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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에 지 부문

열 지의 열원 연소에 따른 류집 체 열변형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Thermal Deformation of Current Collectors 

by Burning Heat Pellets in Thermal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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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batteries are primary batteries that use molten salts as an electrolyte and employ an internal pyrotechnic 
source to heat the battery stack to operating temperatures, typically between 450 and 550 ℃. The unit cell of 
thermal batteries consists of an anode, an electrolyte, a cathode, a heat pellet and a current collector. The heat 
source for such batteries is typically heat pellets based on Fe/KClO4. The elevated temperature by combustion of 
heat pellet is supposed to cause a flatness non-uniformity, buckling, with a lateral extension diameter of current 
collector. This paper mainly focused on the combustion and buckling model of current collector to simulate the 
effect of heat source. Mechanical stresses in the current collector caused by thermal stress is a critical design 
consideration of thermal batteries because the internal short circuit could be occurred.

Keywords : Thermal Battery(열 지), Heat Pellet(열원), Thermal Deformation(열변형)

1. 서 론

  열 지(thermal battery)는 재충 이 불가능한 1차 지

의 한 종류로서, 각종 유도무기에서 리 사용되고 있

는 비축형 지이다. 열 지의 해질은 평상 시 이온

도도가 없는 고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가방

(self-discharge)이 없어 20년 이상 장기 보 이 가능하

다
[1]. 열 지는 필요시 외부 신호에 의해 내부 착화기

(igniter)가 화되어 열원(heat pellet)을 연소시켜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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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해질이 용융되어 이온 도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부터 음극과 양극의 활물질(active material)이 기

화학반응을 일으켜 1차 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재 열 지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LiBr-LiCl-LiF 해질

은 용융 이 약 443 ℃로서 열 지가 정상 인 기화

학반응을 유지하기 해서는 열 지 내부의 온도가 

해질 용융  이상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2]. 따라서 열

지는 내부 열손실을 막기 하여 상하부  측면부

에 단열재로 둘러 싸여 있다.
  열 지는 체로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빠른 

활성화 시간을 요구한다. 열 지가 착화기 화 후 단

시간 내에 동작하기 해서는 열원의 연소속도가 빨

라야 할뿐만 아니라 고체 해질도 열원의 연소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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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열 지 단 지 구조

의해 속하게 용융되어야 한다. 그러나 열원의 연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열 지 기 동작시 내부 온

도가 격하게 상승하여 양극 재료인 FeS2의 열분해

(thermal decomposition)온도 이상이 될 수 있다. FeS2가 

열분해되면 황(sulfur)이 분출되어 음극인 Li(Si)의 리튬

과 격한 발열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발열반응은 

황과 리튬의 화학반응을 더욱 가속시켜 주므로 열 지

가 열폭주(thermal runaway) 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열 지용 열원의 연소속도는 10 cm/s 내외가 

되도록 제조하고 있으며, 수치해석  시험평가를 통

해 열 지의 내부온도가 양극의 열분해 온도를 넘지 

않도록 열원의 투입량을 조 하고 있다
[3].

  Fig. 1은 열 지 단 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열 지용 열원의 연소속도는 폭약이나 추진제에 비하

여 상 으로 느리지만, 열 지 내부에 존재하는 구

조물에 열충격을 가하기에는 충분하다
[4]. 열 지의 양

극, 음극, 해질은 다공성 물질로서 원료 분말을 펠렛

(pellet)타입으로 성형하여 사용한다. 펠렛에 존재하는 

기공들은 열원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충격에 하

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열원 상부 혹은 

하부에 치하는 류 집 체(current collector)는 스테

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 혹은 니 (Nickel)과 같은 

속 재질을 사용하므로 열원의 연소열에 의해서 직

인 열충격을 받아 열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Fig. 2). 
이와 같이 류집 체의 열변형이 진행되면 다공성 재

료로 성형되어 있는 극과 해질의 기계  변형을 

유발시켜 열 지의 내부 단락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열 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변형 

상에 한 이해를 하여 류집 체의 좌굴모델  

열원의 연소모델을 바탕으로 열변형 모드에 한 수치

Fig. 2. 열원연소에 따른 류집 체의 변형

해석을 수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열원의 연소속도, 
류집 체의 두께, 반지름 등과 같은 설계 변수에 따

른 열변형 형태  기화학  향에 해서 분석하

고자 한다.

