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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차전지는 저장된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적 반

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일차전

지와 달리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친환경에

너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 리튬 이온 이차전지는

리튬이 가볍고, 에너지 준위가 높고, 에너지 밀도

가 높아서 동일 공간 내에서 다른 전지대비 에너

지 효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1) 노

트북, 파워툴, 휴대폰등과 같이 전력 소모가 많은 

휴대용 전원으로 사용되는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리튬은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화학원소로 기호

는 Li 이고, 원자번호는 3 이다. 리튬 이온 이차전

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기억 효과가 없으며 자

가 방전율이 다른 이차전지 보다 낮다는 장점과 

비정상적인 조건하에서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단

점이 있다.(2,3) 

리튬 이온 이차전지는 전해질의 상태와 형상에 

Key Words: Cylindrical Li-ion Cell(리튬이온 원통형 이차전지), Center Pin(센터핀), Free Fall(자유낙하), Cycled 

Cell(연속적인 충/방전이 진행된 전지) 

 

초록: 원형 리튬 전지는 노트북, 파워툴이나 전기 자동차와 같이 고용량/고율 방전이 필요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차전지 중의 하나로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센터 핀은 원형 리튬 전지 내에 가스 분출 채널 확보를 위해 젤리-롤 중심홀이 

충/방전 중 좁혀지는 것을 방지하고, 낙하 충격 시 완충 작용으로 분리막 손상을 방지하여 내부 단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센터 핀의 중요한 역할들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센터 핀 유/무에 따른 2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나는 연속 50 회 충/방전 싸이클 

후의 젤리-롤 중심홀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UL 표준 기준에 의한 자유 낙하 충격 실험을 통한 젤리-

롤 내 분리막 손상에 의한 내부 단락 여부이다. 이러한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원형 전지의 센터  

핀이 안전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 cylindrical secondary Li-ion cell is a device in which stored chemical energy is converted to electrical 

energy via an electrochemical reaction. These cells are widely used for applications that require high capacity and rate 

power, such as notebooks, power tools, and electric vehicles. The role of a center pin is to retain the channel for gas 

release, preventing blockage of the hollow of the jelly roll during a charge–discharge cycle, and to prevent an internal 

short circuit for tearing of separator under mechanical free fall. In this paper, two experiments are conducted with and 

without the center pin to experimentally verify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center pin. The first experiment is a 50-

cycle charge–discharge cycle test, and the second is a free fall test conducted according to the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standards. Based on these experiments, we demonstrate that the center pin in a cylindrical cell is a 

very important component in terms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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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원형, 각형 그리고 폴리머 이차전지로 분류

되는데, 그 중에서 원형 리튬 이온 이차전지(이하 

원형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이용하며, 형상이 원

형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노트

북, 파워-툴과 자동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폴리머 이차전지는 고체 전해질을 이용하여 제조 

공정이 복잡하여 비용이 높지만 안전성이 매우 우

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원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 

원형 전지의 원리는 Fig. 1 에서 보여주는 것처

럼 리튬이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충전 

시에는 리튬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되며, 반응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방전 시에는 음극

에 저장된 리튬이 양극으로 이동하며, 반응식 (2)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파워 툴과 자동차와 같

이 고출력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방전 시 이온 

이동성(Ion mobility)에 의해 저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온도 상승 때문에 연속적인 충/방전(이하 싸

이클) 시 용량 저하 현상(Fading phenomenon)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온의 

이동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LiCoO2 → Li+1-x + LixCoO2 +e
-  (1) 

C6 + xLi
+ + xe- → LixC6   (2) 

LiCoO2 + C6 ↔ LixC6 + Li 1-x CoO2  (3) 
 

반응식 (3)은 양극재 LiCoO2를 사용하는 리튬이

온 전지의 충/방전을 표현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안전성 때문에 양극재에 망간 스피넬을 첨가하거

나 양극재로 NiMnCo를 사용하고 있다. 

원형 전지의 구조는 Fig. 2 에서 보여주는 것처

럼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으로 구성된 원재

료와 캔, 안전벤트,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가스켓, 양극단자, 음극단자, 센터 

핀(Center pin)등으로 구성된 안전장치들로 만들어

진다. 여기서, 양극, 음극과 분리막을 원형으로 

말아서 만든 형상을 젤리-롤(Jelly roll)이라고 부르

며, 젤리-롤 중심부 홀에는 센터 핀이 들어가 있

는데, 그 위치는 Fig. 2의 “A” 표시부분이다. 

