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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높은 에너지밀도와 출력밀도를 가진 리튬이온전지

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자

동차가 각광받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

은 에너지원인 배터리셀, 배터리셀을 외부의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기계적 구조물, 배터리셀의 

작동 시에 발행하는 열을 배출하고 외부의 영향을 차

단하여 배터리셀을 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열관

리시스템(thermal management system, TMS),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고 배터리를 보호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등으로 이루

어진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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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의 점차 고도화되어가고 

있으며 개발주기가 단축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배

터리셀로부터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산설계기술이 이용되어 

제품개발의 시간을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하며 제품성

능을 최적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의 각 

부문에 어떠한 전산설계기술이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크게 i)배터리셀, ii)배터리팩 하우

징, iii)열관리시스템, iv) 차량시스템의 개발에 사용되

는 전산설계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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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리기반 배터리셀 모델

리튬이온전지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자동차의 종류 (HEV, 

BEV, PHEV)에 따라 요구되는 전지의 사양에 맞추어 

전지개발자는 전극을 구성하는 활물질의 종류와 양, 

전극과 분리막의 두께, 전해액의 농도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

한 조합을 모두 실험하고 검증하기는 어려우므로 배

터리셀의 물리적 거동을 지배방정식을 통해 예측하고 

배터리셀의 설계변수를 바꿔가며 목표로 하는 성능을 

갖는 최적의 설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Fig. 1 Schematic of physics-based cell model of lithium- 
ion battery [1]

Figure 1과 같이 리튬이온전지의 내부를 전극, 분리

막, 집전체, 그리고 활물질입자로 구분하고 물질전달

방정식, 포텐셜방정식, 전기화학방정식을 연결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전지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기초

데이터를 실험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극활물

질들의 평형전압곡선(open circuit voltage)와 용량데이

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전극활물질이 조합된 경우 예

상되는 전지의 전압특성과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Figure 2는 lithium manganese oxide (LMO)와 니켈-망간

-코발트로 이루어진 삼성분계 활물질(NMC)로 이루어

Fig. 2 Effect of material composition on the voltage and 
capacity of electrodes [1]

Fig. 3 Experimental validation of physics-based cell 
model of lithium-ion battery [1]

진 양극에서 두 물질의 비율을 변화시킬 때 예상되는 

양극의 전압 및 용량, 그리고 graphite와 amorphous 

carbon으로 이루어진 음극의 재료조합을 변화시킬 때

의 전압특성과 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복합소재로 이루어진 양극과 음극으로 리튬이온전

지를 설계하여 예상되는 성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

로 실제 전지를 개발하여 그 성능을 검증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좌측은 용량우선 설계를 통해 

도출된 BEV(battery electric vehicle)용 전지이고 우측

은 출력 우선 설계를 통해 도출된 HEV(hybrid electric 

vehicle)용 전지이다. 전산설계로 예측된 성능과 실제 

성능이 상당히 일치됨을 볼 수 있다. 

용도에 따른 새로운 배터리셀의 개발에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최근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성능의 배터리셀을 조합하여 목표하는 배

터리 시스템을 사양을 맞추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Figure 4는 고에너지 배터리셀과 고출력 배터리셀

을 조합하여 전기자동차에서 필요로 하는 용량과 출

력을 달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고에너지셀의 개수를 

늘리면 배터리팩의 에너지밀도가 증가하고 고출력셀

의 개수를 늘리면 배터리팩의 출력밀도가 증가하며 

배터리팩의 전압특성은 두 가지 배터리셀의 전압곡선

을 혼합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Fig. 4 Two different types of battery and effect of their 
combination on the cell performa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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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터리팩 구조설계 모델

Figure 5는 전기자동차용 수냉식 배터리팩의 분해

도를 보여주고 있다. 배터리셀을 기계적으로 보호하

기 위해 배터리팩 외부에는 endplate를 설치한다. 