2. 좌굴모델과 연소모델

  열 지용 류집 체는 기화학반응으로 발생하는 

자의 이동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열원에서 발

생한 연소열을 장하는 열 장체(heat reservoir) 역할

도 수행한다. 류집 체의 두께는 열 지 동작  내

부온도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치해석을 통해 

100∼150 μm 정도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보통 류집

체의 세장비(aspect ratio)는 400 이상이므로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열 달 속도는 원주방향이나 반지

름 방향의 열 달의 속도에 비해서 상 으로 빠르

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면에 

수직 방향에서의 열 달 효과는 생략함으로써 2차원 

해석을 1차원 해석으로 단순화시켰다.
  류집 체 앙에 치하는 구멍은 열 지 헤더

(header) 상부에 장착된 착화기의 불꽃이 열 지 하부

까지 달되기 한 통로로서 지름이 약 5 mm 이다. 
보통 열 지 극 면 은 50 mm 이상으로 제작되므

로, 체 극면  비 구멍면 을 고려할 때 이에 

한 향은 무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류집

체에는 구멍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멍이 없

는 디스크로 고려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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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집 체의 재질은 균질하므로 온도 상승에 따른 각 

요소별 길이 증가도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열 지에서 ‘ 류집 체-음극- 해질-양극-열원’이 단

지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압범 를 만

족하기 하여 단 지 수 십장이 층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화학반응에 의한 압  류의 

특성보다는 열 지 기 작동시 열원 연소에 따른 

류집 체의 열변형만 고려하면 된다. 따라서 수치 해

석 범 는 단 지  류집 체와 열원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한 열 지 내부는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고, 
류집 체가 변형하는 구간도 동작 기 후 1  이내

이므로, 수치해석의 경계조건은 모두 단열조건으로 생

각할 수 있었다.

가. 류집 체 좌굴 모델

1) 류집 체 미소면 에 한 해석

  Fig. 3은 류집 체의 미소면 에 한 열변형 모델

을 보여주고 있다. 류집 체 심에서 원주방향으로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미소면  는 이 되고, 

에서 만큼 떨어진 의 면 은 이

라 할 수 있다. 이때 류집 체의 두께는 라고 가정

한다.

Fig. 3. 류집 체 미소면 에 한 열변형 모델

  미소면  은 열원의 연소열에 의해 가열되어  

만큼의 열변형률 가진다. 의 길이는   이기 

때문에 열변형량 는 식 (1)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이때 는 열팽창 계수, 는 온도차를 의미한다.

    (1)

  열원의 연소속도는 약 100 mm/s로서 류집 체 내

에서의 열 달속도보다 빠르다. 한 열원은 디스크 

앙에서 원주방향으로 연소되므로 미소시간 이후에 

의 평균온도는 의 평균온도보다 낮다. 이와 

같이 열원연소에 따른 류집 체 미소면 의 온도 

불균형은 과 의 열변형률에 차이를 발생시킨

다. 즉 가 연소열에 의해 만큼 증가하더라도 그

만큼 변형되지 않는 에 의해 구속된다. 이것은 

를 만큼 변형시키기 하여 만큼의 압축응

력을 작용하 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열응력 

  열하  는 식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2)

  이때  는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은 

류집 체의 두께를 의미한다.

2) 류집 체의 좌굴 모델

  미소면  는 열응력 에 의해서 변형을 일으

킨다. 이때 는 보의 처짐과 유사한 방법으로 근

하여 해석할 수 있다. 는 열하  에 의하여 Fig. 

4와 같이 변형이 발생하고, 이것을 굽힘모멘트에 한 

식으로 정리하면 식 (3)와 같이 2차 미분방정식으로 

표 할 수 있다.

Fig. 4. 류집 체의 좌굴모델

″   (3)

  이때 는 면  성모멘트, 는 처짐량, 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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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굽힘 모멘트를 의미한다. Fig. 4에서 의 

단면을 기 으로 작용하는 모멘트와 힘의 평형상태

를 고려하면 식 (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4)

  식 (4)를 식 (3)에 입하면 식 (5)와 같이 처짐량 

에 한 2차 미분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   (5)

  이때 를 라고 가정하면 식 (5)은 식 (6)
과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방정식을 풀면 식 (7)과 같

이 해를 구할 수 있다.

