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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analyzed for electrical fire danger by electric equipments through surveys of stable owners and the field 
investigation at 64 stable. Also, an experiment is performed to analyze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4 types electric wiring according to 
the number of operating halogen warm lamp group and automatic waterer group in Beon-young stable in the Cheongwon location. The 
survey is done to investigate the occurrence of electrical fire, electric equipment, causes and dangerous equipment. As a result, halogen 
warm lamp group and automatic waterer group are found to have dangerous loads. In the field investigation, the mode of load capacity of 
the halogen warm lamp group and automatic waterer group was investigated. The mode of load capacity of halogen warm lamp group 
(over 3 years) is found 17A and that of the auto waterer group (10 years) is 16A. In this experiment, the halogen warm lamp group aged 
at least 3 years showed 109℃ while that aged less than 1 year appeared 83℃, showing the max gap of 26℃. The automatic waterer group 
aged 10 years showed 90℃ while that aged less than 1 year appeared 68℃, showing the max gap of 22℃.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ode of load capacity needs to be considered in selecting and installing wiring for the electric equipment construction of halogen warm 
lamp group and automatic waterer group in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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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9년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일반건축물 화재는 약 

532만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으며 축사화재는 약 

2,829만원으로 일반건축물 화재의 5배 이상의 재산 피

해를 가져왔다1). 또한 우사의 경우는 2007년 30.6%의 

전기화재가 2009년에는 36%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

다1). 이렇게 축사에서 전기화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

는 이유는 농장주의 전기시설의 오사용, 장시간 사용, 
분진 및 기타 분뇨 가스등의 환경적 조건이 맞물려서

이다 2-4). 축사의 경우는 계절에 따라 사용되는 전기부

하가 다른데 특히 겨울철에는 송아지 보온을 위한 할

로겐보온등과 온수 공급을 위한 자동급수통을 사용한

다. 할로겐보온등은 고정적인 부하가 아니고 임시적으

로 설치되어 수거되는 방식이다. 사용의 편의성을 위

하여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의 다른 용도로 설치

되었던 전기배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

부분이 조명으로 사용한 배선이었다5). 자동급수통은 

겨울철 가축에게 온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상시 전원이 

인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과 외부에 노출되어 누전

으로 인한 누전차단기를 동작시킨다. 이로 인하여 겨

울철에 파이프를 동파하게 되며 농장주는 설치된 누전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교체하고 있다5-6). 또한 두 

부하 모두 하나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최소 4~5개의 

그룹으로 한 개의 차단기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따라서 차단기의 용량은 높아지고 설치된 전기배

선은 높은 부하전류가 그대로 인가된다. 한국전기안전

공사의 축사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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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ve you been with/without electrical fire accident? b) Where is electrical equipment that was caused the electrical fire?

c) What do you think about causes of electrical fire? d) What do you think about dangerous electrical load? 

Fig. 1. Questionaire survey on owners for electrical fire and equipment at stable. 

총 254건의 점검 중 적합판정은 111건, 부적합판정은 

143건으로 56.2%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이는 일반주택

과 공장의 부적합률이 5%이내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위험한 수치이다. 축사 전기설비의 부적합판정을 받은 

원인을 살펴보면 차단기 용량과다 29.4%, 전기배선 불

량 24.5%, 절연불량 14%, 누전차단기 미설치 13.3% 등
으로 차단기용량과다와 전기배선불량에 관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사의 농장주 64명의 설문조

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사 부하군 중에서 

할로겐보온등과 자동급수통을 선정하여 이전에 조명 

용도로 사용된 전기배선 VCTFK전선8)과 VFF전선9), 가
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HIV전선10)과 CV 전선11)에 대

하여 부하사용대수에 따른 전기배선의 열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특히 축사의 경우 농장주들이 위험성을 인

식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어 농장주의 전기

화재와 관련한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였으나 본 데이터

를 통하여 축산관계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축

사의 부하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사고로부터 농

민의 재산은 물론 축사의 동물까지 보호하는데 좋은 

기초자료로 사용 될 것이다. 

