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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제역 및 AI의 확산으로 전국의 많은 축산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생석회(CaO)의 보

관방법 잘못으로 인하여 생석회가 화재의 발화원으로 작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화학적으로 생석회가 물과 결합시 발열 한다. 그렇다면 이 발열량이 어떠한 환경과 조

건에서 발화원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실험을 통하여 알고자 하였다. 이에 인위적으로 

형성한 실험조건에서 생석회와 물과의 결합시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발화에 이르는 온

도변화 및 발화과정을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적당한 수분과 축열조건, 그리고 가연

물의 존재가 전제된다면 생석회가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생석회가 발화원으로 작용한 화재현장의 감식기법으로는 우선 생석회 주변에 물

과 가연물질의 존재여부 확인 및 발화장소에서의 수산화칼슘(Ca(OH)2)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체나 농협, 축

산농어민 등 제품취급에 관련된 사람에 한 안전취급 교육을 확행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With the spread of FMD and AI in the country livestock farmers have used 

lime(CaO) prevalently and due to incorrect storage lime served as a fire ignition 

source in a number of cases. As combined chemically with water, lime has 

exothermic reaction. Then In these experiments we want to know how exother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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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 caused by lime - acts as sources of fire ignition in any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So we have done experimental work of ignition 

temperature and ignition process in the artificial conditions as lime combined 

chemically with water. As a result, we have confirmed that lime could be 

flammable material sufficiently as a fire ignition source with the proper 

presence of heat and moisture conditions. If the lime served as sources of fire 

ignition, as identification techniques of fire scene, we must ascertain the 

existence of water, flammable material and Calcium Hydroxide(Ca(OH)2). We 

should take special precautions in order to prevent fire and educate the safe 

handling of lime to the manufacturer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joint 

livestock farmers who product or use lime.

Keywords : Lime(CaO), Fire ignition source, Presence of heat, Moisture conditions

1. 서론

한민국 전역에 걸친 전 미문의 FMD(구제역) 사태와 AI(조류독감) 등 동물전염병

의 발생이 확산되면서,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관련 산업과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지

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향후 방역 및 매몰로 인한 환경의 피해까지 그 파장은 ‘전

쟁’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이다. 소·돼지 등 우제류에 걸리는 구제역과 닭·

오리 등 가금류에 걸리는 AI는 그 감염 상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급속한 전염성과 피

해의 광범위성이 유사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도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발

생초기에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

적인 방역 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

그 표적인 방역방법은 구제역 발생장소에 한 이동제한과 출입자 통제 및 소독, 

구제역 발생장소 가축의 매몰과 예방백신의 접종등 다양하다.

이때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방역이나 가축의 매몰시 많이 사

용하는 것이 바로 생석회이다. 이는 생석회가 수분을 흡수하여 Ca(OH)2를 생성할 때 

나오는 열이 병원균을 죽여 소독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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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생석회는 금수성물질로서 습기 등이 침투시 발열작용으로 인하여 화재위

험성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방수 처리 상태로 보관을 하여야 함에도 생석회

의 화재위험성에 한 인식이 부족한 축산농가에서 이를 소홀이 하여 발생한 화재사

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구제역과 AI 

소독제로 쓰이고 있는 생석회 시료에 수분을 첨가했을 경우 발열의 정도와 일정 조건 

충족시 자연발화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 로 화재조사자가 행하는 화재현

장 감식방법을 알아보고 관련기관 등에 널리 알리어 생석회 취급자 및 축산농어민에 

한 안전교육을 확행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2. 자연발화에 대한 기초

2.1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개요

자연발화란 “물과 습기 혹은 공기 중에서 물질이 발화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화학변

화에 의해 자연 발열하고, 그 열이 장기간 축적되어 발화점에 도달함으로써 그 물질 

자신이나 접촉하고 있는 가연물을 연소하는 현상” 이라 한다. 

공기 중에서 즉시 발화하고 물과 습기의 존재로 서서히 혹은 급격히 발열 발화하는 

등 반드시 장기간의 열의 축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화하는 것을 ‘준 자연발화’라 하

여 자연발화와 구별하는 설도 있는데, 넓은 의미로의 자연발화로서 취급되는 것이 옳

다.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물질의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 반

응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2 자연발화의 조건

자연발화를 위해서는 첫째, 열전도율이 작아야 한다. 열이 축적되기 쉬운 분말상·

섬유상의 물질이 공기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보온효과가 좋고, 열 축적이 쉽게 되기 

위해서는 단열이 되고 열전도율은 작은 쪽이 좋다. 둘째, 물질 자체의 발열량이 커야 

한다. 셋째,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위온도가 높아야 한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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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연발화가 쉽고, 분말이나 액체가 포나 종이들에 부착되어 있

을 경우 자연발화는 훨씬 쉬워진다.

