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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난방용 할로겐램프의 위험성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sk of Halogen Lamp for Pigsty Heating 
and Fire Prevention

이재경*, 서승현**, 이재욱***

Jae kyung Lee*, Seong Hyeon Seo*, Jae Wook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돈사에서의 난방용 할로겐램프의 위험성과 화재 예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할로겐램프는 경제

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축사 보온에 사용된다. 하지만 안전관리가 허술하고 동물의 움직임에 노출돼 때문에 화재 위험

성이 높다. 실제로 오래된 돈사와 축사를 둘러본 결과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할로겐램프와의 가연성 물질 접촉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실험은

실제 사용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되었다. 실제 축사로 사용되는 높이까지 할로겐램프를 설치한 후 바닥에 짚과

톱밥, 왕겨를 두고 적외선 카메라로 온도변화를 관찰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조건을 가정하여 램프가 바닥에 떨어지

거나 인화성 물질이 램프 내부의 유리관에 접촉하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할로겐램프를 정상 상태로 사용하

면 화재위험은 없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연기가 나거나 발화하기도 한다. 사용이 편리하거나 활용

도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위험이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대책이나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 철저한 화재조사와 연구를 통

해 화재위험을 알리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요어 : 할로겐램프, 돈사, 난방등, 화재위험, 화재발생 실험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he risk of halogen lamp for pigsty heating and its fire prevention. Halogen 
lamps are used for keeping warm in pen because of their excellent economy and convenience. However, there 
is a high risk of fire due to poor safety management and exposure to animal movements. In fact, after 
exploring old pigsty and cattle shed, it was easy to confirm that they were exposed to fire risks. We noted this 
point and studied the possibility of fire by experiment due to combustible contact with halogen lamp and 
carelessness in us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under conditions similar to the actual use environment. After 
installing halogen lamps to the height used in actual pen, the temperature change was observed with infrared 
camera with straw, sawdust and rice husks on the floor. And assuming abnormal conditions, the experiment was 
also conducted under conditions the lamp dropped on the floor or combustible material came into contact with 
the glass tube inside the lamp. If halogen lamps were used in normal condition, there was no risk of fire. 
However, in abnormal use environments, smoke comes out or even ignited. Even if it is convenient for use or 
highly utilized, high risk of fire will require setting up fire prevention measures or regulation of use. Through 
in-depth fire investigation and research, we should promote the risk of fire and make efforts to prevent fire to 
minimize human life and property damage.

Key words :  Halogen lamps, Pigsty, Heating lamps, Fire hazard, Fire outbreak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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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명은 에디슨의 전구 발명과 백열전구 상용화를 시

작으로 네온, 나트륨등, 형광등, EL램프, 광섬유, 레이

저, Light-Emitting Diode 등으로 끊임없이 발전을 거

듭해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전기조명으로 진보하게 되

었다. 인류는 어둠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좀 더 밝고 아

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류는 많은 종류의 전등을

발명하게 되었는데, 전등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 외에도 부가적으로 산업, 문화, 예술 등

많은 분야에서 행사, 의식, 상징, 귄위 등을 더욱 부각

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이 같은 조명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접목되면서 경제성과 편

의성이 고려되어 우사, 돈사, 계사 등의 보온을 위해 사

용되면서 전등에서 발생되는 열과 과전류 등으로 화재

가 발생하여 물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조명의 화재위험성에 주목하고, 화재발생이 많은

축사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할로겐램프(Halogen Lamp)

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90,947

건 중, 조명기기에서 발화한 화재 건수가 3,834건으로

4.2%를 차지하고, 그 중 할로겐램프 관련 화재가 6.4

%를 차지하고 있다[1]. 최근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 중

난방용 할로겐램프와 관련된 화재원인은 대부분 전기

적 요인이지만, 낡고 오래된 축사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시설의 설치 부주의 및 먼지 등

가연물 방치에 의한 화재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화재원인 규명 및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할로겐램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정해림 외(2010)[2]

