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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ttery of an electric vehicle is a key part of the energy supply to operate the vehicles. There are

many factors affecting battery life such as charging method, discharge rate, and ambient temperature

those are requires systematic monitoring and management. To solve the issues like environmental

problems and fuel consumption reduction the battery needs more performance improvement.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e thermal characteristics and securing battery stability for electric vehicle battery

cooling system. The simulation test was operated using GT-suite software with several conditions like

cooling capacity 1, 2 and 4 kW, cooling flow rate 5, 10, 20 and 30 LPM, and battery initial temperatures

40, 35, and 30℃ at the temperature of ambient 25℃. The results shown that the case of cooling flow
rate at 20 LPM was most efficient among all above conditions.

Key words: Electric Vehicles(전지자동차), Battery(배터리), Thermal Management System(열관리시

스템), Cooling System(냉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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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 파이프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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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의 고갈,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green house effect) 및 대기

오염이 점점 더 심화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적은 신재생 에너지원의

사용과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

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높아지고 있으며[1],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한 환

경 규정 및 요구 사항으로 인한 운송 부문에 대한 관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4]. 탄소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은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부분에서 발생하지만

수송부분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수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송부분의 배기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

다[5].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배기규제와

높은 유가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중

국 등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신진기술 확보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

기관의 유무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와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배터리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로 구분

된다.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는 전통적인 내연

기관엔진에 의해 추진력을 얻는 대신 전기를 에너

지원으로 하는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다.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없기 때문

에 배출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공기 오염의 위

험이 굉장히 낮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으로 인해 가장 유망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체재로 인정받고 있다[1].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의 최대운전거리 및 가속성능 등은 차량 배터리 팩

의 에너지 함량 및 성능에 크게 좌우된다. 전기자동

차에 사용되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은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Li-ion)이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모두 대용량의

배터리를 필요하며, 일반 가솔린 자동차와 달리 자

동차의 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전기로 쓰기 때문에

배터리의 크기가 증가하고, 그만큼 배터리에서 발생

되는 열 또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충전상태에서도

열이 발생하여 냉각기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

다.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열을 적절히 냉각 시키

지 않으면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고 극단적인 상

황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터리냉

각은 필수적이다[2]. 

배터리는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

는 핵심부품으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충전

방식, 방전율 및 작동온도 등 여러 요소가 있다. 전

기자동차 배터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고 발열 반응

이 시작되고, 따라서 열 폭주(thermal runaway)가 일

어나 연소, 폭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

서 온도대별 적절한 냉각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충전, 방전, 배터리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battery monitoring system, BMS)하여야 한다. 적절

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은 배터리를 최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명연장을 통하여

폐 배터리 발생증가로 인한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

으며, 주행안정성을 향상시켜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환경적인 수송기계인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배터리 냉각장치의 열특성 및 설

계변수를 도출하여,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냉각장치의 용량 및 냉각성능을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배터리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에너지

와 전기에너지를 상호간에 자유로이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배터리에서 공

급되는 전원을 사용하지만 커패시터와 같은 다른

장치도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5]. 배터리에

서 공급되는 전력은 차량의 전기 모터로 보내지며,

이는 차량의 바퀴를 구동한다[3]. EV는 단일 전원에

서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하고 배터리는 차량에 탑

재한다. 그러나 커패시터와 같은 다른 장치고 전기

자동차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배터리가 공급하

는 전기는 전원 차량의 전기 모터로 향하고 차례로

구동된다[6, 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 해석 프로그

램은 GT-Suite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Fig. 1은 본 연구의 해석모델로써, 배터리와 자

동차의 난방장치가 냉각시스템이 병렬로 연결된 시

스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냉각 해석을 위한 모델링에 있어서 열전달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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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및 (2)를 사용하였다. 

