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 음식으로 보관 방식에 

따라 맛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므로 맛의 보존을 위해

서는 적절한 온도와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절한 

온도와 환경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개발

된 것이 김치냉장고이다. 1984년 L사에서 최초 개발된 

이후, 주거문화가 아파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2000년

대를 전후로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매년 120만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꾸

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화재의 관점에서 볼 때 

전기제품의 꾸준한 보급 확대는 화재 위험성 또한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정도로 화재사고 발생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1).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김치냉장고와 관련한 화재의 

특징은 특정 제조사의 제품에서 릴레이 결함의 동일

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 이후에는 화재원인을 제공한 회로소자 등이 연

소 유실되어 정확한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못한 경우

도 있다. 화재원인을 제공한 회로소자의 연소 유실로 

인하여 제조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화재의 직접적

인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판례에서는 이러

한 제조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부주의로 오

판되어 제조사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기도 하는데 이

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에도 크게 영향

을 받는다. 또한 동일한 결함으로 화재가 반복되고 있

음을 제조사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보상보다

는 소송 중심으로 일관하여 화재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원활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빈

번히 발생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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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describe fire risk of Kimchi refrigerator. The Kimchi 
refrigerator has been widely spread and used starting from the first half of 2000 and 
recently fire accidents caused by the Kimchi refrigerator emerged as social concern. In 
particular, in products of a specific manufacturer, it is not an environmental factor, but 
a characteristic that the fire is caused due to a defect of the product itself is shown. These 
features are judged to be formed by unique defects regardless of external factor by 
forming electrically arc mark in the relay elemen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ause 
of the fire occurring in the Kimchi refrigerator and finally confirmed the characteristic 
that the fire occurred mainly in the relay element due to insufficient capacity of the relay 
element. Therefore, when a fire occurs in a product of the same maker as the Kimchi 
refrigerator mentioned in this paper, it is always judged that the inspection of the relay 
element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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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다수

의 화재 사례를 통하여 어떤 부분에서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징적인 연소형

상 등을 특정하여 직접적인 화재원인을 제공한 회로소

자 등이 연소 유실되더라도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특징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

한 경우,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가 가능하도록 기초 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김치냉장고 화재의 개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한 김치냉장고는 2012년 이후 화재사고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관현 화재 사고는 2015년 100건을 초과하

여 2018년에는 29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Fig. 1. Statistical data of fire accidents caused by Kimchi 
refrigerator.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분석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의 3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

원에 접수된 554건의 김치냉장고 화재 중, 86.3%에 해

당하는 478건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에서 화재가 발

생한 것이고, 화재원인이 확인된 402건 중, 316건은 전

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조사된 바 있다1-4). 200여

건에 육박하는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는 267건의 김치냉장고의 화재가 접수되었으

며, 이들 중, 동일한 결함으로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특정 제조사(D사)의 제품은 총 253건으로 94.8%를 차

지하고 있다5-6). 

본 논문에서는 D사의 제품을 주목하였으며, 이들 제

품의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연소형상, 동일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Kimchi refrigerator’s machine 
room.

한 전기적 특이점의 양상 및 이러한 특이점이 발생되

는 원인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D사의 제품 중, 

최초 화재가 발생되는 부분은 기계실로 통칭되는 후면 

하단 내부이며, 동 부위에는 개략적으로 Fig. 2와 같이 

구성된다. 

D사 김치냉장고 화재의 공통적인 특징은 253건 모

두 김치냉장고 하단 기계실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확

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릴레이 소자의 단자 

부분이 남아 있는 141건에서 공통적으로 전기적 용융

흔이 식별되고, 제어기판의 형상이 남아 있는 11건에

서는 릴레이 소자 설치 부위에서 동일한 국부적인 연

소 흔적 및 전기적 특이점이 발생되는 특징을 나타내

고 있다. 

3.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사례분석

본 논문에서는 D사의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치냉장고에서 화

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의 연소형상, 김치냉장고 자

체의 소훼 모습 및 전기적 특이점 식별 위치 등의 특징

적인 모습을 도출하였다. 

