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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ttery pack in this research consists of dozens of a small battery for energy storage. And this battery pack charges

and discharges repeatedly at high capacity (25 ~ 50 V, 25 ~ 100 A). The high temperature which can be generated in this

process has a bad effect to the lifetime and efficiency of batteries. Moreover these factors are related with maintenance

cost. Therefore, we need to assess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battery pack in advance using the experimental or

numerical analysis.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voltage and surface temperature of one cell battery to calculate heat

transfer using the numerical analysis. And the temperature of the battery surfaces and inside of the pack was also analyzed.

As a result, we found out the appropriate pack structure which stacked five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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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휴대 전화나 노트북 PC, 캠코더 등 고성능 휴

대용 기기가 계속 상품화 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를 소

형화하는 핵심 부품의 하나인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

슈이다. 즉, 기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위하여 전지를 가

급적 작고 가볍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지 소형화,

경량화 만으로는 기기의 작동 시간이 문제가 된다. 따

라서 긴 동작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 에너지

밀도화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

정된 셀(cell)의 크기 안에 에너지 밀도만을 높이기 위

하여 셀을 설계하면 어느 한계점 이상 출력을 낼 수 없

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요즘은 단일 셀의 출력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검증된 여러 개의 셀을 묶어 하

나의 팩의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출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의 특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 에너지 밀도의 배터리를 과도하게 방전

혹은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에 악형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여러 셀이 묶여 있는 배터리 팩에서의 발열

문제는 배터리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1-2].

본 연구는 하나의 셀(cell)에서와 패키지(packaging)

상태에서의 배터리 표면 온도 해석 및 팩 내부의 열유

동 해석이 주 목적이다. 배터리에 대한 전기화학적 반

응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은 여러 개의 배터리를 연결한

팩을 해석하기에는 해석시간 및 비용이 매우 많이 소

모된다. 따라서 먼저 하나의 셀에서의 전기화학적 해석

을 통하여 배터리 표면 온도를 도출한 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팩 내부 및 표면의 온도 해석을 수행하

였다. 전기화학적 내부 반응을 고려한 해석에는 상용

패키지 프로그램인COMSOL4.1을 사용하였고, 팩의

온도 해석은 Star-CCM+ 7.06를 사용하였다[3-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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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의 신뢰성은 각각 배터리 방전

및 방전시 표면 온도에 대한 실험 결과와 비교 및 검증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석결과를 기반으로 제품

의 제작에 앞서 현 설계 시스템의 열적 성능을 평가하

였다. 

2. 수치적 모델

2.1. 단일 배터리 해석

Fig. 1.은 Li-ion 배터리의 개념도를 보여 준다. Li-

ion 배터리는 음극(anode), 분리막, 양극(cathode)으로

구성된다. 각 전극은 활물질, 충전재, 폴리머 결합재,

그리고 전해질(electrolyte)로 구성된다. 음극과 양극의

활물질로는 graphite MCMB2528과 LiyMn2O4가 주로

사용된다.

전해질은 Propylene carbonate (PC, 10%vol), Ethylene

carbonate(EC, 27%vol), 그리고 Dimethyl carbonate

(DMC, 63%vol)의 혼합물이며 LiPF6이 섞여 있다. 다

공성 분리막은 액상 전해질과 p(VdF-HVP) 로 구성되

어 있다. 여기서의 전기화학적 반응식은 식(1)과 (2)와

같이 표현된다.

(1)

[at anode/electrolyte interface]

(2)

[at cathode/electrolyte interface]

Li-ion 배터리는 7가지 지배 방정식에 의하여 시간

변화에 대한 특성값이 결정된다. 특성값은 전압, 전류

의 비선형적인 값과 시간과 위치에 대한 전지 안에서

의 용해액과 전극의 상, 농도, 반응률, 전류밀도이다. 

단일 배터리 해석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a. Potential in the electrolyte

(3)

b. Potential in solid

(4)

c. Transport in the electrolyte

(5)

d. Transport in solid

(6)

e. Reaction rate

(7)

f. Current balance

(8)

g. Energy balance

(9)

2.2. 배터리 팩 내부의 열유동 해석

배터리 팩 내부의 열유동 해석은, 여러 개의 배터리

가 연결 되어 동작할 때 좁은 공간에 열이 정체되어 온

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알아 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단일 배터리 해석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열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배터리가 패키징 되었을

때의 온도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를 위한 지배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10)

식(10)의 연속방정식은 유동에 대해 적용되는 연속

방정식의 형태이다. 생성항 Sm은 자체적으로 생성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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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Li-ion battery.



