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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의 보급률은 

약 700만대 수준으로 2016년 예상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00만대(연간 차량 출고 대수 증가량과 유사한 수

준) 정도로 신차 구입시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1). 하지만,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곳에서의 설치, 개조 또는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2,3).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Fig. 1과 

같이 지난 10년간 자동차 화재건수는 년간 5,000건 이

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기계적인 측면에서 브레이크장치와 엔진, 

전기적인 측면에서 배선 및 배터리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블랙박스는 자동차의 시동 배터리 또는 배터리를 추

가적으로 장착하여 전원공급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상시녹화를 위해 차량 미 시동상태에서도 전원이 공급

되고 있어 합선, 반단선 및 접촉 불량 등이 발생할 경

우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블랙박스의 

전원공급을 위해 사용 되고 있는 전선은 전력을 전달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Fig. 1. The vehicle fire for the l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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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cording to the National Fire Data System (NFDS), more than 5,000 vehicle fires have occurred every year for the last 10 years. 
Vehicle fires are primarily caused by mechanical (breaking system and engine), electrical (wiring and battery), and chemical (oil and fuel gas 
leakage) problems. The electrical factor has increased with the installation of driver convenience equipment. For example, today, the black box 
is widely used to provide video data recording of motor vehicle accidents. The black box consists of a front camera, rear camera, and wires. The 
black box wire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junction box or fuse box from the start battery that operates to provide normal on power supplying 
for engine stop. It is extremely dangerous when the wires short circuit due to insulation aging, mechanical and electrical stress, etc. In this study, 
the black box wiring fire risk have been analyzed and investigated when the steady state and abnormal operations, an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wiring arrangements with a high temperature condition, insulation aging, poor contact, and short circuits. The results showed that 
black box wiring short circuits had a higher fire risk than the other fire hazard elements. To prevent fire hazards caused by black box wi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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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어, 통신 등의 용도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모

든 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차량용 영상녹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블랙박스 본체에 전원 공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전

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매커니즘 및 발화조건 분석을 

통한 화재사고의 원인규명과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블랙박스 설치 및 접속방법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는 일반적으로 퓨즈박스

(Junction box)에 블랙박스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전선

을 이용하여 전방카메라 본체에 연결하고 후방 카메라

는 전방카메라에 있는 접속단자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Fig. 2는 블랙박스 전원선을 퓨즈박스에 연결하는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접속방법은 퓨즈박스에 사용되고 

있는 퓨즈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퓨즈의 한쪽 단자 부분을 묶어서 접속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3선식

으로 전원을 연결 받아 사용하고 있다. 블랙박스 제조

사에서 제공되는 전선은 퓨즈박스의 파워 아웃렛 또는 

시거잭(Cigar jack) 접속 단자부에 연결되는 ACC 전원

Fig. 2. The method of fuse connecting.

Fig. 3. The method of black box wire connecting in fuse box.

Fig. 4. The black box wire into the junction box and A filer.

선과 퓨즈박스의 상시 예비 접속단자 또는 상시 전원

이 공급되는 전동시트 등에 연결되는 B+ 전원선, 차체

의 금속 부분에 연결하는 접지선(-)이 있다.

과전류로부터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ACC 

및 B+ 전원선에 유리관 퓨즈를 부착하거나 퓨즈박스 

OUT 단자에 와이어를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Fig. 3과 

같이 퓨즈박스의 IN 단자(배터리로부터 퓨즈측에 연결

되는 곳)에 와이어를 접속한 경우에는 합선이나 단락에 

의한 과전류를 방지하지 못해 화재발생 위험성이 존재하

게 된다. 그리고 차량마다 퓨즈박스의 위치가 상이해 블

랙박스 설치 후 남은 전선이 발생하게 되고 Fig. 4에서와 

같이 A필러 안쪽 또는 퓨즈박스의 안쪽 빈 공간에 케이

블타이 및 절연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묶어서 고정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치 방법이다.

