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국 ESS 화재사고 분석

1. 미국 Arizona APS 변전소 화재 (2019년 4월 발생)

□ 2019년 10월 현재,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어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

◦ 2열 배치된 27개의 배터리 랙(랙당 14개의 모듈로 구성, 시스템은 AES, 현재는   

   지멘스와의 J/V사인 Fluence에서 납품, 총 2MWh)중에 가운데에 있는 한 랙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시스템 설계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다른 랙으로 번지지는   

   않았음 

◦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여 해당 랙의 특정 모듈에서 전압의 강하가 있었   

   고, 온도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

◦ 정밀 감식을 위한 해체에 어려움이 있었음

 ·증거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랙이 컨테이너 한 가운데 있        

   고, 이 랙 주변을 SOC가 90% 이상인 랙이 둘러싸고 있고 이 랙들은 이미 고온,  

   고압의 폭발 에너지에 노출되었었기에 전형적인 방전 방법을 사용한 해체는 위  

   험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자가 직접 랙 측면으로 접근하여 결선을 모두 풀고   

   모듈을 컨테이너에서 떼어낸 후, 개별 방전장치에 연결하여 방전하는 절차를 별  

   도로 고안하여 적용

 ·약 2개월 동안의 작업 끝에 26개의 랙에서 총 364개의 배터리 모듈을 해체한    

   후, 문제의 불에 탄 랙을 떼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불에 탄 랙은 분해되어 미시  

   건에 있는 감식연구소로 보내졌고, 일련의 테스트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  

   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고 다음의 사항들만 알려졌다.



□ 배터리가 아닌 가스 폭발이 있었음을 확인

◦ 이번 화재를 통해 두 가지 서로 연관된 명확한 것이 밝혀졌다. 즉 랙 한 개에서  

   불이 났고 타버렸다는 것. 그리고 소방관이 문을 열었을 때 폭발이 발생하여 전  

   체 컨테이너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 임.

◦ 감식연구소에서 무엇이 스파크를 일으켰는가를 조사하는 동안, 별도의 조사팀은  

   ESS 컨테이너 내부에 어떤 가스성분의 재료가 생성되어 폭발의 연료로 사용 되  

   었는가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배터리 안전에 대한 공공의 논의는 화재위험에 집중하고 있음

 ◦ 수많은 리튬이온 셀을 연결하여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한정된 공간에 품고 있는  

    ESS에서 전기적인 단락 또는 다른 고장이 발생하여 통상적인 전력의 흐름을 방  

    해하면, 가연성의 성분이 연소될 가능성이 있고 연료가 다 소모될 때 까지 계  

    속 타는 위험성이 있음

□ GTM (GreenTechMedia)에서 4월의 화재 사고 이후에 보고한 바와 같이, 타는 배  

   터리 셀은 화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널리 제대  

   로 알려지지는 않았음

 ◦ 배터리 셀은 폭발성의 가스를 방출함 

    뉴욕시 관계자들을 위해서 배터리 안전테스트를 수행한 DNV-GL의 연구원들은  

    닫힌 공간에서 리튬 전지에 화재가 발생한 뒤 폭발이 발생하는 것을 반복적으  

    로 목격하였음

 ◦ 이런 발견을 통해 뉴욕시는 그런 폭발성의 가스를 배터리 룸에서 빼내기 위한  

    환기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음

□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환기시스템을 요구하지  

   않았음

◦ 첫째 뉴욕시 관계자들은 배터리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안전규정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까다로운 규정을 모두 지키려면 배터리 설치  

   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사막 또는 전력회사 부지내에 설치되는 ESS   



   는 뉴욕시와는 다른 위험도를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 두 번째 이유는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면 시장 지배적인 화재진압 방법, 즉 한정  

   된 공간에 에어로졸 약제를 살포하여 화염을 억제하는 진압기술의 효과를 상쇄  

   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 임. 

 ·환기구멍을 열어서 폭발성의 가스를 빼내는 것은 더 많은 산소를 끌어들여 불에  

   연료를 주입하는 효과가 있고, 화염이 밀폐된 공간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임 

□ 화재가 발생헌 아리조나 APS 변전소는 당시의 이러한 이런 산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음

 ◦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이것과 연동하는 센서의 설치가 필요하고, 화재진  

    압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그 결과 폭발성의 가스 생성을 제때에 검출하지 못했음

□ 이번 화재는 잠재적인 고장모드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촉발하는 기폭제로 작용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향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있어서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 

◦ 그런 변화는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나 아마도 어떤 특정 형태의 환기시스템을 포  

   함할 것임

 

◦ 그런데 묘책이 있어야 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 단계에서는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제압하고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면 이를 조기에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

