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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 with due to the additional equipment established on the vehicle fire accident cases. Recently, vehicle was 
recognized as other living spaces and it was increasing installation of additional devices such as a black box, multivision, additional 
battery and so on. However, these additional devices were established on the vehicle by non-specialists such as the general public user 
or manufacturing and distributors of additional devices since the vehicle factory. Resulting from the additional equipments due to 
installation errors in these additional equipments connected to the electrical wiring insulation damage or electrical breakdown occurs, 
and finally leading to a fire caused by the additional equipments. Therefore, additional equipment established on the vehicle due to a 
fir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se devices are installed. If not installed unless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installation of additional equipments established by professional who knows the vehicle structure that will 
be able to prevent th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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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등록 수는 2013년 기준 1,940만여 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 2.5명 당 1  꼴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1). 차량 등록 수의 증가에 따라 

차량 관련 사건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며, 이중, 차량 화재 사고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40,932건의 화재사고 중, 5,085건이 발생하여 전

체 화재에서 12.42%의 비율로 시설물 관련 화재를 제

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 화

재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화재 발생 원인

에 해서는 방화 및 차량 전기배선에서의 화재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2-3). 
그러나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다양한 연료 

방식 및 엔진 형태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에 한 조

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화원인이 제 로 규명되지 못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차량 관련 연구 분야의 

경우, 차량 사고 원인 분석 보다는 차량의 성능개선이

나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등에 치중되어 있다. 사고 원

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사고 후, 구성부품의 손상 및 원

활한 사고접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충분한 연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5).
최근에는 차량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가 급증

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례로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 
2013년 10월 기준 451만 의 누적 보급 수를 나타내

고 있으며, 매년 25-3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가장치들이 늘어날수록 임의로 설치된 부가

설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도 증가되고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멀티비전 

및 부가 장치 운용을 위한 보조배터리 등의 설치로 인

한 차량화재 사고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차량에 임의

로 설치되는 부가 설비가 원인이 되는 화재 위험성에 

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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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에 설치되는 부가 장치 개요

과거와 달리 차량은 또 다른 생활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편의성 도모를 위해 차량 내부 및 외부에 다양

한 부가 장치들이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 장치들

은 부분 차량 출고 이후, 사용자의 취향이나 차량 운

행 목적에 따라 임의 로 설치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부가 장치로 많이 설치되는 장치의 예를 Fig. 1

에 나타내었으며, 차량용 블랙박스, 차량용 멀티비전 

및 이들 부가 장치를 운용하기 이한 별도의 배터리 장

치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빈도가 높아진 부가 장치 등의 설치는 차량 제

조 과정이 아닌 출고 이후에 설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설치 과정에서 차량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또

는 부가 장치 제조 및 판매업자 등에 의해 설치되는 문

제점을 지니고 있다. 비전문가에 의해 설치되는 부가 

장치 등은 차량의 배터리 또는 실내등으로 연결되는 

배선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정 

및 거치를 위하여 임의의 거치 를 설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단순히 차량 후면 트

렁크에 넣어두는 경향을 보이는데 보조 배터리 및 부

가 장치 등이 제 로 고정되지 않는다면 차량 운행 과

(a) Black box and multivision

(b) Additional Battery

Fig. 1. Example of optionally established equipment at vehicle.

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진동 마찰 등에 의해 부가 

장치에 연결된 전기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기 용이

한 조건이 형성된다. 이러한 보조 배터리 배선의 설치 

구조 및 기타 미관상 전기배선을 억지로 차량 실내 구

조물 등에 끼워 고정하는 형태 등은 절연피복 손상의 

가능성이 높으며, 절연피복의 손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절연파괴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차량용 부가 장치 중, 현재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경우, 블랙박스 재부팅 방

지 및 차량 시동을 위한 최소의 배터리 전압 유지를 위

하여 일반적으로 상품명 배터리 세이버(저전압 검출회

로)를 함께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세이버 회로

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 사고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며, 
배터리 세이버 회로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초기에 작은 화재

가 발생되더라도 신속히 인지하지 못하여 차량을 전소

시키는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 출고 이후 임의 로 설

치된 차량용 부가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차량화재 사

고사례 분석을 통해 임의로 설치되는 부가 장치들의 

화재 위험성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임의로 설치된 부가 장치에 의한 

차량화재 사고사례

본 논문에서는 임의로 설치되는 부가 장치의 설치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사례에 하여 연구하였으며, 차량

용 블랙박스 설치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배터

리 세이버의 결함에 의한 차량화재 사고, 블랙박스 구

동을 위한 보조 배터리 설치에 따른 차량화재 사고 및 

차량 내부에 멀티비전 설치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에 

하여 검토하였다. 

3.1. 배터리 세이버 결함에 의한 차량화재 사고사례

배터리 세이버는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과정에서 차

량 시동 시, 블랙박스의 재부팅 방지 및 시동용 배터리 

소모로 인한 시동 불량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동용 

배터리의 저전압 여부를 검출하여 필요에 따라 블랙박

스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터리 

세이버는 차량 제조 과정에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출고 이후 별도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Fig. 2에 나타낸 승용차량은 차량 시동을 정지한 상

태에서 주유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차량 외부는 

연소되지 않았으며, 엔진룸 부분에서도 연소된 흔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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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te of engine room in a fired vehicle.