2.3 자연발화 물질의 종류

자연발화가 되는 물질로는 분해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

드 등, 산화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석탄·황화광석·고무류 등, 흡착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활성탄·환원니켈 등, 중합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이소프렌·초산비닐 등, 

발효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건초․퇴비 등, 물질자신이 발열하고 접촉가연물을 발화시

키는 석회·황산 등, 발열을 일으키는 물질자신이 발화하는 금속나트륨·금속칼륨·리

튬·금속가루·황린·적린·알킬알루미늄·수소화인 등, 반응의 결과 가연성가스가 발

생해서 발화하는 인화석회·카바이드류 등이 있다.

2.4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화·분해·흡착·발효 등에 의해 생긴 작은 열이 

축적되어 반응계 자신의 내부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발열이 증가하여 결

국 발화점에 달해서 연소를 개시 한다. 일반적으로 열이 물질의 내부에 축적되지 않으

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지 않으므로 자연발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의 축적 여

부는 발화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열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열전도율, 퇴적상

태, 공기의 유동 상태 및 열 발생속도, 발열량, 수분의 존재 등이다.

3. 생석회에 대한 기초

3.1 생석회의 특성

생석회의 화학적 분자식은 CaO, 분자량 56을 가지고 있으며, 석회석(CaCO3)을 분

쇄, 소성(열분해), 수화공정을 거쳐 얻어지는 산화칼슘(CaO)을 주성분으로 하고 Quick 

Lime 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백색을 띠며, 소괴상으로 활성이 크고, 산화중화력

은 석회질 중 가장 강하므로 흡수성이 크며, 수화시 발열하여 용적이 팽창하므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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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시 물과의 반응에 의한 화상 및 가연물에 의한 화재발생에 주의를 요한다. 장

기 보관 중에도 습기를 흡수하여 소석회(Ca(OH)2)가 되고 응고 및 풍화되기 쉬우므로 

수송에 주의를 요한다.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끊는점 2,850 ℃, 녹는점 2,614 ℃이며 

비중은 3.25∼3.38이다. 또한 pH 12.5 %로 생석회가 물에 용해되면 물과 반응하여 수

산화 칼슘(Ca(OH)2)이 생성되면서 이온화되어 용액이 염기성을 띤다. 이와 같은 성질 

때문에 산성비와 화학 비료 등으로 산성화 된 논이나 밭을 중화시키는 데 많이 이용되

었다.

생석회의 독성으로는, 인체에 급성노출시 처음에는 백색·거품형 이었다가 점차 갈

색의 부종 또는 궤양을 형성하는 점막 부식과 입주위의 화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만

성노출시 독성은 노출농도와 기간에 의존하고 반복적·지속적인 노출은 결막염과 급

성노출에 의한 영향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3.2 생석회의 생성

생석회는 자연상태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제조하는 물질이다. 생

석회 제조 생산시 공급되는 원료인 석회석을 분쇄, 소성(열분해), 수화공정을 거쳐 제

조되며, 소성로의 종류에 따라 투입되는 입도가 달라진다. 소성로 온도는 보통 1,200

∼1,300 ℃로써 투입후 예열 , 소성 , 냉각 를 거쳐 약 30시간 정도 체류되면서 생

석회가 제조되어 출하되며, 온도·유지시간 등 소성조건에 따라 제조된 생석회의 물리

화학적 성질이 달라진다. 생석회(CaO)는 용도에 따라 경소 생석회(Light burned lime)

와 사소 생석회(Dead Burned lime)로 구분된다.

이 제조과정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CaCO3(석회석) → Cao(생석회)+CO2(이산화탄소)

  Figure 1. 생석회 생산과정



- 107 -

3.3 생석회의 용도

(1) 철강

정련을 하는데 있어 생석회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제강반응중 산화환원반응에서 slag

를 처리하는 융제로서, 유해물인 P(인), S(황)을 제거하며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

할을 한다. 사용량은 전기로 조강톤당 약 29 kg의 생석회가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석회질 원료와 규산질 원료를 주 원료로 하여 발포제를 첨가하여 양생시킨 경화된 

경량기포콘크리트로서 내화, 단열, 시공성이 용이하여 각종조립식 건재의 일종으로 광

범위하게 사용된다. ALC중에 함유된 생석회의 양은 ALC원료의 25∼35 %로 ㎥당 50

∼100 Kg 정도이다.

