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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inform the danger of fire as the installation of freezing warehouse similar to the principle 

of refrigerator increases. Method: The fire probability of the control panel was high, and the risk of fire 

was examined through a reproducing experiment centering on the magnetic contactor. For this 

purpose,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temperature changes of MC due to overcurrent, switching, 

coil deterioration, poor contact, and tracking of partial contact terminals. Result: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risk of ignition was not high in the measurement of temperature change of MC due to 

overcurrent and switching, but the durability degradation effect was expected, and the risk of ignition 

was largely confirmed in the experiments due to deterioration, poor contact, and tracking. Conclusion: 

After measuring the MC part of the defrost heater in the state of applying voltage with thermal imaging 

camera, 139.4℃ was measured after 5minutes and when it rose to 194V, 157.3℃ was measured and the 

voltage was gradually increased for 10minutes. Let's stop the operation after the flame generated with 

smoke inside, and the internal temperature was measured at 168.2℃ and proved the danger through 

the reproducing experiment.

Keywords: A Control Panel, Overcurrent, Coil Deterioration, Poor Contact, Tracking 

요 약

연구목적: 냉장고원리와 비슷한 냉동창고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도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을 알리

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제어반 부분의 화재 개연성이 높아 전자접촉기를 중심으로 재현 실험을 통하여 

화재 위험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과전류, 스위칭(Switching)에 따른 MC의 온도 변화, 코일 열화, 

접촉 불량, 접촉단자 부분 트래킹 실험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결과 과전류실험과 스위칭

(Switching)에 따른 MC의 온도 변화 측정에서는 발화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내구성 저하 영향 등이 예

상되고,  열화, 접촉불량, 트래킹에 의한 실험에서는 발화 위험성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결론: 전압 인

가 상태의 제상히터용 MC 부분을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5분경과 후 139.4℃가 측정, 194V로 상

승시켰을 때 파열음이 발생하면서 157.3℃가 측정, 10분 동안 점차적으로 전압을 상승시키자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발생 발생한 후 동작을 멈춤, 내부 온도는 168.2℃가 측정되어 재현실험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입증하였다.

핵심용어: 제어반, 과전류, 코일 열화, 접촉불량,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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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냉동창고용 제어반(Control Panel)은 대규모 냉동 창고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설치되는 저온창고 등에도 동일 형태로 설치

되는 제어장치이다. Table 1의 최근 6개년 간 전국 냉동·냉장창고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건수 515건 중 전기적 요

인이 247건(47.9%)으로 가장 많고, 기계적인 요인 58건(11.2%), 부주의로 131건(25.4%), 원인미상이 79건(15.3%)으로 나

타났다. 화재 통계에서와 같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4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냉동 창고 내부에서 발생하

는 화재는 유니트쿨러(Unit Cooler) 및 이에 연결되는 전기배선 등의 이상 현상으로 대부분 나타나며, 창고 외부에서 발생하

는 화재는 제어반에서 발화되었을 개연성이 많다고 분석되었다. 최근 저온창고는 농·어촌에서 경제의 활성화 및 소득증대 

등을 이유로 개인 소유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화재 사례 분석과 냉동 창고용 제어반

(Control Panel) 구성품 중 전자접촉기(MC; Magnetic Contactor)의 작동원리 및 특성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재현실

험 및 결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MC에서의 발화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화재예방대책의 제시와 화재원인 판단의 근거자료

를 제공하는데 있다.

Table 1. Fire and Cold Storage Fires in Korea (2013 ~ 2018)

division
total

Status by cause

Electrical Factor Mechanical factor carelessness Other

515 247 (47.9%) 58 (11.2%) 131 (25.4%) 79 (15.3%)

2018 124 68 21 26 9

2017 91 39 8 27 17

2016 85 39 9 19 18

2015 76 32 7 29 8

2014 64 34 4 14 12

2013 75 35 9 16 15

                                                                            (자료 : 소방청)

 

 

본 론 

최근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중 대표적인 사례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2008년 1월 7일 (주)코리아 2000의 냉동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 이 사고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사례로 유명하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

년 냉동창고 화재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어반(Control Panel)의 구조 

본 실험에 사용한 제어반(Control Panel)의 구조이며, 각 부품 명칭 등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와 내부로 구성되

