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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007년도 사고설비별 기화재 발생 황을 살펴보면 기
화재  기배선  배선기구에서 발화한 화재가 2,875건으로 기화재 
발생  31.5%를 유하 다. 한 사고 압별 기화재 발생 황으로 
220/380V에서  화재가 7,229건(79.2%)으로 기화재의 부분을 유하
다. 기화재는 단락, 과 류, 불량, 트래킹 등 9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로부터 재해를 막기 하여 차단기나 배선용차단기
를 사용하여 일부의 기화재 원인을 차단할 수 있으나 차단기 자체에
서 발생하는 원인에 하여는 보호할 기기기가 부재하다. 
 본 논문에서는 압설비의 기재해를 미리 차단하기 해 사용되고 
있는 차단기에서의 발화 메커니즘에 한 연구로 트래킹과 불량에 
따른 험성을 분석하고 기설비에서의 화재 발생에 한 방 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 다.

1. 서    론

  2007년도에 발생한 화재는 47,882건으로 기화재는 9,128건이 발생하
여 19.1%의 유율을 보 다. 한 기화재  기배선  배선기구에
서 발화한 화재가 2,875건으로 31.55를 유하 으며 사고 압별로 분석
한 기화재는 220/380V에서의 화재가 7,229건(79.2%)으로 기화재의 
부분을 유하 다. 220/380V에서 기화재가 많은 이유는 부분의 
가 기기  동력기기에서 사용하는 압이 220V나 380V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화재란 기  원인이 발화원으로 되는 화재를 말하며, 기화재의 
발생과정을 살펴보면 기에 지가 변환되어 발생한 열이 발화원이 되어 
일어난 화재와 연물의 도체로의 변질, 네온사인의 고압부에서의 설
방 이나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연 괴, 노후, 자연  원인뿐만 아
니라 취 부주의나 방화 등 인 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기기기
기구의 제작 불량에 의한 화재와 설계․구조  결함으로 인한 화재, 불
안 한 시공에 의한 이나 열 발생, 안 장치의 부동작 등 고장  사
용자의 부 한 사용방법이 요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로 분류할 수 있
다. 
  기에 지가 변환되어 발생한 열의 종류에는 열(Joule's heat)이나 
방 스 크  아크(Arc)로부터 발생된 열속 등이 있으며, 열이 발생하
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단락이나 지락 등과 같이 기회로 이외로의 
설에 의한 경우로 압이 인가된 충 부분에 도체  등이 있고, 그 다
음으로는 성선 단선과 같은 배선의 1선 단락이나 동기의 과부하운  
등 부하의 증가, 배선의 반단선에 의한 류통로의 감소와 국부 인 
항치의 증가, 각 종 개폐기․차단기류 등을 고정하는 나사가 느슨해져 
국부 인 항이 증가하여 열에 의해 발열하는 경우 등이다[1-2].
  기배선 는 코드가 가구 등의 무거운 물건에 깔리거나 진동에 의
해 피복이 손상되어 회로 외로의 설에 의한 경우, 기 제품의 러그
와 콘센트의 사이에 먼지가 쌓여 습기를 포함하면 기통로가 형성되는 
트래킹(tracking) 상과 부품의 열화 등에 의한 설 류가 흘러 발생하
는 기  조건의 변화 등이 있다. 한 기설비가 규격미달이나 노후
된 경우, 기설비를 변경할 경우, 혹은 기설비가 잘못 사용되거나 기
기와 맞지 않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3-4].
  이러한 기로부터 재해를 막기 하여 차단기나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여 일부의 기화재 원인을 차단할 수 있으나 차단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하여는 보호할 기기기가 부재하다. 
  본 논문에서는 압설비의 기재해를 미리 차단하기 해 사용되고 
있는 차단기에서의 발화 메커니즘에 한 연구로 트래킹과 불량에 
따른 험성을 분석하고 기설비에서의 화재 발생에 한 방 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 다.

