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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기 자동차의 연료 소모량은 배터리 성능에 의존한다 배터리의 성능은 작동온도에 민감하기 때: . 

문에 배터리 온도 관리는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한다 특히 배터리 팩에서의 모듈의 온도 분포는 냉각 , . ,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모듈 사이의 온도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는 배터리 열적 모델링에 초. 

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배터리 모델은 각형 모델이며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졌다 배터리 열 . NiMH , 10 . 

모델은 열 발생 채널을 통과하는 대류 열 전달 그리고 모듈 사이의 전도 열 전달로 구성되었다 배터, . 

리 내에서 발생되는 열발생 모델은 충 방전 동안의 전기적인 저항열에 의해 계산되어 진다 모델은 전/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 동안 적절한 열관리의 전략을 결정한다. 

Abstract: Fuel consumption rates of electric vehicles strongly depend on their battery performance. Because 

the battery performance is sensitive to the operating temperature, temperature management of the battery 

ensures its performance and durability.  In particular,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mong modules  in the 

battery pack affects the cooling characteristics. This study focuses on the thermal modeling of a battery pack 

to observ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mong the modules. The battery model is a prismatic model of 10 

NiMH battery modules. The thermal model of the battery consists of heat generation, convective heat transfer 

through the channel and conduction heat transfer among modules. The heat generation is calculated by the 

electric resistance heat during the charge/discharge state. The model is used to determine a strategy for proper 

thermal management in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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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 Average

conv, cond : Convection, Conduction

b                 : Battery

c               : Cooling 

서 론1.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

존의 내연기관은 유해 배기가스 배출로 인해 대

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 

최근 화석연료의 부존량이 위협받으면서 동 연료

를 사용하는 동력기관에 대한 대체 기관의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 자동차. 

는 주 동력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며 매연이나 

화석연료비의 상승과 같은 문제에 상대적으로 영

향을 적게 받지만 아직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효율이 낮은 운전 범위에

서 작동되면 과도한 열 발생으로 인하여 내부 온

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배터리의 수명과 성능

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터리의 운전 온. 

도는 전기화학 반응 및 충방전 효율 전하 수용, 

성 안전 차량 수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 

다 배터리의 운전 온도는 높을수록 내부 저항이 . 

낮아지고 전압이 높아져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이 좋아진다 하지만 임계값 이상의 높은 운전 . 

온도는 배터리 용량과 수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너무 낮은 운전 온도는 영구적으로 . 

배터리의 용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1,2)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열관리 기법은 Pesaran 

등(3)에 의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 

배터리 열관리를 위해 모델을 이용한 ADVISOR 

열관리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구성한 모델을 바탕

으로 차량 운전 환경 하에서의 배터리 열적 특성

을 분석 하였다 하지만 배터리 특징을 모두 나. , 

타내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델을 적용하였

고 열관리에 필요한 팬과 기타 구성 품에 대한 ,  

모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전체 배터리 . , 

팩을 하나의 집중용량으로 가정하여 셀 간의 냉

각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Pesaran(4,5)은 또 와 EVs

의 열관리 방법에 대한HEVs 연구도 보고하였다 . 

그는 능동 냉각과 수동 냉각 공기 냉각과 액체 , , 

냉각 가열 및 냉각의 혼합과 가열을 고려하지 , 

않은 냉각시스템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또한.  , 

등Kim (6)은 보다 진보된 형태의 배터리 열관리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고 냉각수 등 설계 변수들, 

의 변화에 따른 냉각효과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 

모듈간의 온도 분포 특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상 제어 로직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열관리 

계통 연구에서는 집중용량법을 이용한 배터리 모

델과 단순 모델을 이용한 열관리 계통을 적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 배터리 열관리. , 

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부 고온의 발생은 

집중 용량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확인할 수 없어 

국부 과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 로직을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집중 용량 법을 적용한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국부 과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원 배터리 팩 모델을 개발하였다1 . 

