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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vehicle fire accidents due to damage of vehicle’s electrical components, which is applied to a 
vehicle. In recent development of electrical components technology, approximately 40% of vehicle manufacturing parts have applied 
electronic circuit technology. Phenomenon such deterioration of insulating performance or electric breakdown on the vehicle’s electrical 
components and printed circuit boards(PCBs) resulted from moisture, contamination and aging due to repetitive operations, lead to the 
vehicle fire.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electrical components with adequate electric capacity for vehicle and usage of molding 
techniques using a non-combustible materials to shut off the oxygen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prevent vehicle fire due to damage of 
the electrical components and P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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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등록대수는 2013년 10월말 기준 2,000만대

를 돌파하였다. 이는 전체인구 2.4명 당 1대 꼴이며,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1).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에 따라 차량 관련 사건 사고 또한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중, 차량 화재 사고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40,932건의 화재사고 중, 
5,085건이 발생하여 전체 화재에서 12.42%의 비율로 

시설물 관련 화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이러한 차량 화재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이며,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방화 및 차량 전기

배선에서의 화재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2-3). 
차량 등록대수 비율 증가와 더불어 차량의 전자제어

장치의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급발진이나 전자제어

장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 및 이와 관련된 차량 사

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과거의 경우, 차

량화재 사고에 관련해서는 엔진룸 내부의 엔진계통, 
연료공급계통, 전기계통 및 배기계통의 결함이나 손상

에 기인한 화재사고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차량 

제조 과정 및 차량 출시 이후 설치되는 전자제어장치

와 같은 전자회로 기판을 포함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차량화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3-4).
그러나 국내 차량 관련 연구 분야의 경우, 차량 사고 

원인 분석 보다는 차량의 성능개선이나 새로운 시스템

의 개발 등에 치중되어 있다.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해

서는 사고 후, 구성부품의 손상 및 원활한 사고접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5,6).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경우, 전자제어장치(ECU), 연

료공급계통 및 제동장치 등 다양한 부분에 전자회로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문 개폐장치나 전후방 카메라 

등과 같은 전자회로로 구성된 편의사양 또한 광범위하

게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들 전자회로 적용

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장치와 관련한 사고 역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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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로 본 연구에서는 전자회로 기판 또는 장치

의 결함이나 손상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사례를 중심으

로 차량화재 발생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결

과로부터 전자제어장치, 제동장치 및 자동문 제어장치 

등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자회로 기판의 국

부적인 발열 흔적이 발생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국부적인 발열에 의해 전자회로 기판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

후, 차량화재 원인조사 분야의 기본적인 교육 자료 및 

화재원인 조사 방법론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차량 전장부품 기술동향

1886년 칼 벤츠(Kerl Bents)가 설계한 자동차의 엔진

점화용 플러그 및 소형 배터리가 차량에 적용된 최초

의 전장부품이었고, 이후 1920년대 발전기, 시동기 및 

등화 장치 등의 좀 더 복잡한 전기시스템이 적용되었

다. 1970년대 초반에 강화된 배기가스규제에 따른 유

해가스 절감과 세계 2차 석유파동 이후에 강화된 연비 

규제에 따른 연료 효율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엔진제어 분야에 전자제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고, 1970년대 후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전자제어

장치에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의 전장부품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최근에는 동력전달계 및 차체 등에 Table 1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다양한 전장부품이 적용되고 있으며, 각
종 센서류를 포함하면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수요는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7-8). 
차량에 적용되는 전장부품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Table 1. Staple electronic control units for vehicle

Area Staple electrical components

Power train 

ㆍEngine control
ㆍTransmission control
ㆍCruise control
ㆍ4-wheel drive control

Chassis

ㆍTraction control
ㆍAnti-lock brake system
ㆍActive suspension
ㆍElectronic stability program
ㆍDrive by wire

Body

ㆍBody control module
ㆍAir-bag system
ㆍCollision avoidance
ㆍClimate control
ㆍDoor/out-side mirror control

Information
ㆍGPS navigation
ㆍTelematics
ㆍDriver information system

Fig. 1. Ratio of electrical components in a vehicle. 