□ 운용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음

 ◦ APS는 Fluence에서 납품한 다른 두 곳의 ESS설비를 모두 가동 중지하였고,     

    Fluence는 화재사고 이후 즉시 고객들에게 출력을 낮춰서 사용할 것을 요청하  

    였음



 ◦ Fluence는 배터리 각 요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에 SOC를 낮  

    춰서 운용하고 있고, 고객들에게는 부가적 예방조치에 대한 권고를 담은 안전  

    공고문을 발송하였음

 ◦ 또한 다양한 경고신호에 의해 비상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어시스템을 이미 업데  

    이트 했음. LG 화학 역시 한국에서의 화재조사에 기초하여 경보 신호 데이터베  

    이스를 확대하였음

 ◦ Fluence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설계를 재검토하였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  

    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 Fluence는 미국 Ohio주에 있는 Nexceris사와 협의하여 “Off가스 조기 검출에   

   의한 ESS 화재 예방솔루션”기술을 자사 ESS에 적용하기 시작

 ◦ 1단계는 랙 2개당 1개씩 설치되는 오프가스 센서를 통하여 폭발성 가스의 생성  

    을 초기 단계에서 검출하고 배터리 시스템을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것 임

 ◦ 2단계는 환기시스템을 작동시켜 폭발성 가스를 배출시킴으로서 화재를 예방하  

    는 것임

 ◦ 만약 화재감지 센서가 작동하면 환기시스템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소화설비  

    를 작동시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노르웨이 카-페리 화재 (2019년 10월 발생)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안을 운행하는 카-페리에 ESS

   가 장착되기 시작 (EU를 중심으로 다수의 e-Ferry 프로젝트가 있었음) 

 ◦ 화재 발생 12시간 후에 폭발이 발생한 선박은 2006년에 건조되었고, 2019년에  

    Corvus 사에서 납품한 2MWh의 ESS를 설치하여 Hybrid 방식으로 운용(Diesel +  

    Battery)

     

□ 2019년 12월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사건의 진행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DNV-GL의 주도로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액체 냉각방식의 Corvus사 ESS의 개스킷에서 냉각수 누출이 있었음



 

 ◦ ESS에 화재가 발생하여 바로 진압에 성공하였고, Diesel 엔진을 구동하여 정상  

    운행하여 귀항하여 12명의 승객과 차량을 예정대로 하선하였음

 ◦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어떠한 환경에 미치는 충격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 현장조사 및 외부실험 분석에 의한 예비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

 ◦ 가장 그럴듯한 화재의 원인은 액체 냉각방식 배터리 시스템에서의 냉각수 누출

  ·배터리 모듈의 외곽의 냉각수 판을 밀봉하기 위해 사용된 개스킷의 꼬인 부분  

    에서 누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냉각수의 누출이 1000Vdc 전기 계통에 아크를 유발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점  

    화원의 역할을 하였음

  ·누출된 냉각수의 에칠렌 글리콜 성분이 불에 연료를 계속 공급하여 외부로 부  

    터의 열적 스트레스가 배터리 모듈에 가해지는 것으로 발전

  

 ◦ 화재가 발생하여 가스계 소화설비(Novec 1230 불활성 가스 시스템)가 동작하고  

    백업용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바닷물 사용)가 동작하여 소화에 성공

  ·그러나 순수한 물이 아닌 바닷물을 사용하여 폭발을 가속화 한 것으로 판단

 ◦ 선박은 Diesel 엔진을 가동하여 귀항 및 하역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폭  

    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선박의 중앙제어 시스템과 배터리 시스템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있었음. 즉, 배터리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알람도 수신되지 않았  

    음

 

 ◦ Corvus사가 적용한 특허기술(Passive Single Cell Thermal Runaway Isolation     

    Safety System)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화재로 인한 손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  

    음을 입증하였음



 ◦ 앞으로의 조사는, 화재발생 12시간 후에 배터리 룸이 아닌 옆의 전기 판넬이   

   있는 룸에서 폭발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집중할 예정임

□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냉각수의 누출이 배터리 단락을 야기한 것은 아님

  ·냉각수의 누출이 아크를 발생시켰고, 이것이 지속되어 발화하게 되었음.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여 바닷물이 단락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믿고 있음

 ◦ 전체 랙이 화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랙에만 화재가 발생하였음

 ◦ 선박의 중앙제어시스템과 배터리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폭발을 피할 수   

    있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조기 검출이 중요한 것은 사실임

   ·진짜 중요한 것은 배터리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경보 체계는 선박  

     의 중앙제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임

 

 ◦ 배터리가 폭발한 것은 아님

   ·소방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배터리가 폭발한 것이 아님. 배터리 룸에서 작  

     은 화재가 발생했고 곧 진화되었음

   ·폭발은 12시간 뒤에 다른 방에서 발생했음. 무엇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는지   

     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임

   ·그렇지만 스프링 쿨러에 사용한 바닷물이 사건을 확대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것  

     은 사실인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