모델은 Matlab/Simulink®플랫폼 하에서 개발되었으

며 열관리 계통의 적절한 제어를 모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니켈 수-

소 배터리 모델과 통합하여 주어진 부하 조건에 

따른 배터리 팩의 온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배터리 모델2.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배터리 모델의 결과 검증

을 위한 참조 모델은  미국 국립 연구소Argonne 

에서 개발한 차량 시뮬레이터 Autonomie®의 라이

브러리 중 파나소닉사의 배터리 니켈 수소 전지 , -

모델이다 의 경우 상용으로 제공하는 . Autonomie

소프트웨어에 배터리 제원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델 비교 검증을 위해 동일한 제원을 이

용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배터리 셀은 총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원60

은 과 같다 여러 개의 셀을 모아 모듈이라 Table 1 . 

하며 과 같이 모듈의 개수는 개 개의,  Table 1 10 , 1

Table 1 Mechanical specification of battery cell

 

Contents Spec.

Cell per Module 6

Cell Diameter 0.0322(m)

Cell Length 0.374(m)

Cell mass 0.17(kg)

Number of Module 10

Module Width 0.0966(m)

Module Length 0.374(m)

Module thickness 0.06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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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당 셀의 개수는 개로 설정하였다6 .

본 연구에 적용한 배터리 모델은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전기회로 기반의 모델인 Warburge 

를 무시한 간단한 형태의  등가impedance Randles 

회로를 이용하였으며 셀 단위에서 충 방전 전류, /

에 따라 배터리 단자전압의 동적 거동을 나타낸

다.(7)

3.  배터리 에너지 보존 법칙

열용량에 따른 배터리 열관리3.1 

배터리 냉각 방법에는 유냉식 수냉식 공랭식 , ,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 하지만(8) 본 연구에서는  

공기를 냉각수 유체로 사용하는 공랭식을 채택 

하였으며 는 냉각을 위한 공기 흐름을 보,  Fig. 2

여주고 있다 모듈은 냉각수 채널을 사이에 두.  

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냉각수는 모듈과 근, 

접한 냉각수 채널에 각각 유입되어 배터리를 냉

각하게 된다 배터리의 냉각 특성에 초점을 맞추. 

어 유입되는 냉각 공기의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 

정하였다.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모델에서는 발열 모델, 

열전달 모델 압력 강하 모델 등이 포함되며 발, ,  

열 모델과 열전달 모델은 배터리 모듈의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압력강하 모델은 , 

팬의 기생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3.2 발열 모델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열량은 충/

방전 시 서로 상이하다 물리적으로 방전 시에.  

는 전류 내부저항에 의해서 발열이 되고 배터리 , , 

충전 시에는 전류 내부 저항 이외에 충전에 의, 

한 효율을 고려해야 한다Coulombic . Coulombic   

효율은 방전 중에 배터리로부터 제거된 에너지와  

충전 중에 커패시터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에너지의 비이다.(9) 따라서 배터리 셀에 의해 발 

생된 열은 다음과 같다.

    
                  (discharge)    (1)

    
    (charge)      (2)

열전달 모델3.3 

배터리 모듈은 전기자동차 차체 프레임 상단과 

승차공간 하단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터리, 

모듈에서 발생되는 열은 냉각용 공기에 의해 제 

Fig. 1 Conceptual schematic of a battery module 

Fig. 2 Schematics of a cooling system

거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 모듈을 각기둥의 . 

형태로 가정하였으며 배터리의 온도는 발열량과 

방열량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진다.






   
         (3)

여기서,     는 각각 열 발생량과 냉각

공기로의 방열량이다.

냉각공기 출구 온도와 냉각 공기로 방출된 열

은 보통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    (4)

배터리 표면이 균일한 온도로 로 유지되면, 

배터리 체적내의 에너지 균형을 이용하여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도출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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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까지 

적분을 수행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ln 
 




   (6)

따라서 최종적인 냉각공기 출구 온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진다.(10)

 exp
     (7)

      (8)

대류 열전달 계수 는 유속을 고려하여 층류와 

난류 각 영역에서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난류 , 

운전시는 상관 식을 사용하여 열전달 Gnielinski 

계수를 결정하였다.(11)  

 



Pr
Pr

  (9)

총합 열전달 계수는 냉각공기와의 대류현상과 

배터리 내부에서의 전도현상에 의해 결정이 되어 

지며 다음과 같다, . 











