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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Li-ion battery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potential power sour-
ces for electric vehicles. In fact, the efficiency, reliability, and cycle life of Li-ion 
batteries are highly influenced by their thermal conditions. Therefore, a novel 
thermal management system is highly required to simultaneously achieve high 
performance and long life of the battery pack. Basically, thermal modeling is a 
key issue for the novel thermal management of Li-ion battery systems. In this pa-
per, as a basic study for battery thermal modeling,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side the simple Li-ion battery pack (comprises of nine 18650 Li-ion batteries) un-
der a 1C discharging condition were investigated using measurement and com-
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approaches. The heat flux boundary 
conditions of battery cells for the CFD thermal analysis of battery pack were pro-
vided by the measurement of single battery cell temperatur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side the battery pack were compared at six monitoring locations. 
Results show that the accurate estimation of heat flux at the surface of single cy-
lindrical battery is paramount to the predic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side the Li-ion battery under various discharging conditions (C-rates). It is consid-
ered that the research approach for the estima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u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tool to understand the thermal behavior
of Li-ion battery pack for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battery thermal manage-
ment systems. 

Key words : Li-ion battery(리튬-이온 배터리), Thermal management(열 관리), Thermal
modeling(열적 모델링),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
역학), Heat flux(열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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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즘 들어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세

계적인 관심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CO2 및 유해 배기물을 적극적으로 저감시켜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수송 분야는 CO2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로 인식되어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 업계에 온실가

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의 생

산 및 시판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회사

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EV), 하이브리드 자

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 등을 지속가능하

고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1-3). 

전기동력 자동차의 기술적 진보 및 상용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 출력 밀도의 

배터리가 요구된다.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들이 자동

차 동력원의 대안으로 검토되어 왔는데, 리튬-이온 

배터리(lithium ion batteries, LIBs)는 작은 크기, 높은 

효율, 긴 수명, 낮은 자가 방전율, 낮은 전기저항 등

의 장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많이 적용되고 있다. LIBs가 전기 동력 자동차의 동

력원으로 양산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시스템

의 작동 시 발생하는 장기적인 안정성, 나아가 안전 

측면의 문제점과 더불어 성능 및 효율 측면의 추가

적인 개선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배터리 관리 기술이 최근에는 핵

심적인 연구 과제로 대두되어 적극적인 기술 개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4-6). 

LIBs는 자동차 동력원으로 적용되는 경우 많은 수

의 단일 배터리로 구성된 배터리 팩의 형태로 장착

되는데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배터리

의 경우 20-40℃의 온도 범위에서 작동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배터리 모듈이나 팩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과열이나 불균일한 온도 분포는 배터리의 성능 저하, 

나아가 내구성,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넓은 작동 온도 범위와 주행 

거리 등을 감안할 때 LIBs의 경우 효율적인 열 관리

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적극적 관련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대등

한 수준의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동력 자동

차의 주행 거리 확대 및 효율 증대가 되도록 이른 시

일 내에 구현되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인 LIBs의 

에너지 밀도, 출력 밀도의 획기적인 향상이 필요한

데, 이는 LIBs에 더 큰 열적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한 다각도의 

연구 개발 노력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

배터리의 안전한 작동, 우수한 성능, 긴 수명 등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배

터리 열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LIBs 열 

관리 시스템의 경우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배터리 팩에서 방전 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냉각 기술이 시도, 적용되

고 있다. 공기 냉각, 액체 냉각, 상변화 물질(PCM) 

냉각 등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 맞추어 단일 혹은 복합 

적용된 방법으로 다양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
7-10).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배터

리 작동(충·방전 시) 조건에 따라 배터리 팩 내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신뢰도 높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2,11). 이는 다양한 배터리 작동 조건에 따라 발생된 

열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의 냉각 모듈 용량(예: cooler 용량)을 산정하

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12). 따라서 실제

로 LIBs의 열적 거동을 이해하는 것은 최적의 배터

리 열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LIBs의 열적 모델링은 배터리 내의 전

기화학 반응 시에 나타나는 열 생성 문제와 전도를 

통한 배터리 내부 구조에서의 열전달, 배터리 표면과 

주위의 매질과의 대류에 의한 열전달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2). 여기서 열 생성과 열전

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

법이 제시되고 있다
2). 우선 배터리 내의 열 생성은 

실험을 통해 직접 측정하는 것과 계산을 통해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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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single cylindrical Li-ion battery used 
for discharging experiment 

는 2가지 방법이 크게 적용된다. 