의 자동차용 할로겐램프의 광원인 텅스텐 필라멘트의

열화분석에 관한 연구, 송태현 외(2008)[3]의조명등 화

재사례에 관한 연구, 이안소(1988)[4]의 할로겐 전구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가 있다. 난방용 할로겐램프

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낡고 오래된 우

사, 돈사, 계사를 방문하여 할로겐램프의 사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할로겐램프의 사용 용도 및 관리상태를 파

악하였다. 또한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류하여 그중

난방용 할로겐램프와 관련된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화

재원인을 파악하여 전기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가연물

접촉 및 사용상 부주의에 따른 화재발생 가능성을 실험

을 통하여 증명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 제시 및 화

재원인 규명에 기여하고자 한다.

실험은 축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닥재를

대상으로 시료를 선택하여 우사, 돈사, 계사의 축사별

높이 및 시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여 발화점까지 도달

하는지를 실험하였다. 또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할로겐램프의 온도가 몇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실험에 임했으며, 또한

할로겐램프에 가연물을 접촉하였을 때 실제 화재가 발

생하는지도 실험하였다. 바닥재는 지푸라기, 톱밥, 왕겨

를 선택하고 높이는 우사용 1m, 돈사용 0.6m, 계사용

그림 1. 할로겐램프의 구조 및 명칭 설명
Figure 1. Describe the structure and name of the halogen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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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로 구분하여 실험하고, 추가로 병아리용 적외선

열전구도 가연물 중 가장 쉽게 온도가 올라가는 시료를

선택하여 접촉하였을 때 실제 화재발생 여부도 실험했

다. Figure 1은 동물용 보온등의 특허를 받은 알루미늄

재질의 커버가 있는 직경 440mm, 높이 250mm, 최대

전력 600W 난방용 할로겐램프이다. 제품은 여러 종류

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구 대형 600W를

선택하였으며, 정확한 실험을 위하여 각 시료별로 발화

점을 열분석기로 분석하였다.

Ⅱ. 할로겐램프의 구조와 특징

2.1 할로겐램프의 구조

(a) 금속할로겐램프 (b) 다면반사판할로겐램프

(c) 텅스텐할로겐램프 (d) 핀할로겐램프

그림 2. 할로겐램프의 실체 사진
Figure 2. A photograph of a halogen lamp

Figure 2는 할로겐램프 구조의 명칭을 설명하는 그

림이다[3,4,5]. 할로겐램프는 석영유리관 내부에 질소,

알곤 등의 불활성 가스와 미량의 할로겐화물(F,Cl,Br,I)

을 봉입한 램프이다. 일반램프는 점등중에 고온의 필라

멘트인 텅스텐이 증발하여 유리관의 내벽이 검게 변화

는 흑화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램프의 수명이 진

행되면서 점점 광출력이 떨어지게 된다. 할로겐램프는

증발하는 텅스텐을 할로겐화물질의 열과학적인 순환반

응(할로겐사이클)을 이용하여 흑화 현상의 발생을 방지

하는 램프이다.

할로겐램프는 유리구 내에 불활성 가스 이외에 요오

드, 브롬, 염소 등의 할로겐 화합물을 미량 봉입하였다.

이 할로겐은 낮은 온도에서 텅스텐과 결합하고 반면 높

은 온도에서 분해하는 성질이 있다. 이 할로겐 가스는

요오드(I2), 브롬(Br2), 염소계(Cl2)의 화합물이다. 할로겐

램프는 이러한 할로겐의 온도에 대하여 다른 성질을 이

용한 것이다. 할로겐의 재생 사이클은 소량의 할로겐이

램프 내에서 증발, 확산하면 250℃이상에서 증기상태가

되어 유리관의 벽에 부착하지 않고 유리관 내를 떠다니

다가 필라멘트로부터 증발된 텅스텐이 온도가 낮은 유

리구 관벽에 가까이 접근한 것과 결합하여 할로겐화한

텅스텐으로 된다. 이것은 투명하고 증발하기 쉬운 것으

로 대류작용에 의하여 2000℃이상 고온의 필라멘트 가

까이 가면 고온 때문에 분해되어(높은 온도에서 분해하

는 성질) 결국 텅스텐은 필라멘트로 되돌아가고 할로겐

은 확산된다. 이와 같이 할로겐이 유리관 벽에 접근하

면 또다시 텅스텐을 잡아서 필라멘트가 가늘어지는 것

을 방지하여 수명은 길어지고 수명이 끝날 때까지 필라

멘트는 덜 가늘어지며 유리구의 흑화도 적다. 따라서

광속이나 색온도의 저하도 극히 적다.

