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대기오염 등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이 급

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전력생산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과 함께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전력원으로서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과 핵심 구성

요소인 이차전지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2). 특히 

이차전지 중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방법 중 중금

속을 사용하지 않고 기억 효과가 없으며 에너지 밀도가 크

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상용화되어있다. 하지만 리튬

이온배터리의 전해액은 충전상태에 따라 이온 상태로 존재

하며, 전해액에 사용되는 리튬은 불안정한 원소로 공기 중

의 수분 등과 만나 급격한 반응을 통해 폭발하기 쉬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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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이차전지 중 가장 일반적이며 에너지저장시스템 뿐 아니라 자동

차 전력원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배터리 화재와 

폭발을 통해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특성을 규명

하고 가장 중요한 대표 화재 물리량인 열방출율을 산정하기 위해 콘칼로리미터 실험을 수행하였다. 원통형 표준 배터리 

화재의 특성은 크게 두 연소단계로 구성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포장물질과 구성요소 사이의 리튬이 누출되어 연소하

고 두 번째 연소단계에서는 열폭주에 의해 배터리의 전해질 대부분이 증발하여 연소한다. 두 번째 연소단계에서의 열방

출율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고 매우 강한 폭발을 수반하기도 한다. 콘칼로리미터에서 산소 소모율로 측정한 열방

출율은 질량감소율로 산정한 값보다 더 작은 최대값을 보이고 폭넓은 열방출 시간을 나타낸다.

ABSTRACT

The lithium-ion battery is the most popular type of secondary battery because of its high energy density. It has been 

widely used in mobile power and energy storage systems. However, several accidents can occur in systems using lithium-ion 

batteries, and most of the reported losses have resulted from battery fires and explosions. In this study, a cone calorimeter 

experimen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ire characteristics of lithium-ion batteries and assess their heat release rate 

(HRR),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property for fire events. Fires involving cylindrical standard batteries consist of 

two combustion stages. The first burning stage is due to the package material and intercalated lithium of the battery, and 

the second stage is attributed to the thermal runaway reactions of the electrolyte. The second combustion stage has a greater 

peak HRR than the first stage and is accompanied by a violent explosion. In a comparison of the HRRs with the oxygen 

consumption rate, the HRRs measured on the basis of the mass loss rate show higher maximum values and extremely 

narrow heat releas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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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

는 ESS와 전기자동차 등의 모바일 동력원을 고려하면 리

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과 같은 안전문

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3).

배터리 화재 및 폭발을 예측하고 방지하는데 있어 열방

출율(heat release rate, HRR), 독성가스의 농도, 연기농도, 소

화특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여러 중요 물리량이 존재한

다. 하지만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리량은 열방출율로

서 다른 중요 물리량의 산정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차전지의 배터리 상용화와 함께 배터리 화재에서의 열방출

율 예측이 이루어져 왔다(4-15).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방출율

은 주로 기존의 콘칼로리미터를 통해 실험적으로 측정되어 

왔다. 가장 기본적인 표준 실린더형 배터리의 화재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충전율(state of charge)에 대해서 콘칼로리

미터로 측정한 결과 충전율이 커질수록 최대 열방출율은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콘칼로리미터의 시편에 조사

하는 히터의 복사열유속이 클수록 높은 최대 열방출율을 

나타내어 실험조건의 의존성도 있음을 확인하였다(4-6). 실

제 배터리 셀과 유사한 구조적 형상과 열방출율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7-11). 다양한 배터리의 조합 및 

배열과 원통형,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 등 형태에 따른 연소

특성 결과에서는 겉보기 화재특성이 배터리 연소단계에 따

라 크게 영향을 받아 점화시기, 초기폭발, 후기 연소영역에서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었고, 연소 결과물인 질량감

소율, 점화시간, 열방출율, 총 방출열(total heat release, THR), 

열유속 모두 구조와 형태에 의존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배터리 화재 자체의 특성 뿐 아니라 연소 후 가스를 FTIR을 

통해 측정하여 전체적인 독성을 평가하는 연구(12)와 열방출

율을 측정하기 위해 콘칼로리미터 이외에 금속재질로 발열

체를 감싼 후 비열을 통한 온도상승과 열전달 손실을 고려하

여 측정하는 copper slug battery calorimetry (CSBC) 및 화학반

응물질의 발열량을 측정하는 장비인 bomb calorimeter를 이

용한 경우도 있었다(13-15).