(3) 카바이드

생석회와 탄소재를 전기로에서 혼합 용융시키는데 사용된다(CaO+3C = CaC2+CO). 

소다회(탄산나트륨, Na2CO3) 제조시 생석회는 solvay법(암모니아 소다법) 공정에 의해 

염수 및 암모니아와 함께 이용되며, 소다회 1톤당 635 kg의 생석회가 소비된다.

(4) 토질안정처리용

연약지반 안정에 이용되며 특히 함수비가 높은 토양에 이용된다.

(5) 해양수질개선

양식장에 생석회를 살포하여 pH를 높여 유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6) 폐수정화

산성화된 폐수를 중화 시키는데 사용된다.

(7) 구제역 또는 AI 방역

구제역 또는 AI 발생지역이나 예상지역에 생석회 분말을 살포하여 수분과 접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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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열로 구제역균을 살균시키는데도 이용된다.

Table 1. 생석회의 분류 및 용도

구분 등급 CaO 용도

생석회
(Cao)

특급 93 %이상 철강용

A급 90 %이상 특수제강용, 화학용

B급 85 %이상 일반제강용, 공업용

기타 80 %이상 AL·구제역용, 토양개량제용

생석회 분말

특급 93 %이상 특수화학용, 공업용, 의약품용

A급 90 %이상 공해방지 및 소독·수처리제용

B급 85 %이상 폐기물고형화, 폐수처리제용

C급 80 %이상 지반안정제, 농업용비료

3.4 생석회의 발열 메카니즘

생석회가 수분을 흡수하여 발열하는 화학식은  CaO(s) + H2O(l) => Ca(OH)2(s)

151.7 kcal/mole+68.32 kcal/mole ⇒ 235.58 kcal/mole(151.7 + 68.32 = 220.02)

220.02-235.58 = -15.56, dH = -15.56 Kcal/mole

(발열량 15.56 kcal/mole, CaO의 몰질량은 56g 이므로 15.56*1000/56=277.9 kcal/kg)

따라서 생석회 1 mole 당 발열량은 15.56 kcal/mole, 1 kg당 발열량은 277.9 kcal/kg 

이다.

이 열량은 두물질이 25 ℃ 기준으로 발생하는 열량이다. 그이외의 온도에 해서는 

CaO 비열 0.21, H2O 비열 1.0으로 보고 온도변화에 따른 열량을 계산해서 바꾸어 계

산하면 된다.

최고의 발열량은 두 물질을 이론양으로 혼합시 얻어지는데, 실제로는 물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

4. 생석회의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사례

최근 몇 년동안 구제역 및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생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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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전역으로 무차별적으로 보급되었다. 구제역의 발병이 없었던 시절에는 농지의 

토지개량용으로 일부 농가에 보급되어오던 것이 이제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마을 

창고나 농·수·축협 창고에도 예비용으로 쌓아놓고 있으며, 구제역 소독초소의 한쪽

에도 수십 포씩 쌓여있어 이제는 생석회를 주변에서 보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

었다.

현재 가축전염병에 사용하는 생석회의 주 용도는 축사의 소독, 방역초소 차량 소독, 

가축 매몰시 살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구제역이나 AI 발생지역 

인근의 가축을 살처분하면서 사용하는 현재의 매몰방식은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 비닐

을 깔고 그 위에 동물의 사체를 투입한 뒤 사체 위를 흙과 생석회로 번갈아 덮는 방식

이다. 이처럼 생석회를 도포하는 이유는 생석회(CaO)가 물과 만날 때 소석회(Ca(OH)2)

가 되며, 발열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때 방출되는 열은 매몰 구덩이 내부의 온

도를 200 ℃ 이상으로 올려서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하지만 이 과정 속

에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다. 살균작용을 위해 투여된 생석회가 물과 만나면 고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이 부패한 사체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만나 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석회는 물과 만나 적

절한 축열조건이 형성되면 섭씨 800 ℃∼900 ℃의 높은 열을 낼 수 있다. 또 부패한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섭씨 650 ℃∼750 ℃가 되면 발화할 수 있다.