같이 엔진계통, 연료공급계통, 제동장치 분야, 주행 관

련 안정성 확보 부분, 운전 관련 시야 확보 및 길안내

를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

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전체 차량 관련 부품 중, 약 

40 % 이상이 전자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장부품으로 

구성되며,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자동차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전장

부품의 증가와 더불어 전자제어장치의 결함 및 손상으

로 인한 화재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자
동차의 전장부품 중, 전자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

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주행 상태 

또는 주차상태를 가리지 않고 화재가 발생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전자제어장치 중, 자동차 시동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의 결함이나 손상

으로 인한 경우에는 주차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

점에서 지연 발화되는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3. 전자회로 기판 손상에 기인한 차량화재 사고사례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전장부품 중, 전자회로기판 

기반 장치에서의 절연파괴 과정에서 전자회로기판의 

손상으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는 ABS(Anti-lock Brake 
System) 모듈의 전자회로기판 손상에 의한 화재, 차량 

실내 정션박스(Junction box, 운전석 좌측 하단부의 퓨

즈 및 릴레이 등이 설치되는 전자회로기판)의 기판 내

에서 절연파괴가 발생되면서 발생한 화재 및 통학용 

승합차 자동문 개폐장치의 제어기판 손상으로 인한 화

재로 ABS 모듈 및 실내 정션박스는 차량 출고 당시부

터 원래 장착된 것이고, 승합차 자동문 개폐장치는 차

량 출고 이후 별도로 설치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3.1 ABS 모듈 전자회로기판 손상에 의한 화재

ABS(Anti-lock Brake System)는 안티스키드(Anti-s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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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bonnet

ABS module

(b) Nearby ABS module in a engine room

Fig. 2. State of front bonnet and nearby ABS module in a fired 
vehicle.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유압 및 에어 브레이크의 압력

제어용으로 사용된다. ABS는 차량이 급제동하는 경우, 
차륜의 잠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면과 타이어 간의 

점착 능력에 맞추어 휠브레이크의 펌핑 작동을 통해 

제동압력을 제어하는 것으로 펌핑 동작에는 주로 전자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1초에 10회 이상 반복되면서 제

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리이다. ABS의 전자회로는 

브레이크 조작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ABS 모듈의 

결함 또는 손상으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차량 주행 이

후, 주차상태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Fig. 2에 나타낸 것은 S사 승용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로 ABS 모듈이 설치된 엔진룸 내측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당

시, 주차 이후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에 최초 화재가 발

생하였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기계통에서의 결

함으로 인해 최초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의 주 연소 부분은 차량 엔진룸 내부의 ABS 모

듈 설치 개소 주변으로 ABS 모듈 및 이에 연결되는 전

기배선 이외에 다른 전기시설물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

이고, ABS 모듈로 연결되는 전기배선에서는 발화와 관

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다. 
Fig. 3에는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분리한 ABS 모듈

의 단자 접속부를 나타낸 것으로 이들 단자는 ABS 모
듈의 전자회로 기판으로 연결되는 구성이다. ABS 모
듈의 단자 접속부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Fig. 3 (a)의 

사진 상에서 좌측에 해당되는 부분의 한쪽 단자에서 

(a) Terminal of ABS Module

(b) Zoom in the melting terminal

2.3㎜ 5.6㎜

(c) Compare melted terminal with normal terminal

Fig. 3. Burned out pattern of ABS Module and compare 
melting terminal with normal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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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고, 동 부위에서 국부적인 연

소 및 소손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적 용

융흔이 식별되는 부분을 확대한 사진에서 전기적 용융

흔이 식별되는 부위의 단자는 약 2.3㎜ 정도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정상적인 단자 부분(약 10.6㎜)과 비교

하면 대략 80 % 정도의 단자 부분이 전기적으로 용융

되는 과정에서 유실된 상태이다. 이러한 전기적 용융 

형상은 불완전 접속 개소에서 접촉저항이 증가함에 따

라 전기적 발열이 발생되고, 전기적 발열의 성장 과정

에서 단자 부분이 용융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적으로 불완전 접속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범