어 있는데, 내부에 차단기와 마그네틱 컨텍터, 단자대 등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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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Inside outside inside

breaker Magnetic contactor Terminal block

Fig. 1. Structure of control panel

외관에는 디지털온도조절기, 전원등, 제상등, 운전스위치 등이 있다. 차단기는 단상차단기로서 본 실험에 사용한 것은 

30A이다. 마그네텍 컨텍터는 20A 접점개폐기로 되어 있는데, 컴프레셔용 마그네텍 컨텍터는 주접점과 보조접점으로 구성

하고 있고, 제상히터용 마그네텍 컨텍터는 유니트쿨러내부의 봉히터와 드레인히터의 접점을 연결한다. 제상타이머는 유니

트쿨러 적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히터, 드레인히터에 전원이 인가되는 동작시간을 설정한다. 단자대는 각 연결부분이 표시

되고, 각 부품의 명확한 연결형태를 식별하여 각 부속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LSIS, 2009)

전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의 구조와 원리 

제어반(Control Panel) 구성 부품 중 온도에 따라 컴프레셔 및 제상용 히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자동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전

자접촉기(MC: Magnetic Contactor)는 철편의 흡인력을 이용하여 접점을 개폐시키는 동작을 하는 기기이다. MC는 열동전

자식(Thermal Magnetic Type), 전자계식(Electromagnetic field Type) 등이 보급되어 있으며, 산업 현장에는 열동전자식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다. (C. S. Choi, 2014) 

열동전자식 MC는 전자코일에 전원을 넣어 형성된 자력을 이용하여 가동 철편을 움직여 접점을 개폐시키는 기능을 가진 

장치인 릴레이(전자계전기)와 동일한 동작원리를 갖고 있다. 릴레이에 전원이 투입되면 Fig. 2A의 코일부분에 전류가 흘러 

전자석의 힘으로 동편을 끓어 당긴다. 이때 b접점에서 a접점으로 바뀌게 되고, 전원이 끊기면 스프링에 의해 접점은 원상복

귀 된다. 릴레이(전자계전기) 자체만으로는 핀에 전선을 직접 연결할 수 없으므로 Fig. 2B와 같은 단자대를 사용한다. Fig. 2 

B는 8핀 릴레이의 모습이며 단자대와 연결은 핀형태로 연결된다. 릴레이와 단자대의 핀배열을 주의해서 보면 하단의 7번과 

8번이 전원, 5번과 6번이 접점의 공통, 상단의 1번과 2번이 b접점, 3번과 4번이 a접점이다. 즉 2-6번, 1-5번의 b접점 2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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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3-5번의 a접점 2개를 이용할 수 있다. Fig. 2C, D는 릴레이 동작시 접점이 바뀌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Fig. 2C의 초기

상태에서 릴레이가 동작시 Fig. 2D와 같이 접점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 Relay details
B. Terminal block and pin 

arrangement
C. Relay contact (power off)

D. Relay contact 

(when power is applied)

Fig. 2. Relay structure and operation principle

릴레이와 MC의 차이점은 릴레이가 작은 전류를 제어하는 보조접점의 개념인데 반해 MC는 개폐하는 회로의 전력이 큰 

회로에 주접점으로 이용되어 빈번한 개폐조작에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MC의 외형과 원리, 그리고 접

점의 구성을 살펴보면, Fig. 3에서 전원은 220V이며, 주회로 1, 2차측은 주접점으로 주로 3상 380V 모터같은 동력을 ON, 

OFF시키는 접점이다. a접점과 b접점은 마그네트의 자기유지나 릴레이 및 타이머 등과 연결되는 보조접점이며, 동작원리는 

릴레이와 같다. Fig. 3B에서 백색의 상단과 회색의 하단을 분리한 모습이 Fig. 3C이다. 상단부분의 윗 커버를 벗겨내면 구리

로 만든 동편이 보이는데 일자로 3개의 동편이 보인다. 이 동편이 가동접점의 역할을 하여 주회로의 1차측과 2차측을 연결시

켜 준다. 

A. Magnetic switch contacts B. Side view C. Top and bottom separation situation

Fig. 3. Magnetic Contactor Contact and side view

Fig. 4A은 MC의 상단의 하부를 나타낸 것으로 영문 대문자 E자 모양의 철편을 사용한 EE Core를 사용하고 있다. Fig . 4 

B의 코일부분에 전원이 인가되면 하단의 철편이 전자석이 되어 자력을 띄게 되고, 이 철편이 상단의 철편을 끓어 당기게 된

다. 동시에 Fig. 4C에서 구리동편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주회로 1차측과 2차측을 연결시켜준다. 또한 전원이 제거되면 스프

링에 의해 철편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주회로를 차단시키게 된다. Fig. 4C는 코일부분의 겉 커버를 벗겨낸 모습으로 얇은 

도선이 감겨져 있으며, Fig. 4D는 MC의 전체 조립도를 나타낸 것이다.