할로겐램프는 유리벌브 내에 할로겐 가스를 주입한

램프이다. 할로겐 가스는 필라멘트의 텅스텐 입자가 기

화하여 유리 벌브 내에 증착하는 것을 막으며, 기화된

텅스텐 입자와 결합하여 텅스텐 입자를 필라멘트에 되

돌려 논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할로겐 가스는 계속 같

은 사이클을 반복하며 램프 수명을 향상시키며 램프의

밝기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이러한 할로겐램프는 특히

광색과 광채가 아름다워 피사체를 돋보이게 한다. 일반

백열전구와 비교하여 더 높은 색온도(3,000~3,200K)를

갖고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 보다 밝고 매력적인 빛을

발산한다. 흑화현상이 없기 때문에 조도가 일정하게 유

지된다. 백열램프와 비교하여 2배의 밝기와 2배의 수명

을 갖는 할로겐램프는 작고 다양하기 때문에 창조적 조

명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2.2 할로겐램프의 장점

동일한 소비전력의 일반전구와 비교할 때 체적을 약

1/20 정도로 설계 할 수가 있어서 기구의 소형화, 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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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가능하다. 또 반사경의 구조를 여러가지로 설계하

여 집광제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여러 방면에 다

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전구에 비하여 수명이 길다. 또한 수명이 같다면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게 올릴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화

할 수가 있다.

할로겐사이클로 흑화 발생을 방지하여 램프 초기의

밝기, 색온도가 수명기간 중에 변화가 없다.

Figure 3은 할로겐램프의 종류를 사진으로 나타낸 것

이다.

(a) 왕겨 및 건초가 탄화된 패턴

(b) 보온등의 전구파손 및 그을림

그림 3.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할로겐램프
Figure 3. Halogen lamps collected at the scene of fire

Ⅲ. 할로겐램프와 관련된 화재사례 분석

3.1 우사에 설치된 보온등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화재

2018년 02월 전북 임실군의 한 축사에서 발생한 화

재로 현장조사한 바 송아지 보온을 위해 설치된 송아지

방 보온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전구가 깨진 상태로

그을음이 발견된 점, 보온등이 설치된 송아지 방에 국

한된 연소흔이 발견된 점, 기타 발화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송아지 방에 설치된 통전중인 보온

등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전기적 스파크가 송

아지 방바닥에 깔아놓은 왕겨 및 건초에 착화·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Figure 4는 화재와 관련된 사진으로 화

재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6].

(a) 할로겐보온등 설치 위치

(b) 차단기의 트립

그림 4. 전기배선의 소손흔과 미확인 단락으로 판단된
분전반의 실체사진
Figure 4. Photographs of the panel determined by
electrical wiring burnout and unidentified paragraphs

3.2 돈사 분만실전기적요인(미확인단락)에 의한화재

2015년 11월 전북 군산시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

로 배전반 차단기가 내려가고 벨이 울린 점, 분만실 천

장부분 전기배선에 심한 소손흔과 탄화흔이 식별 된

점, 다른 특이사항을 발견 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분

만실 천장부위 전기배선부위에서 미확인 단락에 의한

불꽃이 발생 주변 가연물에 착화된 후 건물 전체로 연

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됨. Figure 5는 화재와 관련된

사진으로 화재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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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온등 연소 패턴

(b) 보온등의 전선 피복 소손

그림 5. 화재현장에서수거한보온등및소손된전기배선
실체사진
Figure 5. Photographs of thermal lamps and damaged
electrical wiring collected at the scene of fire

3.3 돈사 보온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2013년 4월 전북 인산시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돈사내부 중앙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

한 화재로, 화재당시 축사내부에 4기의 보온등이 가동

중이었으며, 전체적인 연소상태가 3번째 보온 등에서

최초 발화하여 주변으로 연소 진행된 흔적이 관찰되는

바 보온등 관련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

됨. Figure 6은 화재와 관련된 사진으로 화재원인을 추

정할 수 있다[6].