3. 블랙박스 와이어링 화재 위험성 평가

블랙박스 와이어링 화재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

Manufacturer Cable Cross sectional area (mm2) Heat-resistant grade (℃) Fuse Max amps for chassis 
wining (A)

Max amps for power 
transmission (A)

A

Front 0.205(AWG 24*3P) 80℃, 300V
ACC: 2A 250V
B+: 2A 250V

3.5 0.577

Rear
0.129(AWG 26*1P)
0.081(AWG 28*2P)

80℃, 30V
2.2
1.4

0.361
0.226

B
Front 0.326(AWG 22*3P) 80℃, 300V ACC: 3A 250V

B+: 3A 250V

7 0.92

Rear 0.129(AWG 26*3P) 80℃, 30V 2.2 0.361

C

Front 0.129(AWG 26*3P) 80℃, 300V
ACC: none

B+: 3A 250V

2.2 0.361

Rear
0.129(AWG 26*2P)
0.081(AWG 28*1P)

Or 80℃, 30V 2.2
1.4

0.361
0.226

D

Front 0.129(AWG 26*3P) 80℃, 300V
ACC: 2A 250V
B+: 2A 250V

2.2 0.361

Rear
0.129(AWG 26*2P)
0.081(AWG 28*1P)

80℃, 30V 2.2
1.4

0.361
0.226

E

Front 0.205(AWG 24*3P) 80℃, 300V
ACC: none

B+: 3A 250V

3.5 0.577

Rear
0.129(AWG 26*2P)
0.081(AWG 28*1P)

80℃, 30V
2.2
1.4

0.361
0.226

Table 1. Specifications of black box 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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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개 제조사 제품에 사용되는 

전선의 규격을 조사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블랙박

스 전방카메라 전선은 AWG 22 ~ 26, 후방 카메라에는 

AWG 26 ~ 28 전선이 사용되고 있으며, 80°C 내열성, 

퓨즈는 250 V, 2 ~ 3 A 규격의 유리관 퓨즈가 사용되

고 있다. B+ 전선에는 5개 제조사 모두 퓨즈가 부착되

어 있으나 ACC 전선에는 2개 제조사의 경우 퓨즈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3.1 블랙박스 정상작동 전류조사 

정상 작동 조건에서 5개 제조사의 동일한 제품(5개, 

5개 제조사 × 5개 : 총 25개) 사이의 편차 확인 및 전선 

규격 내에서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5는 실험을 위한 회로 구성도이다. 30 V/3 

A 정격의 직류 전원공급기를 이용하여 블랙박스에 전

원을 공급하였으며, ACC 및 B+ 전원선에는 스위치로 

각각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전류의 측정은 션트

저항을 이용하였다. DAQ 측정시스템과 LabVIEW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및 분석을 수행

하였다. Table 2는 정상 작동 조건에서 통전되는 전류와 

소비전력 및 전선의 온도측정 결과 값이다. 5개 제조사

의 동작 전류는 0.34 A ~ 0.42 A이고 동일 제품간의 전

류편차는 최대 0.02 A로 측정상의 오류 등을 감안할 때 

제품간의 편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상동작시 

각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로 전류

Fig. 5. Schematic circuit diagram. 

Table 2. Test results according to input voltage condition

Manufacturer

Input voltage(12 V)

Current Power 
consumption

Maximum 
temperature

A 0.34A 4.0W 13.4℃

B 0.36A 4.15W 13.0℃

C 0.4A 4.22W 19.3℃

D 0.36A 4.4W 19.3℃

E 0.42A 5.2W 15.9℃

가 통전되고 전원선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

하였으나 1℃이내의 온도 상승폭으로 정상동작시 화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블랙박스 비정상 동작시

차량 배터리의 방전 등 전압이 낮아진 상태에서의 

실험으로 비정상작동조건을 고려하였으며, 실험결과는 

Table 3과 같다. 5개 제조사 블랙박스의 공칭동작전압

은 12 V이고 최소동작전압은 5.5 V ~ 11.2 V로 제조사

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작전압

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제품의 경우 일정한 전력을 소

비하기 위해 전류가 상승하였으나 블랙박스 와이어의 

허용전류 이하로 통전됨으로 화재 위험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은 입력전압의 감소에 따른 A 제조

사 블랙박스의 실험결과이다. 입력 전압이 1분 40초의 

시점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류는 0.34 A에서 증가하고 

소비전력은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입력전압이 5.4 V 이하가 되면 블랙박스는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다 완전히 동작을 멈추게 된다. 최소동

