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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년 감소하고 있는 금연 인구추세에도 불구하고 담뱃불은 전체 화재원인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담뱃불에 의한 발화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인천에서 담뱃불로 인 

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대표적인 착화물의 사례로서 골판지， 가솔린， 래커 시너， 

방수천， PVC 연질시트 및 폴리에틸렌에 대해 발화 실험을 실시였다. 실험결과 골판지의 경우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되었으 

나 가솔린， 래커 시너， 방수천， PVC 연질시트 및 폴리에틸렌의 경우 담뱃불로 인해 발화되지 못 하였다. 대부분의 화재원인 

조사자들이 가솔린이나 천막재가 담뱃불로 인해 발화되었을 거라고 주장해 온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타 

당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액심용어 담뱃불， 화재， 발화 원인， 발화 특성， 발화 실험 

ABSTRACT The cigarette holds more than 10 percents of the entire fire accidents despite the number of smokers rapidly 

decreases every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gnition characteristics of cigarette by experiment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fires inferred that they were caused by cigarette in lncheon during 2006. As the repre

sentative ignition materials, corrugated board, gasoline, lacquer th inner, tarpaulin, flexible PVC sheet, and poly ethylene 

were tested . In this experimentation, the corrugated board was ign ited by cigarette. However gaso line , lacquer thinner, tar

paulin, flex ible PVC sheet, and poly ethylene were seldom ignited . Meanwhile most fi re investigators have argued that 

oils and tents were ignited by cigarette, but this study experimentally proved that such an argument might be ungrounded. 

KEYWORDS cigarette, fire , sources of ignition, characteristics of ignition, ignition test 

1. 서 로
 

L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은 1998년 64.1%에서 국민건 

강증진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적극적 금연정책과 금연캠페 

인 전개로 인해 2006년에는 44. 1%로 20%가 감소하여 연 

평균 2.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7). 같은 

기간 담뱃불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3，856건에서 3,311 

건으로 줄었지만 연평균 감소율은 0.66%에 그쳐 미미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급격한 흡연율의 감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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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이유 

는 흡연자의 잘못된 흡연행태와 더불어 담뱃불로 인한 화 

재원인조사에 있어 충분한 발화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조사 결과는 화 

재원인 및 피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화재예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방실화를 구분하는 사법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에 따른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화재원인은 연소이론과 현장감식 및 감정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정확 

한 화재조사를 위해서는 재현실험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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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담뱃불추 

정 화재 중 골판지 ， 가솔린， 래커 시너와 천막재료로 사용 

되고 있는 방수천， PVC 연질시트(flexible PVC sheet), 폴리 

에틸랜(Poly Ethylene)에 대해 발화 실험을 실시하여 발화 

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3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골판지는 가연물 형태나 담뱃불의 연소방향성에 

따라훈소후 발화될 수 있다. 

둘째， 담뱃불의 표면온도는 상온에서 가솔린이나 래커 

시너보다 낮아 직접 착화시킬 수 없다. 

셋째， 열가소성수지인 염화비닐 제품은 훈소 물질이 아 

니므로 담뱃불과 접촉 시 용융은 되지만 발 화하지 않는다. 

실험은 담배의 연소성 실험과 담뱃불로 재료별 발화 실 

힘을 실시하였다. 담배의 연소성 실험은 방향별로 3가지 

형태를 설정하였다 재료별 발화 실험은 담뱃불을 이용하 

여 골판지와 가솔린， 래커 시너， PVC 성분의 천막재료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2. 화재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2 .1 우리나라 화재통계 

표 l은 ‘소방행정자료 및 통겨l ’(소방방재청， 1997-2006) 

에 나타난 화재 발행원인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 

라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건수는 연평균 32，819건으로 

2001 년까지 매년 5 .27%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는 2.4%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도 연평균 2，350명(사망533명， 부상 1 ，8 1 7명)으로 화재발생 

건수 증감에 따라 200 1년까지 년 2.03% 증가 추세에서 

2002년 이후부터는 0.62%의 미미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2 담뱃불에 의한 화재 현황 

담뱃불로 인한 화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도 l 

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담뱃불 추정 화재 17l건을 분 

석하였다. 그림 l과 그림 2는 각각 최초 착화물의 분포와 

유즉키 ., - ’ 기타 

1건 (0.6%) 
PVC전 막재 료 3건 (1.8%) 
11 건 (6.4%) 