3.1 김치냉장고 화재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연소형상

Fig. 3에는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현

장의 연소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김치냉장고 후면 및 

직상단부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현장의 연소 형상은 김치냉장고 설치 위치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장

의 연소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김치냉장고 전면부가 

연소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김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던 벽체 부분의 모습은 김

치냉장고 하단부의 기계실 부분에서 상승 연소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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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4

(b) 2016

(c) 2018

Fig. 3. Combustion shape of the Kimchi refrigerator installation 
sector.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는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의 기계실에서부터 연소 확대되는 모습으로 현장

의 연소형상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김치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발화 이외에 다른 원인을 제기할 수 없

는 연소형상이다. 다만 이러한 특징을 제조사의 입장에

서는 김치냉장고 후면에 먼지 또는 흡습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주장하는데 Fig. 3 (a)의 사례에서 나타낸 것

처럼 환경적 요인이 배제 가능한 상태도 확인되므로 화

재원인조사에 있어 제조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

기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3.2 김치냉장고 자체의 소훼 모습

Fig. 3에 언급한 현장 사례의 김치냉장고 소훼 모습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김치냉장고 소훼 모습의 공통

적인 특징은 하단 기계실 부분이 연소 중심에 해당되

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Fig. 4에 나타낸 사례 

중, (a)와 (c)는 바닥 부분의 마감재가 수지류로 구성되

어 있으며, (b)의 제품은 금속으로 마감 처리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바닥 부분의 마감재 차이는 있으나, 기

계실 내부의 연소형상은 전면을 기준으로 볼 때 좌측

(a) 2014

(b) 2016

(c) 2018

Fig. 4. Burned pattern of rear and bottom of the Kimchi 
refrigerator.



박남규⋅지홍근⋅송재용

J. Korean Soc. Saf., Vol. 35, No. 2, 20204

(사진에서 우측 부분)이 가장 심하게 연소된 모습을 나

타내고 있다. 

가장 심하게 연소된 부분에는 제어기판이 설치되고, 

중앙 부분에 응축기 및 팬모터, 우측에 압축기 모터가 

설치되는 구성이며, 제어기판 설치 부분에서부터 연소 

확대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Fig. 4의 사례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김치냉장고의 소훼 모습이 좌측 부분

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모습이고, 동 부위에는 제어

기판 및 내부배선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김치

냉장고 및 현장의 연소형상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김치

냉장고 후면 하단 기계실 내부의 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3 전기적 특이점

Fig. 3과 Fig. 4에 나타낸 사례에 압축기 및 응축기의 

팬모터 이외에 제어기판 및 퓨즈 등이 확보되는 사례

를 중심으로 전기적 특이점의 식별 위치 및 형상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4년에 발생된 Fig. 4 (a) 사례의 경우에는 김

치냉장고 자체는 연소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기판은 일부 국부적으로 연소된 

것 이외에 대부분의 형태가 남아 있는 모습이며, 국부

적으로 연소된 부위에는 압축기 모터의 전원을 공급하

는 릴레이 소자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치냉장고는 직접 냉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냉

장고 내부에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냉매를 압축하여 

냉각시키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동작을 제어하

기 위한 부분이 릴레이 소자를 통해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것이다. 김치냉장고의 설정온도를 낮은 온도

에 설정하거나, 김치냉장고의 문을 수시로 여닫는 행

동 등에 의존하여 압축기 모터의 사용 빈도가 결정되

며, 압축기 모터의 사용에는 반드시 릴레이 소자를 통

해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국부적으로 연

소된 부위의 릴레이 소자에 대한 검사 시, 제어기판에 

고정되는 단자 부분에서 전기적으로 용융된 모습이 관

찰되는데 이는 압축기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전원을 

접속 또는 차단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지속적으로 릴레이 소자에 가해지고, 지속

