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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구조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 내부의 냉각 성능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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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ccording to Type of H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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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ool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HVAC types installed in the energy storage system
(ESS). Batteries in ESS have the disadvantages of decomposition and catching fire at high temperatures, so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temperature. For the purpose of cooling the batteries in ESS, we designed the cooling systems with stand
and ceiling type HVAC. Both the cooling systems for ESS are analyzed numerically for the comparison of cooling
performance. The heat dissipation of the battery is 1979.3 W/m3 on 1 C-Rate discharge, and the cooling flow rate and
temperature are 6.375 kg/s and 17 oC, respectively. The maximum temperature of batteries with stand and ceiling type
cooling systems are calculated to be 65.85 and 60.5 oC, respectively. In conclusion, cooling systems with ceiling type HVAC
are more efficient than cooling systems with stand type H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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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배터리이며 에너지 밀도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2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온에서 전기 전도도의 저하에 의

전기 수요량 증가와 탄소 배출량 저감 정책을 대비하기 위하

한 전압 강하가 발생하고 고온에서 단락 및 열 폭주에 의한 화

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이 증가하고

재의 위험이 있다.3,4 그러므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배터리의

1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은 날씨 및 주위 환경에 따라 꾸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히 전력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

Lim, D.5 등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방전률

너지를 미리 저장하여 적정 사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

에 따른 열화를 분석하였으며, Park, H.6 등은 리튬-이온 배터리

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의 수요가 전 세계

의 냉각 성능을 증대한 공랭식 배터리 팩 구조를 수치해석적으로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냉/난방 수요가

분석하였다. Kwon, H.7 등은 각형 배터리의 온도 저감을 위해 수

급증하는 최고 수요 시점에서 전력 부하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냉식 배터리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Choi, J.8 등은 배터리 팩에

발전 설비에 과잉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고속 소형 터보 블로워를 적용한 공랭식 배터리 팩 구조를 수치

갑작스러운 전력 과잉 사태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

해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적용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의 냉각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
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7 권 제 9 호

686 / September 2020

Fig. 1 Schematic diagrams of energy storage systems (a) Stand type, and (b) Ceiling type HVAC

본 연구는 에너지 저장 장치 내부에 스탠드형 및 천장형

Table 1 Properties of air and battery

HVAC이 설치된 구조를 수치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시제품이

Properties

Air

Aluminum
(Battery)

Density [kg/m3]

1.225

2719

제작되기 이전에 이러한 수치적 방법을 도입하면, 제작비용 절
감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할

-5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기 다른 HVAC이 적용된 에너지 저장

Viscosity [×10 kg/m·s]

1.79

-

장치 내부의 유동 및 열전달을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여 분석

Specific heat [J/kg·K]

1006.4

871

하였다. 배터리의 최대온도, 최저온도 및 평균온도를 분석하였

Thermal conductivity [W/m·K]

0.024

202.4

으며, HVAC 구조에 따른 취약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최적 냉각 성능 구조를 예측하였다.

Table 2 Boundary conditions
Boundary conditions

2. 에너지 저장 장치 구조
본 연구에 적용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외형은 40 ft 컨테이너
이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냉각을 위한 HVAC은 스탠드
형과 천장형을 선정하여 냉각 성능을 비교하였다. 스탠드형

Inlet

Value

Flow rate [kg/s]
o

Temperature [ C]

Outlet
Battery

6.375
17
Pressure outlet

Heat dissipation [W/m3]
External wall condition

1979.3
Adiabatic

HVAC은 측면에 하나 설치된 구조이고 천장형 HVAC은 상부
에 2개 설치된 구조이다. HVAC의 수가 다른 이유는 동일 유량

장치는 덕트가 설치되어 유동을 순환시키고 천장형 HVAC의 경우

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스탠드형 HVAC이 적용된 에너지 저장

4개의 토출구에서 유동이 토출된다. HVAC의 변경 시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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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내부 부품의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배터리 랙의 배
치가 일부 변화되는 것은 실제 설계 시에 필연적이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실제 현상을 반영하였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개의 배터리 랙은 1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개의
랙이 설치되어있다. 배터리의 Layout은 482 × 510 × 161 mm이
다. 배터리 랙은 0.16 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직육면체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C 방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랙
당 발열량은 외기온도 25oC를 기준으로 2,449.2 W이며, 체적당
발열량은 1,979.3 W/m3이다. 이러한 발열량 수치는 배터리 제조
사의 사양서를 근거로 하였다. 배터리팩의 발열량에 관해 기존
의 문헌을 참고하면, 20-60oC 온도에서는 발열량이 온도 변화에
무관함을 알 수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한 온도의
범위가 20-60oC와 근접하므로 이러한 발열량 가정은 매우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배터리의 한계 작동온도는 제조사의 사
양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나, 기존의 Ref. 6을 참고하면 대략
60oC 이내가 된다. 이는 ESS 내부의 화재 경보기의 기준온도,
배터리의 열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내구 수명
및 균일한 배터리 동작을 위해서는 더 낮은 온도와 균일한 온도
편차가 요구되는 추세이다.