2. 축사 전기설비 농장주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2.1. 축사 전기설비에 대한 한우(韓牛) 농장주의 설문조사

축사 전기설비 관리 및 전기화재 조사를 위하여 청

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우 농장주 64명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1 a)에서 ‘전기설비에서 전소 및 국소

적으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난 적이 있다’가 67%(43개
소)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Fig. 1의 b)에서 전기화재

가 발생한 43개소에 대하여 전기화재 발생 설비는 전

기배선이 51%, 차단기 30%, 콘센트 19%로 전기배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1의 c)에서 전기배선 및 차단

기 부분에서 전기화재의 발생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40%가 ‘잘 모르겠다’, 38%가 허용전류가 작은 전기배

선 사용, 22%는 차단기용량 증설이 원인이라 하였다. 
Fig. 1의 d)에서 이런 전기배선과 차단기 용량의 증설

이 빈번한 부하에 대해서는 할로겐 보온등이 4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동급수통이 36%, 마지막 송풍기

가 27%로 나타났다. 

2.2. 축사 전기설비 실태조사

설문조사에서 한우 농장주 64개소를 바탕으로 할로

겐보온등과 자동급수통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배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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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에서 이전에 다

른 용도로 사용된 전기 배선으로 허용전류가 가장 낮

은 전기배선은 VCTFK(0.75㎟)12)와 VFF(0.75㎟)12)전기

배선이 6개소에서 사용됨이 확인되었고, 가장 많이 사

용된 전기배선은 HIV(1.6㎟)12) 및 CV(2.0㎟)12) 전기배

선으로 나타났다. CV 2.0㎟과 HIV 1.6㎟의 경우는 현

재 생산되지 않는 전선으로 CV는 2.5㎟와 HIV는 1.5㎟
로 생산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조명부하 용도로 철

a) halogen warm lamp group.

b) automatic waterer group. 

Fig. 2. Installation state of halogen warm lamp group and 
automatic waterer group at stable.

골에 방치되어 있는 VCTFK와 VFF 전기배선의 위험성

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정형 부하가 아닌 이동형 부하인 

할로겐보온등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로겐보온

등의 경우는 계절성 부하로써 초봄이나 겨울철에 송아

지의 보온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최대 한 축사에 5대를 

설치하는데 용량이 700W가 대부분이다. 자동급수기의 

경우는 고정형 부하로 최대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 

대당 660W를 사용하고 있었다. 실태조사에서 할로겐 

보온등과 자동급수통의 경우 부하군을 이루고 있었으

며 할로겐보온등(5대)의 경우는 16~18A, 자동급수통(5
대)은 15∼17A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부하군에 대하여 

VCTFK과 VFF 전기배선의 허용전류는 7A로 두 부하의 

최빈( 頻)전류를 초과하였으며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

는 축산주는 경비 및 관리 부재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

고 있었다. Fig. 2(a)는 할로겐보온등의 사용실태를 Fig. 
2(b)는 자동급수통의 사용실태를 나타내었다.

3. 할로겐보온등군 및 자동급수통군 부하에 대한 

전기배선의 열적 실험

실험장소는 청원지역의 번영농장에서 실시하였다. 
할로겐보온등은 91%이상이 700W로 제작된 제품을 사

용하고 있으며, 자동급수통은 89%이상이 L축산(660W)
에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할로겐보온등의 

수명은 3년으로 1년 미만의 할로겐보온등과 3년된 할

로겐보온등을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자동급수

통은 축사의 설립년도와 같고, 실험에서는 번영농장의 

설립년도가 10년으로 10년된 자동급수통과 1년미만의 

자동급수통을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두 5대
로 설치하였으며 1개의 차단기에 회로를 구성하였다. 
전기배선은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전기 배선으로 

Fig. 3. Thermal experiment on electrical wiring considering 
halogen warm lamp group and automatic waterer group at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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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CTFK wring b) VFF wring

c) HIV wring d) CV wring

Fig. 4. Thermal characteristics of VCTFK, VFF, HIV and CV wrings by operation number of halogen warm lamp. 

허용전류가 가장 낮은 전기배선은 VCTFK(0.75㎟)와 

VFF(0.75㎟)전기배선과 가장 많이 설치된 전기배선은 

HIV(1.6㎟) 및 CV(2.0㎟) 전기배선으로 총 4개의 전기

배선을 선정하였다. 측정 장치는 Fluke사의 열화상 카

메라로 측정하였으며 작동개수에 대하여 포화온도를 5
회 측정하여 최종온도로 선정하였다. 전류 및 전압 기

타 신호에 대해서는 NI-9215와 LabVIEW를 이용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Fig. 3은 할로겐보온등과 자동급수통 

부하, 4가지 전선을 나타내었다. 