본 연구는 전체적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형태 및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화재 위험성 

관련 물리량 중 가장 중요한 인자인 열방출율 산정을 위해 

콘칼로리미터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배터리는 표준형

인 18650 배터리를 사용하였고 충전상태는 50%로 충전하

였다. 배터리의 점화로부터 열폭주에 관한 화재발달 단계

를 비디오 이미지를 통해 관찰하고 동기된 가스농도 측정

과 질량변화를 통해 열방출율을 산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충전상태에 따른 연소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콘 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열방출률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장착된 삼성 

원통형 표준배터리(INR 18650-35E)를 사용하였으며, 직경과 

길이는 각각 18.55 mm, 69 mm이다. 배터리 용량은 3500 mAh

이고, 양극활물질로 lithium-nickel-cobalt-manganese (NCM)을 

그리고 음극활물질로는 흑연을 사용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의 충전상태에 따라 화재특성과 열방출율이 달라질 수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전상태를 50%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배터리의 충전상태는 전압에 따라 결정하였는

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의 전압을 100%, 배터리

의 방전 종지 전압(discharge final voltage)을 0%로 정하였으

며, 충전율이 50%일 때의 전압은 충전상태가 100%일 때의 

전압과 0%일 때 전압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전체적인 콘칼로리미터 실험은 열방출률에 대한 한국산

업규격인 KS F ISO 5660-1을 따라 수행하였으며(16), 사용한 

콘 칼로리미터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Figure 1과 같다. 연소

성능시험규격에 따라 배터리를 54 mm의 높이를 가지며 크

기가 111 mm × 111 mm에 94 mm × 94 mm의 개구부를 가

지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시험체 고정틀에 고정하였다. 

이때 배터리는 가열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될 위험이 

있기에 굵기가 0.8 mm인 금속 와이어를 이용하여 제작한 

20 mm의 간격을 가지는 100 mm × 100 mm 크기의 와이어 

그리드를 사용해 시험체 고정틀 중앙에 고정하였다. 그리

고 이 시험체 고정틀을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깊이가 25 

mm, 상부 개구부의 면적이 106 mm × 106 mm인 정사각형

의 손잡이가 달린 시험체 홀더에 올려 삽입과 제거가 편리

하도록 하였으며, 배터리가 가열되면서 히터에서 복사하는 

열뿐만 아니라 주변이 열을 받아 배터리로 열전달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체 고정틀 바닥에 세라믹 울을 깔

아주었으며 시험체 홀더 아래에는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열

전달을 차단하였다. 후드와 연결된 덕트 내부에는 배터리

가 연소하면서 배출하는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포집관(sampling tube)을 설치하였으며 피토 튜브(pitot tube)

를 이용하여 얻어진 동압을 이용하여 유속을 계산하였다. 

이 때 가스계측기에서 측정되는 농도의 지연시간은 약 35 s

이고 시간에 따른 농도데이터에 보정하였다. 또한, 로드셀

(load cell)을 통하여 배터리가 연소하는 시간 동안의 질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ure 1. Schematics of experimental equipment for measuring 
heat rele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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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콘칼로리미터에서의 열량측정은 산소 소모율을 기본으

로 산정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식 (1)로서 열방출률을 구할 

수 있다. 식에서 은 열방출률을 의미하며 는 산소의 연

소열(heat of combustion)로서 값은 13.1 MJ/kg이다. 


는 

산소유량을 나타내며 상첨자 0는 초기값을 의미한다. 식 

(1)의 경우에는 완전연소를 가정하였지만, 실제 연소에서

는 불완전연소가 항상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험규격

(KS F ISO　5660–1)(16)에서와 같이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측정하여 보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리튬이온배터리의 시간에 따른 화재모드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콘칼로미터 후드에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복

사히터로부터 열전달되어 가열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초기

에 가연성 증기와 같은 연기가 발생하다가 304 s에 첫 번째 

연소구간이 관찰된다. 20 s 정도 형성된 화염은 점차 소멸

한다. 이 후 351 s에 큰 폭발과 함께 두 번째 연소현상이 관

찰되고, 이후 421 s에 완전히 연소한 것으로 관찰된다. 두 

번째의 연소현상은 콘칼로리미터 시험구간 전 영역에서 한

꺼번에 활발히 타는 연소구간으로서 폭발이 있기 전 20 s 

정도에 배터리 시편에서 가연성 증기가 누출되어 시험공간

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점화가 발생하여 압력을 동반한 

연소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폭발성 연소 이후에는 급격

히 화재가 쇠퇴하여 배터리의 잔류 연료에 대해서 연소가 천

천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터리 화재

의 관찰을 통해 2단계의 연소특성이 혼합되어 있는데 기존의 

확산화염과 같은 특성인 1차 연소와 부분 예혼합화염과 같

은 폭발성이 있는 2차 연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3(a)는 실험을 수행하기 전 시료인 리튬이온배터

리가 시험체 고정틀, 금속 와이어, 시험체 홀더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며, Figure 3(b)는 화재반응이 종결된 후 고정틀

에서 꺼낸 배터리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중 시간에 따른 산소 및 일산화

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Figure 4에 도시하였다. 이때 

CO의 농도는 CO2의 농도와 비교하였을 때 그 크기가 매우 

작아 10배 증가시켜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탄화수소 가연

성 물질의 경우에는 모든 산화제가 주위공기의 산소의 소

모에 기인하므로 산소농도의 결과가 대략적인 산화반응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튬이온배터리와 