센터 핀(Center pin)은 원형 리튬 전지 내에 가스 

분출 채널 확보를 위해 젤리-롤 중심홀이 충/방전 

중 좁혀지는 것을 방지하고, 낙하 충격 시 완충 

작용으로 분리막 손상을 방지하여 내부 단락을 막

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이다. 원형 전지를 

제조하는 회사는 SDI, LGC, Panasonic, Sony 및 중

국업체 등이며, 각자 회사의 특성에 맞는 센터 핀

을 제작하여 원형 전지에 삽입하고 있다. 

 

Fig. 1 Principle for Li-ion secondary cell (4) 

 

 

Fig. 2 Structure for cylindrical type cell (4) 

  

본 연구에서는 원형 전지의 중요 부품인 센터 

핀에 대한 역할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

를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SDI 와 LGC 에

서 생산된 원형 전지를 이용하였다. 원통형 전지

의 크기는 18650 으로 표현되며, 외경 Ф18 mm, 

높이 65 mm 이다. 센터 핀은 직경 Ф3 mm, 길이 

50 mm 이고 두께 0.1t 의 강재로 만들어져 있다. 

실험은 충방전기를 이용한 50 회 싸이클과 UL 표

준에 명시되어 있는 9.1 kg의 충격 물체를 610 mm 

높이에서 원형 전지에 자유 낙하시키는 방식을 적

용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원형 전

지의 센터 핀이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 검증하였다. 

2. 충/방전 실험 

2.1 충/방전 실험 방법 

원형 전지에 대한 싸이클 실험을 위해 ToyoTM

사의 충방전기를 사용하였으며, 기본 충/방전 조

건은 다음과 같다.  
 

Charge : 4.2V(SOC 100%), 0.8C, 100mA cut of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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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 0.8C, 3.0V cut off   (5) 
 

여기서, 충전 조건은 정전류(CC)와 정전압(CV) 

방식을 사용하였고, 방전 조건은 정전압(CV) 방

식을 사용하였다. 충전 조건 중 4.2V 는 충전 상

태(SOC) 100%를 의미하며, 그 보다 높은 4.25V, 

4.3V 과 같이 표현되는 전압은 과충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방전 조건 중 0.8C 와 같이 C

로 표기되는 것은 충/방전 속도(C-rate)를 의미하

며, 이러한 충/방전 속도는 1 Ah 용량의 에너지를 

1시간 동안 소모할 수 있는 양을 1 C로 표현한다. 

충전 조건 중 100 mA cut off는 충전 종료 전류를 

의미하며, 종료 전류를 낮출수록 용량은 더 높아

지지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방전 조건 중 

3.0 V cut off는 방전 종료 전압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보다 더 낮은 전압으로 방전하면 원통형 전지의 

효율이 나빠지고, 방전 종료 전압을 0.0 V까지 낮

게 설정하면 과방전(Overdischarge)되어 음극 계면

이 붕괴되어 원형 전지의 수명이 제로가 되어 추

가 싸이클이 불가능하게 된다. 

 

2.2 충/방전 실험 결과 

충/방전 조건 (4)와 (5)를 이용하여 50 회 싸이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목적은 싸이클 진행에 

따른 젤리-롤 중심부 홀 막힘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실험 전/후의 센터핀 형상을 비교하기 위해

서 Fig. 2 의 B-B’ 단면 방향으로의 CT 촬영 방법을 

이용하였다. Fig. 3 은 원형 전지의 젤리-롤 중심부 

홀 막힘 현상과 충전 속도 및 충전 상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50 번째 싸이클에서 CT 로 단면을 촬

영하여 보여주고 있다. 동일 조건에서의 비교를 위

해 주변 온도를 5 ℃로 고정하였고, 방전 속도는 

0.8 C 로 고정하였다. 50 회 싸이클 진행 후 CT 로 

단면을 촬영한 결과, 충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또는 

충전 상태가 높을수록 젤리-롤 중심부 홀 막힘 현상

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CT Image for 50th cycled cell at temp. 5℃ 

특히, 충전 속도 1.0 C와 충전 상태 4.3 V를 보

면, 초기 상태의 젤리-롤 중심부 홀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막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싸이클이 진행되면서 용량이 줄어드

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양극의 부반응 (Side 

reaction)에 의한 것으로 충전 상태가 높아지면서 

과충전에 의한 용량 저하가 심하게 발생된다고 알

려져 있다.(6,7) 

그리고, 싸이클에 따른 용량 감소의 또 다른 원

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젤리-롤 중심부 홀의 변형이

라고 판단된다. Lee 등(8)은 원형 전지를 이용하여 

젤리-롤의 수축/팽창에 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팽창 시 젤리-롤 외부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 스트레스는 젤리-롤 중심부로 전달되고 이

로 인해 젤리-롤 중심부의 변형이 발생된다는 것

을 LS-Dyn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그

리고, 젤리-롤 중심부 홀이 변형된다는 것은 싸이

클 진행 중에 충전 시에는 리튬이 음극으로 이동

하기 때문에 음극 전극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방전 시에는 그 반대가 되어 양극 전극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동일하지가 않다. 이

