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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attery heat management is essential for high power and high energy
battery system because it affects its performance, longevity, and safet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temperature of the 18650 Lithium Ion Battery Module
used in a Energy Storage System (ESS) and the cooling method to minimize 
cell-to-cell temperature variation of battery module. For uniform temperature dis-
tribution within a battery module, the flow direction of the coolant in a battery 
module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 interval, and studied the effect 
of the cooling method on the temperature uniformity in a battery module which
includes a number of battery cell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bi-direc-
tional battery cooling method can effectively reduce the cell-to-cell temperature 
variation compared with the one-directional battery cooling. Furthermore, it is al-
so found that bi-directional battery cooling can reduce the maximum temper-
ature in a battery module.

Key words : 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저장시스템), 18650 Li-ion battery(18650
리튬이온 배터리), Battery Module(배터리 모듈), Air cooling(공랭), Thermal
management(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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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의 발달과 소득의 증대에 따른 전기용품 사

용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

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1-3). 하지

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는 계절, 지역 및 기후

변화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출력 변동성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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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위해서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

한 시기에 전력을 선택적․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에

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

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에서는 양수발전이

나 플라이휠을 사용하기보다 대용량 2차 전지를 

사용하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이 사용되고 있다4).

2차 전지는 사용 후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MW급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에

서 사용 가능한 2차 전지는 납축배터리, NaS배터

리,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리튬이

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 전압이 높고(3.6 

V), 충·방전 특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길고 자가 

방전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

다5-7). 하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방전 시 높은 온도 및 과충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열관리가 

되지 않은 배터리 모듈(battery module)은 배터리

의 내구성과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시

스템이 요구하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8,9). 게다가 에너지 저장장치나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높은 용량과 출력을 위해 수백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을 직․병렬로 연결하여 사용

하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셀 간 온도 편차를 줄

이지 못하면 배터리 셀 간 온도 편차로 인해 사용 

가능한 배터리 셀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모듈을 교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냉각 시스템은 배터리 모듈을 적정온도 범

위 내에서 사용하고, 셀 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핵

심 역할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셀의 온도 편차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Mahamud 등은 

2-D CFD로 왕복 냉각 공기를 이용한 배터리 셀들

의 온도 편차 저감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10). 

Mahamud 등에 의하면 공기의 왕복 냉각 방법으로 

배터리 모듈에서 셀들의 온도 편차는 4℃ 감소하

고, 최대온도는 1.5℃ 감소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Li 등은 배터리 모듈에서 배터리 셀들의 온도 편

차를 고려한 공랭식 시뮬레이션 CFD 모델을 개발

하였으며11), Wang 등은 배터리 모듈에서 냉각 팬

(Fan)의 위치를 변경하여 배터리 셀의 온도 편차 

효과를 분석하였다12). 또한, Pesaran 등은 다양한 

배터리 냉각 방식을 소개하였다13). 그들은 결과적

으로 배터리 모듈의 온도를 0-40℃로 유지시키면

서 셀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열관리 시스템이 필

수적이라고 결론 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저장시스템에서 사용되

는 실린더 타입의 18650 리튬이온 배터리(18650 

Li-ion battery)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 내에서 셀 간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냉각 방법을 연구하였

다. 배터리의 균일한 온도 분포를 위하여, 배터리 

모듈의 냉각 유체의 유동 방향을 시간 간격에 따

라 바꾸었으며, 이에 따른 배터리 셀의 최고 온도, 

셀 간 온도 편차 등 냉각 성능에 미치는 효과를 실

험적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유동 변화 시

간 간격을 변화시켜 냉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이란 전력이 충분할 때 전기

를 저장했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심야전기를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저장

하였다가 전력소모가 심한 낮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력 사용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질 때 

발생하는 블랙아웃 사태를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지할 수 있다.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전력을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리튬전지, 납축전지 등 배터리는 사용하는 

방식과 양수발전, 플라이휠 등을 사용하는 비배터

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배터리 방식의 에너

지저장시스템은 부지 선정이 어렵고, 오랜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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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Battery module and battery rack for ESS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battery type

Specifiications Lead Acid NiCd NiMH
Li-ion

Cobalt Manganese Phosphate

Specific energy
(Wh/kg)

30-50 45-80 60-120 150-250 100-150 90-120

Internal 
resistance

Very low Very low Low Moderate Low Very low

Cycle life 
(80% DoD)

