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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등록대수는 2016년 5월말 기준 2,200만대를 

돌파하였다. 이는 전체인구 2.1명 당 1대 꼴이며,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1). 차량 등록대

수의 증가에 따라 차량 관련 사건 사고 또한 지속적으

로 늘어나고 있으며, 차량 화재 사고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43,413건의 화재사고 중, 5,009건이 발

생하여 전체 화재에서 11.5%의 비율로 시설물 관련 화

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량 화

재 사고의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방화 및 차량 전

장부품 관련 화재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2-3). 

최근 완성차 업계의 화두는 전자회로 및 사물인터넷 

기술의 적용이며, 이러한 기술의 실현을 위해서 전자

회로 기술 기반의 전자제어장치 적용이 일반적인 경향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경우에 비해 차량 주

행에 관련한 많은 부분에 전자제어기술이 적용되고 있

으며, 이전에 발생되지 않았던 전자제어장치와 같은 

전자회로 기판을 포함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차량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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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제어장치(ECU), 연료공급계통 및 제동장치 등 다양

한 부분에 전자회로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문 개폐

장치나 전후방 카메라 등과 같은 전자회로로 구성된 

편의사양 또한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차량 제동에 관련해서는 ABS 모듈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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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관련 부분에도 전자회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한 현재까지 ABS 모듈의 접속부 및 전원배선의 

손상으로 인한 차량화재 사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으로 실제 ABS 모듈에서 화재가 발생되더라

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회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ABS 모듈의 접속부 및 전원배선 손상의 원인으로 발

생되는 차량화재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ABS 모듈

에서 나타나는 특이점 및 손상 유형을 사례를 통하여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ABS 모듈의 

접속부 및 전원배선 손상으로 발생되는 차량화재에 대

하여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ABS(Anti-lock Brake System) 개요

차량 운행 중, 위험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먼저 브

레이크 페달을 밟지만 제동력이 너무 크게 되면 바퀴

의 잠김(lock) 현상이 발생되면서 차량 조향장치가 전

혀 움직이지 않게 되어 차량의 진행방향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급제동 시, 바퀴의 잠김 현상을 

방지하여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ABS 

(Anti-lock Brake System)이다. ABS는 원래 항공기 착륙 

과정에서 항공기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1978년 메르세데스 

벤츠사에서 최초 차량에 적용한 후 비약적으로 발전하

였다. 

Fig. 1에는 ABS의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 브레이크 페

달을 조작하면 ECU에서 바퀴에 장착된 속도 센서(Wheel 

speed sensor)의 측정값을 감지하여 바퀴의 상태를 확인

하고, ABS 모듈에 장착된 유압전자밸브(Solenoid valve) 

및 펌프모터를 조정하여 증압(High pressure accumulator) 

또는 감압(Low pressure accumulator) 작용을 거쳐 바퀴가 

잠기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n anti-lock brake system.

ABS는 브레이크가 동작할 때, 슬립률이 10-15 % 사

이에서 노면과의 마찰력이 최대가 되며, 그 이상의 제

동력이 가해지는 경우, 바퀴가 잠김 상태로 되면서 노

면과의 마찰력도 작아지게 되므로 제동거리가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노면과의 마찰계수가 0.5

인 경우에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슬립률이 10

%가 되는 시점에서 최대 마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슬

립률이 증가함에 따라 마찰력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

내며, 슬립률 100 %에서 바퀴가 잠기는 양상을 나타낸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BS에서는 바퀴의 속도를 

감지하여 슬립률이 10 % 내외에서 반복적인 브레이크

의 플림과 제동을 수행하여 최단거리에서 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바퀴 잠김을 예방하여 핸들의 

조향이 가능하도록 한다. ABS 동작 중에는 브레이크 

페달에 작은 진동을 발생시켜 ABS가 작동 중임을 운

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이를 킥백(Kick 

Back) 장치라고 한다. ABS는 동작 과정에서 노면과의 

최대 마찰력 범위에서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것으로 최

단거리의 제동력을 발휘함으로써 마찰계수가 낮은 노

면 상태에서 충분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보

조 장치이며, 브레이크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은 아니다7-9). 따라서 정상 운전 중에는 ABS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급제동을 삼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Fig. 2. Operating principle of an anti-lock brake system.

