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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erformance and cost of electric vehicles (EVs) are much influ-
enced by the performance and service life of the Li-ion battery system. In partic-
ular, the cell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Li-ion battery packs are highly de-
pendent on their operating temperature. Therefore, a novel battery thermal man-
agement is crucial for Li-ion batteries owing to heat dissipation effects on their 
performance. Among various types of battery thermal management systems 
(BTMS'), the phase change material (PCM) based BTMS is considered to be a 
promising cooling system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and reli-
ability of Li-ion batteries. This work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basic research 
on PCM based BTMS. In this paper, a basic experimental study on PCM based 
battery cooling system was performed.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esent a comparison of two PCM-based cooling systems (n-Eicosane and 
n-Docosane) of the unit 18650 battery module. To this end, the simplified 
PCM-based Li-ion battery module with two 18650 batteries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thermal behavior (such as temperature rise of the battery pack) 
with various discharge rates (c-rate) was mainly investigated and compared for
two types of battery systems employing PCM-based cooling.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provide good fundamental data on screening 
the appropriate PCMs for future research on PCM based BTMS for EV applications.

Key words : Li-ion battery(리튬 -이온 배터리), Battery thermal management(배터리 
열 관리), Phase change material(상변화 물질), Cooling performance
(냉각 성능), Discharge rate(방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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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송 분야에서 전기자동차는 전 세계적인 기후 온

난화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전기자동차가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성능 측면에

서 특히 동력원인 배터리의 성능이 더 향상되어야 

한다
1,2). 따라서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고성능, 고효율 

배터리의 개발에 많은 연구 개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3,4).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 중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출력 및 고에너지 밀도, 낮은 

자가 방전율, 낮은 유지 비용, 비교적 긴 수명 등의 

장점으로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많은 이점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5,6). 그렇지만 누설, 배

터리 과열 등 안전상 문제와 높은 가격 등 제한 요건

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은 온도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적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온도는 15-35℃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전

기자동차의 높은 출력 밀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

은 수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조밀하게 장착된 팩 형

태로 적용되는 경우 배터리들 간 위치에 따른 온도 

편차를 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배터리의 내구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7-9).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

해 적절한 배터리 열 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한데 효

과적인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의 설계에서는 성능, 

에너지 소모, 시스템 신뢰도, 무게 등이 모두 고려되

어야 한다.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배터리 팩의 경우 주행거

리를 증대시키고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여 성능 및 

내구성 측면에서 양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적

의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battery thermal management 

system)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의 주요 역할은 배터리의 

냉각, 예열, 열 보존이다. 이 중에서 자동차용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주목받는 핵심 기능은 배

터리의 열 폭주(thermal runaway) 등 배터리의 안전

과 관련된 사항들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안정 

조건에서 배터리를 안정한 조건에서 작동시킬 수 있

도록 하는 냉각 기능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열 관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오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 방

식과 다양한 배터리 열 관리 모델 등이 제시되고 있

는 실정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중 냉각 시스

템은 냉각에 적용되는 작동 매질을 기준으로 공기 

냉각 방식(air cooling system), 액체 냉각 방식(liquid 

cooling system), 상변화 물질 냉각 방식(phase change 

material [PCM] based cooling system)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10-14). 이 중에서 전통적인 배터리 열관리 방

식인 강제 공기 냉각 방식과 액체 냉각 방식이 집중

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상용화된 전기자동차에도 

이들 냉각 방식이 배터리 모듈 냉각에 주로 적용되

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열 방출을 위한 냉각 방식

들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시스템 무게를 증대시키

며 전기 히터, 물 펌프, 팬 등 부가적인 동력이 요구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7,8).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

다 발전된 형태의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의 검토 및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공기 및 액

체 냉각 방식과는 달리 부가 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을 보유한 수동(passive) 냉각 방식인 PCM 냉각

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의 적절한 방안 중 하나로 

인식되어 PCM 적용과 관련된 많은 연구 개발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6-8). PCM은 작은 온도 구간에서 상