200-300 1,000 300-500 500-1,000 500-1,000 1,000-2,000

Charge time 8-16h 1-2h 2-4h 2-4h 1-2h 1-2h

Overcharge 
tolerance

High Moderate Low Low. No trickle charge

Self-discharge / 
month

(room temp)

5% 20% 30%
<5%

Protection circuit consumes 
3%/month

Cell voltage
(nominal)

2V 1.2V 1.2V 3.6V 3.7V 3.2-3.3V

Charge cutoff 
voltage (V/cell)

2.40
 Float 2.25

Full charge detection 
by voltage signature

4.2 typical 
Some go to higher V 

3.60

Discharge cutoff 
voltage 
(V/cell, 1C)

1.75V 1.00V 2.50-3.00V 2.50V

Peak load current
Best result

5C
0.2C

20C
1C

5C
0.5C

2C
<1C

>30C
<10C

>30C
<10C

Charge 
temperature

-20 to 50℃ 0 to 45℃ 0 to 45℃
Discharge 

temperature
-20 to 50℃ 0 to 65℃ -20 to 60℃

Maintenance
requirement

3-6 months
Full  discharge every 90 
days when in full use

Maintenance-free

Safety 
requirements

Thermally 
stable

Thermally stable, 
fuse protection

Protection circuit mandatory

Toxicity Very high Very high Low Low

Coulombic 
effciency

-90%
-70% slow charge
-90% fast charge

99%

Cost Low Moderate High

(Reference) batteryuniversity.com/learn/article/secondary_batteries 

간이 필요하다. 반면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

지저장시스템은 설치 기간이 짧고,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충․방전 속도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2

차 전지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이 확

산되고 있다14). 2차 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저장 용량과 출

력을 내기 위해 수백/수천 개의 배터리 셀을 직․
병렬로 연결해 배터리 모듈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2.2 2차 전지

2차 전지는 충전을 통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전

지이다. 충전이란 전기에너지를 가하여 전지를 초

기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Table 1은 2차 전

지의 종류별 특징을 나타낸다.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던 납축전지 등의 2차 전

지는 효율성이 낮고, 수명이 짧으며,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리튬 이온에 의한 전위차를 이용

하여 충․방전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

도가 높고, 출력 전압이 다른 2차 전지보다 우수하

다. 또한, 수명이 길고 자가 방전율이 낮으며, 메모

리 효과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은 분

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차 전지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

야에 많이 사용되는 삼성 SDI사의 18650 리튬이

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양방향 냉각에 대한 배터리 

모듈 실험을 수행하였다.

2.3 배터리 모듈

배터리 시스템에서 배터리 모듈의 최고 온도 및 

셀 간의 온도 편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

문에서는 냉각 실험을 위해, 배터리 셀 30개를 병

렬로 연결하여 배터리 모듈을 제작하였다. 배터리 

모듈의 냉각 방법은 주입구 1과 주입구 2를 번갈

아가면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a) 배터리 모듈과 (b) 각 방향으로 



410    18650 Li-ion battery Module의 Cell-to-Cell 온도 편차 최소화를 위한 양방향 냉각에 대한 실험적 연구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논문집 제28권 제4호 2017년 8월

Fig. 5. 3kW Programmable DC power supply and power DC 
electric loader

(a)

(b)

Fig. 2. Battery module and cooling air flow direction

Fig. 4. Honeycomb structure at the inlet of test section

Fig. 3.  The position of thermocouples in the battery module

공기가 흐를 때의 유동 방향을 나타낸다.

모듈 내의 배터리 셀 간 거리는 모두 3 mm로 

동일하며, 배터리 온도 측정을 위해 배터리 표면 

중심부분에 Omega사의 T-Type의 SA1모델 열전대

(Thermocouple)를 부착하였다. Fig. 3에서 열전대

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열전대는 NI사의 PXI

장비와 연동되어 있으며, PC에서 실시간 배터리

의 온도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10번 셀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배터리 모듈에서 냉각 공기의 일정한 유동 방향

을 위해, 주입구에 허니콤과 같은 모형을 설치하였

다. Fig. 4는 허니콤 모형을 보여준다. 모든 실험에

서 공기의 유량은 유량계와 컴프레서(compressor)

를 이용하여 100 L/min로 유지하였다.