3.4. 애완용 미니피그 출산에 따른 보온 유지 보온등

화재발생 사례

2014년 12월 전북 익산시 한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

로 동물농장 돼지 막사에서 애완용 미니피그 출산에 따

른 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온등에 바닥에 깔

아놓은 가연성 짚다발 등에 착화되어 발생된 화재로 추

정되며, 돼지막사 10㎡ 및 집기류 일부 소실됨. Figure

7은 화재와 관련된 사진으로 화재원인을 추정할 수 있

다[6].

(a) 보온등 설치 지점

(b) 최초 발화 지점 추정

그림 6. 화재가 발생된 축사의 실체사진
Figure 6. Photograph of the congratulatory speech where
the fire broke out

 

(a) 전선 소손 흔적

(b) 난방용 할로겐램프 설치 지점

그림 7. 화재가 발생된 축사의 내부 실체사진
Figure 7. Photographs of the interior of the barn where
the fire brok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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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돈사 분만사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에 의한

화재발생 사례

2019년 01월 전북 김제시 한 돈사에서 연기가 다량

으로 발생하여 확인한바 분만사 천정에서 화염이 보여

서 상수도를 이용하여 자체진화 후 119에 신고한 화재

로, 분만사 천정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서

미확인 단락이 발생하여 발생한 화재로 추정함. Figure

8은 화재와 관련된 사진으로 화재원인을 추정할 수 있

다[6].

(a) 시료 분석 전

(b) 시료 분석 후

그림 8. 재현실험 분석에 사용된 DSC-TGA의 실체사진
Figure 8. An entity picture of DSC-TGA used for
reproduction experimental analysis

Ⅳ. 축사난방용할로겐램프분석및실험결과

4.1 할로겐램프 발화 실험 조건 설정

위에서 살펴본 할로겐램프의 성질 및 특성 등에 대

한 이론과 화재사례를 토대로,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으

면 얼마간 젖을 먹이기 위해 같은 우리에서 사육하게

되며 이때 새끼의 위생을 위해 바닥은 신문지나 마른

톱밥을 깔아 놓으며, 보온을 위해 상부(약 0.3-1.0m)에

는 할로겐램프를 설치하고 돈사 내부에 열풍기를 가동

하게 되는데, 이때 깔아 놓은 신문지나 톱밥이 열풍기

의 바람이나 돼지의 움직임(입에 물고 흔드는 등)에 의

해 상부에 설치된 할로겐램프에 닿을 가능성이 있으며,

할로겐램프는 표면 온도가 목재(종이)나 건초의 인화점

보다 높으므로 착화 후 발화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화재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에 임하려 하였으

나, 축사 관계자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중에서

판매되는 할로겐램프 완제품을 구입하여 한국전기안전

공사 안전연구원에서 밀폐공간을 형성하여 실험에 임

하였으며, 실험 조건으로는 밀폐공간에서 할로겐램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온도 상승 정도 등을 파악하고, 신문

지와 톱밥 등을 이용하여 착화여부를 실험하였다.

4.2 실험조건 및 방법

Figure 9는 실험을 하기 전 시료 3가지에 대한 발화

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열분석기를 통하여 각 시료에 대

한 열분석을 실시하는 사진이며, 실험은 높이별 가연물

온도 측정과 주변온도를 측정하였다. 우사의 환경을 가

정한 높이는 1m, 돈사는 0.6m, 계사는 0.3m로 설정을

하고 각 시료를 대상으로 초단위로 온도를 측정하였으

며, 이 중에서 온도변화가 심한 톱밥을 가지고 할로겐

램프와 접촉하여 화재 발생여부를 실험하였다. 또한 병

아리용으로 사용하는 250W 적외선 열전구를 추가로

실험을 하였다.