″  ,   (6)

 sincos  (7)

  식 (7)의 해  존재하는 값은 류집 체 의 

경계조건을 바탕으로 구할 수 있다. 실제로 는 단

되지 않는 디스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식 (8)과 

같이  양끝 에서의 처짐량과 기울기가 동일하다

고 가정할 수 있다.

   , ′  ′  (8)

  두 경계조건을 통해 연립방정식을 풀면 해는 식 (9)
와 같이 에 한 변수로 표 할 수 있다. 연립방정

식을 만족하기 해서는 cos  = 2가 되거나 cos  
= 1이 되어야 하는데, cos는 수학 으로 2가 될 수 

없다. 따라서 cos  = 1을 만족하기 해서는 값

은 식 (10)와 같이 가 되어야 한다.

coscos  (9)

     ⋯ (10)

  식 (10)을 식 (6)에 입하면 열하  에 한 표

식 (11)을 구할 수 있다. 열하  는 임계하 (critical 

load)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11)

  식 (11)에서 알 수 있듯이 열에 의한 임계하 의 크

기는 n의 제곱에 비례하고 좌굴모양에서의 반 형의 

수는 n과 같다.

3) 열원의 연소모델

  열원의 연소 과정을 해석하기 해 에 지 수지

(energy balance) 미분방정식을 사용하 다. 열원의 경

우 연소 과정이 고체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주변 공간

이 단열재나 다른 부품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류와 

복사에 의한 열 달은 무시할 수 있다. 한 열원이 

두께가 얇은 디스크 형태이며 재료가 등방성이며 

도가 균일하며 연소가 열원의 심에서 방사방향으로 

균등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차원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 주변이 단열 처리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심

을 두는 기 시간 동안에는 열손실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에 지 수지 미분방정

식은 Fig. 5의 원주 좌표계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5. 원주 좌표계에서 열원의 미소 볼륨 

 (T는 온도, A는 윗면의 면 )



 
 








  ″ ′  (12)

  이 식에서    는 각각 열원의 도, 비열, 열

도도를 나타내고, ″ ′는 단  부피당 열에 지 발생

율을 의미한다. 열원에 이웃하는 류집 체에 해서

는 식 (13)을 용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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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에서   는 각각 속 의 도, 비열, 

열 도도를 나타낸다.
  류집 체를 열원에 부착한 열원- 속 시스템의 경

우 개별 구성체가 분담하는 열에 지량은 상이하나 

체 으로는 균형을 이룬다. 열원- 속 시스템에 해서 

Fig. 5의 미소 볼륨을 용할 때, 속 미소볼륨의 온

도는 열원 미소볼륨의 온도와 같다고 가정해도 무리가 

없다. 열원과 류집 체의 두께가 각각  , 이고 

미소 볼륨 윗면의 면 이 이면, 각각의 볼륨 크기는 

 , 이 된다. 개별 구성체가 분담하는 에 지량

은 식 (12)  식 (13)에 각각  , 를 곱하여 얻

을 수 있다. 구성체별 에 지를 성분별로 합하여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 ′

(14)

  이 식에서

  

  (15)

이고, 경계조건은 심  원주에서 식 (16)과 같다.




  (16)

  열원에서 화는 방사방향으로 의 속도로 진행하

며 화된 곳은 시간 동안 연소한다고 가정하면, 열

원의 연소 거동은 폭이 인 도넛(donut) 형태의 연소 

띠가 열원의 앙에서 원주방향으로 ν의 속도로 진행

하는 것으로 표 할 수 있다. 식으로 나타내면 시간 

에서 열을 방출하는 지역은

      (17)

이며, 방출하는 열은

″ ′  
  (18)

이 된다. 여기에서 는 열원 재료에 따라 결정되는 

에 지 방출량으로 단 는 J/kg 이다. 열원 연소 모델 

해석에 사용된 상수값은 Table 1과 같다.

3. 결과  토의

  Table 1은 열원의 연소모델  좌굴모델을 시뮬 이

션하기 하여 사용한 기값  상수들이다. 열원은 

연료인 84 % Fe가 산화제인 16 % KClO4와 혼합(이후 

84/16이라 표기)되어 반경 20 mm로 성형된다고 가정

하 다. 84/16 열원의 연소열량은 평균 295.5 cal/g이며
[5], 열원은 0.2 sec 동안 연소를 지속한다고 가정하

다. 류집 체의 반경은 열원의 반경과 동일하게 20 
mm로 설정하 고, 재료는 STS 304로 생각하 다.