2.4 충․방전기 및 입출력 신호

배터리의 냉각 시험을 위해 배터리 충․방전을 

실시하였다. Fig. 5에서 충․방전기를 확인할 수 있

으며, 충전기는 EMTEK사의 3 kW급 Program-

mable DC Power Supply로 구성하였고, 방전기는 

Prodigit사의 60 V-120 A Power DC Electric Loader

로 구성하였다.

충․방전기는 NI사의 PXI장비로 제어된다. 전기적 

입․출력 신호는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충전 시 

종지전압 조건 4.2 V와 방전 시 종지전압 조건 2.50 

V를 이용하여 Matlab-Simulink로 모델링하였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대 충․방전 과정에서 발열

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15), 배터리 모듈이 만충전 

또는 만방전하도록 입․출력 신호를 만들었다. 일

반적으로 배터리 전류의 크기를 C-rate로 표시하

며, C-rate를 높일수록 충․방전 속도는 빠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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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of experimental equipments and pictures of 
the experimental system and air supply system

Table 2. Specifications of 18650 Li-ion battery (Samsung SDI)

Item Specification
Nominal capacity 2,850 mAh (0.2C, 2.50 V discharge)
Typical capacity 2,850 mAh (0.2C, 2.50 V discharge)
Minium capacity 2,750 mAh (0.2C, 2.50 V discharge)
Charging voltage 4.20 ± 0.05 V
Nominal voltage 3.65 V (0.2C discharge)

Charging method
CC-CV

(constant voltage with limited current)
Charging current Standard charge : 1,375 mA

Charging time Standard charge : 3 hours
Max. charge current 2,750 mA (not for cyclelife)

Max. discharge current
2,750 mAh (continuous discharge)

8,250 mAh
(not for continuous discharge)

Discharge cut-off 
voltage

2.50 V

Cell weight (Max.(g)) 48 g

Cell dimension
Diameter(Max.) : 18.40 mm
Height(Max.) : 65.00 mm

Operating temperature
(Cell Surface 
Temperature)

Charge : 0 to 45℃
Discharge : -20 to 60℃

Storage temperature
1 year : -20-25℃

3 months : -20-45℃
1 month : -20-60℃

배터리의 발열이 크고 수명이 저하되고, 배터리의 

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차 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에서 

사용되는 0.5C-rate로 배터리 모듈을 충․방전하였다.

2.5 실험 장치 구성 

Fig. 6은 전체 실험장치 구성도를 나타낸다. 실

험 과정은 먼저 PC에서 Matlab-Simulink로 모델링

한 충․방전 신호를 PXI장비에 입력한다. PXI장비

는 이 신호에 따라 충․방전기를 제어하며, 충․방전

기는 배터리 모듈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소모한다. 

충․방전하는 동안 열전대를 통해 배터리 셀 표면

의 온도를 측정하고, PXI장비는 열전대의 온도를 

PC로 보내준다. PC를 통해 각 배터리 셀의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배터리 모듈의 주변 온도는 25℃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2.6 배터리 모듈 온도 변화 실험

2.6.1 자연대류 상태의 배터리 모듈 온도 변화 실험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배터리 냉각은 

필수적이다. 냉각 시스템이 없는 배터리 시스템은 

배터리 셀의 열 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터리 셀이 손상되고 결과적으로 시스템

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16,17). Fig. 7은 냉각 시스템

이 없는 자연대류 상태에서 배터리 모듈을 0.5C로 

3,000초 동안 충전했을 때의 온도 그래프이다.

3,000초 동안 배터리 모듈의 온도는 최대 41℃
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배터리 모듈 중앙에 있는 

셀들의 온도가 외각에 있는 셀들의 온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의 셀들이 

자연대류 효과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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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Temperature change in battery module (a) 0.5 C 
Discharge, (b) 0.5 C Charge, and (C) Temperature of inlet and 
outlet (0.5 C Charge)

Fig. 7.  Temperature change in battery module(0.5 C, 3,000 s, 
Tamb=25℃)

온도가 상승하는 배터리 모듈을 냉각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나 내구성 및 

용량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8). 특히, 리튬이

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이 잠재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한다19,20). 따라서 냉각은 리튬이온 배터

리 시스템에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6.2 기존(한 방향) 냉각 시스템에서의 배터리 모듈의 

