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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s of ESS container fire 

accidents. Method: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container fire accident by 

improving the air environment of the container which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these. Result: 

Through this study, we can be confirmed that the condensing condition of water in the air caused by 

the difference of internal and external temperature is improved and the dielectric strength of BMS 

board is reduced. Conclus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MS board condensation and the dielectric 

strength was confirmed.

Keywords: Water, Condensation, BMS, Insulation Strength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안되는 ESS 컨테이너 화재사고의 원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이들의 개선에 필요한 컨테이너 내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컨테이너 화재사고의 저감 가능

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내·외부 온도차에 발생되는 수분응결 조건의 

개선과 이를 통한 BMS board의 절연 내력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론: BMS Board 응결과 

절연 내력저하와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수분함량, 응결, 절연내력

서 론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저장했다

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사용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기기로 전력저장장치(배터

리, 압축공기 등), 전력변환장치, 전력관리시스템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제반 운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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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각각의 연계 시스템에 저장 후,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선택적·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집중적으

로 설치 운전 중이나 최근 컨테이너형태의 하우징에 ESS를 설치한 시스템 중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오고 있는 실

정으로 지금까지 정확한 ESS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조사를 시행중이나(Table 1) 정확한 주원인

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수의 원인 중 중요 안전장치인 배터리 제어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오

류로 발생했다는 의견과 시스템 내·외부 온도변화에 대한 컨테이너 내부의 응결에 대한 배터리 시스템의 절연파괴가 발생으

로 인한 원인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안되는 컨테이너 화재사고의 원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의 개선에 필요한 컨테이너 내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컨테이너 화재사고의 저감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내·외부 온도차에 발생되는 수분응결 조건의 개선과 이를 통한 BMS board의 절연내력 및 통신 에러율 가능성이 있

음을 확인하였고, 임계압력 이하의 일정한 압력 하에서 기체의 온도를 내리면 기체에서 액체상으로 변화되는 응축, 액체상에

서 고체상으로 변화되는 응고 및 안전구조 또는 준 안정구조를 갖게 되는 다형변화 등이 발생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체상에

서 액체상으로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Table 1. ESS incidents (2017-2018)

사업장 용도 배터리용량 제조사 화재발생일 재산피해 사고원인

고창변전소 해상풍력연계 17MWh 탑전지 ‘17.08.02 15 억원 온도상승(BMS 온도상승)

경산변전소 주파수조정 12MWh 삼성 SDI ‘18.05.02 23 억원 BMS 오류

영암풍력 풍력연계 15MWh 삼성 SDI ‘18.06.02 88 억원 BMS 오류

군산 태양광 태양광 연계 19MWh LG 확학 ‘18.06.15 9 억원 조사중 

해남 태양광 태양광 연계 6MWh LG 화학 ‘18.07.12 5 억원 조사중

거창 풍력발전소 풍력발전 연계 9.6MWh 삼성 SDI ‘18.07.21 30 억원 BMS 오류 가능성 높음

세종 아세아제지(주) 피크제어용 18MWh 삼성 SDI ‘18.07.28 30 억원 작업자 부주의 추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론적 배경

습공기의 열역학적 성질

기체인 물질이 온도가 내려가거나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높여 액체가 되는 현상을 응축 또는 응력이라 한다. 응축은 액

화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응축은 액화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올라가면 기체인 물질의 포

화증기압을 넘어가게 되고 이때 응축현상이 일어나 액체가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컨테이너 내부 대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나 낮추어 가압하게 되면 수증기의 일부가 액체로 변화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물질

이 하나의 상에서 다른 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상전이라 한다.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 열을 가해 기체로 

변화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전이는 여러 가지 물리량의 불연속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보통 관측되는 상변화에는 1

차 상변화와 2차 상변화의 두 종류가 있으며 1차 상변화는 엔트로피·부피·결정구조 등에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므로 변

화할 때에 열의 발생 또는 흡수를 수반하거나 밀도변화로 인한 부피변화가 일어난다. ESS 컨테이너 내부의 응축현상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에 있어 습공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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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omposition of dry air