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단자 부분이 전기적으

로 용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릴레이 동작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은 지속적으로 릴레이 소자의 수지류 외

함이나 기판 재질에 열적 스트레스를 제공한다. 특히, 

릴레이 소자의 단자 부분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용융흔

은 접점 및 접속부에서의 접촉저항 증가에 따른 전기

(a) Interior components of machine room

(b) Control board

Relay element

(c) Relay installation position

(d) Electrical arc mark of the relay

Fig. 5. Interior components of machine room and arc mark of 
the Kimchi refrigerator case Fig. 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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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열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은 연소 확대 

과정에서 외부 화염의 영향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운 부

분이며, 전기적 용융 형성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이 릴레이 소자의 수지류 외함 및 기판 재질을 탄

화시키면서 최종적인 화재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이 가

능하다.

두 번째로 2017년에 발생된 Fig. 4 (b)의 사례에서는 

(a)의 사례에 비해 심한 연소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a)의 사례와는 달리 기계실을 지지하고 있는 마감재 

부분이 금속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기계

실의 바닥 마감재가 금속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는 연소 확대 과정에서도 마감재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계실의 제어기판 및 내부배선 등이 연

소되더라도 일부잔해가 남아 있는 특징이 있다. (b)의 

사례에서 압축기 모터 및 팬모터를 제외하고 확보 가

능한 부분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심

하게 연소된 제어기판 및 이에 연결된 전기배선 일부

와 단자 부분만이 남아 있는 릴레이 소자 잔해이다. 릴

레이 소자의 단자 부분은 (a)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

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a) Control board

(b) Electrical arc mark of the relay

Fig. 6. Interior components of machine room and arc mark of 
the Kimchi refrigerator case Fig. 4. (b).

바와 같이 압축기 모터 제어 과정에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Fig. 3과 Fig. 4의 (c)의 사례이며, (a)

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어기판이 설치되는 부분에서 

국부적인 열변형 모습이 관찰되는 상태이다. (c)의 사

례에서 확보 가능한 제어기판 관련 잔해는 Fig. 7에 나

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기판 잔해 및 

내부배선과 전기배선 일부이며, 앞선 사례들과 동일한 

릴레이 소자의 단자 부분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

는 상태이다. 

(a) Control board and power cord

(b) Electrical arc mark of the relay

(c) Melted and scattered fuse

Fig. 7. Interior components of machine room and arc mark of 
the Kimchi refrigerator case Fig. 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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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에 나타낸 Fig. 4. (c)의 사례에서는 전원퓨즈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전원퓨즈에 대한 검사 시, 용단 

비산된 형상으로 가용체의 비산물이 유리관 벽에 부착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원퓨즈 이

하 부하 측에서 단락 또는 과전류 발생이 있었음을 추

정할 수 있다.

4. 김치냉장고 화재원인의 분석

지금까지 검토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사례(253건)에

서 공통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현장의 연소형상이 김치냉장고 설치 위치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모습을 나타내는 점(253건), 둘째 김치냉

장고 자체의 소훼 모습이 후면 하단 기계실 내부 중, 

제어기판이 설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김치냉장고가 제시된 198건) 및 마지

막으로 제어기판에 설치된 릴레이 소자의 단자 부분에

서 전기적 용융 모습이 식별된다는 점(릴레이 소자의 

단자 부분이 남아 있는 141건)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할 때 특정 제조사(D사)의 김치냉장고에서는 릴레이 

소자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릴레이 소자에서 압축기 모터에 전원

을 공급할 때 발생되는 전기적 현상을 분석하였다. 

Fig. 8에는 D사의 김치냉장고 압축기 모터 제어를 

위한 릴레이 소자를 나타낸 것으로 Matsushita Electric 

Works사의 ALE15B24 모델이며,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스위칭 부하의 정격은 저항 부하에서 16 A, 277 V

로 되어 있다7). 