실험의 경우 calorimeter나 이와 유사한 장치들을 

사용한다. 계산을 통해 열 생성을 구하는 방법은 크

게 2가지로 나뉘는데, 전기화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열 생성을 계산하는 경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계산이 매우 복잡해서 배터리 팩과 같은 복잡한 시

스템을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전기적 특성 측정에 근거한 모델

이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계산이 간단

하고 배터리 팩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Bernardi 등9)
에 의해 

제시된 식을 이용하여 배터리 내 열 생성을 계산한

다.

배터리 내에서 발생하는 열 생성과 관련된 연구는 

배터리 팩 및 단일 배터리에서 모두 중요하며, 특히 

배터리 팩 내에 냉각 매질에 의해 발생하는 유동 현

상들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열전달 현상들(전

도,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관련되면 열 관리 시스템 

구축 측면을 위한 개발 설계에서는 매우 복잡한 과

제가 되어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적화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전기동력 자동차의 효율 향상 및 주행 거리 증대를 

위하여 필수적이지만 관련된 기초 연구 예를 들면  

단위 원통형 LIBs의 열 해석과 이를 기초로 한 배터

리 팩의 열 해석에 대한 신뢰도 있는 연구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12). 

본 연구에서는 LIBs 시스템의 열 관리 기초 연구

의 일환으로 단순화된 원통형 LIBs 팩(18650 배터리 

팩)에 대한 온도 해석 신뢰도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단일 LIBs에 대한 온도 분포 파악을 위하

여 18650 배터리에 대한 온도 측정 및 상용 CFD tool

인 AVL FIRE (AVL List GmbH, Graz, Austria)를 적

용한 열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배터리 

팩 해석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열 유속 분포를 보다 신뢰도 있게 제

공할 수 있었다. 

둘째로 단순화된 공랭식 배터리 팩을 제작하여 배

터리 방전 조건에서 배터리 팩 내 온도 분포 측정을 

진행하고 얻어진 결과를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배터리 팩의 열 해석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2. 배터리 팩 온도 측정 실험

2.1 단일 원통형 LIBs 온도 측정

본 절에서는 단순화된 배터리 팩의 온도 분포 파

악을 위한 실험 연구의 첫 단계로 단일 원통형 배터

리 셀에 대한 온도 분포 측정을 기술한다. 실험에 적

용된 단일 LIBs (NCR18650B type)의 표면 온도 측

정 실험을 위한 사진이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단일 LIBs 방전 실험의 경우 주위 온도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 챔버 등을 이용하여 

공기를 순환시켜 공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키면

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강제 대

류 냉각 조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의 추가 공

급 등을 이용한 강제 냉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

험이 진행된 연구실 내 공기에 의한 자연적 냉각만

이 고려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10). 특히 실험에서는 

배터리와 배터리 홀더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배

터리 온도 변화에 홀더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팅

하였다.  

배터리의 방전 조건은 1 C-rate로 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온도 측정은 배터리의 3개 부분(Point 

1-3)에 대해서 J-type 열전대를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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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meas-
urement of temperature rise inside the Li-ion battery pack dur-
ing a constant discharge process

Fig. 3. Geometric configuration of the Li-ion battery pack 
adopted for the present study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NCR18650B cylindrical battery 
used for the current study

Parameter Value

Rated capacity (Ah) 3.4

Nominal voltage (V) 3.6-3.7

Temperature (℃) -20 to 60

Size (D×H : mm) 18.06×65

측정된 3개의 온도를 평균하여 CFD 해석 결과와의 

비교에 사용하였다.

2.2 단순 LIBs 팩 내 온도 측정

18650 원통형 LIBs 팩의 방전 조건 하에서 열 해

석의 신뢰도 고찰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배터리 방전 특성에 따른 배터리 팩 내 온

도 분포 측정이 진행되었다. 이 실험을 위한 장치를  

Fig.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 장치는 LIBs 팩, 

디지털 로더, 백금 측온 저항 온도 센서, 배터리 보호

회로, 배터리 냉각을 위한 공기 공급 장치 등으로 구

성되었다. 실험의 핵심인 공기 냉각 방식의 단순 배

터리 팩은 9개의 18650B LIBs를 3개씩 병렬로 구성

하여 설계되었고 배터리 팩의 벽면은 아크릴 재질로 

제작되었다. 자세한 형상은 Fig. 3에 나타내었다. 

배터리 팩 내부의 주요 지점인 6개의 측정점(Fig. 

3)을 지정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배터리의 냉각 성

능 분석을 위하여 배터리 팩의 입구를 통해 일정 유

량의 공기를 유입시켜 1C 방전 조건에서 배터리 팩 

내 온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주위 온도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온도 측정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0).

