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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전지 내부 단락 시 분리막 변형에 의한  

열거동 예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부 

 장영익 

 

최근 전기차의 화재로 인해 리튬 이온 전지의 안전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차의 충돌로 인한 외력 및 배터리 제작 공정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배터리의 

내부 단락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다. 배터리의 내부 단락은 배터리 온도

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열폭주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문제이며, 내부 단

락으로 인한 높은 온도는 분리막의 변형을 일으켜 내부 단락을 확장하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본 논문은 배터리의 내부 단락 상황에서 분리막 열수축의 영향으로 인한 열거

동을 연구하였다. Pseudo-2dimensional(P2D)모델에 의한 배터리 모델과 전지 

내부 단락의 전기적-열적 현상에 대한 모델을 커플링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분

리막의 오븐 실험을 통해 열수축 계수를 도출하여 분리막 형상 변형을 내부 단

락 모델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배터리의 내부 단락으로 인한 고온 상황에서 분리막의 열수축으

로 단락이 확장되어 전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류의 증가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전지의 열폭주 위험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안전 범위에 있는 

배터리 내부 단락 크기의 예측에 분리막의 열수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을 증명

하였다.  

 

주요어: 리튬 이온 전지, 열 폭주, 분리막 열수축, 배터리 내부 단락, 

수치해석방법  

 

학번: 2019-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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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리튬 이온 전지의 개요 

 

기후 변화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받

고 있다[1-3].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충전하여 다양

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2차 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차 

전지 중 리튬 이온 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 사이클로 인해 

가장 관심이 높고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한 전

기차는 내연 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 세계 각국

의 친환경 정책과 자동차 배출량 규제로 리튬 이온 전지의 중요성은 더

욱 커질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 창고 역할을 수행하는 

ESS(Energy Storage System)시장의 성장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원으

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는 셀(Cell), 모듈(Module), 팩(Pack)으로 

구성된다. 수많은 셀들이 모듈로, 여러 개의 모듈을 다시 결합해 팩으로 

구성이 되며 안정성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배터리 셀이란 리

튬 이온 배터리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라는 네가지 원재료가 전극판으로 조합되어 알루미늄 또는 스틸의 케이

스로 포장된다. 모듈이란 여러 개의 셀을 프레임에 넣어 외력, 진동, 열

로부터 보호하며 셀의 전류, 전압 등 정보를 센싱한다[4]. 마지막으로 배

터리 팩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듈이 모여 있는 것으로 

제어 및 냉각 기능으로 배터리 셀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보호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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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5].   

2차 전지는 고용량을 위한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진화해 왔으며, 리

튬 이온 전지 또한 고 에너지 밀도화를 위해 연구되고 있다.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NCM구조에서 Ni의 비중을 높인 하이 니켈 양극재로 발전

하고 있으며, 음극재로는 Si계의 음극재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 향상된 전 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긴 충 방전 수명(Cycle life), 

고 출력, 전기화학 안전성, 열 안정성 특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중이다[6-7]. 

 

 

 

Fig. 1.1. Length scale dependent physics impacting battery model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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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튬 이온 전지의 기본 원리 

 

리튬 이온 전지란 충∙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이며, 산화와 환원의 

원리로 화학에너지를 직류의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전지이다.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Positive electrode), 음극(Negative electrode), 전해질(Electrolyte), 

분리막(Separator)으로 구성된다. 양극은 환원극으로 방전 기준 전자를 

얻는 극이며 Cathode라고 한다. 주로 Ni, Co, Mn화합물인 NCM재료가 

사용되며,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극은 

산화극으로 방전 기준 전자를 잃는 극이며 Anode라고 한다. 주로 흑연을 

음극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Si계 음극재가 

연구되고 있다. 전해질은 Li이온의 이동에 의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로 Solvent, Salt, additive로 구성이 되어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사이 Porous membrane구조로 두 전극의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고 

Li이온의 전달 통로이며 전기적, 열적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튬 이온 전지는 화학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 두 화학 물질을 

음극과 양극으로 설정함으로써 두 전극의 전위 차이로 발생하는 

기전력에 의해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 구동된다. 그림 2.1은 리튬 

이온 전지의 충∙방전 상황에서 리튬 이온과 전자의 이동을 표현한 

간략도이다. 방전 상황을 기준으로 왼쪽 음극에서는 산화 현상으로 인해 

리튬이온이 탈리(deintercolation)되며 전자를 잃는다. 전자는 도선을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며, 리튬 이온은 가운데의 분리막의 Porous한 

구조를 통해 양극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양극에서는 환원 현상으로 인해 

리튬이온이 삽입(intercolation)되며 전자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방전 시 



-4- 

 

음극의 리튬 이온이 탈리 되어 양극 안으로 삽입되면서 방전이 완료되며, 

충전 시에는 반대 방향으로 삽입, 탈리 현상이 일어난다. 충∙방전 

상황에서 양극과 음극에서 산화와 환원 두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며 

아래에 식(1.1)과 식(1.2)에서 화학식을 표현하였다. 식(1.1), 식(1.2)는 

각각 양극과 음극에서의 충∙방전 시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낸다. 