 (1)

 (2)

본 연구의 대상배터리는 GM-Volt 전기자동차로

써, 배터리의 출력은 분할형 차량으로 출력에서 엔

진 파워 스플릿[8], 전기 구동 거리, 하이브리드 모

드 작동 및 배터리-SOC 유지 전략은 파워트레인 구

성에 따라 다르다. 파워트레인의 서브 모듈의 제어

전략은 각 구성 요소의 제어에 대한 해석에 많은 정

보를 제공하며, Table 1은 본 연구의 대산모델인 차

량의 열관리시스템의 사양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M-Volt차량의 파워트레인의 동

적 모델을 획득하고, 동적모델을 기반으로 구성요소

제어알고리즘, 드라이브모드 결정알고리즘 및 에너

지 관리전략을 개발하였다. GM-Volt는 유성 기어를

사용하여 전력을 분할하며, 파워트레인에는 2개의

클러치와 1개의 브레이크가 적용되었다[9]. 

전기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 및 냉각

관리 시스템이다. 충전 및 방전시에 배터리 셀, 모듈

및 팩 내부의 균일한 온도 분배 비율이 결정되어야

하며, 모든 셀의 온도는 엄격히 제한되어 전체 팩에

걸쳐 일정온도 이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배터리의

용량은 60 Ah이며, 정확한 배터리 사양은 Table 2와

같다. 

배터리 내에서 냉각수가 유동하는 채널의 파이프

의 직경은 10.6 mm이며, 파이프 사이 거리는 약 10

mm이다. 냉각수의 유로는 배터리 전체를 덮으며 모

든 방향에서 최대 열전달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해석프로그램

의 계산과정을 나타낸 flow diagram이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주행 및 충전 시 다량의

열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온도대별로 적절한 냉각성

능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냉각 능력을 1 kW, 2

hg = 
1

2
---Cf  Ueff Pr

2

3
---–

 
 

hg = 
Nu K

d
---------------

Fig. 1. Modeling of a battery cooling system using a

chiller.

Table 1. Model electric vehicle battery’s properties

Battery heater power 2 KW

Coolant 

water

Flow rate 7.392 LPM

Specific heat 3494 J/kgK

Temperature difference 0.069  ℃/s

Coolant heat 31.85 W

Battery

Heat capacity 1968.15 W

Weight 198 kg

Temperature difference 0.069  ℃/s

Specific heat 143.1 J/kgK
Fig. 2. Calculation flow diagram of the developed simulation

program.

Table 2. Battery specifications

Parameter Value 

Capacity (Ah)

Normal Voltage (V)

Max Charging Current (C)

Charging Cut-off Voltage (V)

Max Discharging Current (C) 

Discharge Cut-Off Voltage (V)

Standard Current (C) 

Dimensions (Thickness/Width/Length (mm))

60

3.65

60 A

4.2

3 (180 A)

2.75

0.5 (30A)

14/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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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및 4 kW로 변화시키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외

기온도를 25℃, 30℃ 및 35℃로 설정하여 성능해석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계산조건은 Table 3과 같

으며, 냉각수량은 5 LPM, 10 LPM, 20 LPM 및 30

LPM, 배터리의 초기온도는 40℃, 35℃, 30℃로 변

화시킬 때와 70℃, 60℃ 및 50℃로 변화시킬 때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냉각을 위한 냉각장치를 제거하고 자동차용

라디에이터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냉각시킬 경우에

대하여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는 공기의 풍량을 400,

1600 및 2800 CMH 변경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배터

리의 냉각속도를 계산하였다. 라디에어터 풍량변화

에 따른 냉각속도의 계산에 사용된 운전조건은

Table 4와 같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위한 냉각 시스

템의 용량이 1 kW이고 외기온도가 25℃일 때 배터

리의 운전조건과 시간에 따른 냉각속도를 냉각수의

유량의 변화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유량의 증가에

따라서 작동유체의 유동속도가 증가하고 이에 동반

하여 냉각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Fig. 3에

서 배터리의 초기 설정온도가 35℃의 조건에서의

냉각수 유량이 10 LPM일 때 냉각속도는 0.0042℃

/Sec 이며 유량이 20 LPM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냉

각속도는 0.004834℃/sec으로 증가하다가 냉각수 유

량 30 LPM의 냉각 속도는 0.00406℃/Sec로 약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 LPM 이외의

