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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은 각종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를 공학적으로 해명하는 학

문 분야로 공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

을 경우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

는 전문가가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규명하는 

학문이다.(1,2)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 있어서 일반

적인 공학적 관점이 사고가 발생하는 메케니즘을 

설명하고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 반면 법공학은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 

명하는 목적으로 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

공학 조사관들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법적규

제에 대한 규격 및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하고 안

정된 사회를 실현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점점 고도한 기술사회로 접어들고 

국내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인해 공학과 법이 함

께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법공학에 대한 필요성

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법공학에서 다루는 세부

적인 내용은 크게 화재 관련 분야, 안전사고 관련 

분야, 교통 관련 분야, 건축 및 토목 분야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안전사고 관련 분야는 안전사회

를 지향하기 위해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

Key Words : Forensic Engineering(법공학),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계장화압입시험법), 

Failure(파괴), Fractography(파단면검사), Accident Investigation(사고조사) 

초록: 차량화재는 엔진과열, 이상연료 주입, 냉각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발생 후 

연소시간이 매우 짧아 전소 후에야 소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차량화재는 인명손실보다는 화재확대로 

인해 발생장소에 따라 큰 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 및 

제조사 품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기계부품 파손으로 차량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조사의 생산품 

전반에 걸친 품질 및 차량 안전성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내재되어 

있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 부품의 파손형태 검사 및 재료 물성평가 등을 

통해 부품파손에 의한 차량화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동일 형태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Forensic engineering is the area of expertise of those qualified to serve as engineering experts in courts of law or 

arbitration proceedings. Especially failure of internal parts during vehicle fire accidents causing injuries and damage to property 

almost always generates conflict between the automaker and customer. Hence, the investigation of such events generally involves 

an engineering analysis. One of the possible reasons for such accidents caused by vehicle fire is the failure of the piston and 

connecting rod. By formal inspections and engineering tests, this study shows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nd the cause of failure 

of the mechanical parts. For this purpose the failure mechanism is analyzed by using fractography methods and by applying an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 to compare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reference part with those of the malfunctioning part. 

† Corresponding Author, es92kim@ni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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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이렇듯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어지는 매

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법공학 

분야에 관한 연구는 전문 조사인의 부재, 감정장

비의 부족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조사 방법 및 원

인 분석 등에 관한 프로세서 조차도 구축되지 못

한 상태이므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공학에서 

다루는 내용 중 엔진과열, 이상연료 주입, 냉각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발생 

후 연소시간이 매우 짧아 전소 후에야 소화되는 

특징을 가진 차량화재 분야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차량화재는 인명손실보다

는 발생장소에 따라 큰 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

어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책임소재에 관

한 분쟁 및 제조사 품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기계부품 파손으로 차량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조사의 생산품 전반에 걸친 품질 및 차

량 안전성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피해 정도

가 경미하더라도 대중들이 같은 종류의 차량을 많

이 이용하고 있고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

는 점이 내재되어 있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기계부품 사고에 의한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

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및 동종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차량 부품의 파손형태 검사 및 재료 물성

평가 등을 통해 부품파손에 의한 차량화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동일 형태의 차

량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파손 형태검사 및 물성평가 

2.1 사고 개요 및 특징 

본 사고는 Fig. 1 에서 보듯 지하 1 층 주차장에 

정차된 ◯◯◯ 승용차량 엔진룸에서 불꽃이 일며 

발화하여 위 차량을 포함하여 주차된 4 대의 차량

이 전소한 사건이다. 운전자가 탑승하고 공회전하

는 상태에서 차량 엔진룸에서 발화되어 차량의 가

연 구조물이 전소되고 샤시 부분이 심하게 연소되

어 연소형상을 통한 발화지점의 한정은 불가한 상

태이다. 차량 실내 부분은 심한 연소로 대부분의 

가연물이 연소 유실된 상태로 검사 가능한 부분에

서 발화와 관련 지을 만한 특이 기구나 전기적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기어는 수직의 위치에

서 연소 변형된 형상이다. 엔진룸 내부는 심한  

 

 
 

Fig. 1 Photograph of fired vehicle 

 

 

 

 
 

Fig. 2 Engine room and bottom in fired vehicle 

 
연소로 대부분의 가연물, 배선 및 퓨즈 등이 연소 

유실된 상태로서 검사 가능한 배선 중 엔진 전면 

배기 메니폴더에 설치된 센서의 연결 배선과 엔진 

좌측에 인접한 배선 고정용 새 들 및 배선 부분에

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엔진 분해 검사시 2 번 및 5 번 피스톤과 커넥

팅 로드가 파손 분리된 상태이고, 2 번 및 5 번 실

리더 내측 표면은 부식된 상태이다. 전반적인 실

린더 내부에서 다량의 그을음이 발견되었다. 배기

계통은 상대적으로 연소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촉매 컨버터, 레조네이터, 머플러 및 배기 배관 부

분에서 후연 시 발현될 수 있는 특이 연소형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엔진 하단은 심하게 연소된 상

태로서 배기 메니폴더에 인접한 크랭크 케이스 및 

오일팬이 내측에서 작용한 하중에 의해 파손된 형

상으로 파손 부분과 크랭크 샤프트 사이에서 파손

된 피스톤 빅 엔드 부분의 잔해가 발견되며 오일

팬 내부에서 피스톤의 파손 잔해가 다수 발견되었

다. 