온도 변화 실험

기존에 배터리 모듈의 냉각을 위해서는 주로 팬

(fan)을 사용하였다. 배터리 모듈을 팬으로 냉각 

할 경우, 동일한 방향의 지속적인 냉각을 할 수 있

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공기의 입구와 출구부분에 

있는 셀 간 온도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21) Fig. 8은 

0.5 C로 충․방전하면서 공기를 주입구 1에서 주입

구 2로 공급하였을 때, (a) 방전 시 배터리 셀의 온

도 분포와 (b) 충전 시 배터리 셀의 온도 분포 및 

(c) 충전 시 주입구 1과 주입구 2에서의 공기 온도

를 나타낸다.

Fig. 8(a)에서 방전 시 배터리 모듈의 최고 온도

는 주입구 2와 가까운 10번 셀에서 31℃까지 상승

하고, 셀 간 최대 온도 편차는 5℃ 차이가 발생한

다. 반면에 충전의 경우, 최고 온도는 31.6℃까지 

상승하며, 셀 간 최대 온도 편차는 6℃ 차이가 발

생한다. 그리고 (a) 방전 시와 (b) 충전 시의 온도 

변화 양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충전 시

와 방전 시 내부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발열량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험 결과와 같이 기존의 냉각 시스템 방법으로

는 배터리 모듈의 높은 온도와 배터리 셀 간 온도 

편차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없었다. 특히, 온도 편

차는 특정 위치(outlet zone)의 배터리 수명에 영향

을 끼치며,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 

따라서 배터리 모듈의 최고 온도를 낮추고, 배터리 

셀 간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냉각 유체의 방향을 일정 시간 

간격마다 변화시키는 양방향 냉각이 배터리 냉각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 모듈의 

주입구 1과 주입구 2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공

기를 번갈아가며 공급하여 양방향 냉각 실험을 진

행하였고, 전압 변화가 일정한 구간에서 온도 변

화를 비교하였다. 충전 시와 방전 시 발열량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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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Temperature change of cells in battery module (bi-drec-
tional air cooling with 5 min interval, 0.5 C discharge) (a) 0-5500 
s (b) 1000-3000 s (c) battery cell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battery module

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동 방향 변경에 따른 배터리 모듈의 온도 분포

3.1.1 방전 시 배터리 모듈의 온도

Fig. 9는 0.5 C로 방전하는 동안에 5분마다 주입

구 1과 주입구 2를 번갈아가며, 배터리 모듈을 냉

각하였을 때의 온도 그래프이다. 0-300초, 600-900

초, 1,200-1,500초 구간에서는 주입구 1에서 주입

구 2로 공기가 공급되고, 300-600초, 900-1,200초, 

1,500-1,800초 구간에서는 주입구 2에서 주입구 1

로 공기가 공급된다. 유동 방향을 바꿀 때마다 온

도 분포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10번 셀(주입구 

2) 위치의 배터리 온도가 평균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ig. 9(c)). 이는 배터리 모듈에서 커런

트 컬랙터 단자의 위치가 주입구 2와 가까워서 

발열이 커런트 컬랙터에서의 발열이 많기 때문

이다21).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10번 셀 (주입구 2)

에 가까운 셀들의 온도가 더 높게 된다.

Fig. 9(b)는 Fig. 9(a)에서 온도 변화가 일정한 

1,000-3,000초 구간의 배터리 셀별 온도 분포를 나

타낸다. 1,000-3,000초 동안 최고 온도는 29.4℃이

고, 최대 온도 편차는 3.4℃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같은 시간 범위 내에서 한 방향으로 냉각했을 

때의 온도와 비교해보면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는 각각 1.6℃씩 감소하였다.

Fig. 9(c)는 2,100-2,700초 동안 배터리 모듈이 냉

각될 때, 각 셀의 온도 편차를 나타낸다. 그래프에

서 배터리 모듈의 중앙에 있는 5, 6, 7번 셀의 온도 

편차가 가장 적고, 주입구 1, 2와 가까운 1, 10번 셀

의 온도 편차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2 충전 시 배터리 모듈의 온도 

Fig. 10은 0.5 C로 충전하는 동안에 5분마다 주

입구 1과 주입구 2를 번갈아가며 공급하여 배터리 

모듈을 냉각하였을 때의 온도 그래프이다. 방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냉각하였지만, 충전의 경우 방

전보다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Fig. 10(b)는 충전 시, 온도 변화가 일정한 

2,500-4,500초 구간의 배터리 셀들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이 범위 내에서 최고 온도는 30.6℃이

고, 셀 간 최대 온도 편차는 4℃이다. 한 방향으로 

냉각하였을 때와 비교해보면, 최고 온도는 0.8℃
감소하였고, 최대 온도 편차는 2℃ 감소하였다. 방

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온도와 셀 간 온도 편차가 

모두 감소하였다.