           (10)

압력강하 모델3.4 

압력강하 모델은 압력강하를 극복하기 위한 요

구되는 팬의 동력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11)

∆  




  (11)

식 에서의  (8) 는 유체 점성에 의한 마찰인자

이며 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수Petukhov Reynolds 

를 포괄하는 단일 상관 식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아래의 상관 식을 사용하여 마찰인자를

결정하였다.(11)

  ln   ≤ ≤×
    (12)

다중 모듈 모델3.5 

배터리 팩에서의 모듈과 모듈 사이 온도 분포

는 냉각 특성 및 방법에 따라 상이하며 이러한 ,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배터리의 원하

는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은 모듈의 . Fig. 3

Fig. 3  Communication between neighboring modules 
in the battery pack.

Fig. 4 Schematics of the module to module heat 
transfer

연결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그

림과 같이 직렬형태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가 영향을 주기는 하지Courant Number

만 적절한 시간 간격과 모듈 간 격자를 구성하게 , 

되면 차분형의 배터리 팩 구성을 통해 원하는, 근 

사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도 수치. 

해석으로 Matlab/Simulink®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도함수 를 차분형 으로 (Derivatives) (Differences)

대치한 유한차분법 을 사용(Finite Difference Method)

하였다.  

배터리 팩은 개의 배터리 모듈로 구성이 되10

어 있으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 Fig. 4

모듈과 마지막모듈은 전도와 대류를 모두 고려하

고 가운데 모듈은 이웃 모듈과의 전도만을 고려, 

하였다 첫 번째 모듈과 마지막 모듈은 외기 온. 

도와의 대류 열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도와 대류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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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에서의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식 에서 (3)

설명 되어 지며 외기와 접촉되어 있지 않은 모, 

듈은 유한 차분법을 적용하였고 모듈 내부에서 

온도는 균일하고 초기 배터리 온도는 외기 온도

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 

을 설정하였다.

경계조건: 




  and 


 


 (13)

초기조건:

  (14)

양단의 모듈은 대기와 접촉되어 대류 현상이 

존재하고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경계조건: 




     (15)

초기조건:

  (16)   

온도구배의 함수는 근사적으로 절점 온도의 함

수로 다음과 같이 기술 될 수 있다. 

 ∆
 ∆         (17)  

결 과4.  

시뮬레이션은 개의 모듈로 구성된 배터리 팩10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전류의 입력. 

을 사용하여 충 방전시의 발생하는 배터리 팩의 /

온도변화 모듈사이의 온도 분포 및 열전달 계수, 

의 변화에 따른 온도분포를 각 모듈에 대해서 확

인하였다 또한 배터리의 초기온도는 열적 평형. , 

을 고려하여 대기의 온도 와 동일하다고 (293.15K)

가정하였다. 

은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니켈Fig. 6 -

수소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이며 개의 모듈의 , 10

온도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

다. 

배터리 팩 온도 및 냉각공기 유량 4.1 

배터리 냉각 방법에는 유냉식 수냉식 공랭식 , ,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 하지만(7) 본 연구에서는  

공기를 냉각공기 유체로 사용하는 공랭식을 채택

하였다 은 입력 전류 펄스 충 방전 프로파 . Fig. 7 /

Fig. 6 Integration of the battery with the thermal 
management system 

Fig. 7 Charge/discharge load profile & SOC

Fig. 5 Schematic of the battery model and heat 
transfer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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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attery pack temperature and air flow rate

Fig. 9 Heat generation  & Heat rejection for
battery pack

Fig. 10 Battery module temperature

일 대비 배터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SOC . 

충 방전이 이루어지면서 배터리에 열이 발생하며/ , 

냉각공기 유입에 의해 방열이 이루어진다.   

은 펄스 전류 충 방전 시뮬레이션 결과Fig. 8 . 

에 대한 배터리 팩의 온도 변화와 냉각 공기의 

유량의 변화이다 배터리 팩의 온도는 동일조건에서 . 