작전압인 5.5 V에서의 전류는 0.66 A로 공칭전압에서

의 동작전류 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와이어의 허용전류 이내이며 온도상승 또한 공칭작동

전압보다 약 4℃ 상승 후 포화됨에 따라 화재 위험성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Test results of minimum operating voltage condition

Manufacturer
Minimum 

operating voltage Current
Power 

consumption
Maximum 
temperature

A 5.5V 0.66A 0.62W 17.8℃

B 5.5V 0.5A 2.8W 15.5℃

C 10.0V 0.42A 4.2W 20℃

D 6.5V 0.7A 4.7W 20.5℃

E 11.2V 0.38A 4.31W 16.35℃

Fig. 6. Test results of minimum operating voltage condition(A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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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와이어링 처리방법 및 온도에 따른 화재 위험성

정상상태의 동작이 아닌 과전류 및 온도변화와 함께 

와이어링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7은 와이어링 처리방법을 고려한 과전류에 의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구성이다. Point A는 블

랙박스 설치 후 남은 전선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둔 곳

을 나타내고 있고 있으며, 온도 측정을 위해 2개의 

K-type 열전대를 부착하였다. Point B는 묶어 두지 않

은 곳으로 1개의 K-type 열전대를 부착하여 온도를 측

정하였다. 통전 전류는 0.5 A에서 시작 후 온도가 유지

되면 0.5 A씩 상승시키면서 단선이 일어날 때 까지 실

험을 진행하였다. Fig. 8은 여름철 등 자동차 내부의 온

도 상승을 고려한 외부온도에 따른 전선의 화재 위험

성을 분석하기 위해 Fig. 7의 실험 구성을 적외선 복사

히터를 이용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였다.

Fig. 9의 (a)는 상온에서 과전류에 의한 실험결과 이

고, (b)는 80℃에서 과전류에 의한 실험결과이다. 상온

과 80℃에서 실험결과 전선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둔 곳

(Point A temperature 1, 2)이 묶어 두지 않은 곳(Point B 

temperature)에 비해 동일한 전류가 통전됨에도 불구하

고 더 많은 열 축적으로 온도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랙박스 제품에 사용되는 퓨즈용량인 3 A에

서 상온은 묶어둔 곳의 온도가 31℃로 화재의 위험성은 

없으나 80℃에서는 묶어둔 곳의 온도가 124℃로 전선의 

Fig. 7. Experimental setup for wiring arrangement.

Fig. 8. Experimental setup for ambient temperature rise.

(a)

(b)

Fig. 9. Experimental results of wiring arrangement and ambient 
temperature rise.

내열온도를 초과한 상태로 연소가 진행되어 절연열화

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될 경우 단락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온에서는 9 

A의 전류에서 단선이 발생하였고 80℃에서는 5 A에서 

단선이 발생하였다. 이는 주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리전선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줄열의 증가로 상온

에서보다 낮은 전류에서 단선이 발생하게 된다.

3.4 와이어링 절연 열화시험

절연열화란 절연체가 열적, 전기적, 기계적 또는 수

분 등에 의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절연체

의 저항이 감소하는 것이다. 본 실험은 여름철 혹은 차

량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 블랙박스 전선의 절연성능

이 저하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Fig. 10의 항온 챔버

와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상온에서 100℃까지 증가시킨 후 2시간 유지, 

다시 상온으로 온도를 내리는 과정을 총 15회 반복하

여 진행 후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였다.

Fig. 11은 A 블랙박스의 전선을 이용한 절연열화 실

험결과이다. 항온 챔버에서 15회 온도 상승과 하강 반

복 후 전선에서 외관상 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았으며, 실험 전 절연 저항값은 1.4 TΩ, 실험 후 절연 

저항값은 500 GΩ으로 약 64%의 절연저항 값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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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setup for insulation resistance test.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insulation resistance.