유는 양극과 음극의 공극률(Porosity) 때문이다. 이

러한 싸이클 중 발생되는 전극의 스트레스로 인해 

양극과 음극에 손상이 발생하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 핀이 

원형 전지에 삽입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

해 센터 핀을 삽입하여 50 회 싸이클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 와 같다. 센터 핀 유/

무에 따른 젤리-롤 중심부 홀 막힘 현상을 확인하

기 위해 온도를 변수로 하여 온도에 따른 센터핀 

유/무의 영향성을 보게 되었으며, 충/방전 조건은 

(4)와 (5)를 적용하여 싸이클을 진행하였다. Fig. 4

를 보면, 센터 핀이 삽입된 원형 전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젤리-롤 중심부 홀 변형이 작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CT Image for 50th cycled cell at SO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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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센터 핀이 젤리-롤 중심부 홀 변형량의 일

부를 스스로가 변형되면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센터 핀이 변형되면서 젤리-롤 중심부 홀

이 더 이상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 에서는 충전 속도 및 전압에 의한 젤리-롤

의 변형도 중요하지만 주변 온도에 의한 젤리-롤 

중심부 홀 막힘 현상을 확인해 보았다. 

이에 충/방전 조건은 (4)와 (5)를 적용하였으며, 

온도를 저온(5℃), 상온(23℃) 그리고 고온(60℃)으

로 변경하여 젤리-롤 중심부 홀의 변형 정도를 

CT 로 확인하였다. Fig. 4 를 보면, 온도가 상승하

면서 젤리-롤 중심부 홀 변형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온보다 저온에서 싸

이클에 의한 젤리-롤의 원주방향 수축과 팽창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저온 

환경이 원형 전지에는 악조건이라는 의미도 된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원형 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 센터 핀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3. 충격 실험 

3.1 충격 실험 방법 

원형 전지가 충격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내부 단락(short circuit)에 의한 발열이 발생하고, 

이것이 발화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Q = I2·R·t            (6) 
 

여기서, Q 는 열량, I 는 전류, R 은 저항이며, 

t는 시간을 나타낸다. 충격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

건이 발생할 경우, 원형 전지 내부에서 분리막이 

손상되게 되고, 이로 인해 양극과 음극이 단락되

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분리막이 외력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 
 

 

Fig. 5 Schematic system for Impact tester 

는다면 원형 전지는 비정상적인 환경하에서 안전

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리막은 리튬 

이온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충분한 공극률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기계적 강성을 증가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충격 시 원형 전지의 단락

에 의한 발열 및 발화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센

터 핀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충격 실험은 정확한 판정을 위해 UL 표준(5)으

로 진행하였으며, Fig. 5 는 UL 에서 제공하는 실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 방법을 간략히 서

술하면, 원형 전지를 Fig. 5 와 같이 평면에 올려 

놓고, 원형 전지 중심 위에 15.8 mm 직경의 긴 

막대를 올려 놓는다. 그리고, 9.1 kg 의 강재로 된 

충격 물체를 610 mm 높이 위에서 자유 낙하시키

면 된다. 충격에 의한 원형 전지 내/외부의 현상

을 확인하기 위해 전압과 온도는 실시간으로 측정

하였으며, 실험 전/후에 충격 부위의 외경을 마이

크로 미터로 측정하여 변형량을 기록하였다. 

리튬 이온 전지는 과충전, 과방전, 못관통(nail 

penetration), 분출(projectile), 충격등과 같은 비정상 

조건하에서 온도 상승에 의한 발열이 발생하고 이

것이 발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비정상 조건하에서의 열적 안정성 개선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져 오고 있다.(9~11) 그로 인해 전

기화학적 반응에 의한 열적 안정성은 많은 진전을 

보였지만 충격에 의한 내부 단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발열이 발생하는 등의 기계적 반응에 의한 

열적 안정성 개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형 전지가 낙하 충격을 받았을 

때 센터 핀 유/무에 의해서 단락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3.2 충격 실험 결과 

낙하 충격에 의한 충격 실험을 UL 표준에 의해

진행한 결과, 센터 핀 유/무와 상관없이 단락(short 

circuit)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즉, 국제 규정 조

건은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은 충

격 실험 전/후에 대한 원통형 전지의 단면을 CT

로 촬영한 것이며, 센터 핀 유/무에 따라 변형량에

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에서 보

면, 센터 핀이 삽입된 원형 전지의 변형량은 6.61 

mm 인데 반해 센터 핀이 미삽입된 원형 전지의 

변형량은 6.92 mm 이다. 즉, 센터 핀이 미삽입된 

원형 전지가 0.31 mm 정도 더 변형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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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d)를 보면, 충격에 의해 