4. 할로겐보온등 및 자동급수통 부하에 대한 

전기배선의 열적분석

4.1. 할로겐보온등의 전기배선에 따른 열적특성 

할로겐보온등은 송아지의 동사를 보호하기 위한 난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항상 발열상태이기에 보온매트, 합
성수지판 등 가연성물질에 착화되어 국소 전기화재가 발

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용량이 700W 로 작동개수가 증

가하면 부하전류가 증가하게 되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 
Fig. 4(a)는 VCTFK 전기배선으로 3년 된 할로겐보온등 

3대를 작동시켰을 때 허용온도인 60℃를 초과하였고, 1
년 미만 경우 4대를 작동했을 때 초과하였다. Fig. 4(b)는 

VFF전기배선(허용온도는 70℃)은 3년 된 할로겐보온등 

4대를 작동시켰을 때와 1년 미만은 5대를 작동시켰을 때 

허용온도를 초과하였다. Fig. 4(c)의 HIV전기배선(허용온

도 75℃)은 모두가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Fig. 4(d)
의 CV 전기배선(허용온도 90℃)도 최대작동개수(5대)에
서 허용온도이하로 나타났다.

4.2. 자동급수통의 전기배선에 따른 열적특성

자동급수통은 겨울철 XL파이프 및 소들의 음용수 

동파로 인한 시설을 보호하고 소들에게 온수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용량이 660W로 개소당 5개의 

자동급수통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어 겨울철 

및 봄, 가을에 장시간 사용하므로 부하전류가 증가하

게 되어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자동급수통은 우사

의 설립년도와 사용연한이 같다. 한번 설치 후 점검 및 

배선 교체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용내력에 따른 문

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Fig. 5(a)와 (b)에서 허용전류가 

낮은 VCTFK와 VFF 전기배선에 대하여 작동개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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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CTFK wring b) VFF wring 

c) IV wring d) CV wring

Fig. 5. Thermal characteristics of VCTFK, VFF, HIV and CV wrings by operation number of automatic waterer. 

라 최대 포화온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Fig. 5(a)의 VCTFK 전기 배선은 10년 된 자동급수통의 

경우 3대를 작동시켰을 때 허용온도 인 60℃를 초과하

였고, 1년 미만의 경우 4대를 작동시켰을 때 초과하였

다. Fig. 5(b)는 VFF 전기배선(허용온도 70℃)은 10년 

된 자동급수통의 경우 4대를 작동시켰을 때 허용온도

를 초과하였으며, 1년 미만의 경우는 5대를 작동했을 

때 초과하였다. Fig. 5(c)의 HIV전기배선(허용온도 7
5℃)은 모두가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Fig. 5(d)
의 CV 전기배선(허용온도 90℃)은 모두가 허용온도 미

만 이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한우 농장주 64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

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청원지역의 번영농가에서 할로

겐보온등과 자동급수통 부하군의 작동개수에 따른 4종
류의 전기배선의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3년된 할로겐보온등 부하에서 VCTFK 전기배선

과 VFF 전기배선의 경우 3대까지는 다소 비슷한 온도 

특성을 보였으나 4대 부터는 최대 26℃의 온도차를 보

였으며, HIV 전기배선과 CV 전기배선의 경우에도 4대
부터 다소 온도차를 보였으나 전기배선의 허용온도 이

하로 나타났다. 
2) 10년된 자동급수통 부하에서 VCTFK 전기배선에

서는 2대부터 10℃ 이상의 온도차를 보이다가 최대 1
6℃의 온도차를 보였으며, 10년된 부하는 3대, 1년이하 

부하에서는 4대에서 허용온도를 초과하였다. VFF 전
기배선의 경우 10년된 부하는 4대, 1년이하 부하에서

는 5대에서 허용온도를 초과하였다. HIV 전기배선과 

CV 전기배선의 경우에도 4대부터 10℃정도의 온도차

를 보였으나 전기배선의 허용온도 이하로 나타났다. 
3) 할로겐 보온등과 자동급수통의 전기배선 공사시

에는 사용내력에 따른 최빈전력을 고려해야하고 이전

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전기배선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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