1) 실험 시작 시 공기 유입 온도와 주위 온도를 확

인하여 세팅한다.

2) 배터리 시험기와 측정 기기들도 전원을 켠 상

태로 1시간 정도 안정화되도록 한다.

3) 배터리는 각각 완전 충전시킨다. 

4) 이후에 배터리는 온도가 주위 온도와 유사해지

도록 약 1시간 안정한 상태에 둔다(이는 배터리 셀 

온도와 개회로 전압[open circuit voltage]이 충분히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이다).

3. LIBs 팩 열 해석

3.1 단일 원통형 LIBs 열 해석

단일 원통형 배터리의 표면 온도를 구하기 위해 

상용 CFD tool을 사용하여 열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 해석을 위하여 AVL 사의 상용 CFD 

코드인 FIRE v2019를 사용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모델은 electro-thermal 모델에 기반

하여 상세한 전기화학적 반응은 고려하지 않고 주어

진 방전 조건에서 18650 LIBs 내 방전율에 따라 배

터리 내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유

속을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발생된 

열량이 배터리 표면을 통해 방출되는 물리적인 현상

을 전도와 대류가 포함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배터리 표면 온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18650 원통형 배터리의 제원을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단일 원통형 배터

리 열 해석을 위해 적용된 열 물성치 값들을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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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3-D mesh configuration of the Li-ion battery pack used 
for CFD thermal simulation

Fig. 4. Single cylindrical Li-ion battery model adopted for the 
simulation

Table 3. Boundary conditions used for the thermal analysis of 
simplified Li-ion battery pack

Parameter Value (or condition)

Battery outer surface Wall heat flux

Battery pack wall No-slip

Air inlet temperature (℃) 20℃ 
Air inlet velocity (m/s) 0.25

Battery pack (Acrylic) 
wall density (kg/m3) 

1.19

Specific heat capacity (J/kg·K) 1,470

Thermal conductivity (W/m·K) 0.19

Table 2. Macro-scale thermo-physical properties for 18650 
battery thermal analysis

Property Value

Specific heat capacity (J/kg·K) 80

X and Y conductivity (W/m·K) 4

Z conductivity (W/m·K) 50

Reference density (kg/m3) 1,800

Density (kg/m3)
Anode: 2,700 

Cathode: 9,000

Specific heat capacity (J/kg·K) 
Anode: 870 

Cathode: 381

Thermal conductivity (W/m·K)
Anode: 200 

Cathode: 380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단일 원통형 배터리 해석을 

위한 격자는 Fig. 4에 나타내었다. 

3.2 단순화된 LIBs 팩 열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공기 냉각 방식 배터리 팩의 냉각 

성능 파악을 위하여 단순화된 LIBs 팩 열 해석을 수

행하였다. Fig. 5는 열 해석에 적용된 배터리 팩의 형

상 및 해석을 위해 생성된 격자를 보여준다. 해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배터리는 매끈한 형태의 실린더 형

태로 CAD 소프트웨어에서 단순화 모델링되어 격자 

생성에 적용되었다. 공기 냉각 방식을 적용하는 배터

리 팩이므로 공기를 매질로 한 열, 유동 해석을 진행

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경계조건을 Table 3에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크릴

로 제작된 배터리 팩 벽면은 벽 경계조건을 적용하

였고, 팩의 입구는 속도 경계조건을, 팩의 출구에는 

압력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배터리 팩 열 해석의 경우 배터리 주위

의 냉각 통로가 주요 해석 대상이므로 배터리 방전 

중 발생하는 열 유속은 배터리 바깥 표면에서 CFD 

해석의 경계조건 형태로 제공되어 계산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9개의 단일 원통형 배터리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열 유속 값을 정확히 지정해야 신뢰도 있

는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CFD 

열 해석에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방전 중에 발생

하는 배터리 표면에서의 열 유속 데이터를 제공하여 

열 해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단일 원통형 LIBs 셀 온도 특성

Fig. 6은 18650 단일 원통형 LIBs에 대한 배터리 

표면 온도 측정과 CFD 열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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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d temperature profiles with time at 6 monitoring 
points inside the simplified air-cooled Li-ion battery pack 
(during a 1C discharge)

Fig. 6. Comparison of surface temperature profiles of the sin-
gle cylindrical battery for measured and CFD simulated cases 
during a 1C discharge

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과 CFD 해석에서 

각각 시작 온도와 실험이 끝나는 온도 차이는 매우 

작지만 중간 시간 조건에서 실험과 CFD 해석 온도 

분포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실험과 CFD 해석 간 

시작 온도 간 차이의 발생은 실험의 경우 공기 유동

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표면 온

도값이 일정 상태로 안정화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도 측정 및 CFD 해석에 의한 온도 분포 간 차이