Endplate는 배터리셀의 내부저항감소를 위해 팩의 조

립단계에서 팩을 일정정도 가압시키며 배터리셀의 퇴

화에 따른 팽창을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endplate는 매우 높은 강성을 가져야 하므로 소재의 선

택과 형상의 최적화를 위해 전산설계를 실시한다. 

Figure 6는 배터리셀의 퇴화로 인한 팽창에 의한 반

력을 고려하여 배터리팩 endplate의 형상(bead)에 따른 

Von-Mises stress를 보여주고 있다. 전산설계에 의해 

수직방향 비드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Fuel cell electric vehicle)의 

연료전지는 일반적으로 Figure 7과 같은 스택형 구조

를 갖는다. 이러한 전지스택의 조립에는 endplate와 

tie-rod를 이용하며 체결력에 따라 endplate에 휨이 발

생할 수 있다. Endplate의 휨현상이 심하면 전지스택

내부에 적층되어 있는 단위셀 사이의 접촉이 약해지

며 이로 인한 저항증가와 성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해석을 통해 각 tie-rod에 

가해지는 인장력을 계산하고 이로 인한 반력 및 휨을 

Fig. 5 Exploded view of liquid-cooled battery pack

Fig. 6 Structural analysis of endplate of battery pack 

Fig. 7 Structural analysis of fuel cell stack [3] 

예측, tie-rod의 개수와 위치, 그리고 endplate의 재질 및 

형상을 최적화한다. 

2.3 배터리팩 냉각설계 모델 

배터리셀은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발열의 요인에는 분극현상에 의한 반응열, 저항에 의

한 Joule 열, 그리고 엔트로픽 열 등이 있다. 배터리 시

스템 내부의 배터리셀의 온도는 이러한 발열 및 배터

리셀의 열물성(비열, 전도도, 밀도 등)과 작동조건(충

방전 속도, 외부온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배터리

팩의 냉각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cell characterization을 

통해 이러한 주요 물성값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준비

한다. 다음으로 배터리셀과 팩의 3차원 형상을 고려한 

전산해석을 실시하여 열적거동을 분석한다. 특히 배

터리팩은 냉각방식(공냉식, 수냉식)에 따라 그 형상이 

결정되므로 배터리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냉각설계단

계가 매우 중요하다. 

Figure 8은 전산해석을 통해 수냉식 배터리팩의 방

열과 단열성능을 예측한 것이다. 배터리셀의 열은 하

단에 위치한 히트싱크를 통해 원활하게 배출되어야 

하며, 히트싱크와 배터리팩의 외부는 서로 단열을 유

지해야 한다. 계산결과, 배터리셀과 히트싱크의 사이

Fig. 8 Thermal analysis of liquid-cooled battery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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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저항은 2.9 K/W, 히트싱크와 외기 사이의 열저항

은 30.15 K/W로 예측되어 설계목표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4 차량해석 모델 

최근에는 배터리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였을 때 

차량의 주행성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HILS (Hardware In-Loop Simulation)를 이용하는 경우

가 많다. 이는 개발한 배터리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직

접 탑재하는 대신에 차량을 모사하는 차량해석 모델

에 배터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주행 프로파일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차량의 주행성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Figure 9는 AVL社의 CRUISE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성능을 

알아본 것이다. 

Fig. 9 Driving simulation of hybrid electric vehicle using 
AVL CRUISE

3. 결 론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설계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배터리셀의 설계에는 물리

기반의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극소재의 조합

과 전지의 형상을 검토하여 전지의 성능과 특성을 미

리 예측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서로 다른 전지들을 조

합하여 배터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셀을 기계적, 열적으로 보호하

기 위한 구조설계와 열설계에 전산해석이 어떻게 이

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배터리팩

이 실제 차량에 탑재되었을 때 차량의 성능을 예측하

기 위한 HILS에 대해 소개하였다. 배터리 전산설계기

술은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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