3. ABS 모듈 손상에 기인한 차량화재 사고사례

본 논문에서는 ABS 모듈의 접속부 및 전원배선 손

상으로 인한 화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ABS 모듈의 

전기배선과 전자회로 기판 접속 커넥터 사이에서 불완

전 접속이 발생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례 및 ABS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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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회로 기판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하

여 기술하였다. 

3.1 ABS 모듈 신호선의 불완전 접속에 의한 화재

ABS(Anti-lock Brake System)는 안티스키드(Anti-skid)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유압 및 에어 브레이크의 압력

제어용으로 사용되는데 반복적인 펌핑 작동을 위해 전

자제어 기술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자제어를 

위해 전자회로 기판이 적용되며, 전자회로 기판과 전

원공급 및 신호 제어를 위한 전기배선 접속 과정에서 

불완전 접속이 발생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

생되고 있다. 

첫 번째 ABS 모듈 관련 화재사례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S사의 1,600 cc 승용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ABS 모듈이 설치된 엔진룸 내측을 중심으로 연소 확

대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화재 발생 당시, 주차 이후 일정시간이 지난 시점에

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이고, 외부적인 요

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은 배제되는 상태로써 전기계통

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최초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

정된다. 차량의 주 연소 부분은 차량 엔진룸 내부의 

(a) Burned pattern of Front

ABS module

(b) Nearby ABS module in a engine room

Fig. 3. State of front bonnet and nearby ABS module in a fired 
vehicle.

(a) Terminal of ABS Module

(b) Zoom in the molten terminal

2.3㎜ 5.6㎜

(c) Compare melted terminal with normal terminal

Fig. 4. Burned out pattern of ABS Module and compare 
molten terminal with normal terminal.

ABS 모듈 설치 개소 주변으로 ABS 모듈 및 이에 연결

되는 전기배선 이외에 다른 전기시설물은 식별되지 않

는 상태이고, ABS 모듈로 연결되는 전기배선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다. 

Fig. 4에는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분리한 ABS 모듈

의 단자 접속부를 나타낸 것으로 이들 단자는 ABS 모

듈의 전자회로 기판으로 연결되는 구성이다. ABS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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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의 단자 접속부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Fig. 4 (a)의 

사진 상에서 좌측에 해당되는 부분의 한쪽 단자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고, 동 부위에서 국부적인 연

소 및 소손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Fig. 4 (c)

의 확대 사진에서 전기적으로 용융된 단자는 약 2㎜ 

정도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단자 부분(약 10

㎜)과 비교하면 대략 80 % 정도의 단자 부분이 전기적

으로 용융되는 과정에서 유실된 상태이다. 이러한 전

기적 용융 형상은 불완전 접속 개소에서 접촉저항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적 발열이 발생되고, 전기적 발열

의 성장 과정에서 단자 부분이 용융 유실된 것으로 추

정된다. 일반적으로 불완전 접속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범위의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시스템의 

정상 작동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불완전 접속 개

소의 접촉저항 증가로 불완전 접속 개소를 중심으로 

전기적 발열이 발생되고, 전기적 발열 발생 및 접촉저

항 증가의 과정을 지속하면서 최종적으로 주변 가연물

을 매개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Fig. 3 및 Fig.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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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 모듈 전원배선의 불완전 접속에 의한 화재

두 번째 화재사례는 H사의 1,600 cc 승용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한 것이며,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차

량은 도로변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엔진룸 내부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우측 ABS 모듈이 

설치된 부분 일부가 연소된 상태이고, 주변 엔진 부분 

등은 연소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다. 동 차량에서의 특

이사항은 화재 발생 직전 추돌 사고로 인해 수리된 이

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ABS 모듈은 수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동 차량의 연소 중심부에는 ABS 모듈이 위치하고 

있으며, ABS 모듈은 전원배선이 연결되는 부분을 중

심으로 연소 확대된 모습을 나타낸다. Fig. 6에는 ABS 

모듈의 전자회로 기판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전자회로 

(a) Burned pattern of Front

(b) Nearby ABS module in a engine room

Fig. 5. State of front bonnet and nearby ABS module in a fired 
vehicle.