변화를 나타내는 물질로 이 구간 중 PCM은 전도에 

의한 열 교환보다도 더 큰 양의 열을 흡수하거나 방

출하는데, 이와 같은 PCM의 잠열(latent heat)을 배터

리 열 관리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배터리 열 관리

에서 PCM을 적용하는 경우 장점은 완전히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일정한 온도로 배터리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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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two types of PCMs used for the current 
study

PCM1 PCM2

Phase change temperature (℃) 35 44

Specific heat capacity (kJ/kg) 2

Heat conductivity (W/m*K) 0.21

Volume expansion (%) 12 12.5

Latent heat (kJ/kg) 208 230

생한 열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8). 따라서 PCM 

냉각 방식은 배터리 팩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균일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팩 주위에 설

치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PCM이 낮은 열

전도율 특성을 보이므로 상변화가 완료된 이후에는 

배터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점을 근본적

으로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통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에 PCM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키기 위

해 PCM의 열전도율을 증대하고 상변화 과정을 지연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PCM을 적용한 냉각 기법을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에 실용화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 및 개발이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14).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 열 관리 연구 중 하나로 적

용된 배터리 냉각 기초 연구로 리튬-이온 원통형 배

터리 모듈의 열 관리를 위하여 PCM 기반 냉각 시스

템에 대한 기초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가지 종류의 PCM (PCM1, PCM2)

을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로 구성된 PCM 기반 단순 배터리 모듈을 설계, 제작

하였다. 이 모듈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전율 변화 조

건(1, 2 C-rate)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여 배터리 내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고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2종

류의 PCM 적용 배터리 시스템의 냉각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PCM의 선정

PCM 기반 배터리 냉각 시스템 관련 실험을 위해

서는 적절한 PCM 종류를 선정하는 일이 우선 진행

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부분의 PCM 기반 배터리 열 관리 연구에 있어

서 적합한 PCM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 제시되어 있

는데 다음과 같다. 1) 높은 잠열과 비열, 2) 높은 열

전도도, 3) 적절한 상변화 온도, 4) 화학적으로 안정

하고 독성이 없어야 함, 5)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사용 가능할 것.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PCM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적용될 PCM은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변화 할 때

의 잠열을 이용한 배터리 냉각을 고찰하기 위해 고

체 물질을 선정하였다. 

이 경우 배터리 냉각 시스템 구축에는 PCM의 녹

는점에 따른 배터리의 냉각 시작점과 PCM의 종류에 

따라 잠열 및 열전도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변화 온도가 다른 2종류의 PCM을 

선택하였다.

배터리의 작동 온도와 상변화 온도가 유사하고 배

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는 

잠열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파라핀(paraffin) 

계열의 n-Eicosane과 n-Docosane을 선정하여 수행하

였다
11). Table 1에 선정된 2종류의 PCM (PCM1: 

n-Eicosane, PCM2: n-Docosane)에 대한 물성치를 요

약하여 나타내었다.

2.2 PCM 기반 배터리 냉각 시스템 실험

본 연구에서는 PCM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실험 진행을 위해 PCM을 

적용한 냉각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였다.

PCM1과 PCM2의 냉각 성능 비교를 위해서 동일

한 조건 하에서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 지그를 

설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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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icture of the experimental system for the Li-ion battery 
with PCM-based cooling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battery discharging ex-
periments

Parameter Value

Battery initial voltage (V) 4.0-4.1

Over-discharge 
detection voltage (V) 

2.3

Discharge rate (C-rate) 1, 2

Ambient temperature (℃) 20

Fig. 2. PCM-based simplified Li-ion battery pack and its meas-
uring points

Fig. 1은 2개의 PCM을 각각 적용해서 실험을 수

행하기 위한 냉각 배터리 시스템의 실험 장치를 나

타낸 그림이다. 동일한 배터리 팩 장치를 제작하여 

PCM1, PCM2를 각각 주입하고 실험에 이용하였다.

