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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기법에 의한 물류창고의 화재원인 및 4M에 따른

예방대책 분석

Classification of Fire Causes in Warehouses Using the TRIZ Technique 
and Analysis of Preventive Measures Accordingto 4M

한상훈*, 공하성**

Sang-Hun, Han*,  Ha-Sung, Kong**

요 약 이 연구는 TRIZ기법에 의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분석과 4M을 적용하여 화재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문제해결기법인 TRIZ기법을 적용하여 물류창고 화재원인의 모순을 제시하였다. 둘

째, 인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대책으로 관리자의 안전 기준,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 샌드위치 패널의 작업자 시공기

술 강화 등을 방안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계, 설비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대책으로 안전시설, 안전장치 확대 설치,

화재 진압장비 도입 및 개발, 샌드위치 패널의 내화성능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작업, 환경적 요인, 물류창고

의 화재대책으로 작업공법에 대한 안전수칙 및 관리감독 강화, 물건 적재 장소에 대한 방화구획설정, 성능위주설계

기반으로 한 방화구획의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예방대책으로 화재 위험도

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샌드위치 패널이 불연재료 이상 재질 규

정을 검토, 물류냉동 창고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물류창고에는 바닥면적의 크기와 관계없

이 자동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어 : TRIZ기법, 물류창고, 화재원인분류, 4M, 화재예방대책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warehouse fires using a creative problem-solving technique called 
TRIZ. It identified preventive measures by applying 4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inconsistency among the causes of warehouse fires using TRIZ. Second, it analyzed human factors and fire 
prevention measures in warehouses such as safety standards for managers, and methods for the promotion of 
safety consciousness among workers, and for the reinforc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for sandwich panel 
workers. Third, it identified the mechanical and facility factors and fire prevention measures in warehouses such 
as safety facilities, the expanded installation of safety devices,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fire suppression 
equipment, and the deployment of methods to improve the fire resistance of sandwich panels. Fourth, it presented 
working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fire prevention measures in warehouses such as the tightening of safety 
precautions and the supervision of working methods, and setting fire partitions both in loading places and based 
on performance-based design. Finally, it proposed managerial factors and fire prevention measures in warehouses 
such as specific targeting for firefighting with low fire hazards, reviewing the material quality regulations of 
non-combustible or higher for sandwich panels in the specific target of firefighting that cannot apply fire safety 
standards, installing sprinklers in cold storage, and mandating the installation of automated facilities with 
retroactive application regardless of the floor area in the warehouse with a sandwich panel structure.  

Key words :  TRIZ, warehouse, classification of the causes of fire, 4M, fire preven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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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온라인몰,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이를 빠르게 전달하려는 배송 시스템

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비 패턴은 크게 변하고 있다[1].

물류기업에서는 물품을 보관, 배송 등을 위해 자가, 임

대하는 방식으로 물류창고를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물류창고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어 화

재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물류창고의 샌드위치 패널 외벽 마감자재는 단

열이 우수한 성능으로 구성된 자재이다. 또한 시공의

편리성으로 공장, 창고, 펜션, 전원주택 등지로 사용처

가 아주 넓기 때문에 시장규모 및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김종구(2015)는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물품의 종

류, 보관방법, 적재방식에 따라 연소의 발열량 및 화재

확산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2]. 물류창고의 샌드위치

패널 자재에 대한 재료의 특성이 스치로폼으로 구성되

어 있어 일반적인 화재보다 확산속도가 급속히 빠르고

지붕의 붕괴 흑연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화재로 이

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한다. 서삼기(2013)

는 샌드위치 패널이 연소에 용이한 가연성 물질인지 파

악하여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저렴한 비용에 따른 공기

단축과 경제성의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와 철골구조를 사용한 물류창고가 대부분이다[3].

문태웅(2014)은 물류창고의 마감재 불연 재료가 아닌

일반용 스치로폼과 우레탄폼으로 단열재를 제작 시공

되어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4]. 최근에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 된 물류창고

화재는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하여

사망38명과 사상자 10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5].