Fig. 10(c)는 3,300-3,900초 사이에서 각 배터리 

셀의 온도 편차를 나타낸다. 방전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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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Temperature change of cells in battery module (bi-di-
rectional air cooling with 3 min interval, 0.5 C discharge) (a) 
0-5,500 s  (b) 1,000-3,000 s

(a)

(b)

(c)

Fig. 10. Temperature change of cells in battery module (bi-di-
rectional air cooling with 5min interval, 0.5 C charge) (a) 
0-5,500 s  (b) 2,500-4,500 s,  (c) battery cell temperature dis-
tribution in the battery module

배터리 모듈 중앙에 있는 5, 6, 7번 배터리 셀의 온

도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배터리 모듈 양쪽

의 주입구와 가까운 1, 10번 배터리 셀의 온도 변

화가 가장 크다. 셀들의 평균 최고 온도는 30.2℃이

고, 최대 온도 편차는 1.9℃이다. 한 방향으로 냉각

했을 때의 온도와 비교해보면 최고 온도는 1.4℃ 
감소하였고, 최대 온도 편차는 4.1℃ 감소하였다.

3.2 유동방향 변화 시간 간격에 따른 온도 분포 영향

3.2.1 방전 시 배터리 모듈의 온도 

앞서 기술하였듯이 5분 간격으로 냉각하였을 

때, 한 방향으로 냉각하는 것보다 최고 온도와 최

대 온도 편차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시간 간격이 배터리 모듈 

온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Fig. 11은 3분마다 공기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방

전 시 배터리 모듈의 온도 그래프이다. 1,000-3,000

초 구간에서 최고 온도는 28.8℃이고, 최대 온도 편

차는 2.8℃이다. 한 방향으로 냉각했을 때보다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는 각각 2.2℃씩 감소하였다. 

또한, 5분 간격으로 냉각했을 때보다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가 0.6℃씩 감소하였다.

Fig. 12는 시간을 더 단축하여 2분마다 공기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의 배터리 모듈 온도 결과이

다. 1,000-3,000초 구간에서 최대 온도는 28.7℃이

고, 최대 온도 편차는 2.4℃이다. 한 방향으로 냉각

할 때보다 최고 온도는 2.3℃ 감소하였고, 최대 온

도 편차는 2.6℃ 감소하였다. 또한, 5분과 3분 간격

으로 냉각했을 때보다 최고 온도는 각각 0.7℃, 0.

1℃씩 감소하였고, 최대 온도 편차는 1℃, 0.4℃씩 

감소하였다.

배터리 모듈을 방전하면서 공기의 유동방향을 

바꿔주는 시간 간격이 짧아질수록 최고 온도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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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Temperature change of cells in battery module (bi-di-
rectional air cooling with 2 min interval, 0.5 C charge) (a) 
0-5,500 s,  (b) 1,000-3,000 s

(a) (b)

Fig. 13.  (a) Maximum temperature and (b) Temperature devi-
ation of the battery module according to time interval during 
discharge

(a)

(b)

Fig. 14. Temperature change of cells in battery module (bi-di-
rectional air cooling with 3 min interval, 0.5 C charge) (a) 
0-5,500 s, (b) 2,500-4,500 s

대 온도 편차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ig. 13에서 

한 방향으로 냉각했을 때와 주입구 1과 주입구 2

를 바꿔주는 시간 간격을 5분, 3분, 2분으로 하였

을 때의 배터리 모듈 (a) 최고 온도와 (b) 최대 온

도 편차를 비교하였다.

3.2.2 충전 시 배터리 모듈의 온도 

Fig. 14는 충전 시 3분마다 공기의 유동 방향을 

바꿔주었을 때, 배터리 모듈의 온도를 나타낸다. 

