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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a water-mist fire suppression 

system can be applied to C.E.P., a representative combustible material of a rack storage. Method: First, 

it was confirmed whether the water-mist fire-extinguishing system used in this experiment was 

capable of extinguishing oil fires. After that, the C.E.P. boxes were loaded in the same small space as 

used in the oil fire experiment, and the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three scenarios; door opening, 

door closing, and door closing and increasing the internal load. The scenario was set considering the 

opening and space size conditions, which are important factors for the water-mist fire suppression. 

Result: Oil fire suppression tests have shown that fires are well extinguished in both the door open and 

closed conditions. In case of a fire of C.E.P. boxes in the same space condition as an oil fire, the fire 

was not extinguished in the door open condition. Fires were extinguished in the case with the door 

closed condition, but the afterglow was confirmed. Conclusion: In the oil fire suppression test, a 

water-mist fire suppression system extinguished a fire in both the door open and closed conditions. 

However, for the C.E.P fire, it was possible to extinguish only under the door closed condition, and 

there was a possibility of re-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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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랙크식 창고의 대표적 가연물인 CEP에 대하여 미분무 소화설비의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본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먼저 본 실험에 사용된 미분무수 소화설비가 유류화재 소화

가 가능한지 확인을 수행하였다. 그 후, CEP 박스를 유류화재실험과 동일한 소규모 공간에 적재한 후, 

개구부의 열림 및 닫힘, 그리고 닫힘 상태에서의 내부 적재물을 증가시키는 3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

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는 미분무수 소화에 중요한 영향요소인 개구부와 공간크기조건을 고

려하여 설정되었다. 연구결과: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시험에서는 문의 열림과 닫힘 상태, 모두에서 화재

가 잘 진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공간조건에서 CEP 가연물의 화재 시 개구부의 열림 상태에서는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다. 개구부를 닫은 경우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일부 잔염이 확인되었다. 결론: 유

류화재 진압실험에서 미분무수 소화설비가 개구부 열림과 닫힘 상황 모두에서 유효한 소화능력을 보

여주었다. 하지만 CEP화재에 대해서는 닫힘 상태에서만 유효한 소화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재 발화의 

가능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핵심용어: C.E.P., 미분무수, 화재, 실험,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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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물류창고는 사회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물류와 유통의 핵심요소이다. 하지만 파렛트(Pallet)를 사용

하여 대규모 단위로 적재하는 창고는 높은 가연물의 화재하중과 가연성 포장재질로 인하여 높은 화재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Kim et al.(2016)은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조기 진압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일반 창고, 랙크식 창고 모두 단위면적

당 가연물의 량이 매우 많고, 비닐, 종이, 스티로폼 등이 사용되는 제품 포장의 특성 상 화재 확산이 신속하며, 특히 랙크식 창

고의 경우 수직으로 적재되어 있어 빠르게 상부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옴을 서술하였으며, Kim et al.(2017)은 이러한 창고 

화재를 제어하기 위해 미국의 FM Global에서는 다양한 실증 화재 실험을 추진하였으며, 창고내의 방호대상 가연물의 등급에 

따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ESFR,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와 인랙 스프링클러(In-Rack Sprinkler)의 설치

기준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내외에서 창고화재를 위해 선택되고 있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나 인랙

스프링클러는 많은 량의 소화용수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시스템 설치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량의 소화용수로 높은 화재위험성에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미분무 소화시스템이 창고화재의 특

징적 가연물에 대해 진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해보았다. 이 실험은 창고화재의 대표 가연물로 볼 수 있

는 CEP(Cartoned Expanded Plastic)에 대한 미분무 소화시스템에 대하여 미분무소화시스템을 적용한 소화실험을 수행하

여 그 적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규모공간 미분무 소화성능 시험 

미분무수노즐의 특성 

본 실험에 사용하는 미분무 노즐은 DV 90%에서 물방울 평균 입자 크기가 80um 로 판명된 노즐을 선택하였으며, 노즐의 

최대 사용압력은 40 Bar ~ 120 Bar이다. 노즐의 본체(Body)에는 7개의 미세노즐(Micro Nozzle)을 부착하였고, 방수 시 분

사 각도는 120도 분사각과 노즐 본체에 필터를 갖추고 있어 이물질로 인해 미세 오리피스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미분무 노

즐을 선택하였다. 노즐에 대한 모양은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Water mist nozzle Fig. 2. Mobile water mist spray system

노즐의 유량계수(K 값)를 측정하기 위해 배관의 일측 유량게이지와 압력 트랜스미터를 장착하고 5가지 압력에 대한 유량

을 측정하여 Table 1과 같이 평균 유량계수(K값) 1.46 을 얻었다. 이를 살수하기 위한 장치는 하나의 이동식 모듈형태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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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스템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은 물탱크, 펌프, 컨트롤부분이 하나의 단위 이동체에 적재되어있는 형식으로 Fig. 