일반적으로 릴레이 소자의 스위칭 과정에서는 전기

적 발열 및 불꽃이 발생되고, 실제로 스위칭 도중 접점

의 접촉과 분리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과전압이 발생된

다. 스위칭 과정에서의 아크 전압의 발생은 릴레이 소

Fig. 8. Relay element of the Kimchi refrigerator made by D 
manufacturer.

자의 절연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열적 스트레스

를 증가시켜 수지류 외함 및 릴레이 소자가 설치된 기

판 부분에서 탄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김치냉

장고에서의 릴레이 소자는 압축기 모터 구동을 위한 

것으로 모터가 최초 기동할 때 정상동작 전류에 비해 

큰 돌입전류가 발생되며, 이 돌입전류는 릴레이 소자

의 성능 저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D사의 김

치냉장고에서 압축기 모터가 구동될 때 릴레이 소자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상전류의 최대 5.4배에 이르는 큰 전류가 흐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돌입전류는 측정 시마다 다

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 13.17 A에서 최대 

16.3 A까지 측정된다. 이는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김치냉장고 릴레이 소자의 전류정격(16 A)에 83.2 %에

서 101.9 %에 해당되는 크기로 이러한 돌입전의 영향

은 압축기 모터가 기동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압축기 모터를 제어하는 릴레이 부분에 열적 스트레스

를 공급하는 원인이 되며, 최종적으로 릴레이 소자의 

수지류 외함이나 기판 재질을 매개로 화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고찰한 사례 및 화재원인 분석 결과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경우, 현장의 연소형상이 김치냉장고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모습이고, 김치냉장고 

제어기판 설치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

을 나타내며, 압축기 모터로 연결되는 릴레이 소자의 

단자 부분에 전기적 용융 흔적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릴레이 소자의 결함으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 가

능하다. 만일 심한 연소 유실로 인해 제어기판 및 동 

기판에 설치된 릴레이 소자가 유실되는 경우에도 현장 

Current waveform

Voltage waveform

16.3 A

Fig. 9. Waveform of inrush current generated during Kimchi 
refrigerator relay switc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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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김치냉장고의 연소형상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릴레

이 소자의 전기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

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경우, D사

의 김치냉장고 화재의 원인조사에 있어서는 릴레이 소

자의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김치냉

장고의 수거 및 이동 과정에서 릴레이 소자의 단자 부

분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화재의 발생 양상이 김치냉장고를 장시간 사용

하는 과정에서 릴레이 소자의 수지류 외함이나 기판 

재질을 탄화시키고, 탄화된 부위를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되는 모습으로 반복적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압축기 모터의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릴레이 소자

의 용량 증대 또는 기판에 매립되는 구조가 아닌 돌출

형 단자 구조의 릴레이 소자 적용 및 열적 스트레스에 

강한 기판 재질의 사용 등의 개선이 있어야 기존 제품

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하는 화재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례분석 및 전류 크기의 측정 등의 연

구를 수행하였다. 

김치냉장고 화재의 통계분석 결과, 특정 제조사(D

사)의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D

사의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장 및 김치냉장고에서 나타는 특징적인 연소형상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또한 압축기 모터로 연결되는 릴

레이 소자에서 공통적으로 전기적 용융 모습이 식별됨

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D사의 김치냉장고에서

는 압축기 모터 제어를 위한 릴레이 소자의 전기적 결

함으로 인해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로부터 특정 제조사의 김치냉장

고에 대해서는 현장 및 김치냉장고의 특이한 연소형상

의 검토만으로 김치냉장고 압축기 모터 제어를 위한 

릴레이 소자 결함을 화재원인으로 추정 가능하며,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김치냉장고 제어기판의 릴레

이 소자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

다. 특히 증거 보존 및 감정을 위해서는 수거 및 이동 

과정에서 제어기판 및 릴레이 소자 등이 유실되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반복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릴레이 

소자의 용량 증대, 기판에 매립되는 구조가 아닌 돌출

형 단자 구조의 릴레이 소자 적용이나 열적 스트레스

에 강한 기판 재질 사용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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