기판은 거의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자회로 기판

과 전기배선이 연결되는 커넥터 부분이 국부적으로 연

소된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ABS 

모듈의 전자회로 기판에서 전기적 결함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며, ABS 모듈의 전기배선에

서 불완전 접속이 발생되고, 불완전 접속 개소를 중심

으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발생되면서 화재로 이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6에 나타낸 ABS 모듈의 경우에는 전자회로 기

판 등은 전혀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원배선에서

만 전기적 용융형상이 식별되는 상태로 이들 전기적 

용융흔은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진동 

마찰 등에 의해 전원배선에서 불완전 접속이 발생되고, 

불완전 접속 개소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생되면서 형성

된 것으로 추정되며, 불완전 접속 개소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은 수지류 커넥터의 외함 및 전기

배선의 절연피복 등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

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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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S Module

(b) Terminal of ABS Module

(c) Power cord of ABS module

 

(d) Arc mark of the power cord

Fig. 6. Burned out pattern of ABS module and arc mark of the 
power cord.

3.3 ABS 모듈 내부기판의 절연파괴로 인한 화재

세 번째 사례는 H사의 2,000 cc 승용차량에서 발생

한 차량화재 사례이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와 같

이 주차 중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차량의 

연소형상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ABS 모듈 설치 

위치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을 나타낸다. 

Fig. 8에 나타낸 ABS 모듈은 하단부에 전자 스위칭 

소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 스위칭 소자의 회로배선

이 전자회로 기판에 연결되는 구조이다. 특징적인 부

분은 스위칭 소자에서 전자회로 기판으로 연결되는 회

로배선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로 

동 회로배선 사이에서 절연파괴가 발생되면서 최초 발

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스위칭 소자에서 전자회로 기판으로 연결되는 회로

배선의 넓은 범위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

는 상태를 고려할 경우, 오염이나 흡습의 영향으로 회

로배선 사이에서 절연파괴가 발생되고, 절연파괴 과정

에서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에 의해 화재가 발

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ABS 모듈의 

(a) Burned pattern of Front

(b) Nearby ABS module in a engine room

Fig. 7. State of front bonnet and nearby ABS module in a fir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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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S Module

(b) Arc mark of ABS circuit wire

(c) Arc mark of ABS circuit wire

Fig. 8. Burned out pattern of ABS module and arc mark of the 
ABS circuit wire.

회로 배선 부분이 노출되어 설치되는 구조상의 문제로 

오염이나 흡습이 다른 조건에 비해 발생되기 용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근본적

인 대책은 ABS 모듈의 회로배선이나 전자회로기판과 

같은 노출되는 부분에 오염 및 흡습 방지를 위한 몰딩 

처리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때, ABS 모듈의 접속부 및 전원

배선 손상으로 인한 차량화재는 대부분 주차상태에서 

발생하며, 접속부 및 전원배선 손상 유형은 전기배선

과 전자회로 기판 사이 커넥터 부분에서의 불완전 접

속에 의한 전기적 발열 발생 및 전자회로 기판에서의 

절연성능 저하로 인한 절연파괴의 형태로 발생된다. 

절연파괴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은 

최종적으로 주변 가연물을 매개로 화재가 발생되는 경

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차량용 ABS 모듈 사용에 있어

서는 다소의 비용 증가가 발생되더라도 접속부위의 완

전 체결, 충분한 용량의 소자 및 전자회로 기판을 적용

해야 할 것이며, 흡습 오염 등에 의한 절연성능 저하 

또는 절연파괴가 발생되더라도 산소 유입을 근본적으

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설계 등의 적극적인 대

책을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제동장치의 ABS 모듈의 접속부 

및 전원배선 손상으로 인한 차량화재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차량의 제동력 향상 및 급정거에 따른 조향능력 향

상을 위해 설치되는 ABS 모듈은 잦은 급제동 및 차량 

운행 중 발생되는 진동 등에 의해 단자 접속부에서 불

완전 접속이나 전자회로에서의 절연파괴가 발생되고, 

최종적으로 화재로 이어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차량의 엔진룸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로 인하여 상대적

으로 오염, 흡습 및 진동 등의 영향으로 경미한 손상 

부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ABS 모듈의 접속부 및 전원배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

완전 접속이나 전자회로 기판에서의 절연파괴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불완전 접속이

나 절연파괴가 발생되더라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접속부의 몰딩 처리 등

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차량화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BS 모듈이 

설치된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ABS 모듈 주변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차

량화재의 원인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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