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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st truck fires breaking out on the expressway are directly damaged by fire destruction of truck and 
freight and many of them cause indirect damage such as serious traffic holdups. This study analyzed the fire causes and 
their liability of the 25-ton truck fire breaking out during expressway driving. This truck fire was caused by 
manufacturing defect of return spring of a braking system. The fire liability rested with a maker(manufacturer) rather 
than a truck owner or a driver and the maker also bore fire liability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Key words : Fire(화재), Automotive fire(자동차화재), Truck fire(트럭화재), Fire cause(화재원인), Manufacturing 
defect(제조결함), Return spring(리턴스 링)

1. 서 론1)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화재는 매일 

국에서 16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
동차와 재물의 소실  탑승자의 사상과 도로시설

물의 손상 등 직 인 피해는 물론 교통정체와 2차 
교통사고 유발, 환경오염 등을 래하고 있다. 매일 
16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화재  고속도로에서 발
생하는 화재가 1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속도
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  44.6%이상이 트럭에
서 발생하고 있어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보다 

약 11%정도 많다. 체 자동차화재 피해  고속도
로에서의 자동차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6.1%, 부상
자는 21.1%, 재산피해는 20.7%를 차지하고 있다.1)

*Corresponding author,  E-mail: krfirechief@empal.com

화재통계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화재가 매

일 2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화재  트럭
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속도로 자동차화재 시 고속도로는 진출입로가 

요 소로 제한되어 있고 더 나아가 앙분리 까지 

설치되어 있어 소방 가 화재발생 지 에 도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고속도로에는 소
화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화용수의 공 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분의 경우 소되는 피해를 

입음은 물론 화재로 인해 심각한 교통정체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트럭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화염 , 열기  연기로 인해 도로 기능
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한 트럭 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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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된 재물 등을 치우는 과정에서 일부 차로를 

유하거나 도로 체를 차단하고 작업하는 경우에 

도로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래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도로공사 등은 고된 상태에서 

 등을 통해 안내가 되어 정보 달에 어려움이 없

어 운 자 등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

로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화재
는 고 없이 발생하므로 운 자들에게 정보 달이 

쉽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트럭 재
물로 화재가 옮아 붙은 경우 화열과 연기로 인해 진

행방향은 물론 반 측 방향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트럭화재가 매일 발생하

고 있고, 트럭화재 발생 시 소되는 직 인 피해

와 고속도로 기능을 마비시키는 간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고속도

로에서 왜 자동차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해 구체 으로 분석하거나 연구한 논문이 없으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화재 원인에 해 구체

으로 조사한 사례보고나 분석한 논문도 거의 없

는 실정이다.2)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화재 

 신차 구입 후 총 주행거리 64,000km 정도의 1년 8
개월 경과한 25톤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에 해 구
체 으로 화재원인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 상 트럭은 구입 후 곧바로 집게를 장착하

고 축을 추가로 설치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폐

기물을 운반하는 용도의 트럭으로 사용 이었다.

2.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트럭화재의 분석

2.1 화재개요  보존상황 등

회사 차고지에서 화물 상차할 곳으로 이동하여 

폐기물 약 5톤을 상차하고서 고속도로 4차로  3차
로를 시속 70-80km로 운행  갑자기 ‘펑!’하고 타이
어 펑크 나는 소리가 나서 갓길로 세우고 확인한바 

우측(운 석에 앉아 방을 주시하는 경우를 기

으로 함. 이하 동일함) 뒤쪽 간바퀴(3열) 안쪽 타
이어가 펑크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하 고 바로 펑크

가 난 바퀴 아래쪽에서 불꽃이 보여서 트럭에 재

된 소화기를 가져다가 분말소화약제를 방출시켰으

나 진화되지 않아 119신고(3월 2일 10시 54분)를 하

여 소방 가 출동하여 진화하 지만 손(全損)되
는 피해를 입었으며, 한 갓길  방음벽이 불에 탔
고, 이 화재의 여 로 10km 정도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화재발생 트럭은 화재 장에서 고속도로 밖으로 