같이 다양한 전해질 등 복잡한 구성 물질로 이루어진 가연

물의 경우에는 리튬산화물 연소과정에서 산소가 자체적으

로 생성되어 반응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산화반

응의 결과로 보는데 더 큰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산소 농도의 결과는 2개의 피크를 가진 형태를 보이

는데 이는 Figure 2에서 관찰된 현상과 일치한다. 하지만 

산소농도 그림은 보다 정확한 발화시점과 같은 연소구간의 

개시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연소구간의 개시 

시간은 289 s이고 약 57 s 이후에 2번째 연소구간을 보인

다. 또한,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의 피크는 모두 

산소에 비해 수 초 정도 지연되었지만 최고치가 나타난 지

점은 CO와 CO2가 일치하여 전체적인 산화반응이 전해질

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한 산소 농도와 일산화탄소의 농도로 불안전연소에 

대해 보정하여 산정한 열방출률을 Figure 5에 도시하였다. 

최대 열방출율과 총 열방출율은 4.26 kW와 117.35 kJ을 얻

었고, 전체적인 형태는 Figure 4의 산소소모율과 거의 일치

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열방출율에 대한 불완전연소

의 영향은 매우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수행한 열방출률 측정 실험결과는 기존 연구(4-6)에서의 

값보다 더 큰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양

Figure 2. Fire modes during battery fire test.

  

      (a) before                  (b) after

Figure 3. Li-Ion Battery before and after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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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사용되는 활물질이 차이에 의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

도가 상승하였기에 때문으로 판단되어진다.

Figure 6은 리튬이온배터리가 연소하면서 로드셀을 통해 

측정되는 배터리의 질량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초기를 

제외하면 모든 시간에서 질량의 감소가 발생함을 알 수 있

는데, 이로부터 콘칼로리미터에 부착되어있는 히터의 복사

열전달에 의해서 화염의 유무와 상관없이 배터리의 질량감

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

에 따른 질량감소율은 배터리의 연소과정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 가열 초기에는 완만한 질량감소가 발생하지만 250 s 

이후에 감소율이 좀 더 커지고 310 s에는 매우 급격한 감소

율을 나타내는 데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한 압력에 

의해서 오버슈트(overshoot)가 함께 관찰되었다. 배터리 화

재 중 시간에 따른 질량감소와 Figure 5의 열방출율을 비교

하면 피크값에서 시간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지연은 배터리 화재에서 가연물질의 누출 및 혼합 그리고 

점화시간에 기인한다. 즉, 1단계 연소구간은 250 s 이후 누

출된 가연물질이 어느 순간 점화되어 생성되고, 2단계 연

소구간은 1단계 연소과정 직후 누출된 많은 양의 가연물질

이 주위공기와 혼합과정을 거친 후 약 50 s 후 점화되어 가

장 큰 화염과 열방출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질량이 모두 에너지화 된다고 가정

한다면, 배터리 구성물질의 평균적인 에너지를 규정하여 시

간에 따른 에너지 방출율을 식 (2)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2)

식 (2)에서 χ는 열효율을 나타내며 은 시료의 질량

변화율이고, ∆는 시료의 연소열로 본 연구에서는 리튬

이온배터리가 가지는 연소열로 6.2 MJ/kg을 사용하였으며 

χ는 0.78을 사용하였다(17). 질량 감소율로 부터 산정된 에너

지 방출율과 산소소모율에 의한 열방출율을 Figure 7에 함

께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질량감소율에 의한 에너지 

방출율은 매우 좁은 폭을 가지고 있고 매우 큰 최대값을 보

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모든 질량감소가 반응에 참여한

다는 가정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빠른 시간에 피크 값을 

보이는데 이는 화학반응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igure 4. Gas concentrations during battery fire test.

Figure 5. Heat release rates during battery fire test.

Figure 6. Mass loss rate during battery fire test.

Figure 7. HRRs of mass loss rate & oxygen consumed during 
battery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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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나 폭발의 경우 

배터리의 충전상태에 따른 화재특성과 위험성을 산정하기 

위해 기초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콘 칼로리미터를 이용

하여 열방출률 측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서 두 번의 연소

구간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초기 연소구간은 배

터리의 외부 및 일부 가연가스가 연소한 것으로 최고 열방

출율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연소구간은 폭발이 있

기 전에 가연성 증기가 누출되어 시험공간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점화가 발생하여 압력을 동반한 연소가 발생하는 

부분 예혼합화염의 특성이 존재한다. 이 때 질량 감소율로 

부터 산정된 에너지 방출율과 산소소모율에 의한 열방출율

을 산정할 수 있다. 질량감소율에 의한 에너지 방출율은 매

우 좁은 폭을 가지고 있고 매우 큰 최대값을 보이고 있는

데 이러한 특성은 모든 질량감소가 반응에 참여한다는 가

정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빠른 시간에 피크 값을 보이는

데 이는 화학반응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실

험 결과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모드를 파악하고 위험성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표 물리량인 열방출율을 비교 

산정하여, 향후 배터리 화재의 방지 및 소화를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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