(a) 실험조건 1 (b) 열화상카메라

그림 9. 열화상카메라를이용한할로겐램프의온도측정을
위한 실험실의 실체사진(높이 1 m)
Figure 9. Photograph of the laboratory for temperature
measurement of halogen lamps using thermal imaging
cameras (1m in height)

4.3 재연실험

우사의 환경을 재현한 실험으로 할로겐램프를 높이

1m에설치를하고지푸라기, 톱밥, 왕겨를대상으로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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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위로 측정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실험실 환경은 온도 29℃, 습도 70%였고, 열적외선 카

메라를 사용하여 초단위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높이 1m에서 온도측정을 5분 동안 10초 단위로 온

도를 측정하였다.

(a) 지푸라기 (b) 톱밥

(c) 왕겨

그림 10. 그림 9의 열화상 패턴 및 온도 측정 사진
Figure 10. Thermal image pattern and temperature measurement
pictures in Figure 9

구분 시료

온도

비고시료 주변
시작
온도

최종
온도

시작
온도

최종
온도

높이
1m

지푸라기 32.1 34.4

32.1 61.3톱밥 33.7 37.7

왕겨 33.0 36.0

표 1. 높이 1 m를 조건으로 온도변화 측정
Table 1. Measurement of temperature change at 1m in height

Table 1은 높이 1m에서 각 시료별 온도와 주변온도

를 측정한 것이고, Figure 12는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다. 실험 시작 후 5분 경과 되었을 때 할로겐램프의 주

변온도는 61.3℃까지 상승하였고, 가연물 모두 큰 변화

는 없었으며 그 중에서 톱밥이 37.7℃까지 가장 높이

상승하였다. 높이가 1m에서는 바닥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림 11. 높이 1m를조건으로 5분간측정한온도변화그래프
Figure 11. Graph of temperature change measured for 5
minutes at a height of 1 m

돈사의 환경을 재현한 실험으로 할로겐램프를 높이

0.6m에 설치를 하고 지푸라기, 톱밥, 왕겨를 대상으로

온도를 초단위로 측정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하였다. 각 시료별 온도측정을 5분 동안 10초 단위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a) 실험조건 2 (b) 열화상카메라

그림 12.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할로겐램프의 온도측정을 위
한 실험실의 실체사진(높이 0.6 m)
Figure 12. Photograph of the laboratory for temperature
measurement of halogen lamps using thermal imaging cameras
(0.6 m in height)

(a) 지푸라기 (b) 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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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왕겨

그림 13. 그림 12의 열화상 패턴 및 온도 측정 사진
Figure 13. Thermal Image Pattern and Temperature Measurement
Photographs in Figure 12

구분 시료

온도

비고시료 주변
시작
온도

최종
온도

시작
온도

최종
온도

높이
0.6m

지푸라기 32 38.8

47.4 63.4톱밥 32 43.6

왕겨 32 40.6

표 2. 높이 0.6 m를 조건으로 온도변화 측정
Table 2. Measurement of temperature change at 0.6m in height

Table 2는 높이 0.6m에서 각 시료별 온도와 주변온

도를 측정한 것이고 Figure 15는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다. 실험 시작 후 5분 경과 되었을 때 할로겐램프의 주

변온도는 63.4℃까지 상승하였고, 가연물은 큰 변화는

없었으며 그 중에서 톱밥이 43.6℃까지 가장 높이 상승

하였다. 또한 높이가 0.6m에서는 바닥에 있는 가연물

에 착화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림 14. 높이 0.6 m를 조건으로 5분간 측정한 온도변화그래프
Figure 14. Graph of temperature change measured for 5 minutes
at 0.6 m in height

계사의 환경을 재현한 실험으로 할로겐램프를 높이

0.3m에 설치를 하고 지푸라기, 톱밥, 왕겨를 대상으로

온도를 초단위로 측정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하였다. 각 시료별 온도측정을 5분 동안 10초 단위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a) 실험조건 3 (b) 열화상카메라

그림 15.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할로겐램프의 온도측정을 위
한 실험실의 실체사진(높이 0.3 m)
Figure 15. Photograph of the laboratory for temperature
measurement of halogen lamps using thermal imaging cameras
(0.3m in height)