건조공기 조성 N2 O2 Ar CO2 Ne He 일반상태 방정식

분자량(M) 28 32 39.9 44 20 4 PV=nMRT, 

체적비 78.1 20.95 0.93 0.03 1.8×10-3 5.2×10-4 (공 28.964kg/kmol)

질량비 75.52 23.15 1.286 0.046 1.2×10-3 0.7×10-3

통상적으로 건조 공기의 조성은 Table 2에 표시하였다. 건조공기는 일체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공기로 일반 공기

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전압은 Dalton의 분압의 법칙에 의해서 

P = Pa + Pv (1)

      수증기중량 : x/1 [kg/kg'], (kg/DA)

                      x : 절대습도(absolute Humidity) 

절대습도는 습공기(1 + x)에 대한 중량비가 아니며 습공기의 엔탈피 h (kcal/kg') 와 비체적 v (m3/kg')도 마찬가지로 습공

기 중에 함유되는 건공기의 중량에 대한 값이다. 포화공기(Saturated air)는 습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 습공기의 

압력, 온도에 따라 최대값이 있으며, 이 최대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를 뜻한다. 불포화공기(Unsaturated Air)는 최

대량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공기를 가리키며 절대습도와 상대습도의 차이를 계산하여 수증기량을 계산할 수 있다. 

건조공기와 습공기의 정수·정압비열은 

․ Dry air 

  분자량 : Ma = 28.9645 kg/kmol 

  가스정수 : Ra = 29.27 kgm/kgK (2) 

  정압비열 : Cpa = 0.240 kcal/kg℃ 

․ 저압수증기 

  분자량 : Mv = 18.01534 kg/kmol

  가스정수 : Rv = 14.06 kgm/kgK (3)

  정압비열 : Cpv = 0.441 kcal/kg℃ 이며 

건조공기와 습공기의 기체상수는 일반 기체상수 인 R=8314J/(kmole⋅K)로부터 상기 (2), (3)을 활용하여 (4), (5) 값을 

계산 할 수 있다. 

R a=
R
M a

∴R= R a⋅ M a

R v=
R
M v

∴R= R v⋅ M v

R a=
8314.41
28.9645

=287.055 J/(kg/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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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v=
8314.41
18.01534

=461.52J/ (kg/K) (5)

  g=9.80665m/ s 2

비엔탈피는 기준상태 0℃의 공기 및 0℃ 포하수의 엔탈피를 각각 0이라고 정하여 습공기의 비 엔탈피를 식 (6)으로 유도 

할 수 있으며 비엔트로피는 기준상태로 절대온도To, 전압Po 때의 건조공기 및 절대온도 To인 포화수의 엔트로피를 각각 0 

이라 정하여 습공기의 entropy S를 유도한다. 

 

 







  






 ℃ 물의 증발잠열

  

(6)

S=Cpaln
T
To
-Raln {

(P-Pv )

p o }+x{Cpvln T
To'

-Raln
Pv
p vo
+
r o
To' } 

습공기중의 수중기 분압과 그 온도에 있어서의 포화공기의 수증기 분압 (Pvs)의 비는 식 (7)로 정의되며 상대습도는 습공

기중의 수증기량 χ (kg/kgDA)과 그 온도에 있어서의 포화공기의 수증기량의 비로 식 (8)로 표현된다. 









× (7)

 





×

와의관계

 











(8)

절연재료의 절연특성

절연재료라 하더라도 완전한 절연성능을 가지고 있기 매우 어려우며 실제로는 미소전류가 흐른다. 이 전기전도에 의한 전

류를 누설전류라 하며 누설전류에 대한 전기저항을 전연저항이라 한다. 절연재료에 인간되는 전압을 크게하여 어느 값에 도

달하면 갑자기 대전류가 흘러 도체와 같이 되는 현상을 절연파괴라 한다. 전연재료의 전기전도는 기체, 액체, 고체에 따라 다

르며 미소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Carrier는 다음과 자유전자에 의한 전자전도와 정공 및 +, - 이온들에 기인하는 이온전도를 

들 수 있다. 고체전도는 이온, 전자에 의한 전하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통 누설 전류에 기여하는 것은 이온인 경우가 