2020년 4월 21일 군포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

산피해가 220억 발생하였다[6]. 또한 국가화재 정보센터

에 따르며 2018년 3월 양지물류센터 화재. 2015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2014년 대전직활시 퍼시픽 물

류창고. 2013년 안성 코리아 냉동 창고 화재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반복되고 있다[7]. 물류창고의 내․

외벽 및 지붕구조에 쓰이는 마감 재료가 화재발생 시

불길에 오래 견디고 대피 및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난연성이나 내화구조 재료가 화재에 미치는 영향

은 중요할 것이다. 물류창고의 샌드위치 패널 화재안전

성에 연관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문범은(2011)

의 연구에서는 샌드위치 패널의 실제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사례를 이천 로지스올 냉동 창고, 부산 암남동, 이

천 코리아와 실태 조사하여 화재원인 조사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한 결과로 샌드위치 패널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무기단열 재료인 글라스울는 불연 재료를 사용방

안과, 연소 확산 속도를 지연, 독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

는 ALC패널 자재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정책적 방향

및 향후 연구로 현재의 방화구획의 설정에 한계가 있으

므로 철저한 기준 적용, 창고 내부를 방화구획 마감재

내화 인증 시험에 통과한 재료를 확인하고 시공되었는

지 철저한 관리방안을 언급하였다[8]. 채학병(2014)의

연구에서는 페놀 수지폼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난연 폴

리우레탄폼과 일반 폴리우레탄폼과 비교 평가하기 위

해 콘칼로리미터 실험에 의한 가스유해성 실험을 실시

하여 연기와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로 페놀

수지폼이 난연 및 일반 폴리우레탄폼보다 가스 유해성

에서 네 배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제시하였다[9]. 김재경

(2012)은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로 사용되고 있는 우레

탄이나 스티로폼이 유기단열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

화점이 매우 낮아 스티로폼의 취약한 내화성을 보강하

기 위해 경량기포콘크리트를 다양한 섬유를 혼입하는

강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로 시멘트보다 저렴한

고로슬래그를 이용하여 시멘트와 고로슬래그를 다양한

조건으로 배합한 결과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책적 방향 및 향후 연구로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인 시공의 용이성 및 운반과정의 장점을 살리기 위

해서 적절한 크기의 콘크리트와 양면의 부착성 방안을

제시하였다[10].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

가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은 미리 알려져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의 열적, 연기특성, 경량기포 콘크리트적용 등 확인 탐

색하려는 연구에만 그치고 있으며, 대형화재로 이어지

는 확산 방지와 근로자의 작업방법 및 관리감독강화,

화재진압대책, 성능위주설계기반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

을 분석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때문으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다뤄지지 않았던 물류창고 화재 사례와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물류창고

화재안정성을 분석을 하였으며 먼저 대형화재로 확산

되는 원인을 샌드위치 패널의 재료적 특성을 세분화하

여 분석하고, 이 결과를 화재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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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lashover, Post-flashover, flashover[11]를 TRIZ기

법[12]을 적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료의 위험요소를

발췌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화재예방 대책을 4M[13]

을 인적, 기계, 설비적, 작업, 환경, 관리적 요인에서 도

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물류창고 화재 문

제의 모순을 도출하고 대응전략으로 화재위험요인을

TRIZ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분류 화하여 분석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4M을 적용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물류창고의 유통시스템 활성화 방

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물류창고의 화재 통계분석

1. 물류창고의 현황

물류가 우리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를 관장하는 물류시설 역시 큰 변화를 보

이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서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

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

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

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

지이라 정의하고 있다. 제2조 5의2에서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 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

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정의

하고 있다[1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2020년 06월 기준 물류창고업에 등록된 등록 수는 총

3,655건으로 확인됐다[15]. 창고업 1,332건 항만창고 209

건, 보세창고 602건 보관저장업 153건 식품위생법 냉동

냉장 514 건축산물보관 519건 식품산업진흥법 냉동내

장 326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00㎡ 이상의 물류시설과 건축면

적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에 대해선 국가물

류통합정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서

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약 8,5395천㎡으로 전

체15,466천㎡의 약 55.2%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창고업 등록수가 대규모 창고와 비중도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외에 충청북도가 1,252천㎡(8.1%)

경상남도 1,171천㎡(7.6%)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약 679((51%) 경상

남도 156(12%) 경상북도70((5.2%) 전라남도 60(4.5%)

순으로 나타났다.