3. 수치해석 방법
상용 해석 소프트웨어(Fluent)를 사용하여 에너지 저장 장치
내부의 열/유동을 수치해석 하였으며, 내부의 유동은 정상 상태,
난류로 가정하였다. 난류 모델은 k- model을 적용하였고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난류 운동에너지 방정식

Fig. 2 Generated mesh for the numerical simulations

과 난류에너지 소산율 방정식을 식(1)부터 식(5)에 나타내었다.
강제대류가 강하게 작용하는 배터리 냉각의 경우 자연대류에
의한 부력 효과는 무시하였다.6

위한 격자의 수는 32,000,000개이며 Skewness를 0.5 이하가 되
도록 설정하였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높은 격자 품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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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x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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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해 육면체를 적용하였다. 격자의 크기는 1 mm로 설정하
였으며 정렬 격자를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Pressure-Velocity Coupling은 SIMPLE (Semi-Imp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의 Scheme을 사용하였다.
또한 압력, 모멘텀 및 에너지 방정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Second Order로 설정하였으며, 난류의 경우 First Order로 계산

(3)

하였다. 해석 결과의 수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터리 및 유
체의 온도를 모니터하였으며, Residual을 10-6 이하로 설정하였
다. 수치해석의 경계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스탠드형과

(4)

천장형 HVAC 모두 토출 유량과 토출 온도는 각각 6.375 kg/s와
17oC이다. 본 연구에서 시제품 제작을 위해 에어컨의 냉방 용량
은 32,304 W, 배터리 전체 발열량은 31,837 W로 계산되었다. 에

(5)

너지 저장 장치 내부의 냉각 성능만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는 단

냉각 공기는 비압축성 기체이며 배터리의 재질은 알루미늄으

의 컨셉 단계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열 유동해석을 수행한 것

로 설정하였다. 적용된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해석을

이다. 따라서 수치해석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격자 품질,

열로 설정하였다. 본 수치해석은 시제품 또는 시험품 제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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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am line on the energy storage system

난류 모델, 물성치 등에 관하여 기존의 Refs. 5, 6, 9을 참고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냉각 성능을 수치해석적으
로 연구하여 배터리의 온도 분포, 속도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Fig. 3에 HVAC 유형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 내부의 속도 분
포를 유선으로 표현하였다. Fig. 3(a)에서 스탠드형 HVAC의 입
구에서 토출된 공기는 덕트를 통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순환하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battery with respect to
HVAC type

게 되고 배터리가 있는 영역에서 한쪽 방향으로 유동하는 단일
유동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HVAC의 출구에 가까울수록 배터
리 랙의 온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Fig. 3(b)에서 천장형

계산되었다. Fig. 5에서 최대온도는 60.5oC로 계산되었으며 최

HVAC에서 토출된 공기는 하부로 순환되고 4개의 토출구를 통

저온도는 23.3oC로 계산되었다. 2대의 천장형 HVAC 사이에 위

해 에너지 저장 장치 내부를 순환한다. 처음 하부로 순환되는

치한 배터리 랙에서 최대온도가 계산되었으며, 양쪽 끝의 벽으

공기는 상부로 재순환하여 전체적인 유체의 혼합이 좋은 것을

로 갈수록 배터리의 온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2대의 HVA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천장형 HVAC 적용 시 유동 방향 뿐만 아

토출되는 공기가 중앙에서 만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하

니라, 중간의 영역에서 유동이 순환되어 냉각 성능에 영향을 미

부로 유동이 집중된다. 그러므로 상/하단의 냉각 성능의 차이가

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쪽 끝 단에서 유체와 외벽에 의해

발생하여 배터리 랙의 온도가 상승하였다. 양쪽 벽면 근처에서

재순환된다. 상하로 재순환되는 유체는 배터리 랙의 온도를 감

공기가 상하로 순환하여 배터리 랙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2대의 HVAC 사이의 공간에서 유선의

판단된다. Figs. 3(a)와 3(b)를 비교해보면 단일 방향으로 공기가

수가 줄어들며, 이 부근에서 냉각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순환되는 스탠드형보다 여러 방향으로 공기가 순환되는 천장형

Fig. 4에 에너지 저장 장치 내부의 배터리 랙 온도 분포를 나
타내었다. Fig. 4(a)에서 최대온도가 65.85oC로 계산되었고, 최
o

HVAC에서 배터리 랙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되었다.
Fig. 5에 배터리 랙의 평균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스탠

저온도는 45.2 C로 계산되었다. 덕트에 의해 유동이 순환되어

드형의 일정하게 배터리 온도가 증가하였고, 천장형의 경우 위

HVAC 반대에 위치한 배터리 랙에서 최저온도가 계산되었으며,

치에 따른 랙의 온도 편차가 크게 계산되었다. 스탠드형과 천장

HVAC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증가하였다. 배터리의 온도는 유동

형이 적용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터리 랙 전체 평균 온도는

방향에 따라서 균일하게 증가하였다. 덕트에 의하여 상부에서

각각 50.57와 41.39oC로 계산되었다. 스탠드형의 경우 덕트에

하부로 유체가 순환되므로 배터리 랙의 상단이 하단에 비해 온

의하여 균일하게 유동이 분포되고 출구 방향으로 단일 유동을

o

도가 낮으며, 단일 랙에서 발생하는 최대온도 편차는 7.5 C로

형성한다. 그러므로 양 끝단의 배터리 랙 부분에서 데워진 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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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안정성을 높게 확보하
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냉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요
구된다.
(4) 본 연구에 의해 설계 및 제작 된 천장형 HVAC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HVAC 토출 온도 및 토출 각도에 따른 배터리
랙의 표면 온도 측정을 진행하여 검증 및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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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평균 온도가 높게 계산되었다. 반면 양쪽 측면에서 냉각
공기의 혼합 효과가 좋은 천장형의 경우 평균 온도가 낮게 계산
되었다. 천장형 HVAC 적용의 경우 8, 9번 배터리 랙 사이에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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