온도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 번 모듈의 온도를 측5

정 하였다 특히 냉각공기 유량은 번 모듈의 온도 . , 5

정보를 받아 제어로 인하여 공기의 유량이 설정 PI 

온도에 맞게 공급되어 지고 있다 또한 유입되어지. 

는 냉각 공기는 병렬 형태로 각 냉각공기 채널에 

유입이 되어 모듈 간의 초기 냉각공기 온도는 동일, 

하다고 가정하였다 최초 대기 온도와 같은 . 293.15K

에서 충전이 이루어지면 충전에 따른 열의 발생으

로 인하여 배터리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초기에 최소의 유량만이 유입되었던 냉각 공기는 

온도가 기준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발열에 따른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공기가 모듈에 유입되게 된

다 배터리의 작동 온도는 으로 설정하였으. 308.15K 

며 공기의 대류 열전달 계수는 ,  로 설정하 

였다. 

열 발생 및 방열 4.2 

배터리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은 배터리와의 열 

교환에 의해서 냉각공기로 방출되게 된다. Fig. 9

는 배터리 내에서 발생한 열과 발생된 열을 냉각 

공기로 방출하는 그림이다 충 방전에 의해 배터. /

리내부의 온도 증가를 막기 위해서 냉각수가 유

입이 되며 유입된 냉각수에 의해서 방열이 이루,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모듈의 온도 4.3 

은 펄스 전류 충 방전 에 따른 각각의 Fig. 10 /

배터리 모듈의 온도 분포를 확인할 결과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번 모듈과 번 모듈의 온도가 , 1 10

가장 낮게 형성이 되며 번에서 안쪽 모듈로 들2

Fig. 11 Comparisons of Lumped vs. Layer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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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Ambient air heat transfer 
coefficient

어갈수록 온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에서 더 자. Fig. 11

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은 부하를 방전상태 . Fig. 11

정 전류를 주었을 경우 대류 열전달 계수의 20A 

변화에 따른 모듈과 모듈사이의 온도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안쪽 모듈일수록 더 . , 

높은 온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 

안쪽 모듈일 경우 이웃모듈과의 전도 현상 대기, 

와 접촉되어 있는 모듈일 경우 대기와의 대류 현

상에 의해서 각 모듈마다 온도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기 대류 열전달 계. , 

수를   ,    ,  로 변화 

시켰을 경우의 모듈에 대한 온도 분포는 그림과 

을 경우에 대기와 접촉되어 있는 모듈을 배터리 

온도가 더 낮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류 열전달 계수가 증가할수록 대기와의 

열전달이 더 활발해져 냉각이 더 잘 이루어진다. 

는 집중용량 모델과 다중  모듈 모델 간의 Fig. 12

출력 차이를 보여준다.

집중 용량 모델은 각각의 단위 전지들을 고려

하지 않았으며 집중 용량 모델이 다중 모듈 모, 

델 보다 출력이 낮게 나타나며 정 전류를 크게 , 

할수록 출력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전류가 일 때 최대 의 .  , 13A , 0.040705%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 

집중용량 모델보다 다중 모듈 모델을 적용 하였

을 경우 모듈 간의 온도 차의 의한 배터리 모듈

의 보다 정확한 출력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모듈과 모듈 사이의 온도 분포

를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

하였으며 배터리의 온도 제어와 모듈 과 모듈 , 

사이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펄스 전류 방전을 입력으로 주었을 경(1) 2C  

우 배터리 팩의 온도가 기준 온도인 에 308.15K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각각의 모듈의 온도는 안쪽 모듈일 (2) 

경우 더 높은 온도를 보이며 대기와 접촉되어 , 

있는 모듈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온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류 열전달 계수를   ,  , 

 로 변화시켰을 경우의 모듈에 대한 온 

도 분포는 대류 열전달 계수가 증가할수록 냉각의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 모듈 모델을 적용 하였을 경우 집중(4) , 

용량 모델보다 최대 의 출력 오차가 발0.040705%

생하며 이는 다중 모듈 모델이 모듈 간의 온도, 

차에 의한 보다 정교한 출력 값을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은 실험적 검증(5) 

을 거쳐 향후 시스템 최적 운전을 위한 냉각 시

스템 설계 및 운전 최적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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