이동된 후 소유주에게 보험 이 지 되고서 보험회

사에서 폐차장에 매각하여 폐차장으로 이동된 상태

이었으며, Photo.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폐차장 측
에 매각된 후 집게가 분리되는 등 변형이 있었으나 

화염을 목격했다는 이크드럼 등은 분해되지 않

아 화재원인규명에 방해가 되지 않은 보존상황이었

다. 뒤쪽 3개 차축(2열, 3열, 4열)의 12개 타이어가 화
재로 모두 소실되었으나 Photo. 1과 같이 이동을 
해서 맨 뒤쪽 차축(4열)에 좌우 2개씩 4개의 타이어
를, 가운데 차축(3열)에 좌우 1개씩 2개의 타이어를 
끼워 놓은 상태이었다.
화재원인조사 의뢰 과정 등에서 보험회사를 통해 

소방서발행 화재증명원, 운 자 작성 사실확인서를 

제공받았다.

(a) View of front and right side

(b) View of rear and right side
Photo. 1 View of the truck that a fire brok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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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화개소 분석

운 자는 사실확인서에서 뒤쪽 3축  가운데 차
축(3열의 축)의 우측 안쪽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을 
확인하 고, 이 바퀴 쪽에서 불꽃이 보 다고 진

술하고 있다. Photo. 2의 (a)는 운 자가 불꽃을 목격

했다는 바퀴의 이크 드럼이 곳을 나타내고 있으

며, Photo. 2의 (b)는 불꽃을 목격했다는 이크 드

럼을 근  촬 한 것으로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타이어가 소실되고 휠의 일부가 용융되어 있다.
장 조사 당시 운 자 등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

면 뒤쪽 3축  앞쪽 축(2열)은 트럭 구입 후 설치(증
축)한 것으로 화재발생 시 이 차축(2열)은 내려와 있
는 상태이었다고 한다. 운 자가 최  화재를 목격

한 부 (우측 뒤쪽 간축인 3열 안쪽 바퀴)를 확인
한 바, Photo. 3의 (a)와 같이 바로 쪽의 화물칸 바
닥의 하부 쪽 자가 국부 으로 소실되어 뚫려 있

다. 이에 비해 반 쪽(좌측)의 자는 Photo. 3의 (b)
와 같이 탄화균열만 되어 있다.

(a) View of right inner wheel surrounding of the 3rd axle

(b) View of right inner wheel of the 3rd axle
Photo. 2 Truck driver witnessed flame in right inner wheel 

of the 3rd axle

(a) View of char blisters of right wood plate

(b) View of char blisters of left wood plate
Photo. 3 View of wood palate over right and left wheel of 

the 3rd axle

이러한 으로 보아 운 자가 화재를 목격한 지

이 발화개소로 확실함은 명백하다. 즉, 운 자가 

최  화염을 목격한 3열 우측 안쪽 바퀴 이크드

럼을 발화개소로 분석으로 할 수 있다.

2.3 화재원인 분석

자동차 자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는 연료･

오일계통의 화재, 배기 ･차륜계통화재, 기계통

화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3) 이들 화재는 설계 
는 제작 결함, 정비불량, 개조 는 부품이나 기기
의 추가 장착, 리부실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4) 
기타 요인에 의한 화재로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

일의 열화(劣化)나 양부족에 의한 윤활불량으로 인
한 엔진 는 변속기 손에 의한 화재, 제동장치 고
장 등으로 인한 이크장치에서의 화재, 베어링
손으로 인한 기계  마찰에 의한 화재, 차실 내에
서의 담뱃불에 의한 화재 등도 있다.5)

이하에서 이 트럭화재의 원인을 구체 으로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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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이크 드럼의 분해 결과

3열 축 우측의 화염이 목격되고 발화개소로 정
한 안쪽 바퀴 이크드럼을 분해한바, Photo. 4의 
(a)와 같이 쪽 이크슈(brake shoe)가 빨갛게 변
색되어 있고 이크라이닝의 일부가 손되어 없