KOSDI 317

Jung-Il Lee | A Study on the Risk of Fire of Magnetic Contactor at the Control Panel of Refrigeration Warehouse

A. Top part upside down B. Lower coil part separation C. The coil part detailed situation D. Assembly drawing

Fig. 4. Magnetic Contactor Lower part and coil

저온창고 화재사례

소규모 업체에서는 Fig.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저온창고 화재사례이다. 이 저온창고는 구조가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층 1

동 53㎡ 중 1층 1동 53㎡ 소실되었으며, 피해는 재산피해 22,272천원(부동산 10,997천원, 동산 11,275천원), 원인은 원인 중 

가장 많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추정 (중앙 전면의 제어반 부분에서 발화되어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된 화재사례이다.

A. Building front V pattern shape B. Control panel part C. Control panel Burnout

Fig. 5. Fire outbreak

냉동창고 화재 주요 메커니즘

전기적 원인에 따른 화재로 전원선에서의 단락형태가 대부분이다. 전원 플러그 부분의 불완전 접촉 또는 전원선의 반단선, 

둘째, 스위치 부분의 불완전 접촉에 의한 발화이다. 각종 접점 부분의 노후로 아산화동이 형성되어 발생하는 고열로 인해 발화

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로 큰 전류가 흐르는 과부하 보호장치의 접점, 온도조절기, 제상타이머 스위치부분 등에서 발생된다. 

그 외 전기적 요인으로 부품의 연결 커넥터의 접촉 불량에 의한 스파크 발생이나 수분 등이 전기 배선을 타고 흘러 각종 커

넥터를 부식시킴에 따라 스파크 발열 등의 반복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부하 보호장치 부분에 내장된 바이

메탈 스위치가 반복 작동에 의해 융착되면 절연체가 탄화되며, 간혹 노출된 단자 사이에 먼지와 물기에 의해 트레킹현상이 

일어나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열에 따른 화재로 과열 가능성이 있는 부품은 압축기와 제상히터, 그리고 응축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제상히

터 과열로 인한 화재는 동작 시 영하 이하의 온도에 있지만 제상 기능 수행 시 동작하여 발화점 이상의 온도까지 상승 할 수 있

다. 제상히터는 제상 타이머에 의해 동작시간이 결정된다. 제상타이머는 잦은 동작 및 과전류 유입으로 인해 접점의 저항 값 

변화와 함께 융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를 통해 제상히터의 온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압축기 과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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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도 살펴보면 압축기는 냉동에 있어서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장 많은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장시간 사용 또

는 냉매 누수로 인한 냉매 부족은 압축기의 과부하를 야기 시키고 지속적으로 권선열화 등의 영향으로 성능저하 및 온도상승

을 유발할 수 있다. 압축기는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기 때문에 내부 발열이 높아 압축기 내부 과열로 인한 내부 권선 단

락이 발생할 할 가능성은 있어도 밀폐된 금속 재질의 케이스 이기 때문에 외부로 출화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원인에 의한 화재는 부품의 노후화 및 열화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내부 부품 등의 먼지와 같은 이물질

이 수분을 흡습하여 트래킹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냉각팬이 먼지와 습기로 인해 팬 모터 고착, 기동불량(노

후)등으로 인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동작 주기를 제어하는 부품 소자에서 반복동작에 따른 열화 또는 마모로 

인하여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온도 상승으로 화재 발생 또는 열화 촉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전류 인가에 따른 재현실험

Fig. 6은 과전류 인가 실험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어반은 MCCB (Molded - Case Circuit Breaker, 배선용차단

기)와 컴프레셔용/제상히터용 전자접촉기(MC; Magnetic Contactor) 각 1대, MC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타이머로 

구성되어 있고, 부하는 가변시키기 위해 부하저항기(Resistive Load Bank)를 사용하였다.