위의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불완전 접속 개소의 접촉

저항 증가로 불완전 접속 개소를 중심으로 전기적 발

열이 발생되면서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Fig. 2 및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차량 엔

진룸 내부의 ABS 모듈 설치 개소 주변을 발화지점으

로 한정 가능하고, ABS 모듈 부분에서 외부 화염에 의

해 형성되기 어려운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ABS 모듈의 단자 접속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특히 ABS 모듈은 엔진룸 안쪽 

부분에 설치되는 특성 상, 단순한 육안 검사만으로 특

이점 식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므로 

ABS 모듈 주변에서 연소 확대된 형상이라면 반드시 

ABS 모듈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실내 정션박스 전자회로기판 손상으로 인한 화재

정션박스(Junction Box)는 차량 전기계통에서 각종 

퓨즈 및 릴레이 등이 설치된 모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엔진룸에 설치되는 것과 차량 실내에 설치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실내 정션박스는 엔진룸 배터리 및 정션박스를 통해 

차량 실내로 전원이 공급되고, 차량 실내에 위치한 정

션박스의 퓨즈 및 릴레이 등을 거쳐 차량 실내 및 전면

부의 전기 구동 장치로 전원을 공급하는 구성으로 퓨

즈 및 릴레이 등은 각종 제어회로 및 표시 회로 등과 

함께 전자회로 기판에 설치되어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

인 구성이다. 
Fig. 4에 나타낸 사례는 H사의 승용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차량 외부는 실내에 대응되는 지붕 부

분이 심하게 열변색된 상태이고, 차량 실내는 전반적

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로서 차량 실내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 연소된 차량 실

(a) State of vehicle outside

(b) State of front seats

(c) State of rear seats

Fig. 4. Burned out pattern of outside and inside in a fired 
vehicle.

내에 대한 검사 시, 차량 앞좌석 부분이 뒷좌석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앞좌석 중

에서도 운전석 주변이 가장 심하게 연소된 형상을 나

타낸다. 
화재 발생 당시의 상황은 운전석 전면부에서 연기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엔진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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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도중 운전석 전면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정황 및 차량 연소형상을 근거로 차량 

내부의 운전석 전면부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Fig. 4 (b)의 사진 상에서 운전석 전면의 ○안 부분 바

닥에 실내 정션박스가 연소 확대과정에서 떨어져 있던 

상태로 실내 정션 박스에 연결되는 전기배선에서 단락

흔이 식별되는 상태이었으며,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전자회로 기판 부분에서 국부적인 발열에 의한 절연

파괴 형상 및 연소 흔적이 식별되고, 동 부위 기판 배선

이 전기적으로 용융된 형상이 식별되는 상태이었다. 
일반적으로 전자회로 기판에서의 국부적인 연소 흔

적 및 기판배선의 전기적 용융 형상은 흡습이나 오염, 
경년 열화 등에 의해 전자회로 기판 내에서 절연파괴

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이때 수반되는 전기

적 발열 및 불꽃은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

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따라서 Fig. 4와 Fig. 5에 나타낸 사례의 경우, 차량 

실내 운전석 전면부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a) A junction box of vehicle inside

(b) Zoom in burned area and board wire

Fig. 5. A junction box of vehicle inside and zoom in burned 
area of a junction box board.

추정되며, 동 부위에 설치된 실내 정션박스의 전자회

로 기판에서 국부적인 연소 흔적 및 기판배선의 전기

적 용융 형상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내 정션박

스의 전자회로 기판에서 절연파괴가 발생되면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자동문 개폐장치 손상으로 인한 화재

Fig. 6에 나타낸 것은 통학용 승합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통학용 승합차량의 경우, 다수의 어린

이 또는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자칫 차량 운

행도중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학용 승합차량은 통학 버스를 포함하여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135,199대가 운행 중인 것으

로 파악되며, 관련 시설 규정을 만족하는 신고차량은 

36,136대로 약 26.6 %에 불과한 실정이다9). 이러한 이

유에서 통학용 승합차량은 개인 소유인 경우가 대부분

이고, 사용 목적에 따라 자동문으로 임의 개조하는 등

(a) State of fired vehicle

(b) State of front seats around

Fig. 6. Burned out pattern of outside and around the front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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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된다. 임의 개조 과정에서 부적