2,500-4,500초 구간에서 배터리 모듈의 최고 온도

는 29.8℃이고, 최대 온도 편차는 3.2℃이다. 한 방

향으로 냉각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최고 온도는 

1.8℃ 감소하였고, 최대 온도 편차는 2.4℃ 감소하

였다. 그리고 5분 간격으로 냉각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는 0.8℃씩 감소

하였다.

Fig. 15는 2분마다 공기의 유동 방향을 변경하여 

배터리 모듈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2,500-4,500

초 구간에서 최고 온도는 29.6℃이고, 최대 온도 편

차는 3℃이다. 한 방향으로 냉각할 때와 비교해보

면 최고 온도는 2℃ 감소하였고, 최대 온도 편차는 

3℃ 감소하였다. 또한, 5분, 3분의 결과와 비교해보

면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는 각각 1℃, 0.2℃
씩 감소하였다.

Fig. 16에서는 0.5 C로 충전하면서 한 방향으로 

냉각했을 때의 배터리 모듈 최고 온도 및 최대 온

도 편차와 주입구 1과 주입구 2를 바꿔주는 시간 

간격을 5분, 3분, 2분으로 하였을 때의 배터리 모

듈의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를 비교하였다. 

한 방향으로 냉각할 때의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는 각각 31.4℃, 5.7℃이다. 5 min, 3 min, 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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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5. Temperature change of cell in battery module (bi-di-
rectional air cooling with 2 min interval, 0.5 C charge) (a) 
0-5,500s, (b) 2,500-4,500s

(a) (b)

Fig. 16.  (a) Maximum temperature and (b)Temperature varia-
tion of the battery module according to time interval

Fig. 17. Comparison of the average temperature of battery 
module with the change of bi-directional cooling time interval 
(0.5 C charge)

Fig. 18. Comparison of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battery 
module with the change of bi-directional cooling time interval 
(0.5 C charge, 2,000-4,000 s)

에서의 최고 온도는 각각 30.6℃, 29.8℃, 29.6℃이

고, 최대 온도 편차는 4℃, 3.2℃, 3℃이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모듈을 충전하면서 유동 방

향을 변경해주는 시간 간격을 짧게 할수록 배터리 

모듈의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는 감소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3.2.3 충전 시 배터리 모듈의 평균 온도 

냉각 유동 방향을 변경하면서 배터리 모듈을 냉

각하면,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충전 시 배터리 모듈에

서 냉각 유동 방향 변경이 평균 온도에 끼치는 영

향을 확인해 보았다.

Fig. 17은 0.5 C로 충전하는 동안 배터리 모듈의 

평균 온도를 나타낸다. 평균온도는 유동 방향 변

경 시간을 짧게 할수록 점점 작아지면서, 한 방향

으로 냉각할 때의 평균온도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8은 Fig. 17에서 2,000-4,000초 구간의 배터

리 모듈 평균온도를 나타낸다. 5분 간격으로 유동 

방향을 바꿔줬을 때의 평균 온도는 29.3℃이다. 유

동 변경 시간 간격을 3분과 2분으로 했을 때는 각

각 28.9℃, 28.6℃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유동 방

향 변경 시간을 짧게 할수록 평균 온도가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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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터리 모듈을 

한 방향으로 냉각할 때의 평균 온도는 28.6℃로, 

유동 방향을 바꿔줬을 때보다 낮게 나타난다. 본 

시험은 셀 표면 온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평균 

온도 변화 관련 현상을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배터리 셀 내부 온도 분포에 대한 연

구가 더 필요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 모듈 냉각 시스템에서 냉

각 유동을 시간 간격을 두고 반대방향으로 변화 

시키는 양방향 냉각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

였다. 실린터 타입의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18650 Li-ion battery)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에 대

해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배터리의 경우 충전 시와 

방전 시 서로 다른 발열 및 냉각 특성이 나타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양방향 냉각 시 유동 방향의 변경 시간 간격

을 짧게 할수록 배터리 모듈의 최고 온도와 최대 

온도 편차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3) 따라서 냉각 유량의 증가 없이 즉 냉각에 필

요한 동력 소모의 증가 없이 유동의 방향 변화만으

로 배터리 모듈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양방향 냉각에 의해 모듈 내 배터리 평균 온

도는 한 방향 냉각보다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유동 방향 변화 간격이 작을수록 평균 온도는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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