는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CFD 해

석의 경우 단일 원통형 LIBs의 표면 온도 계산을 위

해서 1C 방전 조건 하에서 배터리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열량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배터리 

내부의 전기화학 반응을 모두 모델링하고 리튬-이온

의 이동을 모두 고려하는 모델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어진 대상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방전 조

건 하에서 측정을 통해 열량을 구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신뢰도 있는 발생 열량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배터리의 표면 온

도를 결정하는 주요 메커니즘은 배터리 내부에서 발

생된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열전달 과정인데 여기서 

주위 대류 열전달 계수가 주요 변수가 된다. 이 값은 

주위 실험 조건에 따라 크게 변화하므로 CFD 해석

에서 정확한 열전달 계수를 지정하는 데 한계가 존

재한다. 자연 대류 및 강제 대류 등 주위 조건을 정확

히 제어하여 실험을 진행한다면 보다 타당한 해석 

에 적용할 수 있는 대류 열전달 계수값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배터리 내에서 발생하는 열량과 대류 열전달 계수

모두 정확히 산정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

하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배터리 열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일 배터리의 열 해석과 단순화된 배터리 

팩 열 해석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요구되는 

배터리 표면에서의 열 유속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에서의 신뢰도 제한

점을 현실적으로 보완, 극복하기 위하여 대류 열전달 

계수를 변화시키면서(5-10 W/m2·K) 해석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해 산정된 배터리 표면에서 열 유속 결과

를 다음 절에 제시한 단순화된 배터리 팩 열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

4.2 단순화된 공랭식 LIBs 팩 온도 특성

Fig. 7은 공랭식 단순화 배터리 팩의 1C 방전 조건

에서 측정된 배터리 팩 내의 온도 분포를 6개의 주요 

지점에서 배터리 작동 시간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배터리 방전 조건에서 일정 유량의 공기를 팩 내로 

유입시켜 냉각이 진행되므로 방전 초기 약 250초 정

도 기간에는 팩에 설치된 9개의 원통형 LIBs에서 발

생하는 열로 인하여 6개의 측정 점에서 일제히 온도

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후에는 계속되는 배

터리의 방전으로 인한 내부 열 발생이 배터리 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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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ment and CFD calculated temperatures at 
the two measuring points for different heat transfer co-
efficients

Temp. (℃) 
(at Point 1)

Temp. (℃) 
(at Point 4)

Measurement 26.6 36.4

Calculation
 (single battery thermal 

simulation at h=4 W/m2·K)
27.8 34.8

h=5 W/m2·K 28.3 35.6

h=6 W/m2·K 28.8 36.2

h=7 W/m2·K 29.8 37.2

h=8 W/m2·K 30.5 37.9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s inside the simplified air 
cooled Li-ion battery pack used for this study (at 3,000 s, dur-
ing a 1C discharge)

상에 따른 유동 분포 및 이에 따른 각 부분에서 냉각 

특성 변화로 배터리 팩의 온도 변화는 측정점 위치

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본 실험의 배터리 팩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다라 

Point 4와 5에서 온도 증가가 크게 나타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경향은 심화된다. Point 4와 5의 경우 단

위 배터리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으로 냉각 

측면에서 다른 위치보다 불리하므로 온도의 상승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Point 4는 배터리 팩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앞에 배치된 배터리의 발생 

열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장 

높은 온도 분포를 나타냄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Point 1의 경우 배터리 팩으로 유입되는 입구 

유동을 바로 통과될 수 있는 위치로 냉각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이며, Point 6은 배터리 팩 출구에 위치

하고 있어 단일 배터리의 발열의 영향에 직접 영향

을 받지 않는 부분이어서 온도의 상승이 다른 측정

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측정 실

험의 경우 진행된 3,300 s의 시간 동안 유입되는 공

기 유량에 의한 냉각 효과와 배터리 발열의 평형 효

과가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8은 3가지 열 유속 경계조건에 대하여 CFD 

열 해석을 통한 단순 배터리 팩의 온도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본 해석에서는 단일 원통형 배터리 열적 

연구에서 얻어진 배터리의 표면 온도와 대류 열전달 

계수를 적용하여 배터리 표면에서의 열 유속을 계산

하였다. 이를 배터리 팩 온도 분포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공랭식 배터리 팩의 경우 유입되는 공기로 인해 강

제 대류 냉각 효과가 나타나므로 대류 열전달 계수

를 4-10 W/m2·K로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8은 그중 대류 열전달 계수가 4, 6, 8 W/m2·K인 

3가지 조건에 대한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배터

리 팩 내의 온도 분포는 실험에서 얻어진 경향과 대

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다양한 열전달 계수 조건에 의하여 구

해진 배터리 표면 열 유속에 의한 CFD 해석 결과를 

2개의 대표적인 측정점에서 비교, 정리한 것이다.