였지만 공칭사용 전압의 크기가 12 V로 낮고 감소된 

절연저항 값이 정상 범주에 포함되어 누설전류로 인한 

단락의 위험성은 없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선의 내

열 grade를 초과한 온도에 노출될 경우 열화에 의한 화

재 위험성은 상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3.5 GND wire의 불완전 접촉에 따른 화재 위험성

블랙박스 GND wire의 접속은 자동차에서 금속으로 되

어 있는 차체의 볼트로 연결되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접속한다. 본 실험은 블랙박스 정상 동작시 GND wire

의 불완전 접촉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2개의 K-type 열전대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

Fig. 12. Experimental setup for loose connection of GND wire.

Fig. 13. Experimental results for loose connection of GND wire.

를 측정하였다. Fig. 12는 자동차에 GND wire를 불완

전하게 접촉하여 실험을 진행한 사진이고 Fig. 13은 그

에 따른 실험결과이다. 정상 동작시 불완전 접촉인 상

태에서 30분간 온도변화는 24.8℃ ~ 29.6℃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열 축적으로 인한 온도변화는 발생하지 않았

으며, 접속이 불완전 하더라도 통전되는 전류의 크기

가 작아 발생되는 열량의 크기가 3.6 W ~ 4.8 W로 온

도상승을 야기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3.6 전원선 합선에 의한 화재 위험성

Fig. 14는 블랙박스 전원선의 합선 실험을 위한 하드

웨어 구성도이다. 실 차량에서와 동일하게 배터리, 외

부 정션박스(퓨즈박스), 내부 정션박스, 블랙박스의 순

으로 회로를 구성하였으며, 합선위치는 블랙박스 본체

에 전원이 공급되는 곳(Point ③),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놓은 곳(Point ②), 내부 정션박스랑 가까운 곳(Point ①) 

등 3곳이다. Point ① 지점에서 합선 발생시 전기적인 

특이점은 Point ② 및 Point ③ 부위에서 발생되지 않으

며, 그 이유는 합선지점 후단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즉, Point ③ 지점에서 합선 발생시의 전류는

Fig. 14. Experimental setup for short circu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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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 results of short circuit at power line

Manufacturer
Short circuit point: 
rear camera power 

line

Short circuit point: Point ③

Max peak 
current

Point ② 
temperature

Point ① 
temperature

A Power turn off at 
rear camera 42 A 211℃ 156℃

B Power turn off 
black box system 77 A 202℃ 156℃

C
Turns the rear 

camera warning 
message on

0.4 A - -

D Power turn off at 
rear camera 22 A 195℃ 119℃

E Power turn off at 
rear camera

58 A 211℃ 156℃

Table 5. Test results of short circuit location

Fault current of short location(A)

Point ①
(Junction box)

Point ②
(Center)

Point ③
(Connector)

Short 
circuit 
current

(A)

Maximum 
current

(A)

Short 
circuit 
current

(A)

Maximum 
current

(A)

Short 
circuit 
current

(A)

Maximum 
current

(A)

AWG 22 121 121 60 60 40 46

AWG 24 86 86 41 81 26 47

AWG 26 66 66 25 30 16 32

I3과 같고 합선지점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합

선 회로를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전자 접촉기를 

사용하였고 전원선의 퓨즈는 제거하였다. 합선 위치마

다 발생되는 고장전류는 DAQ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4는 제조사별 전방카메라의 전원선과 후방카메

라의 전원선에서 합선 발생시 고장전류의 크기와 케이

블 타이로 묶어 놓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온도를 나

타내고 있다. 후방카메라에서 합선 발생시 A, B, D, E 

제조사 제품의 경우 후방카메라의 전원만 차단되었으

나 C 제조사 제품의 경우 전방 카메라에 후방카메라 

점검 메시지만 점등되고 전원은 차단되지 않았다. 후

방카메라는 전방카메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아 사용

하고 있는데, 합선 발생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

록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방카메

라에서 합선(Point ③)발생시 초기 단락전류는 제품마

다 상이하나 C 제조사의 제품을 제외하고 최대 전류값

은 22 A ~ 77 A로 측정되었다. Fig 15는 B 제조사 블

랙박스 제품의 전원선에서 합선 발생시의 그래프이다. 