관찰되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주유 과정에서 엔진이 

정지되어 있었던 점과 차량 외부 및 엔진룸 내부가 연

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엔진계통과 배

기계통 등의 결함에 의한 발화 가능성 및 주유 과정에

서의 연료 누유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

는 상황이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연소형상은 Fig. 3에 나타낸 

(a) State of the dashboard

(b) State of the internal dashboard

Fig. 3. Burned out pattern of dash board in the fired vehicle.

바와 같이 차량 앞좌석 전면부의 공조 설비의 송풍구 

및 시보드(Dashboard) 안쪽 부분이 국부적으로 심하

게 연소된 형상이고, 엔진룸 내부 퓨즈박스의 퓨즈 중, 
앞 우측 파워 윈도우 20 A, 계기판/스위치 조명 7.5 A, 
핸들 높낮이 조절 15 A 및 실내등 15 A에 해당하는 퓨

즈가 용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앞좌석 

전면의 시보드 내측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보드 내부의 전기배선 등에서 발화 관련 전

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며, 시보드 중, 
중앙의 오디오 설치개소 내측 부분이 상 적으로 가장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다. 
상 적으로 가장 심하게 연소된 시보드 중앙의 오

디오 설치개소 내측에는 연소된 기판 잔해가 식별되는

데 동 기판에 한 검사 결과,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블랙박스 재부팅 방지 및 시동용 배터리의 저전압 검출

을 위한 배터리 세이버의 기판 잔해임을 확인하였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터리 세이버 기판 잔해

의 연소형상은 스위칭 소자 설치 부분이 국부적으로 

연소된 형상이고, 동 부위의 기판배선 및 회로소자

(a) Front

(b) Back

Fig. 4. Printed circuit board of battery saver for vehicle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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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oken pattern of MOSFET

(b) Zoom in MOSFET terminal

Fig. 5. Broken pattern of MOSFET and electrical melting trace 
of MOSFET terminal on the battery saver PCB.

(MOSFET, KMB8D0P30QA)의 단자부에서 전기적 발열

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이다. 배터리 세이버

의 기판 배선 및 회로소자에서 식별되는 전기적 용융

흔은 설치 구조 상, 연소 확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동 부위에서 절연손상

에 의해 절연파괴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동 용융흔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화재의 최초 발화개소는 

배터리 세이버 설치 부분으로 한정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된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세이버의 경우, 퓨즈 등을 거

치지 않고 배터리에서 직접 연결되는 배선구조를 가지

며, 차량용 블랙박스에는 배터리에서 배터리 세이버를 

거쳐 전원이 공급되는 구조이다. 또한 배터리 세이버

는 오디오 후면 시보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로 최초 화재 발생 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구조이었으

며, 시보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진

화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다행히 상 적으로 화재 초기에 화재가 인지되어 차

량 실내 일부만이 연소되었다. 만일 초기에 화재가 인

지되지 못한 경우라면 차량이 전소될 수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시보드 내부는 엔진룸에 근접한 부분이고, 공조시

스템의 냉기 또는 열기 등에 의해 온도변화가 심하게 

발생되는 부분으로 동 부위에 배터리 세이버 회로가 

설치되는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결로현상이나 흡습 

및 오염 등이 발생되기 용이한 위치로 판단되며, 이러

한 절연불량을 유발할만한 요인들에 의해 작은 결함에

도 비교적 용이하게 배터리 세이버 내부기판에서 절연

파괴 또는 전기적 발열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와 함께 설치되는 배터리 세이버 회로는 흡습이나 오

염의 영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고, 반드시 배터리에

서 퓨즈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방 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보조배터리 설치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사례

차량용 블랙박스를 차량 내부 시동용 배터리에 의존

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시간 사용에 따른 배터리 방전

으로 차량 시동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배터리 세이버

를 설치하더라도 블랙박스 사용 시간이 제한적인 문제

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

랙박스 전용의 소형 배터리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경

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보조 배터리 설치로 인

한 차량 화재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Fig. 6에는 차량 후면 하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CCTV 화면을 나타낸 것으로 차량을 주차한 이후, 차
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주차장 밖으로 나오는 도중 화

재 발생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동 CCTV 화면에서는 

운전자가 주차한 후 시동을 끄고 시정하는 모습이 담

겨져 있는 상태로 시동이 꺼진 이후 화재가 발생한 점

을 고려할 경우, 전기적 결함에 의한 화재 발생의 가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Fig. 6의 CCTV 화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연소형상은 Fig. 7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차량 외부 및 엔진룸 내부는 연소되지 않은 상

태이고, 특징적인 부분은 엔진룸 내부 시동용 배터리

에 연결된 전기배선의 절연피복이 용융 및 열변형된 

상태이었다.
Fig. 7과 Fig. 8에 나타낸 차량의 연소형상은 운전석 

기준 좌측 후면 타이어 내측 부분 및 뒷좌석 부분이 국

부적으로 연소된 형상이고, 엔진룸을 포함한 차량 전

면부는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Fig. 6에 나타낸 

것처럼 주차 이후 차량 후면에서 연기 및 불꽃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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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10:41(parking)

(b) 16:11:07(billowing fumes)

Fig. 6. CCTV image of a parking lot at the moment of vehicle 
fire.