2. 샌드위치 패널 재료의 특성

샌드위치 패널이란 샌드위치 모양처럼 철판으로 되

어있고 심재가 들어가 있는 패널을 말하며 심재로 들어

가는 단열재는 스티로폼, 폴리우레탄, 그라스올, 미네랄

울 등이 있다[16]. 양면이 철판으로 되어 용접작업 시

불티가 천정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연기를 눈

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염 연소로 인해 산소공급원을

만나서 순식간에 화염이 전파되고 폭발과 화염 전체를

휩싸이는 위험성이 전개될 우려가 높다. 샌드위치 패널

의 재료별 특성에서 발포 폴리스티렌폼 패널은 유기질

패널과 무기질 패널로 구분되는데 유지길 패널은 주로

석유화학제품인 유기원료를 발포해 만들고 대표적인

것이 폴리스티렌폼(스티로폼)과 폴리우렌탄폼이라고 할

수 있다. 스티로폼패널은 단열재를 사용하고 외부에 착

색한 아연도장강판 패널로써 표면강판은 실리콘 폴리

에스테르 불소코팅이나 코팅을 하므로 단열성능, 구조

성능, 난연성, 내열성, 절연성이 우수하여 적은비용이

들어 샌드위치 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8].

폴리스틸렌은 열가소성 수지로 화재 시 심재가 빠르

게 녹아 증발 연소로 독성가스로 나타나고 화염확산이

빠르다. 우레탄 패널은 폴리우레탄폼을 사용하는 중간

단열재로 샌드위치 패널의 일종으로 연질과 경질 구분

되며 단열재로는 경질제품이 사용된다[4]. 폴리우레탄

폼은 공사현장에서 발포시공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부피가 줄어들고 열전도율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다른 단열재에 비해 내구성 및 단열성 강도 등이 우수

하여 물류창고, 냉동 창고에 많이 시공되어 왔다. 가격

이 고가이고 독성가스 유발과 빠른 연소 확산으로 화재

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라스울 패널은 무기질

단열재로 광물을 용융하여 고압분사나 고속회전력을

이용하여 섬유화하고 일정한 형태로 성형하여 만든다

[4]. 무기질 단열재는 연속기공을 형성하고 있어 단열성

이 뛰어나고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산업

플랜트, 건축물은, 선박 방화 내화구조에 까지 활용된

다. 미네랄울 패널은 안산암, 현무암 등의 광석과 제철

소의 슬래그를 원료로 하는 내열성이 높은 무기질 광물

섬유로 불연성, 단열 흡음성 내구성의 특징을 갖춰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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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9 2018 2017 합계

화재

건수
3,309 3,650 3,780 10,739

사망 18 17 15 50

부상 213 184 177 574

부동산피

해

(백만 원)

86,904 79,580 86,158 252,642

동산

(백만 원)
134,319 108,821 109,338 352,478

랜트설비, 선박, 방화, 건축설비, 내화구조에 까지 활용

된다[4]. 미네랄울 패널은 무기질 섬유를 사용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내화성이 뛰어나 내화

구조로 지정된 패널이다.

3. 비 내화적 공법

철골구조란 각 부재 형강과 강판을 리벳, 볼트, 용

접, 고력볼트 등의 접합방법으로 조립하여 건물의 뼈대

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강구조라고도 한다[4]. 철골작업

은 부재를 가공하는 공장작업과 현장에서 조립하는 현

장작업으로 구분되며 공장가공은 현장, 운반, 반입, 세

우기에 지장이 없는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발송하고 현

장에서는 적절한 가설설비, 기계 설비를 하여 바로잡기,

세우기, 고력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다. 공법이 자유롭고 장대 재를 이용할 수 있어 큰 스

판 구조물이나 고층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 철제 프

레임을 조립해서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패널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비 내화적 공법으로 시공 및 설계에 적절한

내화피복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P.E.B 구조란 철제 프

레임을 조립해서 외곽구조를 시공하고 외부에 샌드위

치 패널 건축물 외장재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공법이

다.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원가절감과 세련된 외관,

내구성을 도모할 수 있어 창고 공장, 격납고 시설 등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재를 모듈로 세분화하여 각

부 지점에 나타나는 Moment와 Axial Forces 크기에

따라 부재를 결정하고 있다.

4. 물류센터의 화재 통계분석

1) 샌드위치 패널 물류창고의 화재현황

최근 3년간 화재 통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의

하면 전국 샌드위치 패널의 창고 화재는 총 10,741건으

로 연평균 3,579건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 화재건수

3,782건, 인명피해 사망15명, 부상 177명, 재산피해액

1,954억 원, 2018년 화재건수 3,650건, 인명피해 사망

17명 부상 184명, 재산피해액은 1,884억 원 2019년 화재

건수 3,309건 인명피해 사망 18명 부상 213명, 2,212억

원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간

건물구조 화재발생 건수 81,612건(13%,10,741건) 사망

813명(6.1%, 50명) 부상 5,236명(10.9%, 574명) 재산피

해 1조5,004억 원(40.3%,6,050억 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건물구조의 화재건수는 13%,