에너지 저장용 Li-Ion 배터리 팩의 열적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103

Journal of KSDT Vol. 13, No. 1, 2014

나 소멸되는 질량을 나타낸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Sm

= 0으로 계산하였다.

(11)

(12)

식 (11)에서 p는 정압, τij는 응력 텐서(Stress Tensor)

이다. 응력 텐서는 식 (12)와 같다. Si는 생성항으로 계

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3)

식 (13)은 정상 저속 유동에 관한 에너지 방정식이다.

h는 엔탈피, k는 열 전도율, T는 온도, Sh는 생성항으로

단위체적당 열 발생률을 나타낸다.

 

2.2.4 난류 모델

본 연구에서 유동의 난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k−ε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k−ε모델은 공학 문제에서 일

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본 연구와 같이 단순한 난류

모델에 적합하다. 이 모델은 k와 ε에 대한 두 개의 수

송 방정식을 갖는다.

- Transport equation of k

(14)

- Transport equation of ε

(15)

3. 단일 배터리 방전

3.1. 물리적 모델 및 경계조건

Fig. 2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를 나타낸 것이

다. 배터리는 표준 18650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였다.

Fig. 3.은 해석을 위하여 배터리 단면을 모델링 하여,

격자를 생성하고 경계조건을 표시한 그림이다. 경계조

건은 초기 온도, C-rate, SOC(State of Charge) 등이다.

초기 온도는 298.15 K, 방전율은 1 C, 초기 SOC는

100%로 가정한다. C-rate는 1 시간율로 나타낸 전지의

정격용량(Capacity)으로 단위는[Ah]이다. 1 C의 충전

(방전) 율이란 1시간에 전지를 완전 방전상태(완전 충

전 상태)에서 만충전/만방전 할 수 있는 충전전류의 크

기이다[5]. 배터리 용기의 물성은 강(steel)을 사용하였

다. 배터리 표면의 경계 조건은 챔버 내 공기와 접촉하

고  있다고 가정하여, 열저항 값은 0으로 계산하였다.

3.2. 결과 및 검증

수치 해석 및 실험은 동일 조건에서 1 C로 약 3000

초간 방전하면서 전압 및 표면 온도를 측정하였다. 결

과의 분석은 실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오차

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판단한다. 식 (16)은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식이다. x

는 오차값, m은 오차의 평균, n은 데이터의 개수이다. 

(16)

Fig. 4는 3000초간 1C로 방전할 때 전압 및 온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단, x축은 시간이고 단위는 초(s),

y축은 전압(a) 및 온도(b)이고 단위는 각각 Volt(V) 및

Kelvin(K)이다.

처음 전압은 4.2 V로 동일하며 3000초에서의 최종

전압은 시뮬레이션 값이 3.24V, 실험값이 2.99 V 로 약

0.25 V 차이가 발생하였다. 100초 단위로 30개의 데이

터를 추출하여 오차의 표준편차를 계산하면 σ =

∂
∂xi
------ ρujui τij–( )

∂p
∂xi
------+Si–=

τij μ
∂ui
∂x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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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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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hotograph of a Li-ion battery, the left two

photos are the top and bottom of the battery.

Fig. 3. Boundaries and generated grid of Li-ion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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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53임을 알 수 있다.

초기 온도는 상온으로 맞추어 놓은 챔버의 온도

(298.15 K)로 일정하나 최종 온도는 시뮬레이션 값이

300.7 K, 실험값이 300.06 K로 약 0.64 K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준 편차는 σ = 0.234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단일 배터리의 수치해석은

충분한 신뢰성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터리의 발열량은 엔트로피 변화에 의한 값과

Joule heating에 의한 값으로 결정되며 식 (17)과 같다.

(17)

식 (17)에서 구해진 값으로부터 열유속(heat flux)을

계산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단위 Packaging 방전

4.1. 다중 배열 배터리 해석 (20 개)

4.1.1 경계조건

20개의 배터리 배열 해석의 목표는, 여러 개의 배터

리가 배열되었을 때 전체적인 온도 분포가 어떻게 나

타나는가를 보는 것이다. 단일 배터리 해석의 경우와

내부, 외부 조건은 동일하며, 빠른 해석을 위하여 단일

배터리에서 해석한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해석하

였다. 