1     2    3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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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chanical inner part of engine room 2 

 

 
 

Fig. 4 Connecting rod of engine room 2 

 

 
 

Fig. 5 Mechanical inner part of engine room 5 

 

 
 

Fig. 6 Configuration of fractured piston(bottom view) 

of engine room 5 

 

2.2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 파손 형태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의 파손 형태 검사를 위

해 2 번 엔진룸과 5 번 엔진룸의 실린더피스톤, 커

넥팅 로드, 연결핀을 수거 후 파손 형태를 재구성

하였다. Fig. 3, Fig.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2 번  

 
 

Fig. 7 Configuration of fractured piston(upper view) of 

engine room 5 

 

실린더의 피스톤은 커넥팅 로드 연결 핀 고정부분

이 열에 의해 파손된 형태로 핀과 피스톤은 파손 

분리되고 커넥팅 로드에서 핀이 이탈된 후 열변형

된 상태이다. 크랭크 샤프트에 연결되는 부분은 

체결 볼트가 인장에 의한 파단으로 분리되고(→A) 

내측은 슬라이드 베어링이 유실된 상태로 몸체가 

열에 의하여 변형된 형태이다. 크랭크 샤프트부와

의 접촉면(→B)이나 피스톤 링 및 실린더 접촉면 

등에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Fig. 5 ~ Fig. 7에

서 보듯 5번 실린더의 피스톤 몸체는 5개 조각으

로 나뉘어 파손되고 커넥팅 로드의 연결 핀 고정 

부분은 파손 이탈되어 있는 상태로 파단면에는 특

이 열변형 형태는 발견되지 않는다. 5 개 조각 중 

중앙 부분의 파편 일부에서 그을려지지 않은 상태

가 발견되고 수 곳에서 외부 물체와의 충격으로 

변형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5 번 피스톤에서 형성

된 파단의 거시적 형태는 상단부에서 보아 5 개의 

파편으로 분할된 형태로 Fig. 8 과 같다. 분할 파

편의 파단면을 검사한 결과 동시에 4 개소의 균열

시작점이 존재하는 충격에 의한 일시적 파괴형태

가 식별되며 사전 균열이나 피로파괴 형태는 발견

되지 않았다. Fig. 9 와 같이 5 번 실린더의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쪽 핀 삽입구가 파단되어 있으며 크

랭크 샤프트와의 연결부분은 오일 유입구 부분을 

중심으로 파단되어 있다. 크랭크 샤프트 상단측 

부분과 슬라이드 베어링이 유실된 상태에서 크랭

크 샤프트 연결 부분의 체결 볼트는 파단 분리된 

상태이다. Fig. 10,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번 

및 비교품 커넥팅 로드의 빅 엔드 부분의 직경은 

각각 약 830mm 이며 5 번의 커넥팅 로드의 빅 엔

드 부분은 수회에 걸쳐 반복된 충격으로 직경이 

약 700mm 로 심하게 압축변형 되어 있다. 피스톤 

측 연결 부분의 끝단면은 정상 상태이나 크랭크 

샤프트 측 부분의 끝단면은 심하게 마모된 형태로

서 크랭크 샤프트와의 접촉면에는 축방향의 균열

이 식별되고 볼트 체결부는 볼트가 이탈된 상태에

서 심한 충격으로 압축 소성변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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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actography of fractured piston of engine  

room 5 

 

 
 

Fig. 9 Connecting rod of engine room 5 

 

 
 

Fig. 10 Comparison of diameter of engine room 5 with 

that of reference connecting rod 

 
 

Fig. 11 Microphotograph of section C, D in Fig. 9 

 

 
(a) Reference piston 

 

 
(b) Piston of engine room 2 

 

 
(c) Piston of engine room 5 

 

Fig. 12 Point for material property evaluation of piston 

 
크랭크 샤프트측 2 개의 체결 볼트 하나는 인장 

파단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너트 부분이 파단 

유실된 상태로 파단면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으며 

일부 식별 가능한 파단면은 인장 파단 형태로 피

로 형상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4~7) 

 

2.1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 물성 평가 

물성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피스톤 표준품, 2 번 

실린더 피스톤, 5 번 실린더 피스톤에 대하여 Fig. 