많고 재료분자 자신의 해리에 의한 이온이나 불순물 이온 등에 의한 이온전도 발생으로 인한 절연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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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태이다. 직류전압에 대한 전기전도의 경우 전압인가와 동시에 흐르는 급격상승전력부(Ic)인 순간충전전류에서 절연체

에 형성되는 정전용량과 전사, 원사분극으로 발생하는 전류성분이 생성되면서 충전전류에 지속적으로 흘러 완만하게 감소

하는 전류부인 흡수전류(Ia)에서 비교적 완만히 배향분극이나 계면분극과 같은 전기분극의 기초를 두는 전류성분 되었다가 

궁극적으로 일정치에 도달하여 마지막으로 누설전류(Iq)가 발생되는 구간으로 구분된다(Figs.1-4). 

Fig. 1. Current-time characteristic Fig. 2.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a solid

Fig. 3. Abnormal insulator charge∙discharge current Fig. 4. Insulator charge · discharge current

실험개요

시험장치 및 방법

실험장치는 기존 100kW급 ESS 함체를 사용하였으며, 대기조건에 대한 환류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배터리 모듈은 삽

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함체의 정확한 열전도비 저항을 계산을 위한 일정온도 대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항온조가 

없어 외내부 열전달율이 0.05Kcal/m·h·℃로 전체로 균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하였으며 실제 이와 동등 이상이다. 함체는 

전력변환장치와 배터리 부분이 일체형이긴 하나 완전분리 되어 있으며 이외 내부 순환에 대기 순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상부흡입· 측면 배기형의 팬을 설치하여 설치 전후의 응결상태 및 오도변화 추이를 실험하였다(Figs. 5-6).

BMS 보드의 절연저항 능력을 측정은 전연전압 측정기를 사용하여 함체내부에서 Board의 (+), (-) 단자를 Short시킨 

4,500V 내력여부를 6회 시험하여 5회 이상일 경우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시험기는 국내제조사 ST-3357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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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 외부조작단자와 그 기능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고압프로브는 보드전체가 삽입 될 수 있는 구조인 링(Ring) Type을 

적용하였다. 고압프로브는 자동 동작 스위치를 통하여 외부에서 작동시키고 외함 내부 공중에 매달려 있는 BMS Board를 전

체를 스캔(Scan) 하도록 장치하였다. 시험 전 전압에 대한 보정은 검정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계측기에 대한 전압이 정확하게 

인가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의 시험의 절차와 조건은 ASTM D149 및 IEC 60243에 만족하도록 시행하였다. 

Fig. 5. External condition of measurement paper by time zone Fig. 6. Installation of enclosure test equipment

(1) AC 220V 입력 전원

(2) 입력 전원 ON-OFF 스위치

(3) 전압, 전류, 타이머 표시기

(4) C1, C2 - LEAK, 전류제어

(5) P1, P2 - 고압트랜스에 전원공급

(6) HV 출력부 동작표시 

(7) 타임스위치-타이머 ON - OFF

(8) OUTPUT (HV)

(9) 전압조정기 HV 전압을 가감

Fig. 7. Position of sensor for temperature measurement

시험조건

시험은 2018년도 9월에 충청북도 충주지역에서 시행하였으며 시험 데이터는 25일 18:00부터 3일간씩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

하였다. 시험기간 중 일기의 영향으로 인한 연속 시험(Table 3)이 불가한 일자의 결과는 무시하였으며 특히 높은 습도를 보이는 우

천 시에는 시험을 중지하였고 그 후에는 외함 내부 물기 제거 후에 대기분위기와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시험 전 문을 30분간 개방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시행하였다. 시험 외함은 직접 태양열에 영향을 받도록 외기에 폭로한 상태에서 진행하였으며 온도 센서

는 측면별 절연내력 측정기는 전력변환장치 함체에 위치시키고 측정 센서만 배터리함 부분에 설치하여 시험하였다(Fig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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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period outside temperature condition

