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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 배전반 화재는 감전위험으로 일반
화재에 비하여 진화가 어려우며, 큰
화재로 번지기가 쉬운데 안전규정이
되어있지 않다.”

“광화문KT, 구로구 지하도 기계실 등
3월 한달 배전반 화재는 21건, 2015년
400여건으로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배전반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설치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어 설치하지 않고 있다.

미비한 규정 탓에 해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시연 및 뉴스 동영상]



01 개요

( 화재원인 )
*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

< 발화요인에 대한 장소 별 화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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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요인 화학적요인 가스누출 교통사고 기타 자연적요인 방화 원인 미상 부주의

전기적 요인으로 일어나는 화재가 부주의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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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기화재 원인

단락점 이외의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연소하는 경우 (합선이라 표현)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주위의 인화성 및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물질에
착화한 경우

단락 순간의 높은 열에 의해 용융된 전선이 주위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에
접촉, 착화한 경우

불완전 단락시 발생하는 높은 열에 의해 전선의 절연피복에서 직접 발화한 경우



02  전기화재 원인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며, 과전류가 발생되면 절연체의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게 되며, 절연피복이 급속도로 열화 하게 되고 피복이 탄화되어 누전 또는
선간 단락으로 발화의 원인이 된다

배선기구의 절연은 유기질 절연재료로 되어 있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절연성이
저하하거나 접촉부분이 탄화되어 발열 또는 트래킹(Tracking)현상에 의해 발화원이
될 수 있다.

과전류에 의한 발화, 절연열화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02 전기화재 원인

전선과 전선, 전선과 접속단자 또는 접촉편 등의 도체에서 전기적인 접촉 상태가
불완전 할 때의 접촉저항에 의한 발열에 의하여 발화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발열은 국부적이고 그 부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접촉부의 변형으로
접속부위면이 거칠어지고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접촉부위에서 발열이 지속된다.
이때 접속면의 산화는 물론 주변 절연체의 열적열화를 촉진하게 되고 부하상태에
따라 접속면의 발열이 증가되어 발화원이 될 수 있다.



02  전기화재 원인

전기불꽃은 개폐기나 스위치 등의 전기회로를 개폐기 또는 스위치류의 회로를 차단
또는 투입할 때에 불꽃이 일어나고, 특히 회로 중에 전동기 등의 인덕턴스 부하가
포함될 때는 더욱 심하여 회로전압이 최소 아크 발생전압 이하라도 과도현상에
의한 전압상승으로 차단할 때 arc 또는 glow를 내는 일이 있다. 
접촉저항에 의한 접촉부분의 급속이 과열되어 불꽃을 내는 일도 있으며,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 불꽃은 모두가 점화원이 될 수 있다. 



02 전기화재 원인 – 분배전반 내부온도



03 소화약제 소개

제3조(정의)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
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화재안전기준(NFSC 107A)>



04 제품 소개 – AnyFire(TRACE) : 가스자동소화장치 열감지튜브형

구 분 4등급 (5.625㎥) 2등급 (1.215㎥)

형식승인 번호 소공 19-51 소공 20-21

작동온도 121 ℃ 121 ℃

튜브길이 2 ~ 40m 1 ~ 10m

사용약제 FK-5-1-12 FK-5-1-12

용 량 3.5L / 3.7KG 0.9L / 1KG

충전압력 15 Bar 8 Bar

소화시험 등급 체적 표

소화시험등급 방호 체적(m3)

1등급 0.36

2등급 1.215

3등급 2.88

4등급 5.625

5등급 9.72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 [별표4] 기준



04 제품 소개 – 열감지 튜브형 소화장치 설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