PCM 양을 정하기 위해 방전율 2 C-rate를 기준으

로 작동하는 원통형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량(Qtot) 

과 PCM의 상변화 잠열(Qlat)을 적용한 식 (1)을 이용

하여 PCM 양(m)을 산정하였고
13,14), 이에 따라 실험 

지그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였다. 

Qtot = m · Qlat                            (1)

PCM1과 PCM2를 적용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배터리 표면의 

온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적용되는 리튬-이온 단일 배터리 표면에서

의 실시간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K형 열전대

를 적용하였다. 

Fig. 2에 실험에 사용된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와 온도 측정 위치를 나타내었다. 열전대가 설치된 

위치는 3개 부분으로 2개(left, right)는 배터리 표면, 

1개는 PCM (center)에 각각 장착되었다. 2종류의 

PCM을 적용한 PCM 냉각 시스템 비교를 위하여 실

험 지그를 각각 적용하였다. 

배터리의 방전율(C-rate)은 1, 2 C-rate로 변화시키

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PCM1과 PCM2를 각각 장

착한 2개의 배터리 팩에서 동일한 실험 조건이 되도

록 하기 위해 over-charge voltage와 over-discharge 

detection voltage를 고려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PCM 적용 배터리 냉각 실

험에 사용된 기본 조건들을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실험 진행 시 사용되는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한 

후 약 1시간 이상 안정화시켜 성능이 안정적으로 작

동되도록 하였으며 로더와 관련 데이터 획득 장치도 

1시간 정도 파워를 켠 상태에서 안정화시킨 후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배터리 방전 실험은 열전

대를 배터리의 온도 측정 위치에 정확히 장착하고 

로더(Loader)와 배터리 지그를 연결한 후 로더에서 

부하를 가해 배터리를 방전율 조건에 맞추어 방전시

킨다. 1초 단위로 배터리 표면 온도 데이터를 획득하

고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터리의 온도 변화를 

파악하고 냉각 성능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이때 PCM 기반으로 설계, 제작된 배터리 팩은 

PCM의 상변화 온도에 도달하면 잠열을 이용하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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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profiles at three positions of the Li-ion bat-
tery pack with PCM cooling (PCM2) during a 1C discharge

Fig. 3. Temperature profiles at three positions of the Li-ion bat-
tery pack with PCM cooling (PCM1) during a 1C discharge 

Fig. 5. Temperature profiles at three positions of the Li-ion bat-
tery pack with PCM cooling (PCM1) during a 2C discharge

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저장하여 배터리의 온도 상

승을 억제하게 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방전율 1C에서 배터리 팩의 냉각 특성

Fig. 3은 방전율 1C 조건에서 PCM1을 적용한 배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서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간

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Fig. 4는 동일한 

1C 조건에서 PCM2를 적용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종류의 PCM을 적용한 경우 모두 배터리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배터리 표면의 온도와 PCM 내 온도

가 계속 증가함을 나타낸다. 또한 배터리의 좁은 간

격으로 인하여 PCM 중앙 부분이 2개의 배터리 표면 

온도보다 더 높게 올라간 것도 확인할 수 있다.

Fig. 3에서는 측정점 각 부분의 온도가 PCM1의 

녹는점인 35℃에 도달하지 못하여 배터리 온도가 계

속 증가하는 형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Fig. 4에서도 방전율 1 C-rate일 때 실험에 사용된 

PCM2의 녹는점이 44°C이므로 1C 조건에서의 배터

리 내부 온도가 44°C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CM을 통한 열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배

터리의 냉각 효과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14).

이는 적용된 PCM1, PCM2의 경우 상변화 물질로

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

여 냉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PCM의 낮은 열전도율(약 0.21 W/m·K)로 고체 상

태에서는 냉각 효과보다는 PCM이 설치되지 않은 경

우의 자연대류 등을 통한 열 발산을 오히려 방해하

는 형태를 나타냄도 알 수 있다. 