2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Table 1. Calibration test(K-Factor)

Pressure (bar) Flow (lpm) K-Factor

41 9.25 1.45

50 10.40 1.46

61 11.45 1.47

71 12.25 1.46

80 13.15 1.47

Average 1.46

화재실험 모형 및 시험방법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로(3m), 세로(3m), 높이(2.4m)인 화재실험실 모형을 만들고 화재실험실 내

부의 중앙에 미분무 노즐을 설치 할수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화재소화 확인 여부 및 실내 온도의 측정을 위해 실험실 내부에 

천정면과 중앙부분에 온도센서(Thermo-couple)을 설치하고, 화염의 중앙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화염부에 직접 

미분무 수가 분사되어 소화되지 않도록 차폐막을 만들어 설치하였으며, 풀펜(Pool Pan)의 크기는 가로 0.5m, 세로 0.5m, 높이 

0.2m이고, 차폐판의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7m, 높이 0.75m로 화염부를 충분히 직접 미분무 수가 닿지 않는 크기로 제작하

여 설치하였다. 아래 Fig. 3는 실험실 모형 및 온도센서 배치도이다. 화재실험실 공간의 방호볼륨은 22.5m3이고, 이때 가동하

는 펌프의 압력은 60bar 로 설정하여 공간에 10.4 lpm의 미분무수가 방출 되도록 하였다. 화재 시나리오는 2가지를 작성하였

으며, 하나는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미분무 수를 분사하는 것과 문을 폐쇄한 상태에서 미분무 수를 작동 시키는 것을 가정하였

다. 미분무수는 천정의 온도가 100 ℃에 부근에 도달하면 작동하는 것으로 하여 실내의 온도 하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 미

분무수로 소화가 이루어지는 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화재시험을 위환 시험모형을 Fig. 3의 하재시험 모형 개략도와 같이 

설치한다. 시험은 시험모형실의 실의 문을 개방한 상태와 문을 폐쇄시킨 상태로 구분하여 각 2회 실시하고, 시험전 시험모형

실의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각각의 연료팬에 물(높이 50 mm), 경유(4 L)와 함께 착화제로서 가솔린 200 mL를 채운 다음 점화

하여 자유연소 시킨다. 팬과 차단판의 상세크기는 Fig. 4와 같다. 이후 내부에 설치된 온도 센서의 천정부 온도를 확인하고 천

정부의 온도가 100 ℃에 도달하였을 때 미분무수 가압장치를 작동시켜 미분무 노즐로부터 미분무수를 방사시킨다. 

(1) A 시험은 문을 개방한 상태로 천정부 온도가 100 ℃에 도달했을 때 미분무수 가압장치를 작동시켜 노즐로부터 미분무

수를 방사시킨다. 

(2) B 시험은 자유연소 시 문을 폐쇄시킨 후, 미분무수 가압장치를 작동시켜 미분수를 방사시킨다. 노즐로부터 미분무수 

방사개시 후 화재모형이 소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소화 후 2분 동안 화재모형의 재발화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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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re tests exposure details Fig. 4. Fire pan and water shield 

시험결과

미분무수를 이용한 시험방법을 진행한 결과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문을 폐쇄하고 실험한 결과 2번의 반복 화재 

실험에서와 같이 46초 이내에 완전 소화가 이루어졌으며,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 후 화재가 

소화되었다. Fig. 5와 Fig. 6은 문 개방 시와 문 폐쇄시의 각각의 온도 그래프를 나타난 낸 것이다. 이는 미분무의 특성상 질식

에 의한 소화효과로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산소가 개방된 문의 하부를 통해 계속 유입되어 질식소화가 늦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은 물방울 입자들이 소화시험 모형 공간 안에 충분히 분포되어 화염 주변의 산소를 차단하여 소화

가 일어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다음의 Fig. 7은 화재 시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Test result

Type Extinguishing Time (min : sec) Reignition Remark

A 00 : 46 NO Close

A 00 : 42 NO Close

B 04 : 39 NO Open

B 04 : 46 NO Open

Fig. 5. Fire test graph(Door close) Fig. 6. Fire test graph(Door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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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re test enclosure

소규모 실험 공간에서 미분무 노즐을 가지고 화재 시험을 진행한 결과 10 lpm @ 60 bar의 압력으로 미분무 시스템으로 약 

1.2 MW의 유류화재(경유 풀팬 500 mm×500 mm)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을 개방한 상태와 폐쇄

된 상태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값이며, 문이 폐쇄된 상태에서는 보다 높은 소화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실대 화재로 적용