Fig.6. Diagram of Overload Experiment 

Fig. 7A는 제어반 내부에 설치된 MCCB의 정격이며, Fig. 7B는 MC의 정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부하전류는 

MCCB가 동작되지 않는 전류인 30A 미만이면서, MC의 허용전류인 20A 보다 높은 전류를 부하저항기(Resistive Load 

Bank)로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실험하였다. 그 결과 Fig. 7C와 같이 제어반의 MCCB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분을 측정한 결과 최고 76.0℃까지 온도가 상승하였고, MC는 상대적으로 낮은 48.7℃가 확인되었다. 이후 부하전류를 

30A 이상으로 높이자 MCCB가 작동되어 전원이 차단되었고 실험에서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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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CCB 30A B. MC 20A C. MCCB Temperature measurement

Fig. 7. Experiment of MCCB

입력전압을 5분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던 중 97V에서 컴프레셔용 MC 부분이 자체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 하였으며, 

이후 5분간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194V가 입력되었을 때 컴프레셔용 MC 내부에서 폭발음과 함께 동작이 멈추고 Fig. 8B, C, 

D와 같이 연기가 발생하였다.

A. Steady state B. Smoke occurrence 1 C. Smoke occurrence 2 D. Smoke occurrence 3

Fig. 8. Smoking Experiment of MC 

Fig. 9A는 부족전압 인가 상태의 제상히터용 MC 부분을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한 것으로 5분 경과 후 139.4℃가 측정되었

고, 이후 194V로 상승시켰을 때 파열음이 발생하면서 Fig. 9B는 157.3℃가 측정되었다. Fig. 9C는 제상히터용 MC의 윗덮개

를 제거한 후 불꽃이 발생하는 상황(적색원 내부 참조)을 나타낸 것으로, 입력전압을 0∼210V까지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97V 인가 시 제상히터용 MC가 자체적으로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10분 동안 점차적으로 전압을 상승시키자 내부에서 연기

와 함께 불꽃이 발생 발생한 후 동작을 멈추었으며, 이때 Fig. 9D와 같이 내부 온도는 168.2℃가 측정되었다.

A. 5 minutes elapsed temperature B. 10 minutes elapsed temperature C. Sparks inside D. 10 minutes elapsed temperature

Fig. 9. Degree of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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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히터 과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

제상타이머 고장시 제상 히터의 온도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Fig. 10).

Fig. 10. Defrost Heater Temperature Change

내부 부품 온도 측정

적외선 온도측정기에 측정된 주요 부품의 온도변화는 다음과 같다(Fig. 11). 

Fig. 11. Part temperatu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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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단자 부분트래킹 실험

접촉단자 부분 트래킹 실험에서는 제어반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례와 관련하여, MC 접촉 단자 전극 사

이의 절연물 표면에 경년 열화나 먼지 등의 원인으로 탄화 도전로가 형성되어 결국은 지락, 단락으로 진전되어 트래킹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12). 

A. Male / distribution board with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device B. Solid-state aerosol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device

Fig. 12. Automatic Fire Extinguisher Installationㅁ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냉동창고용 제어반(Control Panel)의 구성부품인 전자접촉기(MC; Magnetic Contactor)를 중심으로 재현 

실험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입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어반 내부에 설치된 MCCB의 정격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재현실험으로 입증되었다. 제어반

의 MCCB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분을 측정한 결과 최고 76.0℃까지 온도가 상승하였고, MC는 상대적

으로 낮은 48.7℃가 확인되었다. 이후 부하전류를 30A 이상으로 높이자 MCCB가 작동되어 전원이 차단되었고 실험

에서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2) 입력전압을 5분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던 중 97V에서 컴프레셔용 MC 부분이 자체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 하였으

며, 이후 5분간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194V가 입력되었을 때 컴프레셔용 MC 내부에서 폭발음과 함께 동작이 멈추고, 

연기가 발생하였다.

3) 접속단자 부분트래킹 실험은 접촉단자 부분 트래킹 실험에서는 제어반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례와 

관련하여, MC 접촉 단자 전극 사이의 절연물 표면에 경년 열화나 먼지 등의 원인으로 탄화 도전로가 형성되어 결국은 

지락, 단락으로 진전되어 트래킹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4) 접촉 불량에 따른 발화위험성 분석결과 단자대 접속부에서 온도가 상승하였으며, 접촉불량 상태를 지속시킨 결과 아

산화동이 생성되었다. 접촉불량에 의한 아산화동 증식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장기간 사용된 제어반은 화

재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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