구 분 
9월 10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8일 9일 10일

평균기온(℃) 15.7 17.3 16.9 16.1 18.0 14.5 13.8 13.7 18.5 17.4 18.0 11.8 13.8 12.6

최고온도(℃) 24.4 23.3 24.6 20.8 10.1 19.4 21.5 23.3 25.8 18.7 20.4 20.9 20.5 17.5

최저기온(℃) 7.3 12.7 9.0 10.0 10.1 8.3 8.2 7.5 9.0 10.0 8.1 5.4 7.2 5.5

평균운량 2.3 7.4 2.5 6.5 4.1 5.8 1.9 3.4 6.1 - 8.1 3.8 9.3 6.5

일강수량(mm) - - - - - - - - - 37.8 31.3 - 0.2 -

(자료 : 기상청)

Fig. 8. Test enclosure Fig. 9. Test enclosure (Out Side)

결 과

1) 외함 내부온도변화 비교결과를 Fig. 10과 Fig. 11에 나타내었다. 자연냉각 시에는 동일한 온도하강 패턴을 보였으며 외부 

공기보다 최대 4℃의 온도편차를 보였다. 오전 06:00경부터 함체내부의 온도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모듈별 위치에 따라 2℃의 

온도차가 발생되었고 일별 최고온도에 따라 함 최저온도는 달랐으나 하강패턴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함체의 부위별 

온도 측정에서도 Roof Top 부위는 최고 61.40℃가 측정되었으며 태양의 방향에 따른 온도의 편차도 존재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내부 최고온도가 40℃이상으로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조절을 위한 냉방장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함체내부 온도가 30℃에서 1kW 냉방기 자동 작동 후에 온도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를 Fig. 13과 Fig. 14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상부 모듈의 위치의 온도 하강 속도가 늦거나 Off-set이 많았지만 일정시간 경과 후에 온도 균일도도 나타났으

며 이는 자연냉각과도 동일한 형태로 판단되었다. 냉동장치와 하부팬의 작동여부에 대한 효과에서도 팬 작동시간에는 매우 

균일한 온도분포와 저편차를 보였으며(Fig. 12 A구간) 그 외 구간에서는 35.37℃ 이하로 유지되었으나 모듈 위치별 온도편

차는 반대결과(Fig. 11 B구간)인 큰 폭으로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류순환 개선에 따른 내부 수증기 응축에 대한 결과를 Fig. 14와 Fig. 15에 나타내었다. 이는 대류개선의 효가가 분명히 있

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B구간에선 시작 시점부터 응축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냉동기가 작동되는 구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

어났다. A구간과 B구간 비교결과 온도가 높아 포화수증기량이 더 높은 B구간에서 응결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되었다. 

4) BMS 보드의 절연내력 측정결과 A구간에서는 6회 시험에서 모두 절연내력을 유지되었으며 B구간에서는 6회시헙 중 2회

의 절연내력이 파괴되는 것을 확인되었다. 응결현상이 일어날 경우 보드의 전체의 절연력 및 부품에 대한 결함이 증가 할 확

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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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perature change outside the enclosure during exposure

Fig. 11. Temperature change inside the enclosure during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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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hange in temperature outside the enclosure during exposure (freezer operation)

Fig. 13. Exposure temperature inside the enclosure during exposure (refrigerato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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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art A No condensation state Fig. 15. Part B No condensation state

결 론

컨테이너 내부의 대류순환 시스템이 ESS 시스템에 절연능력 개선이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배터리 Rack 하부에 팬을 설치

하여 순환여부에 따른 변화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상부 냉기의 대류 실험을 통해 대기순환 실험에서 팬을 작동한 구간에 발생되는 않았던 응결현상이 팬 작동 정지 직후부터 

시작되는 것에서 대기순환 장치는 컨테이너 내부의 포화수증기의 응결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행된 BMS Board의 절연내력 측정 실험에서 응결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 절연내력이 낮아짐을 확인함으로서 응결

과 절연내력저하에 상관관계 확인되었다.

본 결과는 ESS용 배터리 Rack 및 컨테이너 설계 시에 대기순환 개선의 효과를 감안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추후에는 응결된 수분의 포집 및 제거방법 등의 후속 연구들로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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