(a) 지푸라기 (b) 톱밥

(c) 왕겨

그림 16. 그림 15의 열화상 패턴 및 온도 측정 사진
Figure 16. Thermal image pattern and temperature measurement
pictures in 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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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료

온도

비고시료 주변
시작
온도

최종
온도

시작
온도

최종
온도

높이
0.3
m

지푸라기 32.1 45.5

47.4 114톱밥 33.7 51.2

왕겨 33.0 48.1

표 3. 높이 0.3 m를 조건으로 온도변화 측정
Table 3. Measure temperature changes at 0.3m in height

Table 3은 높이 0.3m에서 각 시료별 온도와 주변온

도를 측정한 것이고 Figure 18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다. 실험 시작후 5분 경과되었을때할로겐램프의주변

온도는 114℃까지 상승하였고, 가연물의 온도는 톱밥이

51.2℃까지 가장 높이 상승하였다. 다른 높이보다는 0.3

m에서 주변온도가 114℃까지 상승하였지만 바닥에 있

는 가연물에는 쉽게 착화되지 않았다.

그림 17. 높이 0.3 m를 조건으로 5분간 측정한 온도변화그래프
Figure 17. Graph of temperature change measured for 5 minutes
at 0.3 m in height

(a) 실험조건 4 (b) 10분접촉한가연물탄화패턴

그림 18. 할로겐램프가바닥으로추락하여가연물과접촉했을때 탄
화 흔적 사진
Figure 18. Photographs of carbonization when a halogen lamp
falls to the floor and comes into contact with combustibles

(a) 4초 (b) 5분

(c) 10분
그림 19. 할로겐램프가 가연물과 접촉했을 때 시간별 온도를
측정한 열화상카메라 사진
Figure 19. Photograph of a thermal imaging camera
measuring the temperature over time when a halogen lamp
comes into contact with combustibles

(a) 할로겐램프 톱밥 접촉

(b) 신문지 추가 접촉

그림 20. 할로겐램프에 직접 가연물을 접촉하여 발화한 사진
Figure 20. A photograph of a direct contact with a halogen
lamp and igni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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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중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간 톱밥을 가지고 바

닥에 떨어진 상황을 가정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a) 할로겐램프 온도 (b) 톱밥 접촉

(c) 신문지 추가 접촉

그림 21 할로겐램프에 접촉한 가연물의 온도 변화 사진
Figure 21. Photographs of temperature changes in combustibles
in contact with halogen lamps

Figure 21은 톱밥 시간별 할로겐램프와 주변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실험 시작 후 5분 경과 되

었을 때 할로겐램프의 주변온도는 125℃까지 상승하였

고, 10분 후에는 149℃까지 올라갔으나, 가연물은 온도

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다. 약간의 타는 냄새는 났으

나 10분 후에 확인해 보니 약간의 탄화 흔적만 있고 착

화되거나 연기가 나지는 않았다.

Figure 22는 할로겐램프에 직접 가연물을 접촉하여

온도변화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할로겐램프의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최고 519℃까지 올라갔고 가연물

톱밥을 접촉하자마자 연기가 올라오면서 온도가 올라

갔지만 쉽게 착화되지 않고 계속 연기만 발생하여 또

다른 가연물 신문지를 접촉하자마자 670℃까지 올라가

면서 바로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병아리용 보온등 250W 적외선 열전구를 추가로 실

험을 하였는데, 알루미늄재질의 커버를 제거하고 실험

하였고 실험은 톱밥을 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상황을 가

정하여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ure 23는 열전구 온도변화 사진이다. 실험 시작

후 2분경과되었을때열전구온도는급격하게 230℃까지

올라가면서 연기가 발생하였으나 연소는 되지 않아 할

로겐램프와 마찬가지로 신문지를 접촉하였으나 할로겐

램프와는 다르게 바로 연소가 되지 않고 바람을 불었을

때 온도가 448℃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a) 톱밥과 접촉

(b) 신문지 추가 접촉

그림 22. 250W적외선열전구에가연물을직접접촉하여발화한사진
Figure 22. Photographs fired by direct contact with combustibles
with a 250W infrared thermal bulb