Table 1. 시뮬 이션을 한 기값  상수[6]

항  목 기 값 Case I Case II

열원

반경 20 mm - -

두께 0.7 mm - 1.05 mm

종류
84 % Fe /

16 % KClO4 - -

연소속도 100 mm/s 150 mm/s -

연소유지시간 0.2 sec - -

열 도율 22.0 W/m·K - -

  2050 kJ/m3·K - -

류

집

체

반경 20 mm - -

두께 0.1 mm - 0.15 mm

종류 STS 304 - -

  5450 kJ/m3·K - -

열 도율 21.0 W/m·K - -

탄성계수 2×1011 N/m2 - -

열팽창계수 0.000017 ℃ - -

미소반지름(dr) 1 mm - -

격자 격자수 100 개 - -

온도 기온도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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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원  류집 체의 설계 변수에 한 향을 살

펴보기 하여 기개발된 열 지를 참고하여 시뮬 이

션 기 값을 설정하 다. Table 1의 두 번째 열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열원의 연소속도는 100 mm/s, 열원두

께는 0.7 mm, 류집 체 두께는 0.1 mm으로 고려하

다. 먼  Case I에서는 열원의 연소속도에 한 

향을 살펴보기 하여 기 값 비 50 % 증가된 150 
mm/s를 연소속도로 용하 다. Case II에서는 류집

체의 두께 증가에 한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기

 비 50 % 늘어난 0.15 mm를 류집 체의 두께

로 용하 다. 그러나 Case II의 경우에는 류집 체

의 두께 증가에 따라 체 열용량도 증가될 것을 고려

하여 열원의 두께를 1.05 mm로 증가시켰다. 따라서 기

값과 Case I은 열용량  최고온도가 모두 동일하다

고 생각할 수 있고, 기 값과 Case II의 경우에는 열용

량은 상이하지만 열 지가 정 상태에 도달하 을 때, 
열원연소에 따른 최고온도값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 열원 연소속도에 의한 향

  Fig. 6은 기 값과 Case I에 한 시뮬 이션 결과로

서, 열원의 연소 속도에 따른 치별 온도 변화에 

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연

소속도가 100 mm/s 일 경우에는 0.1 동안 10 mm만

큼 연소가 진행되었고, 150 mm/s 일 경우에는 15 mm
만큼 연소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상수로 제시된 연소속도가 모델에 반 되어 시뮬

이션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기 값과 Case I의 경우, 단열조건에서 동일한 양의 

열원이 투입되었으므로 정 상태(0.4  이후)에서 

류집 체의 최고온도가 약 1100 ℃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0.1  간격으로 수행한 동  해석 구간의 

결과에서는 열원의 연소속도가 낮을수록 류집 체의 

치별 온도 기울기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열원의 연소속도가 낮을수록 일정 거리만큼 떨

어진 두 에서의 류집 체 온도차이는 더욱 커진

다. 이것은 열원이 연소를 시작하면 일정시간 동안 연

소가 지속되는 특성을 열원모델에 포함하 기 때문이

다. 열원의 미소면 을 고려하 을 때 연료인 Fe가 모

두 연소하는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열원모델에서는 열원의 미소면 이 연소를 시

작한 이후에는 0.2  동안 계속하여 열량을 외부로 

방출하도록 모델링 되어 있으므로 연소속도가 늦을수

록 치별 온도 기울기가 커진다. 이러한 연소유지시

간의 효과는 특정 치에서의 온도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x = 0 인 치에서 

시간의 따른 온도변화를 살펴보면 0～0.2  구간에서

는 류집 체의 온도가 격하게 상승하 다가 0.2 
 이후에는 온도 상승률이 격히 감소되었다. 이것

은 0～0.2  구간에는 열원의 연소열에 의해서 류

집 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고, 0.2  이후에는 이

웃하는 열원의 미소면 으로부터 열이 달되어 온도

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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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열원 연소 속도에 따른 치별 온도 변화

  결과 으로 시뮬 이션를 통해 1 mm의 간격에 한 

평균 온도차이를 분석하면 연소속도가 100 mm/s 일 

경우에는 ΔT = 66 ℃, 연소속도가 150 mm/s 일 경우

에는 ΔT = 39 ℃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열원 연소속도에 따른 온도 기울기 차이는 