사망 6.1% 부상 10.9% 재산피해액은 40.3%로 나타나,

화재건수가 전체의 13%인 반면에 재산피해는 3배인

40.3%로 나타났다. 물류창고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적어

인명피해는 적지만 적재물품이 대량으로 화재 하중이

높고 샌드위치 패널의 표면재가 아연도금강판철판을

사용하여 소화약제 및 소화용수가 침투하기 어렵고 우

렌탄폼이나 스티로폼의 경우 단열재 공간에 공기층을

가지고 있어 화재의 급속한 연소 확대에 따라 임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3년도 화재피해액이 급증한 것은 안성시 코리아냉

동창고 화재의 재산피해가 98억 원로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Table 1>와 같다.

표 1.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주요 화재현황

Table 1. Major Fire Status of Sandwich Panel Structures

2) 샌드위치 패널 물류창고의 원인별 화재사례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이천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 2층 천장에 동파이프 배관 용접 작업

시 반복적인 용접불티가 천정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축적되어 연기가 보이지 않은 무염 연소 형태로 천정과

벽면으로 확산하여 산소 공급이 원활한 지점에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순식간에 샌드위치 패널

외장재와 인근 가연성 소재에 옮겨 붙으며서 폭발적 연

소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는 사

망자 38명, 실종자 4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하였다[5].

건물구조는 PC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지상 4층 지하 2

층에 연면적 11,043 ㎡의 물류창고로 완공검사를 2개월

앞두고 동시에 많은 공정의 작업이 화재나 폭발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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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기

발생장

소

화재원

인
사망 부상

재산피

해

2020.04
이천물

류창고

용접

불꽃
38 10

조사

중

2020.04
군포물

류창고
담뱃불 - - 220억

2018.03

경기(

주)OO

양지물

류선터

부주의 - - 7,290

2015.05

김포시

OO모

직

물류창

방화 1 1 31,860

고

2014.04

대전(

주)OO

OOOO

류창고

미상 - - 13,793

2014.09

대전

OO타

이어

미상 - - 15,545

2013.05

안성시

㈜OO

O냉동

창고

미상 - - 98,872

2012.09

남양주

시OO

물류센

터

전기적

추청
1 - 3,330

2012.12

고양시

㈜OO

O산업

미상 1 2 1,930

2008.08

서울시

OOOO

나이트

전기단

락추정
3 - 270

2008.12

이천시

물류센

터

용접부

주의

추정

8 4 72,100

2008.01

이천시

코리아

2000

창고

가연성

증기추

정

40 10 7,150

2007.09

대구시

㈜OO

합섬

미상 - - 4,298

2007.11

이천시

OO제

당

라인

과열추

정

1 1 4,293

있는 작업을 그대로 진행 중에 화재로 지상 4층 1동,

연면적 50,465㎡, 건축면적 14,956㎡ 규모가 전소하였다.

2020년 4월 21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물류창고 분

리수거장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되어 건물 연

면적 3만8천여㎡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20억 원

의 재산 피해가 났다[6]. 건물구조는 PC구조,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 2013년 5월 3일 경기도 안성시 ㈜코

리아냉장 지상2층 화점에서 빠르게 연소가 확대되면서

전체 건물이 화재로 전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피해

는 부동산 320억, 동산 68억 으로 나타났다. 건물구조는

PC구조, 샌드위치 패널, 지상 4층 1동, 연면적 50,465㎡,

건축면적 14,956㎡ 규모가 전소하였다[17]. 2012년 9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물류센터 냉동·물류창고에

지하1층 전기불꽃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소방공무원으로, 재산피해는 3억

원 건물구조의 외벽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화재로

전소되었다[4].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주식회

사 코리아 2000의 냉동 물류 창고 지상 1~2층 연면적 2

만9136㎡ 규모로 지하 1층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 한

것으로 인명피해 사망 40명, 부상 10명으로 재산피해

78억 7천만으로 나타났다. 물류창고가 샌드위치 패널구

조로 되었기 때문에 유증기가 확산된 상태에서 용접작

업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해 건물 전체 전소 되었다

[17]. 2008년 12월 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

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불꽃이 발생하면서 샌드위

치 패널로 옮겨 붙은 화재사고로 작업자 8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으로 재산피해는 72억 원으로 나타났다 [17].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표 2. 물류창고의 원인별 화재 현황

Table 2. Fire Status by Cause in Logistics Warehouses

Ⅲ. 물류창고 위험요인 분석 및 평가

1. 물류창고 위험요인 실사

물류창고의 화재위험 요인 분석을 위해 최근 대형화

재가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구조인 경기도 OOO

물류창고, 이천시 OO물류창고, 충청북도 OO물류창고

중심으로 현장실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진행한 결

과 다음과 같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정리하였다[18].