이같은 이론으로 볼 때 흙으로 덮여 메탄가스가 빠져나가기 힘든 살처분 현장에서

는 높은 열과 메탄가스가 만나 화재가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살처분 현장

에는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를 땅 위로 배출시키기 위한 배관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발생한 가스가 배관으로 모두 빠져나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화재 발생 위험을 높

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가축 전염병 방역에 사용되고 남은 생석회의 관리가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수분을 흡수한 생석회는 발열을 하고 축열조건만 충족된다면 주

변의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도 생석회를 다루는 어

떤 사람도 이의 위험성에 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전라북

도 일원에서 발생한 화재중 생석회의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화재로는,

- 2008.03.30.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창고화재,

- 2008.04.23.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농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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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1.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창고화재,

- 2009.01.31.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비닐하우스 화재,

- 2009.06.22. 정읍시 입암면 연원리 양계장 화재

등이 있다.

Figure 2. 남원시 이백면   Figure 3. 남원시 이백면   Figure 4. 군산시 성산면   Figure 5. 군산시 성산면

상기 화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화재 발생전 비가 왔다는 점

이며, 건물의 외벽 구조가 빗물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비닐이나 판넬조 구조의 건물 

또는 실외 야적장이고, 생석회 보관장소가 비 또는 습기에 쉽게 노출될수 있는 위치라

는 점이다. 또한 생석회를 보관시 포 를 연속하여 쌓아놓아 발생한 열이 쉽게 축적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변에 쉽게 탈수 있는 가연물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Figure 5에서 보이는 생석회 포장 용기는 종이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생석회의 자연발화 실험

5.1 실험의 목적

생석회의 이론적 발화과정의 메카니즘을 알아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재연소현상을 

규명함으로써 화재조사자의 화재현장 감식능력 향상시키고,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생석

회 취급자를 포함한 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생석회의 보관

방법을 매뉴얼화 하거나 포장방법을 개선하는 등 실체적 화재예방에 일조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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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 기자재

Table 2. 실험기자재 종류

기자재명 용        도 수량 기자재명 용        도 수량

디지털온도측정장치 실시간 온도측정 1 기록용 기기 실험내용 기록 1
물통 연소 확대방지 1열화상카메라 주변 온도측정 1
물조리 생석회에 물 급수 2

디지털카메라 사 진 기 록 1 안전장갑 화상방지 3
마스크 호흡기 보호 3생석회 20kg 실 험 용 3
보안경 안구 보고 3

초   시   계 시 간 측 정 1
종이박스 실험용

소   화   기 연소 확대방지 2 기   타 종이부스러기 2박스

5.3 재현실험

5.3.1 생석회와 수분 접촉시 발열 확인실험

(1) 실험일시 : 2009. 03. 25. 14:00 - 16:00

(2) 실험장소 : 군산소방서 청사내 차고앞 공터

(3) 기상상황 : 날씨(맑음), 온도(6 ℃), 풍향(북서), 풍속(0.9 ㎧), 습도(55 %)

(4) 준 비 물 : 디지털온도계, 생석회, 물, 종이부스러기, 종이박스, 카메라, 소화기 등

(5) 실험과정 : 깡통안에 생석회 1 ㎏을 넣고 0.2 ℓ의물을 주입하고 시간별 발열량

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살핀다.

Figure 6. 용기준비

 

Figure 7. 생석회 시료 측정

 

Figure 8. 생석회에 물주입

 

Figure 9. 온도 측정

(6)실험결과 : 물을 주입하자마자 기포가 발생면서 팽창현상을 보였고, 3분후 깡통 

표면 온도가 178.8 ℃까지 상승하였다.

Table 3.

구분 최초 물 주입 2분 3분 5분 10분 20분
깡통표면 온도(℃) 8 15 38.7 178.8 150 80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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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생석회와 수분 접촉시 발화실험

(1) 실험일시 : 2009. 03. 28. 10:00 ~ 12:00

(2) 실험장소 : 군산소방서 청사내 차고 앞 공터

(3) 기상상황 : 날씨(흐림), 온도(7 ℃), 풍향(북서),  풍속(2.1 ㎧), 습도(60 %)

(4) 준 비 물 : 생석회, 물, 종이류, 카메라, 디지털온도계, 소화기 등

(5) 실험과정

   ① 최 한 축열조건을 만들기 위해 큰박스 내부에 작은박스를 넣고 큰박스와 작

은박스 사이에 종이부스러기를 채워 넣은 이중구조로 축열환경 조성한다.

   ② 생석회의 용량에 따른 발화상태 측정을 위해 20 kg 박스 1개와 5 kg 박스 1개

에 생석회를 넣고, 물을 골고루 3 ℓ주입 후 박스 덮는다.

   ③ 디지털 온도계를 이용 종이박스 외부의 온도상승 변화를 측정하고, 열화상 카

메라를 이용 종이박스 내부의 생석회 표면의 화학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

정 기록한다.