어져 있으며, Photo. 4의 (b)와 같이 이크라이닝

의 외부 쪽은 외부 쪽 1열의 리벳은 물론 이크

라이닝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로부터 2
열 리벳이 있는 곳부터 안쪽으로 손되어 있으며 

리벳 4개가 드러나 있고 리벳이 드러난 부 의 

이크라이닝은 탈락되어 있다. Photo. 5의 (a)와 같이 
이크드럼 안쪽의 배킹 이트(backing plate)

가 붉은 색으로 변색되어 있고, Photo. 5의 (b)와 같
이 허 베어링에 손상이 없으나 윤활유는 고열에 

노출된 흔 을 하고 있다. Photo. 6과 같이 쪽 
이크슈는 화열(火熱)로 인해 붉게 변색되어 있고 이
물질이 거의 붙어 있지 않으나 아래쪽 이크슈

는 쪽의 것에 비해 변색정도가 약하고 이물질(라
이닝 가루)이 많이 붙어 있으며, 리턴스 링의 한쪽

(a) View that separated brake drum of the 3rd right axle

(b) View of 3rd right side upper brake lining
Photo. 4 View of brake shoes and brake linings etc. of the 

3rd right brake drum

(a) View of backing plate

(b) Hub bearing
Photo. 5 View of hub bearing etc. of the 3rd right axle

Photo. 6 View of the 3rd right brake shoes and return spring 
that separated

이 늘어나 있으며, Photo. 7의 (a)와 같이 이크라

이닝은 쪽의 것은 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

면 체가 손상을 입고 있고, Photo. 7의 (b)와 같이 
아래쪽의 것은 일부가 손상을 입고 있다.

Photo. 8과 같이 이크드럼 내부 면에는 

이크라이닝의 손된 부 와 닿은 부 에 터닝칼라

(turning color)가 나타나 있다. 이 터닝 컬러는 라이
닝과 드럼 내부의 에 의한 연속  마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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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per brake lining

(b) Lower brake lining
Photo. 7 View of surface of brake linings of the 3rd right axle

Photo. 8 View of inner portion of the 3rd right brake drum

드럼 내부가 과열(발열)된 상태에서  마찰하며 

회 하는 경우에 생긴다. 이크드럼 내부에는 

Photo. 9와 같이 이크라이닝이 가루모양으로 분

쇄되어 이크드럼 안쪽에 쌓여 있고 고열에 노

출되어 검게 그을려 있다.
3열 축 우측의 이크드럼과 비교하기 해 3

열 축 좌측의 이크드럼을 분리해 확인한 바 

Photo. 10 - Photo. 1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크라이닝, 허 베어링, 그리스(윤활유)에 특이사항

Photo. 9 View that brake linings were pulverized and accu-
mulated on inside of brake drum

Photo. 10 View of right inner wheel of the 3rd axle

(a) Brake lining and shoes

(b) Hub bearing
Photo. 11 View of brake lining and hub bearing etc. of the 

3rd left brake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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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ake linings and return spring

(b) Brake shoes and return spring
Photo. 12 View of brake linings and return spring of the 3rd 

left axle

Photo. 13 View of inner portion of the 3rd left brake drum

이 없고, 우측 이크슈와 달리 붉게 변색되어 있

지 않고, 이크 라이닝과 리턴스 링에도 특이

이 없으며, 이크드럼 내부에 이크라이닝

의 가루가 거의 없으며, 고열에 노출된 흔 이 없다.
3열 축 이크드럼의 좌우를 비교한바 이

크슈와 이크라이닝은 좌측의 것은 이크슈

에 붉은 변색흔이 없고 이크 라이닝에 손상이 

없으나 우측의 이크슈는 화열에 노출되어 붉은

(a) Left and right return spring of the 3rd axle

(b) Difference of length at right and left return spring
Photo. 14 View of right and left return spring of the 3rd axle

변색흔이 남아있고 이크 라이닝은 손상을 입어 

있으며, 리턴스 링은 Photo. 14와 같이 좌측 것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측 것은 화열을 받아 변

색됨은 물론 스 링의 한쪽이 4cm 정도 늘어나 있
으며, 축의 윤활유는 우측의 것은 고열에 노출되어 
있으나 좌측의 것은 특이 이 없다.