할 경우 공간의 체적 비율에 맞추어 미분무 노즐을 배치하면, 충분한 소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물은 기본적으로 

A 급화 및 심부화재에 적용성이 있는 성질이므로 이러한 적은 물방을 입자들을 일정한 체적 공간 안에 가득 채우게 된다면 

충분한 소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 특히, 차폐막을 이용하여 화염에 물이 직접 닿지 않더라도 소화

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동일 공간 안에 물방울 입자들을 분사하게 된다면 냉각 및 소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창고 가연물 미분무 소화성능 시험

대표가연물 선정

랙크식 창고 또는 일반적인 물류창고에 적재되는 수용품의 플라스틱 물품분류는 미국 FMRC 기준을 따라서 Cartoned 

Unexpanded Plastic(CUP, 포장된 비발포 플라스틱), Cartoned Expanded Plastic(CEP, 포장된 발포 플라스틱), Uncatoned 

Unexpanded Plastic(UUP, 비포장된 비발포 플라스틱), Uncartoned Expanded Plastic(UEP, 비포장된 발포 플라스틱)으로 

총 4가지 종류가 고위험군으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하여 국내 연구진에 의한 일련의 실험결과에서 CEP가 화재위험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결론지어였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CEP가연물을 사용하였다. CEP와 CUP 가연물의 구성 차이는 Fig. 8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서의 CEP는 실제 본 실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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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b) CEP

Fig. 8. Plastic commodities

화재 시나리오 구성 및 실험방법

미분무소화시스템 적용실험을 위해 실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실험 장소와 가연물의 배치형태는 Figs 9, 10에 나타내

었다. 실험 시나리오 중 Case 1은 헵탄 버너에 점화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미분무소화설비를 동작시키는 것으로서 개구부는 

열린 상태를 유지한다. 실험시나리오 Case 2는 Case 1과 동일하다. CEP가연물 하부에 있는 컵에 담겨있는 헵탄에 점화 후 

일정시간을 기다리다가, 충분히 착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개구부를 닫고 미분무소화시스템을 동작시킨다. Case 1과 Case 

2 는 미분무소화시스템에 중요한 개구부 조건에 차이를 두고있는 것이다. Case 3은 Case 2의 실험조건과 동일하지만, 적재

된 CEP 가연물 주위로 0.2m 간격으로 이격시킨 위치에 플라스틱박스로 되어있는 적재물을 배치하여 일반 창고나 랙크식 창

고 내에 놓여진 CEP가연물의 공간적특성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시험하는 것으로 공간이 작아질 경우 국소적으로 미분무수

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수행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실험을 통해 미분무소화시스템의 창고 적용

성에 대하여 소규모로 실험을 수행해보고 이를 통해 그 적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Case 1: 점화 후 시스템 동작. 개구부 열림

(2) Case 2: 점화 후 시스템 동작. 개구부 닫힘

(3) Case 3: Case 2 조건 + 가연물 외부 박스 적재 - 가연물과 외부 박스 간격 0.2m 

Fig. 9. Experimental setup of case 1, 2 Fig. 10. Experimental setup of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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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무 소화시스템은 이전의 소규모 공간 미분무 소화성능 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앞장을 

참고한다.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의 단일 CEP가연물은 0.3m(W)×0.4m(D)×0.3m(H) 크기의 박스형태로 제작되었

으며 3×2×2=12개가 적재되어 실험에 적용되었다. 1차 가연물은 헵탄을 사용하였으며, 직경 약 0.1m인 원형 컵에 소량이 담

기어 2차 가연물인 CEP의 착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1차 화원은 직접 미분무수에 노출되지 않고 가연물을 착화시킬 수 있도

록 CEP가연물이 적재된 그 하부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Fig.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측정은 온도와 영상 2가지로 

기록되었다. 먼저 온도는 K타입 열전대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로거로는 GRAPHTEC사의 GL820을 이용하여 온도 데이

터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재상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CCTV카메라 및 영상기록장치를 사용하여 실험상황을 

기록하였다.

Fig. 11. Stack of CEP boxes Fig. 12. Cup for ignition and setup

실험 결과

(1) Case 1 : 개구부 열림 조건

본 연구의 실험 중 첫 번째 Case 1은 1차 가연물인 헵탄 컵 연소를 통해 2차 가연물인 CEP를 발화시킨 후 충분히 심부로 화

재가 확산되기를 기다린 후 미분무 소화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시나리오이다. 단 개구부 조건은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컵에 담긴 헵탄에 착화 한 후 3분 56초를 지난 시점에서 미분무소화시스템을 동작시켰다. Fig.13를 보면 미분무 소화설비 동

작 후 미분무수와 화재에 의해 증발된 증기가 외부로 분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Fig. 14를 보면 실험 종료직전까지 화

