경우 비화재보 발생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최 의 감지방법을 용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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