2. 마감재 샌드위치 패널 시공

OO도 OOO물류창고는 지상 2층 규모, OOO도 OO

물류창고의 경우 지상 3층 규모, 이천시 OO물류창고

지상 2층 규모 전부 샌드위치 패널로 내, 외벽 및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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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감재로 시공한 것을 확인하였다[4]. 대부분 물류창

고 내, 외장재 양면이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여 소화약

제나 소화용수가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와 중간 단열재

로 사용하는 우렌탄폼과 스티로폼은 공기유입이 없이

도 용접불티나 전기적 열화로 인해 급격한 화재 확산

과 유독가스 대량 발생으로 재실 자가 피난에 한계가

있음을 화재사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9].

3. 방화구획 부재 및 높은 층고

물류창고는 실내에는 대부분 천정이 높고 창문, 출

입구가 외부에서 공기유입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 하였

으며, 물건 운반 및 적재를 위한 공간 확보 등으로 사

용하고 있으며 실내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물류창고 특성상 관련법에서 방화구

획을 면제 사항은 화재안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20].

4. 내부 적재물의 화재 하중과 화재 확산 위험성

물류창고의 구조적 특성은 철골구조방식에 내, 외

벽, 지붕마감재는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되었다, 실내에

는 높은 층고와 방화구획을 구획하지 않은 법제도적 모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 적재 물은 적재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진열과 혼용, 열방출률이 높은 합성고분

자화합물의 이용한 제품으로 수직적재하중이 높아 특

징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실내의 가연물과 샌드위치

패널 내, 외벽이 폴리스틸렌으로 연소속도가 빠르고 발

열량이 매우 크다. Figure 1은 물류창고의 샌드위치

패널의 순간적인 화재 확대로 지붕이 붕괴 되는 등 플

래시오버 현상으로 초기 소화가 곤란하게 되고 다량의

흑연의 유독가스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

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21].

Figure 1.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 확산[4]

Figure 1. Sandwich Panel Fire Combustion Diffusion[4]

Ⅳ. TRIZ기법과 4M을 적용한 물류창고의

화재분석

TRIZ기법은 문제해결기법으로 1946년 알트 슐러

에 개발되었다. 알트 슐러는 200만 건 이상의 특허를

분석하였으며, 공통점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혁신과 발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

근법으로 TRIZ는 문제의 모순을 도출하고, 다양한 자

원 접근방법론을 접목하여 IFR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

TRIZ를 활용한 논문 분석 결과를 보면, 비공학은

29.6%, 공학은 54.5%를 차지하며 논문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22].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유형의

화재사고는 근본적인 모순을 찾지 않고 추상적 원인과

대책만 강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

는 사항과 기술 시스템간의 모순을 문제의 정의 단계에

서 탐색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천 물류창

고 화재를 예로 들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물

류창고 현장의 작업자의 안전 극대화하여 경제성을 높

이기 위함인데 반하여, 기술 시스템에서는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샌드위치 패널 내화성능, 방화구획, 스프

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용

과 많은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여 배치가 들어가게 된

다. 이러한 모순 관계로 인하여 용접작업 시 감시자 배

치나, 작업자의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지하 2층에서 용

접작업자 혼자서 배관 용접 시 용접불티를 확인하지 못

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이상해는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작업자의 안전극대화하거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성능위주기반의 설계나 안전기준,

법 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현장의 요구 조건에

따라 2가지 이상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기의 이상

해가 화재재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해결목표가 된

다. 최종 단계는 4M인간, 설비, 환경, 관리의 관점에서

근본원인을 분석한다. TRIZ기법을 적용한 화재원인분

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용구(2017)는 TRIZ

기법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위험분석으로 설비노

화 대책확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책 방안을 제

시하였다[23]. 서용구,민세홍(2017)은 TRIZ기법에 의한

재래시장 화재의 원인분석을 통해 전기 선로의 배선 구

분을 제안, 초고압펌프시스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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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Z기법

TRIZ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함으로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럼 단계아이디어

의 직관적인 속성과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제시한다.