(a) 11초 (b) 2분 10초

(c) 8분 48초

그림 23. 250W 적외선열전구에접촉한가연물의온도변화사진
Figure 23. Photographs of temperature changes in combustibles
in contact with 250W infrared heat bu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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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할로겐램프의 위험성 및 화재예방

최근 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할로겐램프는 그 효

율성과 조명성이 뛰어남에 따라 가정 및 축사(돈사)등

에서 보온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연 실험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할로겐램프 표면온

도는 짧은 시간에도 670℃이상까지 올라가 가연물질에

따라 바로 연소할 수도 있고 환경(바람, 여름철 높은 온

도 등)에 의해서도 화재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용도에 맞게 최대전력을 사용하고 내열전

선 및 높이를 맞게 설치하고 관리를 잘하여 할로겐램프

와 직접 접촉을 주의한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할로겐램프는 제조사 측에서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발화 조건 즉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할로겐램

프 사용은 극히 위험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제조사 측

에서는 할로겐램프를 공급할 때 포장용 박스 등에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할로겐램프 설치를 전

기시설업자 혹은 소비자 개인이 낱개로 구입해 설치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령 화재 등에 대한 주의사항

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할로겐램프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난방용 할로겐램프의 위험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이

에 대한 대책마련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제조사

측에 할로겐램프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낱개 포

장 단위마다(램프표면에 인식이 쉬운 스티커 활용 등)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조사와

전기안전공사는 할로겐램프의 위험성 및 안전사용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이 전개 되어 화재예방

에 적극 앞장 서야하고 화재조사관도 주변상황을 파악

하여 전기적 요인이 아닌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할로겐램프로 발화할 수 있는 상황을 3가지로 구분

하였다.

(1) 할로겐램프 사용에 따른 온도가 상승되고 고열로

인하여 전선 등 절연체가 가속열화 되면서 절연체가 파

괴되어 무부하 상태의 접촉으로 인한 합선으로 발화할

수 있다.

(2) 할로겐램프의 복사열 또는 램프와 가연물의 접촉

으로 열이 축적되면서 가연물이 탄화 및 축열로 발화할

수 있다.

(3) 사용환경상 먼지 등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트래

킹현상으로 탄화도전로가 생성되어 단락으로 발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가와 다는 화재사례와 이론을

통해서 고찰 하였고, 본 연구는 축사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할로겐램프의 복사열 또는 램프와 가연물의

접촉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조명등의 여러 화재 조건에서 할로겐램프는 거의 단

일 품목으로 취급될 만큼 확정적인 것이어서 이에 대한

화재조사의 중요성 또한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

번 연구를 토대로 할로겐램프 위험성을 알고 축사에 설

치된 난방용 할로겐램프의 설치 방법 확인 및 동물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인지 주변 및 바닥재의 가연물이 존

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원인을 과학적이고

실증에 근거한 화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상적

으로 설치가 되었을 때 쉽게 착화되지 않으므로 주변에

소화기 배치 등 적용 가능한 화재 예방 자료로 활용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사 난방용 할로겐램프의 화재와 관련하여 화

재원인을 추정할 때 할로겐램프의 위치가 정상적인 상

태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할로

겐램프가 떨어지거나 주변 동일 할로겐램프가 먼지 등

가연물과 접촉되어 있을 땐 화재원인을 부주의, 가연물

근접방치도 배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연물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했을

경우 쉽게 착화되지 않았으나 주변여건에 의해서 가연

물과 접촉시 높은 열로 인해 쉽게 착화될 수 있다는 것

이 도출되었다. 단 화재가 먼저 발생하여 떨어질수도

있으나 향후 외부 화재에 의한 할로겐램프의 변화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사용상의 편리함이나 활용도가 높더라도 화재 위험

성이 높으면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그러한

제품은 사용금지를 해야 할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좀 더 심도있는 화재조사 또는 연구

를 통해 화재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화재예방을 통해 인

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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