2. 본    론

  2.1 트래킹에 의한 화재위험성

  차단기는 경년열화와 함께 환경  오염 등에 의해 기회로에 
설 류가 흐르면 로를 차단하여 기화재 등의 사고를 방하는 배선
기구로 과부하 겸용인 경우에는 과 류에 해 자동 으로 로를 차단
할 수 있다.
 배선용 차단기는 일정 류 이상의 과 류에 해 자동 으로 로를 
차단해 배선이나 기기기를 보호하기 한 안 장치로 차단방식에 따
라 자식, 열동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차단기에서의 트래킹 화재는 부분 분 반 차단기의 원측
과 부하측 단자간 는 단자와 고정볼트 간에서 부분으로 발생하며 연
소형태와 기 인 용융흔의 식별, 동(Cu) 부분 연재의 도 화 등의 
탄화도 로 형성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2.1.1 트래킹 실험
  차단기 표면에서의 트래킹 진행과정과 실험 후 외형 특성, 내부 특성, 
입력 선의 형태 분석으로 차단기에서의 트래킹 원인 조사 방법을 서
술하 으며 차단기의 입력 단자와 주변 속과의 트래킹, 차단기 내부에
서의 트래킹 과정도 실험과 함께 분석하여 외부와 내부 그리고 주변 
속에 해 부분 으로 트래킹이 발생할 때의 특징을 나타냈다. 실험 방
법은 그림 1과 같이 1%의 NaCl 수용액을 차단기 상부에 분당 40 방울 
떨어 뜨려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림 1> 트래킹 실험장치 구성

  2.1.2 트래킹 실험 결과

  그림 2는 염수를 차단기 상부에서 떨어뜨렸을 때 차단기 표면에서의 
트래킹 진행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2(b)와 같이 입력단자 사이에 
고정나사가 트래킹의 간 매개체 역할을 하며 그림 2(c)와 같이 아크 
불꽃을 나타냈다.
  그림 3은 염수를 차단기 상부에서 떨어뜨렸을 때 입력단자의 사이로 
수분이 침투하여 차단기 내부에서 트래킹이 발생한 것으로 그림 3(b)와 
같이 내부에서 아크가 발생한 후 그림 3(c)와 같이 불꽃이 발생하 다.
  그림 4는 차단기 후면에 스테인리스를 부착하여 차단기를 고정하여 
염수를 상부에서 떨어뜨렸을 때 지한 스테인리스와 입력단자 사이에
서 그림 4(b)와 같이 탄화도 로가 형성된 후 그림 4(c)와 같이 아크가 
발생하 다.

  

(a) step-1           (b)step-2           (c)step-3
<그림 2> 차단기 외부에서 발생한 트래킹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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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p-1           (b)step-2           (c)step-3
<그림 3> 차단기 내부에서 발생한 트래킹 현상

  

(a) step-1           (b)step-2           (c)step-3
<그림 4> 차단기 단자와 접지단자에서 발생한 트래킹 현상

  이와 같이 차단기에서의 트래킹은 주로 부하측보다는 입력측 단자에
서 주로 발생하며 차단기를 고정하는 나사가 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차단기 내부에서는 입력측 단자보다는 흡습에 따라 류를 차단
하는  사이에서 트래킹이 발생하 다. 한 분 반이 도체인 경우 
단자와 지된 도체사이에서 트래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
로 증명하 다.

  2.2 접촉불량에 의한 위험성
  압용 배선기구의 속부에서 발생하는  불량에 의한 기화재
의 원인들을 보면 단자 나사의 조임 불량, 선과 선의 연결 상태 불
완 , 속기기류(콘센트, 러그, 스 치 등) 면의 먼지, 부식, 스
링 이완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고패턴의 요 요소는 불량으
로 인하여 항이 발생하고 항요소에 의한 열 발생으로 확산된다. 

