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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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electrical fire on electric pad caused by defect of hot wires. We analyzed two type 
electric pad using by carbon type hot wire and magnetic shielded type hot wire. First, a carbon type hot wires 
electric pad is virtually impossible to connect hot wire as a method of electrical welding or soldering. In order to 
connect between hot wires, that has to splice carbon type material connector. If junction of hot wires was occurrence 
of poor connection on electric pad, it increase contact resistance on this junction point. With increasing contact 
resistance, junction of hot wires on electric pad generates local heating and finally leads to electrical fire. 
An electric pad using by a magnetic shielded type hot wire happened local heating on signal wire for sensing 
temperature-rise caused by applying current for magnetic shielded. With increasing local heating of signal wire, 
insulated coating of hot wire was melted. Finally the magnetic shielded type hot wire electric pad lead to electrical 
fire with breakdown between signal wire and hot wire. In this paper, we analyzed shape of damage in hot wire 
caused by electrical local heating and investigated fire cause on electric pad due to defect of hot wires. 
Key Words : electric pad, carbon type hot wire, magnetic shielded type hot wire, poor connection, breakdown

1. 서 론*

우리나라 주거문화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서

구식으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온돌문화에 익숙한 국민 정서 상, 서구적 생활 문화 

속에서 과거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전기장판의 사용

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양상을 반

영하듯 다양한 전기장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기용으로 등록되어 보급되는 것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기장판 사용 과정에서 사용

자의 과실이나 제조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전기장

판으로 인한 전기화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전기장판의 다양성을 반영하듯 전기장

판에 사용되는 열선의 종류도 다양하며, 열선 종류에 
따른 발열 메커니즘, 열선의 연결 방법 및 제어방식 
또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기장판의 열선은 구리-카드뮴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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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이 대다수 사용되고 있지만 전자파 등의 영향

으로 저감할 수 있는 무자계 열선 및 카본열선의 사

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카본열

선을 사용하는 전기장판에서는 구조상 기존의 구리- 
카드뮴 계열의 열선 방식과 같이 열선과 감열선을 동

시에 설치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도

센서 및 온도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온도제어

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원칩 마이컴을 적용한 시

간 제어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기장판의 
구조적인 변화 및 온도제어 방식 변화 등에 따라 화

재가 발생되는 양상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장판에 사용되는 열

선의 종류 및 온도제어 방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확한 화재원인 규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카본열선 및 무자계열선 
방식의 전기장판을 대상으로 온도제어방식 및 열선 
결함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카본열선 접속

부에서 발생되는 불완전 접속 현상과 이에 따른 

국부적 발열 흔적을 규명하였으며, 무자계열선 방식

에서 나타나는 절연파괴 원인을 규명하였다.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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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gnetic shielded hot wire (b) Temperature control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hot wire and temperature control method of magnetic shielded type electric pad.

문에서 언급한 사고 사례를 통한 연구결과는 전기장

판 제조 및 화재예방 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 가능

할 것이다.

2. 전기장판 열선의 구성

2.1. 무자계열선 방식

현재까지 사용되는 전기장판의 열선은 구리-카
드뮴 합금 계열의 일반열선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일
반적으로 PVC 피복을 사용한다. 일반열선의 내열성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실리콘 피복을 사용하게 되

는데 이를 실리콘 열선이라 한다. 무자계열선 방식은 
Fig.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선(hot wire)과 감열

선(signal wire)에 동일한 전류를 반대방향으로 흘려

주어 전류 흐름에 따른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작용으

로 자기장을 차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설정 온도에 따라 열선에 전류의 크기가 변화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자기장을 상쇄하기 위하여 감열선에

도 열선과 동일한 크기의 반대 방향 전류가 흐르고, 
이에 따라 감열선에서는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설정

할수록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감열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열선에서는 자기장 

상쇄를 목적으로 흘려주는 전류에 의해 줄열이 발생

하고, 이 줄열에 의해 국부적인 발열이 발생될 가능

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자계열선 방식의 전기장판은 감열

선에 의한 온도제어 방식을 이용하며, 설정온도에 따

라 위상제어소자(SCR이나 TRIAC)를 제어하는 방식

으로 적용된다. 감열선에 의한 온도제어 방식은 Fig. 
1(b)와 같이 온도조절기 가변저항과 감열선의 임

피던스에 의해 분압회로가 구성되고, 분압전압의 

위상지연이 발생되는데 이때 분압된 전압의 차이

에 의해 위상제어소자에 트리거 신호가 전달되고, 
전기장판 열선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가변시킨다. 
감열선은 일반적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저항이 변

화하는 형태로서 온도변화에 따른 감열선의 저항 

변화는 다음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5).

 or × (1)