4.1.2 결과 및 신뢰성 검증

Fig. 5는 수평 방향으로 20개의 배터리를 배열한 경

우에 방전율 0.5 C ~ 2.0 C의 해석결과이다. 각 방전율

에서 최고 온도는 31.014oC, 39.422oC, 49.407oC,

54.744oC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일 배터리 해석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 하

였으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6

과 같이 실험을 진행한 후, 실험 결과와해석 결과를 비

교하였다. 온도 측정의 위치는 Fig. 7과 같으며, 각 방

q· i V0 V– T
∂V0

∂T
--------–⎝ ⎠

⎛ ⎞
=

Fig. 4. Voltage (a) and temperature (b) curves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Table 1. Heat flux of battery surface at each C-rate

0.5C 1C 1.5C 2C

Heat flux (w/m2) 2 5 12 30

Fig. 5. Surface temperature result of multi array analysis,

(a) C-rate = 0.5 C, (b) C-rate = 1.0 C, (c) C-rate =

1.5 C, (d) C-rate = 2.0 C.

Fig. 6. Battery temperature test.

Fig. 7.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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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 별로 평균값을 구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4개의 방전율에 대하여 실험값과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 조건과 시뮬레이션

조건이 같아지도록 실험이 이루어진 챔버를 모델링하

였다. 챔버 내부의 온도는 실온(25oC)으로 하였고, 냉

각은 외기의 강제 유입이 없는 자연 대류 상태로 하였

다. 시뮬레이션과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 평균오차가

0.036, 즉 약 3.6%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뮬레이션

은 충분한 신뢰도를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4.2. Packaging model

Fig. 8에 packaging이 되어 있는 20개의 수평방향 배

열의 모델과 격자를 나타내었다. Pack은 챔버 내부에

놓고 모델링 하였다. 

Fig. 9는 Fig. 8의 모델에 대하여, 각 방전율에서 해

석한 결과이다(최고 온도는 Table 2 참조).

Fig. 9의 결과로부터, 모든 방전율에서 공통적으로

팩 중심부에 열이 집중되는 구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0.5 C에서는 염려하지 않을 만큼의 온도 증가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1.0 C 이후의 방전율로 갈

수록 집중되는 열의 온도가 점점 상승함을 알 수 있고

최대 방전율(2.0C)에서는 최고 온도가 100oC가 넘어가

는 결과를 얻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온도 정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배터리의 과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방된

부분을 Fig. 10과 같이 배터리의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존 모델보다 확장시켜 해석을 수

행하였다. Fig. 11은 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Table 3는 각 방전율 별로 개선된 온도를 나타낸 것

이다. 이를 통하여 개선된 packaging이 기존 packaging

에 비해 방열효과가 보다 좋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packaging에서 문제가 되었던 온도 정체 현상도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 적층된 Pack의 방전

Fig. 12는 20개의 배터리를 1 pack이라고 정의하였

을 때, 2 × 2로 배열하여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듈을 적층하여 최상단과 최하단의

온도 차이가 5oC가 넘지 않는 층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배터리 팩은 앞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Packaging에 추가로 강(Steel) 재질의 커버를

사용한다. 따라서 커버를 씌운 모델을 해석하기에 앞서

모듈만 적층 시킨 모델을 해석하고 적절한 층 수를 도

Table 2. Verification of reliability                (Unit:oC)

C-rate 0.5C 1.0C 1.5C 2.0C

Analysis results 29.236 35.198 42.319 51.811

Experimental 

results
28.140 33.786 42.616 49.068

Error 0.039 0.042 0.007 0.056

Averaged Error 0.036

Fig. 8. Modeling and generated grid of packaging for

analysis.

Fig. 10. The pack modeling (a) Previous model, (b) Revised

model.

Fig. 9. Result of Packaging analysis, (a) C-rate = 0.5 C,

(b) C-rate = 1.0 C, (c) C-rate = 1.5 C, (d) C-rate

= 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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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각 3, 5, 7개의 모듈을 수직으로 적층하여 최

상단과 최하단의 온도차이를 비교한 것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단, 적층 해석은 방전율 1.0 C에서만 수행

하였다.