3.2 방전율 2C에서 배터리 팩의 냉각 특성

Fig. 5는 방전율 2C 조건 하에서 PCM1을 적용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서 배터리의 온도 변화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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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icture of the PCM1 inside the Li-ion battery pack with 
PCM cooling during a 2C discharge

Fig. 6. Temperature profiles at three positions of the Li-ion bat-
tery pack with PCM cooling (PCM2) during a 2C discharge 

Fig. 8. Picture of the PCM2 inside the Li-ion battery pack with 
PCM cooling during a 2C discharge

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6은 방전율 2C 조건 하에

서 PCM2를 적용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서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C 조건의 경우 배터리에서의 발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의 온도 변화 폭이 커진다. 방전율이 커

짐에 따라 배터리의 온도 상승 폭이 시간에 따라 증

대됨도 알 수 있다. 

Fig. 5에서는 PCM1의 녹는점인 1번 표시까지 배

터리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PCM1 녹는점

인 1번 표시부터 2번 표시까지 온도 상승이 지연된

다. 즉, PCM1이 녹는점에 도달한 500초부터 1,100초

까지 온도 변화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녹은 후 1,250초 이후에는 PCM1의 배터리 냉각이 

충분하지 않아 방전 시 발생된 열량이 냉각 시스템 

내에 축적되면서 배터리 표면의 온도 상승에 기여한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Fig. 6에서는 배터리는 PCM2의 녹는점(3번)까지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 PCM2는 2C 조건에서는 

마지막 방전 직전에 미비하지만 PCM 작동 범위 내

에 들어와 잠열을 이용한 냉각 효과가 조금 나타났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방전율 2C에서 PCM1을 적용한 냉각 시스

템의 PCM의 상변화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Fig. 8은 

방전율 2C 조건에서 PCM2를 적용한 냉각 시스템에

서 PCM의 상변화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7에서 보듯이 PCM1의 경우 액체 상태로 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PCM2의 경우 Fig. 8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대부분이 고체 상태로 남아 있어 상

변화 시의 잠열을 활용하는 열에너지 저장 측면의 

배터리 냉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가능한 PCM을 선정할　때 대

부분의 세부적인 물성치 등의 사항들은 비슷하여 녹

는점을 기준으로 2가지를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18650 배터리의 방전율에 따른 온도 범위가 제한

적이며 2개의 병렬 연결한 형태의 작은 파워 배터리 

모듈이므로 큰 온도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2개의 PCM 중 녹는점이 낮은 

PCM1에서만 배터리의 온도 상승을 지연시키는 효

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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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정된 2종류의 PCM (PCM1, 

PCM2)을 작동 매질로 한 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단

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을 제작하고 방전

율 조건(1C, 2C)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고 배터리의 

열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1 C-rate에서의 방전은 PCM1, PCM2의 녹는점

까지 도달하지 않아 PCM의 잠열을 통한 배터리 발

열 흡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배터리 완전 방전 

시까지 PCM의 상변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PCM은 배터리 내 온도 상승에 오히려 기여한다. 

2) PCM1의 경우 2C 조건에서는 PCM1의 물성 특

성인 낮은 녹는점에 도달하여 냉각 시스템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정 시간 동안 배터리에서 

발생된 열을 흡수하여 온도 상승을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하지만 열을 모두 흡수하여 액채 상태로 변한 

PCM1은 해당 기능을 상실하여 1,250초 이후에는 배

터리의 열 방출을 방해하여 배터리 내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한다.

4) PCM은 각 특성마다 보유한 열량을 모두 흡수

하게 되면 그 기능을 상실한다.

PCM의 해당 물질의 특성에 따라 배터리 팩 또는 

단일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해야 할 PCM을 다르

게 적용해야 함을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상변화 과정이 완료되어 액체로 변한 PCM은 배

터리 열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PCM을 배터리 열 관리에 보다 성공적

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PCM과 알루미늄

판을 활용하여 열전도도를 높게 하고 상변화 시간을 

추가로 지연시키기 위해 공기 냉각 혹은 액체 냉각 

방식과 결합하는 복합형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실용적임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전기자동차의 배터

리 열 관리 시스템 최적화 기술 개발을 위한 PCM 기

반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열 관리 시스템 설계를 위

한 기초 데이터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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