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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0년 10월에 부산 해운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4층에서 발생하

여 건물 외벽을 따라 38층까지 확산되었으며 큰 재산상의 손실과 더불어 자칫 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화재원인 및 건물 전체로 확산된 

원인을 밝히는 것은 피해에 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와 유사한 초고층 건축물

의 형 화재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 수거물 검사 및 성분 분석, 연소실험 등을 통해 부산 해운

 주상복합건물의 화재원인 및 연소확산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알루미늄 패널

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접착제의 사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알리고 유사 

화재의 원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원인 분석 및 판정

화재 빌딩은 지상 38층, 지하 4층 구조인 쌍둥이 건물로서 1층에는 상가, 2층과 3

층은 수영장, 헬스클럽 및 사우나를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이 있으며 옥상에는 골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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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장과 전망  등이 마련되어 있는 초호화 빌딩이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20여

분 만에 38층과 옥상까지 급속하게 번졌다. 그림 1은 화재 빌딩의 구조 및 화재당시 

촬영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화재 빌딩의 구조 및 화재 당시 촬영한 사진

서관의 4층 쓰레기 집하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그림 2와 같이 창문 쪽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알루미늄 패널에 착화되면서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건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된 알루미늄 패널은 유리섬유, 알루미늄 박판, 알루미늄 박판과 박판 사

이에 약 3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접착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소실험 결과 가장 

바깥쪽의 알루미늄 박판 표면에 칠해진 황금색 페인트는 난연성의 불소수지 도료인 

PVDF(Polyvinylidene fluoride)가 함유되어 토치로 화염을 접근시켜도 착화되지 않았

다. 그러나 알루미늄 박판과 박판 사이에 충전되어 있는 폴리에틸렌 접착제는 토치로 

화염을 인가하자마자 곧바로 착화되었으며 토치를 제거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소

되면서 흘러내리는 특징을 보였다. 실험을 통해 알루미늄 패널 속에 포함된 폴리에틸

렌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건물 외벽과 패널 사이의 

공간이 마치 연통과 같은 역할을 하여 38층까지 급속하게 화염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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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패널을 통한 연소확산 사진 및 패널 내부 폴리에틸렌 접착제 연소실험 사진

화재가 발생한 4층의 쓰레기 집하장 내부는 그림 3과 같은 구조이다. 팀장 사무실

과 여자 탈의실은 목재 및 석고보드로 지어진 가건물 형태로서 화재당시 목격자인 두 

명의 미화원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팀장 사무실 앞쪽에 있

던 형 선풍기 근방에서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보여 진화를 시도했지

만 역부족 이었으며 선풍기 주변에는 분리되지 않은 종이류 등의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림 3. 쓰레기 집하장 내부 구조

목격자 진술을 참고하여 쓰레기 집하장 내부의 연소흔적에 한 검사 결과 팀장 사

무실이 포함되는 근방을 발화부로 볼 수 있었다. 그림 4는 팀장 사무실 근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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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전․후의 모습이다. 전기시설물 외 발화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연소잔류물은 발견

되지 않았으며 3차에 걸친 현장조사 및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의 실험실 분석을 통

해 팀장 사무실 근방의 전기시설물에 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선풍기

그림 4. 팀장 사무실 근방의 발굴 전⋅후 사진

팀장 사무실 근방의 전기시설물에 한 전수 검사 결과 형 선풍기의 전원 플러그

가 체결되어 있었던 4구 콘센트 내부에서 유일하게 아크 흔적이 발견되었다. 형 선

풍기는 화재 당시 가동되지는 않았으나 스위치까지 전원이 인가되어 있었으며, 아크가 

발생한 4구 콘센트는 팀장 사무실 내부의 콘센트에 연결되어 출입문 밖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림 5는 소손된 형 선풍기 및 동 선풍기의 플러그가 체결되었던 4구 콘센

트를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 5. 대현 선풍기 및 선풍기의 플러그가 체결되어 있었던 4구 콘센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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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소손된 4구 콘센트를 분해 후 촬영한 사진으로 전원스위치 바로 옆쪽의 

칼받이와 접지구조물 간에 단락회로가 구성되어 발생한 두 개의 아크 흔적 중의 하나

이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칼받이와 접지구조물이 이격되어 있어 단락회로가 구성될 수 

없다. 그러나 분해시 콘센트 내부에서 연소되지 않은 다량의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콘센트의 플라스틱 케이스가 파손되어 먼지류가 콘센트 내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사용하던 중 접지구조물이 칼받이와 접촉되어 단락

회로가 구성되었거나 또는 플러그가 삽입되는 콘센트 표면이나 내측에서 먼지와 수분 

등의 영향으로 트래킹현상이 발생하여 단락회로가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콘센트 내부에서 유일하게 아크 흔적이 발견되는 점을 통해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그림 6. 4구 콘센트 분해 후의 모습으로 접지극과 칼받이에 발생한 아크 사진

3. 결 론

부산 해운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의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4층 쓰레기 집하장내

의 형 선풍기의 플러그가 꽂혀있었던 콘센트 안에서 단락회로가 구성되어 발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쓰레기 집하장에서 성장된 화염이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 옮겨 붙으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어 형화재로 이어졌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 

사용된 가연성의 폴리에틸렌 접착제가 급속한 화염 확산의 주원인이 명확한바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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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폴리에틸렌 접착제로 제작된 패널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에 한 관련 제도의 개선 또한 요구된다. 특히 발화원이 된 콘센트의 

취급 또는 관리 부실은 모든 화재에 있어 관심을 가져야할 전기화재의 전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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