여기서, Rtr은 전기장판 동작에 따른 저항값, Ror은 
감열선 초기 저항값, t는 전기장판 온도변화에 해

당한다. 일반적인 열선을 사용하는 전기장판에서는 감
열선의 온도변화에 의한 임피던스 변화에 의해 위

상제어소자의 위상각을 조절하는 것으로 온도제어가 
이루어지는데 무자계 열선 방식의 전기장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2.2. 카본열선 방식

카본열선을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카본열선 
위에 감열선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열동식 

온도스위치를 적용한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열선 주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온도변화를 
직접 검출하고, 원칩 마이컴 등을 적용하여 열선에 전

원공급을 제어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도 있다. 이
와는 달리 온도조절기의 가변 저항값에 따라 열선에 
전원이 공급되는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온도가 설정 
레벨에 적합하도록 시간제어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온도제어 방식 중, Fig. 2와 같이 저가로 구

현할 수 있는 온도스위치 및 온도센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온도센서와 온도스위

치를 사용하는 온도제어방식에서는 온도센서는 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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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diagram of electric pad using carbon type hot wires (b) Temperature control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electric pad using carbon type hot wires and method of temperature control.

주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온도센서와 일

정거리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국부적인 발열이 발

생되는 경우에는 온도 변화를 검출할 수 없는 문

제점이 존재한다. 결국 열선 연결 접속부 또는 일부 

열선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부적 발열이 발

생되더라도 온도제어 및 전원공급 차단 기능이 불

가능하게 된다6-8).

3. 전기장판의 화재원인 분석

3.1. 무자계열선 방식

무자계 열선 방식의 전기장판의 온도제어는 열

선과 감열선으로 구성되는 온도제어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무자계 열선 방식의 전기장판에 이와 
같은 온도제어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감열선에 흐르

는 전류에 따라 발생하는 줄열 및 열선에서 발생하

는 발열량의 합에 의해 감열선의 저항 값을 결정된

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온도제어가 이루어지지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기장판의 발열량

이 크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일반 열선 방식과 
비교할 때 높은 온도에서도 전원공급이 차단되지 않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열선 피복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부분에서는 감열선에서의 국부적 발열

에 의해 열선피복이 용융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열선

피복의 용융이 진행되는 경우, 전기장판 열선과 감열

선이 최종적으로 절연파괴에 이르며, 열선과 감열선 
사이에서 단락이 발생되어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Fig. 3은 무자계 열선 방식의 전기장판 화재사고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중앙 부분이 연소 천공된 형상

이고, 동 부위 열선은 연소 과정에서 일부 유실된 상

태로서 남아 있는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

이점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다. 동 전기장판의 열선 

배치는 Fig. 3(b)와 같으며, 연소되지 않은 열선의 

끝부분이 일부 탄화되고, 열선 피복이 열변형된 형

상이 관찰된다.
Fig. 3(c)에 나타낸 열선의 열변형 부분은 주연소 

부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연소 확대와는 
무관하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부분에 대한 
외부 열선피복을 벗겨내면 Fig. 4(a)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열선과 감열선 부분이 노출되는데 열선은 내부피

복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피복 위에 감열선이 감

겨져 있는 구조이다. 내부피복은 감열선이 감겨진 경

로를 따라 용융 변형된 형상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감열선의 전류

에 의한 줄열 및 열선의 발열량이 합해지면서 내부

피복이 손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피복이 감열선을 따라 용융 변형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내부피복이 유실되면 최종적으로 

Fig. 4(b)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감열선과 열선 사이

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한다. 감열선과 열선에는 자

기장 상쇄 효과를 위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단락회로가 구성

되면 상대적으로 큰 단락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Fig. 
4(c)는 열선과 감열선에 단락흔이 형성된 것을 나타

낸 것으로 단락에 의한 절연파괴가 발생되는 경우, 전
기적 발열 및 불꽃이 수반되고, 이는 열선의 내부

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한다. 전기장판 열선에서 절연파괴가 발생되어 
발화되는 경우, 큰 단락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조절기의 내부기판

에서는 전원퓨즈가 용단되고, 심한 경우, 스위칭 소

자가 파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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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rned off an electric pad (b) Array of hot wire (c) Zoom in thermal damaged hot wire

Fig. 3. Example of burned off a magnetic shielded type electric pad.

(a) Melting shape of insulated coating (b) Breakdown between hot wire and signal wire(c) Arc mark between hot wire and signal wire

Fig. 4. Melting shape of insulated coating and breakdown between hot wire and signal wire.

(a) Breaking of fuse (b) Damaged switching device

Fig. 5. Breaking fuse and damaged switching device on the temperature control board.