센터 핀이 눌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격 

시 센터 핀의 변형에 의해 젤리-롤 중심부 홀의 

변형이 줄어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충격에 의한 원형 전지의 발열이 전혀 없었기 때

문에 센터 핀의 효과를 확인할 수 는 없었다. 그

래서, UL 표준인 610 mm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Fig. 7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형 셀에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 Deformation values for cylindrical cell 

Impact height 
w/o center pin 

(h1-h2) 

w/ center pin 

(h3-h4) 

560 mm 6.69 mm 6.46 mm 

610 mm 

(UL Standard) 
6.92 mm 6.61 mm 

660 mm 7.15 mm 6.85 mm 

 

 

 

Fig. 6 CT Image for tested cell at height 610mm 

 

 

Fig. 7 Assembled image for damaged cell 

Table 1 을 보면, 충격 물체의 높이가 560 mm, 610 

mm 그리고, 660 mm 에서 낙하되었을 때, 원형 전지

의 변형량을 기록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에

서 센터 핀 유/무에 따른 변형량을 보면, 센터 핀을 

삽입함으로써 원형 전지의 젤리-롤 중심부 홀 변형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 물

체의 높이를 660 mm로 높여서 실험한 후 센터 핀 유

/무에 따른 거동의 차이를 보여서 원형 전지를 분해

하였으며, 그 사진이 Fig. 7에서 보여지고 있다.  

Fig. 7 을 보면, 센터 핀이 미삽입된 원형 전지

는 충격에 의해 분리막 뿐만아니라 충격 부위의 

젤리-롤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대면적 단락이었기 때문에 발화가 아

닌 발열만 발생하였다. 센터 핀이 없는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원형 전지의 내부가 찢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찢어지면서 국부적

인 단락이 발생하였다면 순간 발열에 의해 발화로 

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센터 핀이 삽입된 원형 전지의 경우는 

센터 핀의 변형만 발생했을 뿐 분리막 손상이 거

의 없었으며, 단락에 의한 온도 상승도 전혀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자세

히 논하도록 하겠다. 

4. 고 찰 

충격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단락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원형 전지의 발열 및 발화 모드

에 대해서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락

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은 3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락(short circuit)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Fig. 8 Profiles for teste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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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이다. 즉, 원형 전지에 충격이 가해지면 센터 

핀이 충격을 흡수하고 분리막이 충격에 충분히 강

할 경우이다. 그러면, 원형 전지는 전혀 발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전 상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Fig. 7(a)가 이러한 모드에 속하며, 실험 결과 그래

프는 Fig. 8(a)와 같다. Fig. 8(a)를 보면, 충격 후 

원형 전지의 전압이 4.2 V로 정상적인 싸이클이 

가능한 상태이다. 즉, 이러한 첫번째 모드의 경우 

에너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국부적인 단락(Local short circuit)에 의

해 발화가 되는 모드이다. Fig. 8(b)는 이러한 모드

를 대표하는 그래프로서 온도가 460℃ 이상 상승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면적 단락(Large scale short circuit)

에 의한 발열 모드이다. Fig. 8(c)가 이 모드에 속

하며, 그래프는 Fig. 7(b)의 실험 결과에 대한 것이

다. 이 모드는 대면적 단락이 발생하여 발열이 발

생하였고, 전압이 0 V 가 되어 추가적인 싸이클은 

불가능하지만 발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5. 결 론 

싸이클 및 낙하 충격 실험을 바탕으로 원형 전

지의 센터 핀이 안전성 측면에서 미치는 현상에 

대한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일 온도(5℃)에서 50 회 싸이클 실험 결과, 

충전상태 100 % 인 4.2 V 에서보다 과충전 상태인 

4.3 V 일 때, 젤리-롤 중심부 홀 막힘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2) 동일 충전상태 4.2 V 에서 온도에 따른 50 

회 싸이클 실험 결과, 고온(60℃)보다 저온(5℃)에

서 젤리-롤 중심부 홀 막힘 현상이 더 심하게 나

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3) 센터 핀 유/무에 따른 50 회 싸이클 실험 결

과, 센터 핀이 싸이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젤리-

롤 중심부 홀 막힘 현상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4) 원형 전지를 충전상태 4.2 V 에서 센터 핀 

유/무에 따라 자유 낙하에 의한 충격 실험 결과, 

센터 핀이 충격과 같은 비정상조건하에서 충격을 

일부 흡수하여 분리막의 크랙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원형 전지의 발화 및 폭발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5) 결론적으로 원형 전지에 있어서 센터 핀은 

젤리-롤 중심부 홀에 위치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비정상적인 조

건하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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