   ④ 일정온도 상승 후 산소공급을 위해 박스덮개 개방한다. 

   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큰박스와 작은박스 사이에 볏짚을 채워 넣은 이중구조

로 2번째 실험을 실시한다.

Figure 10. 사전준비

  

Figure 11. 종이상자내 생석회

Figure 12. 생석회에 물주입

  

Figure 13. 종이상자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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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온도즉정

  

Figure 15. 상단부 탄화흔 발생

Figure 16. 측면으로 확대

  

Figure 17. 볏짚 착화 실패

Figure 18. 착화성공

  

Figure 19. 온도변화(3분후)

(6) 실험결과

   ① 물 투입후 3∼5분 경과시 박스내부 온도가 급격히 350 ℃ 이상으로 높게 온

도가 올라감

⇒ 박스 밑바닥은 손으로 만졌을 때 뜨거움을 느낄 정도이나 온도측정결과 

69 ℃에 불과함(물이 하부까지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② 11분 경과후 연기가 심하게 나고, 종이박스 표면에 탄화흔이 보이기 시작하

며, 온도는 430 ℃까지 상승함

⇒ 고온의 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열축적이 이루어진

다면 발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박스밑바닥의 온도 변화는 경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내부에 집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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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부스러기는 축열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함

⇒ 볏짚은 넣은 박스에서 미량의 연기 발생하기 시작함

   ③ 12분 경과후 종이부스러기에 탄화흔이 보이기 시작함

   ④ 13분 경과후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여 폐된 박스 상부 개방 후 일시적으로 

표면온도가 급격히 내려감

   ⑤ 축열조성을 위한 가연물로 볏짚은 넣어 실험한 결과 탄화흔 형성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착화에는 실패함. 

   ⑥ 14분 경과 후 종이부스러기를 넣은 박스표면 착화 성공

Table 2. 시간 경과에 따른 온도변화(종이부스러기)

시간 최초 10초 1분 3분 5분 11분 12분 14분

온도(℃) 26.9 120.5 315.6 354 429.3 438.5 445.2 착화

6. 재연실험의 발전방향

6.1 다양한 외부환경을 반영한 실험 추구

생석회가 수분과 접촉하여 발열반응시 생성된 열은 일정시간 축열상태가 지속되어 

가연물이 발화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열은 외부의 온도와 

습도와 매우 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금번 실험에서는 외부 온도나 습도를 달리

하여 실험하지 않고 1회에 그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의 발화가능성에 해 알아보지 

못했다.

6.2 실험조건의 다양화 추구

금번 실험은 단순히 생석회가 수분과 접촉시 발열을 하는 메카니즘과 발화의 가능

성에 해서만 알아보았다. 실제 생석회의 발화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험재료

로 사용되는 생석회와 수분의 양을 달리하여 실험함으로써 이론적 열발생량과 실제 

환경에서의 열발생량을 비교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생성시 화재예방

을 위하여 정확한 생석회의 취급 및 보관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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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문적 실험기구 사용

보다 정확한 실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연발화시험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분석 

기계를 이용 하여야 한다. 생석회가 수분과 접촉할때 정확한 발열량과 가연물에 착화

될때까지의 시간 등의 분석은 전문적 실험기구로 하여야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7. 제언

위의 실험결과를 토 로 생석회에 의한 화재현장 감식을 위해서는 첫째, 화재 당시

를 전후하여 비가 내리지는 않았는지 날씨를 알아보아야 하고, 둘째, 생석회에 의한 

화재현장에는 반드시 생석회와 물의 결합물인 소석회(Ca(OH)2)가 존재하여야 한다. 생

석회 그 자체는 불연성이기 때문이다. 셋째, 생석회 보관장소가 물 또는 수분의 침투

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주변에 가연물질이 존재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정확한 화

재원인 조사는 유사한 화재사고를 방지하고 취급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생석회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석회 포장을 방수가 될 수 

있는 재질로 의무화 하여야 하며, 생석회를 물이 침투할 수 없도록 보관토록 하고 그 

주위에 가연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결론

위의 실험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으로는 첫째, 생석회가 물과 접촉하면 발열작

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축열조건과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상호 공존한다면 화재로 발

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며, 둘째, 최고의 발열량을 방출하는데 필요한 수분의 

양은 이론적 양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많은 축산농가에 보급되어 특별한 관

리없이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 적재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현실태를 개

선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농협, 축산농어민 등 관련자에게 생석회가 발화원으로서 

작용한 화재사례의 전파와 생석회 보관요령에 한 홍보 및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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