12 와 같이 물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사고 시편의 경우 기존의 기계적 물성 평가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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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시편 제작의 단점으로 인해 적용될 수 없었

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폭넓게 응용되고 있는 계

장화 압입시험법을 이용하였다. 계장화 압입시험법

은 다양한 기계적인 특성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최신기술로서 재료에 하중 인가 및 제거 과정 중 

하중과 변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획득된 압입

하중-변위곡선의 분석을 통해 유동물성, 잔류응력, 

파괴인성 등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 할 수 있는 방

법이다.(8~10) 그 결과를 Table 1 ~ Table 5에 나타내었 

 

 
(a) Reference connecting rod 

 

 
(b) Connecting rod of engine room 2 

 

 
(b) Connecting rod of engine room 5 

 

Fig. 13 Point for material property evaluation of 

connecting rod 

고 같은 방법으로 Fig. 13 과 같이 커넥팅 로드 표

준품, 2번 실린더 커넥팅 로드, 5번 실린더 커넥팅 

로드에 대하여 물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물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6 ~ Table 8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Load Max는 최대하중, n는 가

공경화지수, YS는 항복강도, UTS는 파단강도이다.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reference cylinder 

Point 
Load Max 

[Kgf] 
n 

YS  

[MPa] 

UTS 

[MPa] 

1 28.03  0.238  258.5  502.1  

2 28.44  0.246  255.6  511.8  

3 28.89  0.245  259.5  509.4  

4 28.91  0.249  240.8  504.9  

5 28.64  0.264  232.3  500.6  

Average   0.248  249.3  505.8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cylinder bottom for #2 

Point 
Load Max 

[kgf] 
n 

YS  

[MPa] 

UTS 

[MPa] 

1 18.3  0.247  140.7  306.7  

2 18.5  0.256  139.4  312.5  

3 18.7  0.253  145.3  310.9  

4 18.3  0.306  116.8  321.7  

5 18.3  0.300  118.3  319.9  

Average  - 0.267  134.8  313.2  
 

Table 3 Material property of cylinder upper for #2 

Point 
Load Max 

[kgf] 
n 

YS  

[MPa] 

UTS 

[MPa] 

1 17.7  0.270  126.4  303.0  

2 17.7  0.285  118.4  306.2  

3 17.7  0.265  129.4  299.9  

4 18.4  0.223  155.4  296.7  

5 18.1  0.263  128.7  303.5  

Average  - 0.261  132.3  302.4  
 

Table 4 Material property of cylinder bottom for #5 

Point 
Load Max 

[kgf] 
n 

YS  

[MPa] 

UTS 

[MPa] 

1 15.9  0.289  103.5  274.6  

2 16.1  0.301  102.5  281.5  

3 15.9  0.289  102.6  270.5  

4 16.0  0.286  106.7  274.1  

5 15.9  0.324  91.7  282.4  

Average  - 0.298  101.4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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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terial property of cylinder side for #5 

Point 
Load Max 

[kgf] 
n 

YS  

[MPa] 

UTS 

[MPa] 

1 15.9  0.305  101.0  280.4  

2 15.79  0.325  95.8  287.4  

3 15.77  0.353  88.3  292.0  

4 16.11  0.279  124.9  294.7  

Average  - 0.318  101.1  286.5  

 

 Table 6 Material property of reference connecting rod 

Point 
Load Max 

 [kgf] 

YS  

[MPa] 

UTS  

[MPa] 

1 58.14  573.2  968.0  

2 58.06  575.6  985.5  

Average  - 561.3  982.0  

Table 7 Material property of connecting rod for #2 

Point 
Load Max 

[Kgf] 

YS  

[MPa] 

UTS  

[MPa] 

1 57.42  548.9  981.1  

2 57.76  519.1  989.5  

Average  - 534.0  985.3  

 

Table 8 Material property of connecting rod for #5 

Point 
Load Max 

[Kgf] 

YS  

[MPa] 

UTS  

[MPa] 

1 57.63  558.0  964.9  

2 57.37  548.4  973.9  

Average  - 553.2  969.4  

 

3. 법공학적 원인 검토 

3.1 발화지점 및 원인 

차량은 외관상 가연 구조물은 전소되고 샤시 부

분은 심하게 연소된 상태로서 연소형상을 통한 발

화지점의 한정은 불가한 상태이다. 엔진 전면 배

기 메니폴더에 설치된 센서의 연결 배선과 엔진 

좌측에 인접한 배선 고정용 새들 및 배선 부분에

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엔진룸 

내부 중 엔진 설치 부위를 최초 발화 지점으로 한

정할 수 있다. 엔진 검사시 2 번 및 5 번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가 파손된 상태이고 배기 메니폴더에 