차량적재울 

1ü7.J (5.8%) 

가재도구 

1 2건 (7%) 

그림 1. 최초 착화물의 분포 

평상시 정황 
62건 (36%) 

간접증거 

11건 (6%) 

그림 2 화재원인 판정근거의 분포 

표 1 최근 10년간의 원인별 화재 발생현황 

년도별 
전체화재 주요원 인 별(건) 담뱃불 

건수 전기 담배 방화 불장난 불티 T 。TTET 가스 기타 점유율 

2006 3 1,778 9,392 3,311 3,4 13 1,165 2,416 29 1 535 11 ,255 10.4% 

2005 32,340 9,991 3,291 3,326 1,120 2,460 335 587 11 ,230 10.2% 

2004 32,737 10,450 3,585 3,29 1 1,385 2,464 354 698 10,510 11.0% 

2003 31 ,372 10,670 3,316 3,2 19 1,274 2,06 1 358 98 1 9,493 10.6% 

2002 32,966 11 ,202 3,847 2,778 1,187 2,25 1 355 1,170 10,176 11.7% 

2001 36,169 12,300 4,445 2,709 1,371 2,464 397 1,479 11 ,004 12.3% 

2000 34,844 11 ,796 4,303 2,559 1,696 2,179 368 1,590 10,353 12.3% 

1999 33 ,856 11 ,204 4,256 2,434 1,835 1,9 10 371 1,765 10,08 1 12.6% 

1998 32,664 10,897 3,856 3,056 1,938 1,668 475 1,827 8,947 11 .8% 

1997 29,472 10,075 3,626 2,655 1,566 1,757 530 847 8,416 12.3% 

한국재난관21표준학희 논운즙l 제 1권 Xf/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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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 판정 근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l 에 나 표 2 실험 담배의 규격 

타난 바와 같이 담뱃불에 의한 최초 착회물은 야외 쓰레기 

나 파지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통에서 25건， 쇼파 

나 침대 등 섬유류 1 9건， 야적물 1 5건， 가재도구 1 2건， 차 

량 적재물(골판지) 10건， PVC 천막재료 11건， 유증기 l 건 

및 기타 3건으로 다양한 발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화재 원 

인을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한 근거는 그림 2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증거물에 의한 판단 33건， 관계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물 11 건， 평상시 정황이 62건이었으며， 다른 화원 

의 배재로 담뱃불로 추정한 건수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직 간접적 증거가 없이 평상시 정황이나 다른 화 

원의 배제로 담뱃불 취급부주의로 판정한 1 27건은 과학적 

논리성이 부족한 조사결과라 판단된다. 

2.3 담배의 연소성 

담뱃불은 무염화원의 대표적인 것으로 열 방출율은 5w 

이하이며(중앙소방학교， 2007), 연소중인 담배로부터 물제 

내부로의 열 유속은 약 1.56土0.01 caV(s.cm2)로(한국소방안 

전협회， 1995) 담뱃불이 가연물과 접촉 시 불꽃이 없고 발 

열량이 작아 물질을 즉시 연소시키지 못하고 훈소 상태로 

발열하다가 축열과 적정량의 산소가 공급되면 불꽃 연소 

를 일으킬 수 있다. 담배 자체의 연소성은 담배의 종류 및 

실험방법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문헌에서 일반적 

으로 시용되는 기준 값으로는 무풍 시 자유 연소시간이 수 

평연소일 때 1 3분- 14분， 수직연소일 때 11분- 1 2분이며 연 

소 시 담배 표면의 최고온도는 2000C-3000C이다. 

3. 담배의 연소성 실험 

담배의 연소성 실험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담배 

를 연소 방향별로 달리하여 자유 연소시간과 연소 시 표면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각 3회씩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 

된 담배는 담배의 두께와 길이가 각각 다른 두 종류의 국 

산 담배를 사용하였으며， 시험편의 규격은 표 2와 같다 실 

24 

30 

표 3 실험에 사용된 장비의 측정 범위 

장비명 측정범위 제조사 

비접촉식 -300 C- I,2000C(23 0C 기 Raytek사(USA)， 
적외선용도계 준오차土50C) 3iLRSCL2 

디지럴풍속계 0- 30 m/s TSI(USA) 
Stop Watch 1 / 1 00 초 

험은 두꺼운 종이판에 구멍을 뚫어 자체 제작한 실험대에 

담뱃불을 수펑연소와 수직연소가 되도록 연소 방향별로 

고정시킨 후 Drysda!e이 분류한 열분해 부분과 탄화부분의 

표면 옹도를 2분마다 측정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실 

험 환경은 온도 250 C, 습도 58%, 용속은 무풍상태 인 실내 

이며，측정 장비의 측정 범위는표 3과같다. 