초기 단락시의 고장전류는 40 A이고 전류에 의한 열 

발생으로 인한 저항 증가로 전류는 24 A까지 감소하다

가 전선을 묶어 놓은 곳(Point ②)에서 2차, 3차 단락이 

발생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블랙박스 설치 후 남은 

전선을 케이블 타이 및 절연전선 등을 이용하여 묶어 

놓을 경우 열 축적과 가연물의 집중으로 인한 발화 및 

화재로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Table 5는 블랙박스 전원선으로 사용되는 AWG 22 ~ 

AWG 26 전선 3미터를 이용하여 합선위치에 따른 실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합선 위치, 전선의 굵기, 배터리

의 용량 및 충전상태에 따라 고장전류의 크기가 변화할 

수 있다. 합선위치가 배터리에서 가깝거나 단면적이 적

을수록 저항의 감소로 인해 고장전류가 크게 발생 되었

으며, 퓨즈박스랑 가까운 곳(Point ①)에서 합선 발생 시 

Fig. 15. Experimental results of short circuit at B black box.

(a)

(b)

Fig. 16. Experimental result of short circuit location(AWG 22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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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전류의 크기가 매우 높아 비 절연된 부위의 와이어

가 단선되었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둔 곳(Point ②) 후단

에서 합선 발생 시에는 발화 후 피복이 연소되어 화재

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배터리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Point ③에서 

합선 발생시에도 Point ② 지점에서의 합선시 전류보다 

크기는 작지만 케이블 타이로 묶어둔 곳에 화재를 발

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6은 AWG 22와이어의 합선위치에 따른 고장전

류 실험결과이다. Fig. 16의 (a)에서 배터리쪽에 가까울

수록(Point ①) 합선 시 발생되는 고장전류의 크기가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6의 (b)는 커넥터(Point 

③) 지점에서 합선 발생시의 결과이다. Point A는 남은 

케이블을 묶어서 처리한 부분이고 온도는 최대 211℃

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전선의 내열 grade를 초과하여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온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oint B는 묶어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으로 퓨

즈박스에 가까운 Temperature 2가 Temperature 1보다 

더 높은 온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퓨즈박스에 가까

울수록 합선시 전류의 크기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자동차 구입 후 애프터 마켓에서 장착하

고 있는 영상기록 장치인 블랙박스 전선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소를 도출하였다. 시중에 판매되

고 있는 5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 5개에 대해 적용되

고 있는 전선 규격에 대한 조사와 정상동작시 제품간

의 편차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배터리 방전 등 전압이 

낮아진 상태를 고려한 최소 동작 전압에 따른 화재 위

험성과 와이어링을 묶어 두는 등의 처리방법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블랙박스가 정상 및 비정

상적인 동작 조건에서 통전되는 전류의 크기는 제조사

에서 제공하고 있는 와이어의 허용전류 이하로 화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블랙박스 설치에 따

라 발생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소로 GND wrie 불완전 

접촉, 블랙박스 전원선의 합선, 온도변화에 따른 열화

시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화재 위험성을 도출하였다. 

불완전 접촉과 열화시험을 통해서는 화재 위험성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원선의 합선 시에는 합선 위치, 

배터리의 충전상태,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나 남은와이

어의 처리방법 등에 따라 100 A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케이블 타이 및 절연전선 등으로 묶어 놓은 곳의 

전선이 착화되어 화재로 전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 블랙박스의 전원공급은 실내에 있는 퓨즈박스

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 오류가 발

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근원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원선에 연결

되어 있는 퓨즈를 제거 하거나 또는 높은 용량의 퓨즈

를 사용할 경우, 설치 후 남은 전선을 묶어 둘 경우 화

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차량에 따른 전선의 길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나 차량에 맞는 제품

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주

식회사의 기술연구용역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J. Song, S. Sa, J. Goh, J. Nam, J. Kim and N. Park, “A 

Study on Vehicle Fire Caused by a Black Box(Video 

Recorder)”, KIFSE Annual Fall Conference, pp.55-56, 

2016.

2) N. Park, J. P. Kim, J. W. Nam and J. Y. Song, “Analysis of 

Vehicle Fire Accident Caused by Defect of Optionally 

Established Equi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ty of 

Safety, Vol 29, No. 5, pp. 40-46, 2014.

3) E. P. Lee, “Analysis of Car Fire That Broke Out Due to 

Installation of Black Box”, KIFSE Annual Fall Conference, 

pp. 105-106, 2014.

4)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ational Fire 

Data System”,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