가능성 있는 여러 요구사항과 다양한 실현 방법을 도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단계의 아이디어에서 역 아이

디어를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역아이디어로 인해 해당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의 정의 단계와 비슷하게

현상 위주로 기술한다. 영향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서 제한조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네 단계를 통해

도출된 문제의 정의와 영향은 트리즈에서 얘기하는 기

술적 모순에 해당하고, 기본아이디어와 그 역아이디 어

는 물리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소기술과

TRIZ를 적용하여 문제와 역아이디어 또는 영향과 아이

디어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치를 찾아서 조치하는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TRIZ기법을 활용

하여 물류창고 화재 문제해결 방법을 체계화하고자 한

다. 문제의 모순을 도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한 접근방법론을 접목 하여 IFR를 이루고자 한다.

TRIZ기법을 활용한 물류창고의 모순 탐색 단계를 거

쳐, TRIZ기법으로 사고의 전환을 통해 물류창고의 이

상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2. 4M

4M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해와 연

관성 있는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요인들의 관계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 이론은 미 공군에서 연구 개발하

여 현재 미국의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채택하

여 세계적으로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 할 때 사용

하고 있다. 4M 이론을 접목하여 화재근본원인 항목적

용하면 다음과 같다. Man은 인간이 일으키는 실수를

휴먼요소라 한다. 분석할 때 안전의식 부족, 생리적 요

인, 심리적 원인, 기술 미숙, 휴먼에러, 인간행동의 신

뢰성, 작업방법의 부적절, 법규미준수와 관계가 있다.

Machine은 물적 조건으로 기계 · 설비를 말하지만, 기

계 설비 설계상의 결함, 자재, 설비 불량, 안전장치 미

설치, 설비 오작동, 위험 방호장치의 불량이 포함된다.

Media는 매체로 작업방법, 작업환경, 주위환경, 가스,

연기, 공간, 화학물질, 물건 적재 작업에 관한 정보, 등

을 가리킨다. Management는 방재실의 관리 부족, 매

뉴얼의 미작성, 안전보건법령의 철저, 교육훈련 부족,

안전관리계획 미흡, 규정, 법적 대상 아님, 안전보건규

정 등의 정비,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

의 지휘감독, 작업계획 등을 말한다.

3. TRIZ기법에 의한 물류창고의 화재원인 분류

물류창고 화재의 대형 확산 원인은 Pre-flashover,

Post-flashover, Flashover 으로 화재 요인을 분류할 수

있다. 플래시오버는 화재 최성기로 진입하기 전 현상으

로 실내 전체 가연물 표면을 연소시키면서 국부화재에

서 전역화재로 전이하는 현상이다. 연료지배형 화재에

서 환기지배형 화재로 천정아래에 축적되는 증기층 및

미연가스를 가로질러 급속한 화염 전파하는 현상, 개구

부 또는 창문을 통해 화염이 분출하며 실전체가 연소되

는 현상 이라고 볼 수 있다.

1) Pre-flashover

TRIZ기법이 물류창고가 ‘Pre-flashover’는 다양한 가

연성, 발열량 등의 하위 근본원인으로 구분하였다. 샌드

위치 패널의 심재는 가연성 패널로 이루져있어 화재강

도가 크면 발열량이 높아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되어 피

난을 어렵게 만든다. TRIZ기법 적용한 “Pre-flashover”

에는 패널의 가연성, 발열량 등의 하위 근본원인에 대

해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2는 TRIZ기법을 적용

한 Pre-flashover의 하위 근본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나

타내었다. 물류창고의 외벽, 지붕 마감재 샌드위치 패널

의 내화성능이 떻어지고 접합부와 부착방법이 화재확

대 위험성이 크다. 샌드위치 판넬은 가연성 패널로 화

재강도가 크며 접합부 균열이 되어 화재의 성장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 할 확률이 높다. 가연성 패널은

플라스틱 고분자로 가연성 물질이면서 발열량이 높아

화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연계수가 커서 다량의 연

기를 발생시키고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량의

흑연이 발생하여 빛을 흡수하며 피난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는 샌드위치 패널이 가연성 물질이면서 발

열량이 높아 재실자가 피난 경로를 확인하는데 는 다량

의 흑연연기와 유독가스로 안전통로를 찾는데 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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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물류창고의 연료지배형 화재