절한 전기배선이나 부품의 사용, 불완전한 고정이나 

거치 등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절연파괴가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차량 운행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진동이

나 마찰 등의 영향으로 임의 개조된 부분에서의 절연

성능 저하를 촉진시키게 되어 화재 발생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에 나타낸 승합차량의 차량 외부는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 실내 중, 조수석 뒷부분을 중심으

로 연소 확대된 형상을 보이며, 동 부위에는 뒷문을 자

동으로 개폐하는 구동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다. 
연소 확대 과정에서 자동문 개폐를 제어하는 전자회

로 기판은 조수석 뒷부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

고, 동 전자회로 기판은 Fig.7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반가량이 연소된 상태로서 주 연소된 부분에는 릴레

이 소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동문 

개폐를 위한 전자회로 기판 중, 릴레이 설치 부분은 국

부적으로 연소된 형상이고, 동 부위는 국부적인 발열

(a) State of a printed circuit board

(b) Zoom in burned area

Fig. 7. State of a printed circuit board for automatic door and 
zoom in burned area.

에 의해 천공된 상태이다. 자동문 개폐장치의 전자회

로 기판에 설치되는 릴레이 소자는 자동문을 구동하는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으로 동작 과정에서 릴레

이의 접점이 붙었다 떨어지는 동작이 반복되며, 접점

의 접촉 분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

의 지속적인 형성 및 성장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절연

파괴가 발생되면서 회로소자의 수지류 외함이나 기판 

재질 등을 통해 화재로 이어진다. 
Fig. 6과 Fig. 7에 나타낸 사례에서도 자동문 개폐를 

위한 제어장치 중, 전자회로 기판의 릴레이 설치 부분

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회로 기판에 설치되는 릴레이는 동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발생되고, 
주변 절연물의 절연열화를 유발하여 최종적으로 절연

파괴되는 과정에서 화재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구동 전류를 고려하여 적정

한 릴레이 용량의 선택, 전자회로 기판에서 릴레이 접

점 부분에 대한 적정 설계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릴

레이 설치개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제

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때, 차량용 전장부품의 손상 유

형은 절연성능 저하 및 절연파괴의 형태로 발생되며, 
이때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의 영향으로 최종

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차

량용 전장부품 사용에 있어서는 다소의 비용 증가가 

발생되더라도 충분한 용량의 소자 및 전자회로 기판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흡습 오염 등에 의한 절연성능 저

하 또는 절연파괴가 발생되더라도 산소 유입을 근본적

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불연재로 몰딩 처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전자회로 기판 등의 전장 부

품 손상으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 사례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차량 내에 설치되는 전장부품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대략 전체 부품 중, 40 % 이상

을 점유하고 있으며, 차량 운행 환경이나 운행 특성에

서 발생되는 오염, 진동 및 경년열화 등에 의해 전자회

로 기판으로 대표되는 전장 부품의 손상 및 절연파괴

가 발생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ABS 모듈의 경우, 잦은 급제동 

및 차량 운행 중, 발생되는 진동 등에 의해 단자 접속

부에서 불완전 접속이 발생되고, 최종적으로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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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부분은 운전 습관 

개선 등으로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근본적으로 불완전 접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며, 불완전 접속이 발생되더라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접속부의 몰딩 

처리 등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실내 정션 박스 및 자동문 개폐장치의 경우에는 지

속적으로 전기적 발열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들 전자회로에 적용되는 회로소자의 선정에 있어 넉넉

한 용량을 채택하고, 가능한 오염이 발생 되지 않는 조

건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보
다 적극적인 대응책으로는 이들 기판 부분에 전반적으

로 산소 유입이 차단되는 몰딩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협소한 구조에 다수의 전자회로 등을 적

용하는 차량 구조를 고려하여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대한 조사 시, 본 논문에서 언급한 부분의 검사가 이루

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차량 전장 부품

의 절연파괴 메커니즘 분석 및 재현 실험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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