3.2. 카본열선 방식

Fig. 6에 나타낸 전기장판은 카본열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기장판을 저온 켜짐 상태에 두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되었다.
화재가 발생된 전기장판의 열선 부분만을 떼어

내어 관찰한 결과, Fig. 6(a)와 같이 연소 중심부와 

떨어진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탄화된 흔적이 식별

되었다. 특히, Fig. 6(b)에 표시한 부분에서 탄화된 

부분은 극히 일부인 12 × 9 mm에 해당되며, 탄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약 40 × 18 mm의 테이프로 고정

되어 있는 형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열선 부분과 

인접한 보온재 부분에서 일부 탄화된 흔적이 식별

되는데 화재가 발생된 전기장판은 열선을 기준으로 
상부 4중 보온 구조 및 하부 2중 보온 구조로 구성

되어 어느 정도의 국부적 발열이 발생되더라도 전

기장판의 외관상 탄화 흔적이나 화재 징후는 관찰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6에서 탄화된 부분을 확대하면 Fig. 7에 나

타낸 바와 같이 탄화 중심부가 천공된 형상이 식

별된다. 천공된 부분에서 열선의 용단 형상 및 열

선을 접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카본재질의 접속용

재가 식별되는데 카본열선의 경우, 전기적 용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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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bon type hot wires of the electric pad (b) A trace of local heating (c) Carbonized trace of the thermal
insulation material

Fig. 6. A Trace of local heating in carbon type hot wires of the electric pad.

(a) A junction point of hot wire (b) A melting shape of carbon type hot wire

Fig. 7. Zoom in carbonized point in the electric pad caused by local heating.

납땜이 불가하여 열선과 같은 카본재질의 접속용

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공된 부분에서의 

열선 용융 형상은 외부 장력 등에 의해 단선된 형상

과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 외부 장력에 의해 열

선이 단선되는 경우에는 단선된 부분에서 열선이 늘

어진 흔적 또는 불규칙한 단선 흔적을 나타내는데 비

해 Fig. 7에 나타난 열선의 단선 형상은 국부적인 전

기적 발열에 의해 용단된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용단된 부위는 열선의 묶음 접속을 위해 동

일한 카본재질의 접속용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다. 이와 같이 묶음 또는 꼬임 접속이 이루어지는 개

소에서는 불완전 접속의 가능성이 있으며, 불완전 접

속된 개소에서는 접촉저항이 커지게 되고, 국부적인 
전기적 발열이 발생된다. 국부적인 전기적 발열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열선이 일부 손상되고, 손상된 

열선에 의해 불완전 접속 개소에서의 발열이 증대

되어 최종적으로 열선의 용단 및 화재사고로 이어

지게 된다.
무자계 열선 방식의 전기장판 및 카본열선을 사

용하는 전기장판에서의 전기화재는 근본적으로 열선 

결함에 의해 국부적인 발열이 발생되고, 최종적으

로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무자계 열선의 경우, 감열선에 흐르는 전

류에 의한 줄열 발생으로 내부피복이 용융 변형되고, 
최종적으로 감열선과 열선사이에서 절연파괴가 발

생되면서 화재로 진전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카본 열선의 경우, 전기적으로 용접 또는 

납땜 등의 방법으로 열선을 접속할 수 없는 구조로 
동일한 재질의 카본 재질로 열선을 접속시키는데 이

때 발생하는 불완전 접속 개소에서 국부적인 발열이 
성장하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장판에 의한 전기화재의 원인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자계 열선 및 카본 열선을 사

용하는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원인을 분

석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장판에 대한 검사결과, 
무자계열선의 경우,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 감

열선에 흘려주는 전류에 의한 줄열 발생으로 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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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이 용융 변형되고, 최종적으로 감열선과 열선 

사이에 절연파괴가 발생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무자계 열선 방식의 전기

장판은 전통적인 감열선의 저항 변화에 의한 온도

제어 방식을 적용하는데, 감열선에 흐르는 전류의 

영향으로 정확한 온도제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화재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무자계 열선 방식의 전기장판의 온도제어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카본열선을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접속부분에서 

국부적인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단된 형상이 식별

되었으며, 이러한 접속개소에서 발생된 국부적 발

열에 의해 화재사고로 진전된 것으로 화재원인을 

추정하였다. 카본열선을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용접이나 납땜 등의 전기적 방법 적용이 불가하여 

동일한 카본재질의 접속재를 사용하는데 접속과정

에서 열선 사이의 불완전 접속이 생기면서 국부적인 
발열이 발생되고, 점차 발열량이 확대되어 최종적

으로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

본열선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열선 부위에 직접적

으로 감열선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온도센서 및 온

도스위치를 사용하지만, 일부 열선 부근에만 사용함

에 따라 국부적 발열이 발생하더라도 온도센서 설

치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온도변화 검출 및 전

원공급의 차단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접속 개소를 줄이고, 온도센서 등을 보다 많

은 부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전기장판의 사고사례는 꾸

준히 증가하는 전기장판 열선 방식에 대한 화재원

인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동일한 
형태의 전기장판에 대한 전기화재 원인 조사에 중

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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