Figure 2. Fuel Controlled Fire in Logistics Warehouses

2) Post-flashover

물류창고의 외벽, 지붕 마감재 샌드위치 패널의 내

화성능이 저하되고 접합부와 부착방법이 화재확대 위

험성이 크다. TRIZ기법을 적용한 “Post-flashover”에는

접합부, 부착방법 등의 하위 근본원인에 대해 분석하

여 나타내었다. Figure 3 TRIZ기법을 적용한

Post-flashover의 하위 근본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나타

내었다. 패널의 접합부는 간격이나 틈새가 생겨 화재

시 내화성능이 저하시키고 특히 심재가 용융하는 우레

탄 폼이나 폴리스티렌폼의 경우 쉽게 화염이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며 화재확대 위험성이 크다. 또한, 물류창고

의 대 규모건축물로 구성 비율이 높으며 실내에는 다양

한 물품의 보관으로 화재하중도 높으며, 샌드위치 패널

로 칸막이 창고와 벽을 시공하는 패널의 부착방법이 내

화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패널의 접합부 골조, 심재, 표

면재의 성능차이로 있으므로 화재성능평가 시 고려하

여 화재 위험성을 줄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샌

드위치 패널의 재료의 특성으로 내화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화염전파를 막는 데는 소방시설로 인한 소화

작업에 한계가 있다.

Figure 3. 물류창고의 환기지배형 화재

Figure 3. Ventilation Driven Fire in Logistics Warehouses

3) flashover

가연물의 패널이 가연물의 열분해로 접합부변형으로

외기가 유입되어 격렬한 연소와 지붕의 붕괴로 화염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flashover 가능성이 높다. TRIZ기

법을 적용한 “flashover”에는 가연물의 착화 및 열분해,

접합부변형 등의 하위 근본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나타

내었다. Figure 4 TRIZ기법을 적용한 flashover의 하위

근본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가연물의 착화

및 열분해로 분해가스의 축적되어 고온 열 기류에 의한

화염의 복사 강도 강화 된다. 가연물의 온도상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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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화 및 화염의 전면 확대를 통한 flashover발생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샌드위치 패널의 접합부 변

형에 의해 외가가 유입되어 격렬한 연소와 건축물의 외

벽 또는 지붕 붕괴가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건

축설계강화와 초기 화재 진압 소방시설 효율성이 떨어

져 화재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Figure 4. 물류창고의 화재확대 현상

Figure 4. Fire Expansion Phenomenon in Logistics Warehouses

Ⅴ. 4M에 의한 화재예방대책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4M을 적용하여 화재예방대책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적(Man) 대책

물류창고의 화재예방대책으로 휴먼에러, 법규미준수,

안전의식 부족, 작업방법의 부적절, 기술 미숙, 심리적

원인 등에서 근본원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리자의

안전 기준와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를 제안한다. 물류창

고 준공검사를 위해 평상시보다 두 배가 많은 근로자를

투입해 동시에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는 많은 종류의 작

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리자의 부재와 현장의 위험

성 유발 요인에 대해 확인을 하지 못하는 작업자의 안

전의식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과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현장

에서는 시공 위주로 설정되어 안전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이 시공사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안전감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샌드위치 패널의

작업자 시공기술 강화를 제안한다. 샌드위치 패널은 규

격화되어 제작되므로 샌드위치 패널간 또는 샌드위치

패널의 철강빔 등에 고정시 패널간 접합부 틈새이나 간

격이 생기는 것으로 이러한 패널의 접합부를 불량하게

시공할 때는 연소 기능을 저하시켜 화재 확산방지 작

용한다. 접합부의 틈새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재료는

사용목적과 부위에 따라 코킹재와 백업재로 구분되며

화재안전을 위해서는 내화성능이 확보되는 불연재료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백업재로는 펠트, 성형고무와 스폰

지 등이 코킹재로는 폴리스티렌폼이 일반적으로 이용

되기 때문에 화재 시 용융 또는 연소되어 방화기능을

갖지 못한다.

2. 기계, 설비적(Machine) 대책

물류창고의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장치 미설치, 기

계설비 설계상의 결합, 설비 오작동위험, 자재, 방호장

치의 불량, 설비 불량 등에서 근본원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안전시설, 안전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한다.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의한 현장의 안전시설물에 있어서는

가설물 설치 전 구조검토 확인, 설치 후 안전상태 확인

후 사용허가서 부착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안전점

검 전 작업자가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점

검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화재 진압장비 도입 및 개

발이 필요하다. 샌드위치 패널은 초기화재의 일정시간

이 시간이지난 후 건물 내,외부 가연물질과 샌드위치

패널 심재까지 착화되며 연소가 급격히 확산되고 심재

의 연소가 진행되므로 소화약제 및 소화용수로 방사되

어도 샌드위치 패널 내부까지 침투하지 않아 소화효과

가 곤란하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패널내부의 스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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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확산연소를 소방대를 투입하는 화재진압 전술 전