단위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팩에 장착될 

때 방전 과정에서 배터리 표면을 통해서 방출되는 

열량이 배터리 주위의 유동 및 열전달 특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벽면 열 유속을 지

정하는 것도 배터리 팩 열 해석의 신뢰도 향상에 제

한을 주는 요인이 된다.

배터리와 배터리 팩 모두를 포함한 연계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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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between measurement and CFD simu-
lation results at h=6 (W/m2·K) condition for the six monitoring 
points (at t=3,000 s)

Measurement (℃) CFD Calculation (℃)
Point 1 26.6 28.8

Point 2 30.1 31.2

Point 3 32.5 32.0

Point 4 36.5 36.2

Point 5 34.6 34.1

Point 6 27.8 27.2

Table 5. Weighting factor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heat flux 
on the cylindrical battery surface

Battery No.
Weighting 

factor
Battery No.

Weighting 
factor

B1 1.04 B6 1.035

B2 1.01 B7 1.01

B3 0.98 B8 0.985

B4 0.975 B9 0.97

B5 1.01

수행한다면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9개의 단일 배터

리의 표면에서 열 유속을 각각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터리와 배터리 팩의 2개의 영역에서 동시에 계산

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해석이 매우 복잡해지고 해석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11).

본 논문에서는 연계 해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9개

의 배터리 간 열 유속 차이를 가중치를 써서 고려하

였다. 이 때 사용된 가중치는 Table 5에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가중치는 1보다 작은 값은 배터리 표면 열 유속이 

평균에 비해 다소 작음을 의미하고 1보다 큰 값은 평

균보다 다소 큼을 의미한다. 가중치는 최대 4% 미만 

정도로 제시되었다.

또한 열전달 계수 6 W/m2·K인 조건에서 제시된 

가중치를 단위 배터리 표면 열 유속 계산값에 적용

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온도 측정값과 비교

하였다. 이 결과는 Table 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 측정 결과와 

CFD 해석(t=3,000 s)에 의한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경

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배터리 팩의 

열 해석의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단일 배터리 표면에서의 벽면 열 유속 크기를 가급

적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

을 나타낸다. 이는 배터리 팩의 열 해석 시 단일 배터

리 열 해석에 대한 다양한 방전 조건에서의 실험 데

이터와 열전달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연구를 

통한 연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연계 연구 결과는 LIBs의 열적 거동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여 효율적인 배터리 열 관리 시

스템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해석 

기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5. 결 론

LIBs의 상용화 개발을 위한 주요 이슈인 내구성, 

안전성, 에너지 및 출력 밀도의 향상 등은 배터리 및 

배터리 팩의 열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

라서 LIBs의 열적 거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고

찰은 배터리 연구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 시스템의 열 관리 기초 연

구로 단순화된 공랭식 원통형 LIBs 팩(18650 배터리 

팩)에 대한 열 해석의 신뢰도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CFD 열 해석과 온도 측정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단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전기화학적-열적 

모델 적용을 통하여 배터리의 대류 열전달 계수 조

건에 따른 발열량과 배터리 표면에서의 열 유속을 

파악하여 이를 단순 배터리 팩 열 해석의 열 유속 경

계조건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2) 단일 배터리 방전 시의 열 관리 연구에서 배터

리 표면에서 온도 측정값과 CFD에 의한 해석값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의 주요 원인은 배터리 내부에

서의 발생 열량과 실험 시 주위 냉각 조건에 대한 정

확한 산정에 기본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 단순화 배터리 팩의 온도 측정에서는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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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의 출구 쪽 가운데 지점(Point 4)에서 온도(실험 결

과: 36.5℃, 해석 결과: 36.2℃)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온도는 공기 유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 Point 1 (실험 결과: 26.6℃, 해석: 28.8℃)에

서 나타난다.

4) 단위 원통형 배터리와의 연계 해석 시 각 배터

리 표면에서 열 유속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터리 

팩 내 온도 분포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 팩 열 해석 결과가 단위 원

통형 배터리의 열 해석과 연계하여 진행 시 해석의 

신뢰도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다양한 배터리 방전 조건에서의 배터리 성

능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열 해석에 적용한다면 보다 신뢰도 높

은 배터리 팩 내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배터리의 

작동 조건에 공통 적용이 가능하므로 배터리의 열적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본 설계 및 개발 프로

세스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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