되는 상태로 엔진이 정지된 상태이었던 점을 고려할 

경우, 엔진계통이나 배기계통 등에서의 발화 가능성은 

배제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부적으로 연소된 차

량 후면 부분에는 시동용 배터리에서 차량 후면 트렁

크 내부에 별도 설치된 보조 배터리로 연결되는 전기

배선이 차량 하부를 따라 설치된 특징이 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

되는 차량 좌측 후면 타이어 인접 부위에서 보조 배터

리로 연결되는 전기배선과 차체 금속 구조물 사이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된다. 이는 차량 후면 트렁크에 

보조 배터리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

단부를 통해 전기배선을 설치한 것으로 차량 운행 도중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보조배터리로 연결되는 전기배

선이 차체 구조물과 마찰되면서 절연피복이 손상되고, 
최종적으로 절연파괴되는 과정에서 전기배선과 차체 

구조물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박스 전용의 보조 배터리는 차량 후면 트렁크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일부 차종을 제

(a) State of the engine room

(b) Connected wire with the starting battery

Fig. 7. State of engine room and connected wire with the 
starting battery in the engine room.

외하고, 다수 차량의 시동 배터리가 차량 전면 엔진

룸 내부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배선구조가 복

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차량은 운행 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진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체 구조물과 인접

한 위치에 설치된 전기배선은 상 적으로 절연피복의 

손상이 용이하게 발생되는 구조이다. 절연피복의 손상

으로 절연파괴가 발생되는 경우, 전기적 발열 및 불꽃

이 수반되고, 동 발열 및 불꽃은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

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차

량에 별도의 전기배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체 구조

물과 맞닿으면서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 배터리 및 전기배선 등은 확실히 고정될 수 있도

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3. 멀티비전 설치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사례

차량을 또 다른 생활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

러지고, 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영향으로 

멀티미디어 기기를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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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ttom of back side in the vehicle

(b) Connected wire with the starting battery

(c) Arc mark between wire and vehicle structure

Fig. 8. Bottom of back side in the vehicle and arc mark 
between wire and vehicle structure.

하는 추세이다. 
Fig. 9에 나타낸 사례는 차량 실내에 멀티비전을 설

치하고, 차량 운행 도중 멀티비전 설치 개소에서 화재

가 발생한 것으로 차량의 연소형상은 멀티비전 설치 

개소가 국부적으로 연소된 형상이다. 멀티비전의 설치

는 차량 뒷좌석의 실내등 위치에 실내등을 제거한 후, 

(a) Burned out pattern of vehicle interior

(b) State of multivision

Fig. 9. Burned out pattern of vehicle interior caused by 
established multivision in the vehicle.

멀티비전을 설치한 것으로 특징적인 부분은 멀티비전

을 고정하기 위하여 철재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였다

는 점이다.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멀티비전은 연소되지 않

은 상태로 멀티비전 자체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고, 실내등으로 

연결되는 차량 내부배선 및 멀티비전 고정을 위해 임

의 설치된 철재 구조물 사이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

별되는 상태이다. 
차량 내부 실내등으로 연결되는 전기배선이 임의 설

치된 철재 구조물의 끝부분에 응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차량 운행 도중 발생되는 진동에 의해 실내등으

로 연결되는 전기배선과 철재 구조물 사이에서 지속적

인 마찰에 의해 절연피복이 손상되고, 최종적으로 절

연파괴되는 과정에서 절연파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되며, 절연파괴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

꽃에 의해 전기배선의 절연피복이나 차량 내부 천장 

마감재 등의 가연물을 매개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박남규⋅김진표⋅남정우⋅송재용

Journal of the KOSOS, Vol. 29, No. 5, 201446

(a) State of multivision

(b) Arc mark between wire and metal structure of vehicle

Fig. 10. State of multivision and arc mark between wire and 
metal structure of vehicle.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가 장치의 설치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 사례에 하여 분석하였다. 
차량 내에 설치되는 부가 장치의 경우, 일반인 또는 

비전문가가 설치하는 경우가 부분으로 차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 선택이나 전기배선의 설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부분이었다. 따라서 부가장

치의 설치는 차량 전문가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며, 흡 

습이나 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위치를 피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 장치 설치 과정에

서 부가 장치의 전기배선이 차량 구조물과 마찰되면서

절연파괴 과정에 이르는 사례가 많으므로 별도의 전기

배선 설치 과정에서는 미관을 고려한 설치 방법이 아

닌 차량 구조물 등에 의해 전기배선의 절연 손상이 발

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 적으로 수요가 많은 부가장치의 경우에는 

차량 제조사에서 옵션 등의 형태로 차량 제작 과정 중,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 책으로 생각

된다.
본 논문의 사고사례는 향후 차량화재 원인 조사 및 

부가 장치 설치에 있어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자료 활

용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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