담배의 연소성 실험결과 담배자체의 연소시간은 담배의 

종류 및 연소방향성에 따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또한，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이 담배자체의 연소 시 탄화중심부 

분의 표면옹도는 미연소 물질의 열분해 경계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온도는 2070C로 측정되었다. 연소 형태 

별 온도는 연소방향이 수직 상승연소가 수펑연소에 비해 

최고 540C까지 높게 나타났고 담배의 종류별 비교에서는 

T담배가 E담배 보다 30-500C정도 높아 가연물의 양이 많 

을수록 발열량이 많고 옹도가 증가한다는 연소이론을 충 

족하였다 

4. 착화 재료별 발화 실럼 

확산연소를 하는 기체나 증발연소를 하는 액체는 발화 

점 이상이 되는 열원과 접촉 시 즉시 발화하지만， 대부분 

의 고체 가연물은 열분해 과정이 있어 즉시 발화하지 않고 

훈소 형태의 연소과정을 거치게 된다 담뱃불은 열원이 작 

(a) 수평상태 (b ) 수직 하강연소 (c) 수직 상승연소 

그림 3. 연소 방향벌 담배 연소섬 실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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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담배의 연소시간 

담배종류 여」추-H 。L하 。
측정결 과 

평균 l차 2차 3차 

1가-‘ J πS’ II분 8초 II 분 08초 II분 10초 11분 05초 

T담배 수 직 (하강연소) 11분 1 5조 II 분 1 0초 I I분 1 6초 II분 20초 

수직(상숭연소) 10분 1 0초 1 0분 1 0초 10분 06초 10분 15초 

-/「~ π 영， 1 0분 06초 1 0분 03초 10분 10조 10분 05초 

E담배 수 직 (하강연소) 1 0분 59초 II분 02초 10분 50초 11분 06초 

수 직(상숭연소) 7분 50조 7분 50초 7분 48초 7분 53초 

표 5. 담배 연소 시 표면온도 

담배종류 여-추-바 。하 。

"i=-‘ llâ 
탄화부분 

열분해부분 

T담배 수직 (하강연소) 
탄화부분 

여2. ;: 닙r 해。n -닙r;: 닝r 

수직(상숭연소) 
탄화부분 

열분해부분 

"i=- llâ 
탄화부분 

t등님E τ 닙r 킹。A1 닙r;: 님r 

E담배 수직 (하강연소) 
탄화부분 

열분해부분 

수직(상숭연소) 
탄화부분 

~펴 τ 닝~õH 1f-~ 닝r 

아 가연성 고체물질을 즉시 발화시킬 수 없으며 훈소 중 

축적된 열이 가연물의 발화점에 도달하면 착화한다. 재료 

별 발화 실혐의 재료는 골판지， 가솔린， 래커 시 너， PVC 천 

막재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4.1 골판지를 대상으로 한 발화 실험 

골판지는 물결 모양으로 골을 만든 골심지에 라이너지(紙) 

라고 하는 면이 반듯하고 뺏뺏한 판지를 한 면 또는 양면 

에 접착제로 붙여서 완충도를 높인 것으로 제품 포장용으 

로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재료는 국내에 

서 제품 포장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께 6mm 골판지를 

사용하였고， 시험편의 규격은 200 mm x 250 mm로 하였다. 

골판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담뱃불에 의한 골판지의 

훈소 시간과 훈소 시 온도변화 및 발화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T담배에 불을 붙인 후 펼터 부분을 투명 테이프로 골판 

지에 고정시키고 다음과 같이 연소 방향별로 3가지 형태 

에 대하여 각각 3회씩 실시하였다 . 

. A형태 : 담뱃불이 수펑연소가 되도록 골판지 위에 올 

려놓았다 . 