인접한 크랭크 케이스 및 오일팬이 내측에서 작용

한 힘에 의해 파손된 형상이다. 엔진 내부의 피스

톤 및 커넥팅 로드가 선행 파손되고 커넥팅 로드

와 크랭크 샤프트의 웨이트 밸런스 등과의 기계적 

간섭에 의해 크랭크 케이스 및 오일 팬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 파손 원인  

피스톤의 파괴형태, 정도, 파단면, 커넥팅 로드

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파손의 발단은 과레

이싱(過 racing, Over-run) 현상 등으로 인해 5번 실

린더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심한 파괴형태를 나타낸 5 번 실린더 피스톤

의 파손은 하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으로 파손된 형

태로 하부에 연결된 커넥팅 로드로부터 받은 충격

으로 볼 수 있다. 커넥팅 로드의 파손은 연결된 

크랭크 샤프트에서의 이상 충격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크랭크 샤프트에 특이점 없이 커넥팅 

로드에 충격력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는 크랭크 

샤프트에 커넥팅 로드를 고정시키는 볼트의 파손

이나 슬라이드 베어링이 손상되는 경우에 발현될 

수 있는 경우이다. 볼트의 파손에 의한 경우라면 

볼트가 일순간에 파단 되는 취성파괴 형태를 나타

내며 크랭크 샤프트와 연결되는 슬라이드 베어링

의 접촉면에 심한 마찰형태를 남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의한 파손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다. 슬라이드 베어링의 손상에 의해 유격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진동 형태의 충격력을 받는 커넥

팅 로드의 하단부 접촉면에서는 심한 마찰에 의한 

발열 형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파괴된 파편 

및 볼트의 파단형상, 마찰면의 발열에 의한 균열 

등으로 보아 5 번 실린더 피스톤의 파손원인은 다

음과 같다. 크랭크 샤프트와 커넥팅 로드 연결부 

슬라이드 베어링 부분에 발생한 이상 발열로 베어

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유격으로 볼트의 

인장 파단을 가져와 볼트가 이탈된 후 반복된 충

격에 의해 커넥팅 로드가 변형되면서 피스톤이 파

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의 

비교 물성 평가 결과 표준품에 비해 2 번 실린더

의 피스톤 및 파손된 5 번 실린더의 피스톤의 물

성치는 큰 차이를 보이나 2 번 실린더의 피스톤과 

5 번 실린더의 피스톤의 물성치가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량 화재 후 상당 시간의 열에 

노출되면서 열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번 실

린더의 피스톤 5 개 조각 중 그을려지지 않은 중

간 조각의 경우 그 주변부와 물성치 비교시 그 차

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피스톤의 재질과 사고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2번 실린더 피스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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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팅 로드의 파손은 5 번 실린더에 비하여 심하

지 않은 상태로서 5 번 실린더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의 파손에 의한 간섭 및 과레이싱 현상 등에 

의해 후행 파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

레이싱 현상은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에 의해 고회

전수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으로 마찰열 및 고속 

회전에 의해 슬라이드 베어링 내측의 유막 형성이 

어렵게 되어 고체 마찰에 의해 이상 발열될 수 있

다. 상대적으로 하중이 걸리는 2 번 및 5 번 슬라

이드 베어링이 신속히 마손되어 상기 기술한 과정

을 거치면서 커넥팅 로드 및 피스톤이 파손되고 

큰 파편과 크랭크 샤프트의 웨이트 밸런스 등과 

기계적 간섭에 의해 크랭크 케이스 및 오일팬이 

파손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계 부품 파손에 따른 차량 화

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형태학적 검사 및 

물성평가를 통해 법공학적 관점에서 발화원인 및 

파손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차량화재의 원인

은 승용차량의 5 번 실린더의 커넥팅 로드 및 피

스톤이 선행 파손되고 크랭크 케이스 및 오일 팬

이 종속적으로 파손되면서 유출된 엔진오일 및 연

료의 유증이 착화되어 급속히 발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 피스톤의 파괴형태, 정도, 파단면, 커넥팅 로

드의 상태 등으로 보아 5 번 실린더에서 이상 상

태가 선행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 이상 상태

는 과레이싱 현상 등으로 인해 크랭크 샤프트에 

연결되는 커넥팅 로드의 슬라이드 베어링이 손상

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유격으로 볼트가 인장 파

단된다. 그 후 반복된 충격에 의해 커넥팅 로드가 

변형되면서 피스톤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

국 법공학적 연구를 통해서 본 사고의 법적 책임

소재는 점검을 소홀이 하고 과레이싱을 유발시킨 

소비자의 과실과 베어링의 마모 및 결함등으로 차

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 의식을 인식시

켜주지 못하고 정기점검등의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제조사 책임에 대해 일정부분을 과실상계하

여 최종 판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크랭크 샤프트 내의 슬라이딩 베어링 점검 또한 

사용자 및 정비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동종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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