유량은 냉각속도의 증가를 동반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외기온도가 25℃에서 30℃로 상승하여 배터리의

냉각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 대하여 냉각계통의

냉각능력을 2 kW 증가시켰을 때 냉각속도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냉각수 유량이 5 LPM일 때 냉각

속도는 0.00762℃/Sec인 반면, 20 LPM의 냉각 속도

는 0.00817℃/Sec이며, 작동 유체의 유량이 증가에

따라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냉각 속도가 증가되었

다. 외기온도가 35℃로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유량

이 20 LPM일 때 냉각 속도는 외기온도 30℃조건에

Table 3. Simulation conditions for performance simulation

with cooling capacity variation of the cooling device

Cooling 

capacity

(kW)

Cooling 

quantity

(LPM)

Battery initial

temperature

(℃)

Outside 

temperature

(℃)

1 5/10/20/30 40/35/30 25

2 5/10/20/30 40/35/30 30

4 5/10/20/30 70/60/50 35

Table 4. Simulation conditions for performance simulation

with air flow rate variation of the radiator

Flow rate of 

cooling water

(LPM)

Radiator air 

volume

(CMH)

Battery initial

temperature

(℃)

Outside 

temperature

(℃)

10, 20, 30
400, 1600, 

2800
40, 35, 30 25

Fig. 3. Cooling rate of the battery with 1 KW cooling

capacity of the cooling device at 25℃ outside temperature.

Fig. 4. Cooling rate of the battery with 2 KW cooling

capacity of the cooling device at 30℃ outsid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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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0.00195℃/Sec로써 외기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급격하게 냉각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에 외부온도가 35℃인 유량이 10 LPM의 냉각

속도는 0.00191℃/sec 인 반면, 유량이 20 LPM인 동

일한 조건에서 냉각 속도는 0.00195℃/sec이며, 이것

은 유량의 상승에 따른 증가를 나타낸다. 

Fig. 6은 라디에이터에 공급되는 공기 풍량이 400

CMH인 10 LPM의 냉각 속도는 0.007953℃/sec이며

동일한 조건에서 냉각수 유량 30 LPM의 냉각 속도

는 0.008678℃/sec이며,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 풍량이 1,600 CMH로 증가할 경우에 30 LPM

의 냉각속도는 0.016332℃/sec이며 10 LPM의 냉각

속도는 0.008872℃/sec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8 공기 풍량이 2,800 CMH 인

유량이 10 LPM의 냉각속도에서는 0.015152℃/sec

인 반면, 30 LPM의 냉각 속도는 가장 높게 0.019146

℃/sec이며 이는 유량 상승으로 인한 냉각속도 증가

를 나타낸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향상 시키

기 위한 효과적인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성능해석

에 관한 연구로써 배터리 온도, 차량 성능, 신뢰성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냉각성능을 칠러

를 사용할 경우와 일반적인 라디에이터를 사용할 경

Fig. 5. Cooling rate of the battery with 4 KW cooling

capacity of the cooling device at 35℃ outside temperature.

Fig. 6. Cooling rate of the battery with 400 CMH air flow

rate of the radiator at 25℃ outside temperature.

Fig. 7. Cooling rate of the battery with 1,600 CMH air

flow rate of the radiator at 25℃ outside temperature.

Fig. 8. Cooling rate of the bettery with 2,800 CHM air

flow rate of the radiator at 25℃ outsid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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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대하여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칠러(Chiller)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냉각장

치 시스템의 냉각 유량이 20 LPM으로 일정할 때 칠

러의 냉각 능력이 1, 2, 4 kW로 변화하면 최대의 냉

각속도가 0.0054℃/sec, 0.00873℃/sec, 0.0195℃/sec

값으로 나타났으며,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전기자동

차 배터리 냉각해석 결과에서는 라디에이터의 유입

되는 공기 풍량이 많을수록 냉각속도는 증가하였다.

배터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배터리 자체무게

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 냉각속도가 감소

하여 배터리 용량증가를 위해서는 냉각장치의 능력

도 동반하여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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