. B형태 ; 담뱃불이 아래에서 위로 상승연소 되도록 배치 

흔}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즙/ 제1권 제1호 

측정 최고온도(OC) 

최고온도 l ~t 2차 3차 

166 166 152 164 

141 139 130 14 1 

176 152 152 176 

161 142 135 161 

207 200 190 207 

195 184 173 195 

131 122 131 130 

11 8 11 5 III 11 8 

127 11 6 127 11 5 

122 11 9 122 11 7 

156 156 145 150 

141 141 138 132 

하였다. 

'C형태 . 담뱃불이 위에서 아래로하강연소되도록 배치 

하였다. 

골판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그림 4와 그림 5에 각 

각 나타내었다. 그림 4와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A형태에서 

는 담뱃불을 골판지에 접촉시키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기를 발산하면서 탄화가 진행되었고， 13분후 온도는 최 

고 2280C까지 상승하였으나 발화되지 않은 채 1 8분 10초 

그림 4. 담배 연소 방향벌 곱판지 탄화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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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소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만에 탄화 종료되었다.A형태에서의 탄화 길이는 5.4 cm, 

탄화 폭은 0.5 cm이며 탄화 깊이는 알게 나타났다.B형태 

는 담배에 불을 붙인 후 8분-9분 사이에 최고온도가 

3 140C까지 상승하여 골판지에 발화현상이 부분적으로 관 

찰되었으며， 최종 탄화 시간은 12분 30초였다. B형태의 탄 

화 길이는 6.5 cm, 최대 폭은 3.7 cm, 탄화 갚이는 골판지를 

관통하였다.C형태는 최종 탄화 시간이 1 5분 25초였으며， 

탄화 시 온도는 담배에 불을 붙인 후 7분 만에 최고 2290C 

까지 상승하였으나 발화되지 않았다.C형태의 경우 탄화 

길이는 6.0cm, 탄화 폭은 0.6cm으로 측정되었으며， 탄화 

깊이는 A형 모댈보다 깊었지만 관통되지 않았다. 

42 유류를 대상으로 한 발화 실험 

상온에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가솔린과 래커 시너에 대 

(a) 직접 투입 방식 

표 6. 담뱃불 유류착화 실험결과 

가연성 발화여부 
비고 

액체온도 Gasoline Lacquer Thinner 

3SoC × × 

SOoc × × 

7SoC × × 즉시소화 

8SoC × × 

900C × × 

하여 담뱃불로 착화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자체 제작 

한 실험대의 금속제 용기에 실험용 유류 10 cc를 넣고 춧 

불로 액체옹도를 900C까지 가열하면서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담뱃불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과 발생된 유증기 

에 담뱃불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접 투입 방식의 경 

우 실험 용기 내에 담뱃불을 투하하자 즉시 소화되었으며， 

같은 온도에서 발생된 유증기에 담뱃불을 접촉시켜도 증 

기가 담뱃불의 회(재)부분에 흡착하면서 소화되었다. 

4.3 플라스틱류를 대상으로 한 발화 실험 

플라스틱류로는 가건물 지붕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수천(T:없paulin)과 포장마차의 방풍 재료로 사용되고 있 

는 PVC 연질시트(Flexible PVC Sheet) 및 PE(Poly Ethylene) 천 

막재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은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사진 실험대에 시험편을 올려놓고 담뱃불의 

(b) 증기 접촉 방식 

그림 6 유류를 대상으로 한 착화 방식 

(a) 방수천 (b) PVC 연질시트 (c) PE 천막재료 

그림 7 플라스틱류에 대한 발화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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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nl 단화 영태 (개별실험 (b) 방수천의 탄화 형태 (3개 묶음 실헝) 

(c) PVC 연점시트의 탄화 형태 <d) PE 천막재료의 탄화 형태 

그림 8. PVC 재질에서의 탄화 형태 

연소방호t을 상승연소가 되도록 배치하였다. 방수천 실험 

에서는 담뱃불 3개를 각각 5cm씩 이격시켜 탄화시간과 

탄화면적， 그리고 가연물 접촉부분의 옹도를 측정하였고 

발화여부를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PVC제품인 방수천 시험편에 담뱃불을 올려놓 

자 l개씩 놓인 담뱃불에서는 시험편과 담뱃불 사이의 최 

고온도가 22 1 0C까지 상승하여 백색 연기를 내면서 탄화하 

였지만 발화되지는 않았으며， 담뱃불 3개를 묶음으로 한 

실험에서도 실험시작 8분-9분 만에 최고온도가 3440C까 

지 싱승하여 시험편을 완전히 관통하였으나 발화되지는 

않았다. PVC 연질시트(두께 2 mm)는 담뱃불 l개비 실험 

에서의 최고온도는 1 840C로 탄화 깊이가 얄게 진행되었고 

3묶음 실험에서는 최고온도가 3030C까지 도달하여 시험 

편을 관통하는 탄화현상이 관찰되었지만 발화되지 않았다. 