재는 진압되지 않고 연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Fig. 13. Water-mist system activation Fig. 14. Burning boxes before the end



634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6, No. 4, December 2020

Fig. 15의 측정된 온도그래프를 보면 가장 상부에 위치하고 화원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점화 후 233초에 측정된 온도는 

626.2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박스가 무너지고 내려오는 미분무수에 냉각이 되면서 온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미분무수 동작 이후의 온도 측정 결과는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5. Temperature profiles for case 1

(2) Case 2 : 개구부 닫힘 조건

두 번째로 수행된 실험은 1차로 진행된 Case 1과 같이 1차 가연물인 헵탄 컵 연소를 통해 2차 가연물인 CEP를 발화시키고 

나서 충분히 심부로 화재가 확산되기를 기다린 후 미분무 소화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시나리오이다. Case 1과의 차이점은 미

분무 소화시스템 동작 시 개구부 조건은 닫힌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Figs. 16,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화 후 3분 40초 동

안 연소가 진행되어 심부로 화재가 전파되기를 기다린 후 개구부를 닫고 미분무 소화시스템을 동작시켰다. 5분 동안 동작 상

태를 유지하였다. 해당 시간 동안 유지시킨 것은 이전의 유류 진압시험과 같은 조건이다.

Fig. 16. Burning boxes Fig. 17. Burning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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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18,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분무소화시스템의 동작을 정지시킨 후 문을 열어 개구부를 개방하여 내부를 확인한 결

과 화재는 진압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화재로 인하여 적재하였던 CEP가연물의 앞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는 잘 진압되었지만, 가연물의 표면에서 일부 잔염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재발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지만, 살수시간을 연장한다면 충분히 소멸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0의 온도그래프를 보면 초반에 상

승을 하다가 미분무소화시스템 동작 이후 최상단 맨 앞부분의 온도가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맨 앞부분의 중간에서 

측정된 온도는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후 감소하게 된다. 가연물의 표면에 설치되었던, 열전대는 가연물의 붕괴

로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 문을 닫고 미분무 소화시스템을 동작시킨 이후 내부 상황은 관찰이 어려워 

붕괴 시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Fig. 18. Collapsed boxes Fig. 19. After glow

Fig. 20. Temperature Profiles for case 2

(2) Case 3: 개구부 닫힘 및 외부박스 적재

Case 3은 내부적재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가연물 사이 공간이 좁게 형성된 상태를 구현한 것이다. 적재가연물 이외에 

0.2m 거리에 플라스틱 박스를 배치하여 좁은 공간을 만들었다. 실험의 진행은 Case 2와 마찬가지로 적재 CEP가연물 하부에 

0.1m 직경의 컵에 헵탄을 소량 넣고 1차 연소를 시칸 후 이에 의하여 2차 가연물인 CEP가연물이 충분히 착화되고 심부로 화

재가 확산되도록 3분 30초 동안의 시간을 대기하였다. 이는 Fig.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Case 2와 마찬가지로 개구부인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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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고 5분간 살수를 한 후 문을 개방하고 내부를 관찰하였다. 내부의 가연물은 Case 2와 마찬가지로 적재된 앞부분이 붕괴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하게 잔염이 남아있는 것도 Fig.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찰 되었다. 내부에서 측정된 온도는 붕

괴 등으로 인한 문제인지 일부 유실된 것들이 있어, 본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어 배제하였다. 

Fig. 21. Collapsed boxes Fig. 22. After glow

결 론

미분무소화설비는 일반적으로 소량의 물로 유류화재 등 강도 높은 화재에 적용성이 높으며, 액적의 증발로 인한 냉각과 증

발한 증기로 인한 질식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물류창고와 같이 급격히 성장하는 화재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지 여부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미분무소화설비는 알려진 바와 같이 유류화재에는 뛰어

난 적용성을 보여주었다. 물류창고의 대표가연물인 CEP와 같이 연소가 신속하면서도 적재된 상태에서 심부로 진행되는 연

소에 대하여 미분무수가 적응성이 있는 지를 실험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적재 장소 특성상 연소 가연물 주위에 

다른 가연물이 파렛트 단위로 적재될 경우를 가정하여 반영한 시나리오도 실험에 포함되었다. 실험의 결과 개방된 상태에서

는 적용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문을 닫고 진행된 실험에서는 화재가 진압되기는 했지만, 잔염이 남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는 살수시간을 늘리면 완전한 진압이 될지 모르지만, 적층된 복잡한 구조에서는 완전진화가 되지 않고 약제 방출 정지 이후 

재발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공간이 옥외와 유사할 정도로 큰 물류창고 내에서 적재된 가

연물에 대해 미분무소화설비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한 결론은 실제 규모 실험을 통해 매듭지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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