  2.2.1 접촉불량 실험
  본 실험에서는 National Instrument사(PXI-1042, PXI-4472, PXI-6259, 
SCXI-1000, SCXI-1112, SCXI-1313)의 DAQ시스템에 의해 진동, 온도, 
압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진동, 온도, 압 신호를 각각 8개의 채 로 
동시에 받아서 분석이 가능하며, 실제 실험에서는 진동, 온도, 압 신호
를 각각 1개의 채 로만 받아서 분석하 다. 실험에 사용된 MCCB는 
국내・외 제품 4개사로, 실험 원으로는 단상 220[V], 60[Hz]를 사용하
다. 실험시 부하조건으로는 열기 2 (900[W]+570[W])를 병렬로 연
결하 으며, 속결함조건으로는 배선용 차단기 2차측  한상의 조임토
크를 토크드라이버(FDS2-S, Tohnichi, japan)를 사용하여 0kgㆍcm으로 
설정하 고, 가진기의 축에 MCCB를 연결하여 5[G], 60[Hz]의 진동이 
달되도록 하 다. 속결함에 의한 속단자의 아크  열화 특성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 하여 분석하 다.

<그림 5> 접촉불량 실험 구성

  2.2.2 접촉불량 실험 결과
  그림 6은 국내 MCCB 2차측 속단자와 선간에 불량시 아크 
 화염의 진행과정을 촬 한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 소형 

MCCB(A사)의 단자와 선간에 진동을 10분간 인가하 을 때 아크의 
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크의 발생은 진동을 인가하기 시작한 기
부터 록색의 불꽃이 발생하기 시작하 으며, 약 9분 경과한 후 그림 
9(b)와 같이 선과 단자 사이에 색의 열부(hot zone)가 측되었다.
  그림 7은 정상상태의 단자와 실험에 의해 열화된 단자 그리고 선과 
단자의 속 이며, 이와 같이 나사는 선과 직  속하게 되어 있으
므로 면 의 감소로 불량에 의한 사고의 험성이 있다. 한 
나사부분에 이물질이 직  침입하기 쉬우므로 부식  항의 증가
로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림 8은 DAQ시스템에 의해서 측정된 데이터  일부를 나타낸 그
림이다. 실험에 사용된 MCCB는 국내 A사의 제품으로 속단자와 선
간의 진동의 크기는 5[G], 60[Hz]의 크기로 10분간 인가하 으며, 이때 

측정된 압과 온도 형을 나타냈다. 압 형은 진동 기에 불규칙한 
형과 피크가 측정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압이 차 증

가하 고 구형 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이에 일부 피크 형이 포함되었
다. 온도 측정 부 는 속단자에서 3[cm]떨어진 치에 설치하 으며, 
온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의 차 으로 증가하 다.  
 

  

(a) step-1           (b)step-2           (c)step-3
<그림 6> 차단기 외부에서 발생한 트래킹 현상

            

(a) 정상상태   (b)열화상태           (c)접속의 예

<그림 7> 국내 저압용 차단기의 단자 구조   

 

(a) 1분경과(전압)           (b)1분경과(온도)

 

(c) 10분경과(전압)           (d) 10분경과(온도)
<그림 8> DAQ시스템에 의한 측정 데이터( 압[V]  온도[℃])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재  감  그리고 설비사고를 해 설치하는 차단
기에서의 화재 발생 메커니즘에 하여 실험  분석하 다. 특히 차단
기에서는 트래킹과 불량에 의해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트래
킹은 부하측보다는 입력측 단자에서 외부, 내부 그리고 단자와 지된 
도체에서 발생하며 불량은 단자에서 온도가 상승하여 결국에는 단
자에 속된 선이 이탈하여 지락이나 단락으로 이어져 2차 재해를 발
생 시킬 수 있는 험요소를 분석하 다. 이러한 결과는 차단기에서의 
기화재 방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력산업기반기  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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