개보다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무인화 장비로 샌드위

치 패널을 제거 및 소화용수를 방사하는 시스템이 필요

하다. 셋째, 샌드위치 패널의 내화성능 향상을 제안한

다.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구성은 유기 단열재인 우레탄,

스티로폼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불이 붙으면 연소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피난에

지장 및 화재진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물류창고

샌드위치 패널의 중간단열재는 내화성능이 뛰어나고

유독가스 발생이 적은 무기단열재인 글라스울이나 무

기질 소재를 주원료로 사용한 ALC패널 등 대체 불연

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작업, 환경적(Media) 대책

물류창고의 화재예방대책으로 작업방법, 주위 환경,

공간, 연기, 가스등 발생, 화학물질, 물건 적재 등에서

근본원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작업공법에 대한 안전수

칙 및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

려고 평소보다 두 배의 작업자와 여러 작업진행공정을

생각하지 않고, 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발주자 및 시공사의 경제

적 사익을 위해 빠른 완공증명서 요구로 평상시보다 많

은 근로자를 투입해 동시에 용접작업과 우레탄폼, 페인

트작업 등으로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

는 등 안전관리규정에 한계로 나타났다. 둘째, 물건 적

재 장소에 대한 방화구획설정을 제안한다. 물건 운반

및 적재를 위한 공간 확보 등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물류창고의 특성일지라도 실내

에는 수직으로 물건이 적재되고 많은 인화성 물질과 불

에 잘 붙은 적재 물건도 존재하여 화재하중 높다고 할

수 있다. 건축법규에서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시켜주

고 있지만 방화구획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물류창고의

가연성 물질인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가 연소 확대 원

인으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화재사례에서도

확인하였다. 셋째, 성능위주설계 기반으로 한 방화구획

의 설정을 제안한다. 물류창고의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

재가 스치로폼 또는 우렌탄폼이 불에 잘 붙은 소재로

화재확대의 원인으로 방화구획의 설정이 난해하다는

것이다. 이에 물류창고를 성능위주의 설계를 기반과 방

화구획설정과 소방시설을 재검토하여 화재안정성을 확

보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4. 관리적(Management) 대책

물류창고의 화재예방대책으로 시설유지관리 불충분,

메뉴 얼의 미 작성, 방재실의 관리부족, 안전관리계획

미흡, 규정, 교육 훈련 부족, 법적 대상 아님 등에서 근

본원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방 관계법령 개정을 제안

한다. 물류창고에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화재확산 빠

른 특징이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7]에서 정한 소방시

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

시설의 범위에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일지

라도 물류창고의 내․외벽 지붕이 연소가 잘되는 스치

로폼이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되어 불연재료이

상 재질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물류냉동 창고

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제안한다.「스프링클러설

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헤드의 설

치를 “영하의 냉동 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 창고의 냉

동실”에 제외하는 규정을 냉동품이 화재에 취약한 적재

물인 경우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습식을 제

외한 스프링클러설비의 2차 측 배관에는 소화수가 평소

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파 우려도 없고

설치하는 것이 화재예방이 가능하다. 셋째 샌드위치 패

널 구조인 물류창고에는 바닥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설비의 설치 의무화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

안한다. 물류창고의 적재물품의 화재하중과 샌드위치

패널의 빠른 화염확산의 특징으로 초기 화재진압 실패

로 대형화재로 진행되어 빠른 소방대의 대응이 요구된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바닥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를 의무화하되 소급적용하여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TRIZ기법에 의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분석과 4M

을 적용하여 화재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창의적 문제해결기법인

TRIZ기법을 적용하여 물류창고 화재원인의 모순을 제

시하였다.

둘째, 인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대책으로 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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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 샌드위치 패널의 작

업자 시공기술 강화 등을 방안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계, 설비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대책으로 안

전시설, 안전장치 확대 설치, 화재 진압장비 도입 및 개

발, 샌드위치 패널의 내화성능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작업, 환경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대책으로

작업공법에 대한 안전수칙 및 관리감독 강화, 물건 적

재 장소에 대한 방화구획설정, 성능위주설계 기반으로

한 방화구획의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예방대책

으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샌드위치 패

널이 불연재료 이상 재질 규정을 검토, 물류냉동 창고

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물류

창고에는 바닥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설비의 설

치를 의무화하되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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