Table 4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시뮬레이션 상으로

는 모듈이 5개일 때가 적층의 한계라고 판단된다. 하지

만 이 해석결과는 커버를 씌우기 이전이고, 커버의 영

향으로 인해 열이 갇히는 현상 등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개가 적합한 층의 한계라고 판단하기엔 이르

다. 따라서 커버를 씌운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

고, 최종적으로 적층된 팩의 열적 성능 평가를 하였다.

Table 5는 커버의 재질에 대한 물성 조건이다.

Fig. 13에 모듈 5층에 커버를 씌운 모델과 격자를 나

타내었다. Fig. 14는 해석결과이며, Table 6에 최상단과

최하단의 온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앞서 예상했던

대로, 커버를 씌운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온도

차가 보다 더 발생하였고, 그 수치가 5oC 이상 됨으로

써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Fig. 11. Results of Packaging analysis (Revised model), (a) C-rate = 0.5 C, (b) C-rate = 1.0 C, (c) C-rate = 1.5 C, (d)

C-rate = 2.0 C.

Fig. 12. Modeling of 1 module.

Table 3. Comparing the maximum temperature (Unit:oC)

C-rate 0.5C 1.0C 1.5C 2.0C

기존모델 36.589 60.031 83.723 103.19

개선모델 30.711 39.435 50.462 63.976

감소량 5.878 20.596 33.261 39.214

Table 4. Temperature at top and bottom        (Unit:oC)

Number of 

Module
3 5 7

Temperature at 

the top
36.123 36.828 39.824

Temperature at 

the bottom
32.577 32.459 34.362

ΔT 3.546 4.369 5.462

Table 5. Property of steel

Property Value

Density 7.87 g/cc

Specific heat 0.11 kcal/kg-oC

Thermal conductivity 57 kcal/m-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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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적층된 배터리 팩의 시제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몇

단계를 거쳐 열적 성능 평가를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

서, 방전 곡선과 표면 온도 곡선 데이터를 통하여 표준

오차 0.23범위 내에서 배터리의 수치해석 모델을 수립

하였고, 단일 배터리의 해석 결과의 신뢰성 검증을 통

하여 팩 해석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20개의 배터리 배열에서의 실험 데이

터와 해석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신뢰성을 검

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pack이 가지고 있던 온도정

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디자인을 변경하

였고, 이를 시제품 제작에 반영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개선된 팩을 적층 하였을 때의 온

도 분포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Casing한 배터리 팩 주변 대기 온도가

25oC로 유지되는 환경(Chamber)에서 내부 팩 최상단

과 최하단의 온도 차이가 5oC 미만이 되는 것을 목표

열적 성능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배터리 팩의 최상단과

최하단의 온도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

면 내부 팩 유동의 온도 제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5개의 모듈로 적층을 했

을 시 5oC를 초과하여, 목표한 열적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목표치에 근접한 결과를 얻었고, 이에 따라

차기 연구에는 적층의 개수를 감소시키거나, 팩 내부에

별도의 공랭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목표 열적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omenclature

Φ2 Potential in the electrolyte

κ In porous media, the conductivity is corrected

by the Bruggeman relation

R Universal gas constant Temperature

T Temperature

F Faraday’s Number

Transference number of species I with respect

to the solvent velocity

Mean molar activity coefficient of an electro-

lyte 

C Salt concentration in the electrolyte

I Total current density in the cell

i2 Current density in the electrolyte

Φ1 Potential in the solid

σ Electronic conductivity of the bulk solid

ε Volume fraction

D Salt diffusion coefficient

ci Concentration of species i

z+v+ Charge balance for a binary electrolyte

vi Moles of ion I

αji Rate of production of species i per unit vol-

ume

r Radial position across a spherical particle

Ds Diffusion coefficient of lithium in an insertion

electrode

j Total flux due to reaction

αa,s Transfer coefficient describing between anode

αc,s cathode and electrolyte

in Transfer current normal to the surface of the

active material 

U Thermodynamic potential measured with

respect to a lithium reference electrode 

Cp Heat capacity

ti
+

f  ±

Fig. 13. Modeling of 5 modules with steel cover.

Fig. 14. Temperature results at top and bottom of the pack.

Table 6. Temperature at top and bottom        (Unit:oC)

Number of Module 5

Temperature at the top 39.824

Temperature at the bottom 34.362

DT 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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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Thermal conductivity

η Voltag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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