류집 체의 변형에도 향을  수 있다. Fig. 7은 

열원 모델의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식 (11)를 

이용하여 류집 체 좌굴모양에서의 반 형의 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열원의 연소속도가 100 mm/s 일 경

우, 류집 체의 반 형 수는 반경 증가에 따라 최  

23개까지 증가하 으며, 연소속도가 150 mm/s 일 경우

에는 최  18개까지 증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결과가 실제 좌굴 상을 그 로 표 할 수 없다고 

단되었다. 왜냐하면 류집 체의 좌굴해석 모델에서

는 류집 체의 온도에 따른 물성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Fig. 6과 같이 열원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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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되면 류집 체의 최고온도는 약 1050～1100 
℃ 부근까지 격히 상승하게 되므로 스테인리스 스틸

은 연성과 성이 좋아지는 연화풀림(softening anneal)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열원의 마지막 연소시

인 최 반경에 도달하면 류집 체는 이미 고온이

므로 최 반경에서의 좌굴형태가 체 류집 체의 

변형 형태를 결정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 열원 두께에 의한 향

  류집 체의 두께 증가에 한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기  비 50% 늘어난 0.15 mm를 류집 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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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열원 연소 속도에 따른 치별 반 형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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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류집 체의 두께에 따른 치별 반 형 수의 

변화

두께로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류집 체의 두께 증가에 따라 체 열용량도 증가될 

것을 고려하여 열원의 두께를 1.05 mm로 증가시켰다. 
따라서 비록 류집 체의 두께가 증가하 지만 시간

에 따른 치별 온도변화는 연소속도가 100 mm/s인 

경우(Fig. 6)와 동일하 다.
  Fig. 8은 류집 체의 두께에 따른 치별 반 형 

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 로서, Fig. 7과 유사하게 

반경이 증가할수록 반 형 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동

일하 다. 한 상할 수 있듯이 류집 체의 두께

가 0.1 mm에서 0.15 mm로 증가함에 따라 반 형 수

는 23개에서 15개로 감소하 다.

다. 해석 결과에 한 토의

  일반 으로 구조 설계에 있어서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 이 가장 낮은 임계치에 도달할 때 좌굴이 발생하

기 때문에 고차 모드(mode)의 좌굴 형상은 실제 인 

심 상이 아니다. 그러나 열 지의 경우 열하 에 

의해 좌굴이 발생하더라도 기화학 인 동작에 있어

서는 아무런 향을 받지 않지만, 류집 체의 변형

된 모양에 따라 해질이 액되어 기 인 단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차 모드의 좌굴 형태가 요한 

심분야가 될 수 있다. 열 지 구조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열 지 작동에 있어서 류집 체가 구조 으로 

지지하는 역할은 없다.
  본 연구에서 유도한 좌굴모델은 훅의 법칙(Hooke’s 
law)을 사용하 고, 2차 도함수 ″을 사용하 기 때문

에 이상 기둥에 한 이론은 작은 처짐에 국한된다. 
그러나 실제 실험결과에서는 육안으로 찰될 정도의 

큰 변형이 존재하 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역시 1000 
℃ 이상에서 응력을 받기 때문에 비탄성 좌굴로 생각

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해석 

근방법으로 류집 체  열원의 설계 변수에 

한 좌굴의 경향성은 분명히 제시할 수 있었으므로 실

제 열 지 설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열원 연소에 따른 류집 체의 열

변형에 한 이론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열원 모

델  좌굴 모델을 제시하 으며, 열원의 연소속도  

류집 체의 두께에 한 향을 분석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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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열원의 연소속도가 

느릴수록 온도 기울기가 증가하 으며 이에 따른 고

차 모드의 좌굴이 발생하 다. 한 류집 체의 두

께가 작을수록 고차 모드의 좌굴이 발생하 다.
  열 지의 류집 체가 고차 모드의 좌굴이 발생하

면 다공성 재료로 성형되어 있는 극과 해질의 기

계  변형을 유발시켜 열 지의 내부 단락을 발생시킬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실제 류

집 체에서 발생하는 좌굴 상을 완벽하게 모사는 할 

수 없었지만, 류집 체의 열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열 지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단되었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와 실제 좌굴

상을 비교분석하기 한 추가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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