폴리에틸렌 재료도 다른 재료의 경우와 같이 담뱃불을 접 

촉하자 푸른색 연기를 발생하며 담뱃불과 접촉한 부분이 

용융되어 시험편이 관통되었으나 발화되지는 않았으며， 

최고온도는 담뱃불 1개비 실험에서 1 960C로 측정되었고 3 

개비 묶음에서는 3240C까지 측정 되 었다. 

4.4 실험결과 운석 

담뱃불은 훈소 화재의 대표적 화원으로서 가연물이 담 

뱃불에 의해 발화되기 위해서는 고체인 경우 착화온도가 

낮고 훈소 물질이어야 하며 축열 조건 형성과 공기공급이 

원활하여야 한다. 액체는 최소착화에너지가 작고 착화옹 

도가 담뱃불의 표면 옹도보다 낮아야 한다. 

실험결과 골판지는 착화옹도가 약 3000C인 훈소 물질로 

서 담뱃불 l개비를 수직 상승연소가 되도록 접촉시키자 

한국재난공~è/.표준학희 논문즙l 제 1권 제1호 

8-9분 만에 최고옹도가 3 140C까지 상승하면서 발화되 었 

다. 반면， 수평 연소나 연소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 

하강연소에서는 최고온도가 2300C;까지 상승하였지만 발 

화에 이르지 못하고 탄화종료 됨으로써 골판지에 대한 담 

뱃불의 발화위험성은 담뱃불의 연소방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알수있었다-

유류실험에서 가솔린의 발화점은 2800 C-4560 C, 래커 시 

너 의 발화점은 2380C로 담뱃불 표면온도인 2000 C- 3000 C 

의 범위 내에 있지만 담뱃불의 열원이 부족하고 담뱃불이 

액체나 유증기에 접촉되는 순간 증발잠열을 빼앗겨 발화 

하지않았다 

플라스틱류에 대한 실험에서는 방수천， PVC 연질시트 

및 폴리에틸렌 재료 등 PVC성분의 열가소성 수지는 발화 

점이 담뱃불의 표면온도보다 높고 훈소 물질이 아니므로 

담뱃불 열원에 의해서는 탄화현상과 열에 의한 용융현상 

만 관찰될 뿐 발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는 가솔린， 래커 시너， PVC천막 

재료가 담뱃불에 의해 발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험적 

으로 입증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유류나 PVC천막의 화재 

사례 중 담뱃불과 직접 접촉에 의해 발화로 추정한 화재는 

방화나 다른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된다. 

5. 결 로
 

L 

본 연구는 담뱃불의 발화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사례연 

구와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담배자체의 연소성과 담뱃불 

을 이용하여 골판지， 가솔린， 래커 시너， PVC 성분의 천막 

재료인 Tarpaulin, PVC 연질시트(Flexible PVC Sheet), PE 

(Po lyethy lene)에 대해 발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내 온도 

250 C, 습도 58%인 무풍상태의 실험조건하에서 다음과 같 

은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담배의 연소성 실험에서 연소시간은 수평연소가 수직연 

소일 때 보다 길었고 온도는 수직연소일 때 높게 나타나 

담배의 자유 연소시간과 연소 시 온도는 담배의 종류나 연 

소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재료에 따 

른 실험에서 골판지는 담뱃불이 수평으로 놓인 상태에서 

는 발화되지 않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진행된 수직 연소에 

서는 훈소 후 발화되었으며， 가솔린과 래커 시너는 액체의 

온도가 350 C- 900 C 사이에서 담뱃불에 의해 발화되지 않 

았다. PVC 성분의 천막 재료인 방수천， PVC 연질시트， 폴 

리에틸렌 재료는 담뱃불에 의해 연화나 일부 용융에 그치 

고 발화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3가지 가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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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사례 중 일부 

가연물에 국한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적 연구를 

통해 본 과제의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펼요할 것으 

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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