2.3.2 화재원인 분석 

주차 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주행하거나 제동

장치의 결함으로 한 바퀴에 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면 제동드럼이 과열되어 화재

로 이어질 수 있다.6)

화재발생 트럭의 드럼 이크는 리딩-트 일

링 슈(leading-trailing shoe) 방식이고, 특히 리딩 슈
는 마찰력 때문에 앵커 핀을 심으로 바깥쪽으로 

벌어지려고 하므로 드럼을 강하게 착시켜 제동력

이 증가하는 자기배력작용(brake shoe self-energizing 
action) 구조이다.

3열 우측 바퀴의 리턴스 링 한쪽 끝이 국부 으

로 벌어져 약 4cm 늘어난 상태이어서 리턴스 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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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력이 부족하여 이크슈의 복원이 어려우므

로 트럭 주행 시 리딩 슈가 항상 이크드럼과 

하려 하므로 이크 작동 여부와 계없이 동 

부분에 마찰열이 발생하 을 수 있고, 한 손된 
이크라이닝 조각이 이크드럼과 이크

라이닝 사이에 끼어 이크드럼에 마찰열을 지속

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한 마찰열로 이

크드럼이 과열(過熱)되고 휠에 도(傳 )된 후 타
이어에 가해져서 타이어가 열(펑크)  발화되고 
그 이후 주변 가연물로 연소확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차 이크가 잡힌 상태에서 화재에 노출되더

라도 리턴스 링 한쪽 끝만 늘어날 수 없으므로 펑

크가 나고 갓길에 주차할 때 주차 이크를 채워

서 3열 우측의 리턴스 링 한쪽 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리턴스 링은 스 링의 특성상 오랜 시간 

반복  사용 시 늘어나거나 탄성력이 하될 수 있

으나 이 트럭은 총주행거리가 64,000km정도에 지나
지 않고 3열 좌측의 리턴스 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바 3열 우측의 리턴스 링은 오랜 시간 반복  

사용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먼  리턴스 링이 늘어나고 그 이후에 이크

라이닝이 손되었을 수도 있고, 먼  이크라

이닝이 손되고 그 이후에 리턴스 링이 늘어났을 

수 있지만, 이크라이닝이 손된다고 하더라도 

리턴스 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먼  리턴스

링이 늘어나고 그 이후에 이크라이닝이 손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상 트럭의 이크 계통은 에어 이크 

시스템(full air brake system)이므로 이크 작동

유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며, 3열 
우측 바퀴 부근에서 자체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

는 경우는 기계  마찰에 의한 과열 상을 제외하

고 3열 우측 바퀴 주변에서 자체 발화 가능한 구조
물은 없으며, 우측 3열 바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
는 2가지 기계  마찰요인은 허  베어링과 드럼, 
이크라이닝과 이크드럼 내측면의 마찰을 

들 수 있으나 허  베어링은 충분히 윤활이 될 경우

(유체마찰) 발열 가능성이 희박하고, 화재발생 트럭 
3열 우측 바퀴의 허  베어링에서 발열 흔 을 추정

할 수 있는 마모  열변형 흔 이 없으므로 이에 

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2.3.3 화재발생원인의 책임소재 분석

신차 구입부터 1년 8개월 경과시 이고 총주행거

리 64,000km 정도이었으므로 메이커 측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 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열 우측 내측바퀴에 한 이크 시스템의 리턴

스 링이 늘어나서 이크슈의 복원력이 하된 

상태에서 운행  이크드럼과 이크라이닝

의 지속  마찰과 손된 이크라이닝 조각이 

이크드럼과 이크라이닝 사이에 끼어 

이크드럼에 마찰열을 지속 으로 발생하게 하여 타

이어 등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된 것으로 분

석되는바 소유자(운 자)의 책임과는 무 한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과 , 정비불량, 차량개조(2축 증축, 집게설치), 

수명도래 등과 련이 있다면 3열 좌우측의 라이닝
이 거의 비슷하게 마모되고 리턴스 링의 길이도 

거의 같을 것이나 우측의 라이닝만이 손상을 입고 

있고 우측의 리턴스 링만이 늘어난 것을 보면 과

, 정비불량, 차량개조, 수명도래 등과는 련이 없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턴스 링이 늘어나고 이크라이닝이 손상

을 입은 것이 운 자와 련이 없고, 과 , 정비불
량, 차량개조, 수명도래 등과 련이 없이 화재가 발
생한 것이므로 이 트럭화재는 리턴스 링 는 

이크라이닝의 결함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개
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함은 설계결함, 제조결함, 표시결함 등으로 나
 수 있는데, 리턴스 링이 늘어나고 이크 라

이닝이 손된 것은 표시결함과는  련이 없

고, 설계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다른 차축의 
이크드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든지 과열 등의 

조증상이 있었을 것이나 그 지 않은바 설계결함

일 가능성은 없으므로 리턴스 링 는 이크라

이닝의 제조결함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높고, 트럭 제작 당시 결함이 있는 리턴
스 링 는 이크라이닝의 부품을 사용하 을 



Analysis of the Truck Fire Caused by Return Spring Defect of a Braking System during Expressway Driving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2, No. 2, 2014 155

가능성과 부품 납품 당시 부품 자체에는 결함이 없

었으나 자동차 조립과정에서의 조립 잘못 등에 의

해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양

자 모두 품질 리와 련된 제조결함으로 불 수 있

을 것이므로 품질 리 미흡에 의한 제조결함일 가

능성(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 트럭화재의 화재발생 원

인의 책임은 소유자(운 자)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메이커에 있을 가능성(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추정)할 수 있다.
지 까지 출고가 된지 기간이 그리 경과되지 아

니한 트럭 등 자동차에서 주행  화재가 발생하여 

방화와 련된 화재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분의 경우 메이커는 화재원인을 극 으로 규명

하기보다는 화재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

장해왔으나, 결함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고 주장하
려면 물증을 통해 결함과 련된 화재가 아님을 입

증하는 등 문가 인 응으로 극 으로 반증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트럭화재의 원인규명이 되

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고속도로
에서 발생된 화재는 부분 주행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어 방화(범죄행 )가 아님이 명백하
여 경찰은 범죄행 와 련이 없는 화재에 해 

심을 갖지 않고 교통소통과 2차사고 방지에 주안
을 두고 있으며, 소방의 경우에도 고속도로 화재
장에서 화재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화

재가 진화되면 부분 교통소통을 해 화재조사권

한이 없는 원거리에 치한 할외의 폐차장 등으

로 이동되고 있어 구체 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부분이기 때문이다.7)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발생된 화재에 

해 구체 으로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크 드

럼 내의 리턴스 링의 제조결함에 의해 화재가 발생

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추정)하고 있다.
한 리턴스 링 는 라이닝의 제조결함은 메이

커의 품질 리와 하게 련되어 있으므로 화재

방측면에서 메이커의 품질 리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안 기 에 한 규칙’ 제57조에

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재발생 트럭

에도 소화기가 재되어 있어 운 자가 화재를 발

견하고 소화기를 작동시켰음에도 폐차시켰을 정도

로 화재피해를 입은 것은 보면 행 소화기 재기

이 한지 소화기를 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한 구체 인 검토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트럭화재의 분석결과 논문이 트럭화재의 원인

규명과 화재원인에 한 연구의 진  화재 방

책 수립에 조 이라도 기여하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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