 

𝐏𝐨𝐬𝐢𝐭𝐢𝐯𝐞 𝐞𝐥𝐞𝐜𝐭𝐫𝐨𝐝𝐞 ∶ 𝐋𝐢𝐂𝐨𝐎𝟐 ↔ 𝐋𝐢𝟏−𝐱𝐂𝐨𝐎𝟐 + 𝐱𝐋𝐢+ + 𝐱𝐞−  (1.1) 

 

𝐍𝐞𝐠𝐚𝐭𝐢𝐯𝐞 𝐞𝐥𝐞𝐜𝐭𝐫𝐨𝐝𝐞 ∶  𝐂𝐧 + 𝐱𝐋𝐢+ + 𝐱𝐞− ↔  𝐂𝐧𝐋𝐢𝐱   (1.2) 

 

 

Fig. 1.2. Schematic of Li-ion battery mechanis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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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환원 과정에서 리튬 이온의 확산 속도는 리튬 이온 전지의 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출력을 전지를 위해서는 리튬 이온의 전도도를 

높여야 하며,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전해액의 첨가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분리막의 기공크기(Pore size)나 기공도(Porosity)의 향상을 

통해 Li 이온의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극뿐만 아니라 

전해질, 분리 막 또한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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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현황 

 

리튬 이온 전지는 매우 작은 원자 스케일부터 시스템 스케일까지 매우 

복잡한 다중 스케일의 물리 현상을 포함한다[2]. 실제 리튬 이온 내부에

서 일어나는 다중 스케일의 물리현상은 매우 복잡하며 전지의 다공성 매

질의 기하학적 구조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질 전

달, 버틀러-볼머 식, 전하량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 등을 기반으로 한 

간소화된 수치해석 모델을 통해 리튬 이온 전지의 셀 및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산한다. 리튬 이온 전지의 전기 화학 모델로는 

P2D(Pseudo-Two-Dimensional)모델과 SPM(Single Particle Model)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9]. SPM은 P2D모델의 해석 시간과 용량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된 모델이다. 

90년대 초 Newman와 Doyle[10]은 리튬 이온 전지의 전기화학 1차

원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전지의 다중 스케일의 복잡한 전기화학 

반응을 가정을 통해 1차원의 미분 방정식이 연결된 지배 방정식으로 단

순화하여 P2D(Pseudo-Two-Dimensional)모델을 개발하였다. P2D모

델은 가짜 2차원을 뜻하며, 1차원에서 Electrode 도메인을 해석하고 2차

원에서 Particle 도메인이 해석되어 각 노드에서 연결되어 해석된다. 또

한, 논문에서 모델의 정 전류 충∙방전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Newman[11]은 COMSOL multi-physics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P2D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열 모델까지 확장하여 

전기화학-열 모델로 발전하였다. 

Gi-Heon와 ahmad Pesaran[12]은 리튬 이온 전지의 온도 상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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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전기 화학 반응의 가속화를 분석하는 Thermal abuse모델을 개발하였

다. 전지의 안정성 예측을 위해 외부 환경, 고 전류 충∙방전 및 단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열로 인한 고온의 상황에서 전지의 화학반응에 의한 

온도 상승을 계산하여 열폭주를 예측한다. 발열 계산 방정식은 온도의 함

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온도 상승 시 일정 온도에서 발열량이 급격하

게 증가한다. 또한 개발한 모델을 통해 전지의 모양과 크기에 따른 열 남

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전지의 어떤 재료가 안전성에 영향을 끼

치는지 조사하였다. 결과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 온도 

범위 및 Shut down system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모델의 타당성 검증

을 위해 전지의 오븐 테스트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검증하

였다. 개발된 Thermal abuse 모델은 다양한 안전성 연구와 해석에 활발

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지의 에너지 밀도의 상승에 따라 모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Jie Li와 Ming Jia[13]은 1차원 모델을 확장하여 배터리의 열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3차원 전기화학-열 모델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1차원 전

기화학-열적 모델에서는 열 유동 해석을 위해 3차원으로 확장 시 전기

화학 발열을 homogenous하게 계산하여 모델에 적용하였다. 3차원 모델

에서는 전기화학 발열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전극 판, 양극 

재, 음극 재, 분리 막 Layer와 탭을 실제 크기인 μm의 단위로 다층으

로 구성한 후 연결하여 전기화학 반응을 해석하여 발열을 계산한다. 따라

서 3D 모델로 확장할 시 배터리 내부의 열 유동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배터리 내부 온도 분포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층 

Layer 형상 구성과 메시 구성이 어려워지며, 계산 시간이 매우 오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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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모델의 수렴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Rui Zhao와 Jie Liu[7]은 개발된 리튬 이온 전지 P2D 모델을 통해 전

지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을 통해 외부 단락 및 

내부 단락을 테스트하여 배터리의 열 폭주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 내

부 단락을 nail 관통을 통해 구성하였으며, 용량이 큰 배터리일수록 열 

폭주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통 실험을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하이드로겔(Hydrogel) 쿨링 시스템을 통한 열 폭주의 제

어 성능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리튬 이온 전지의 열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전지의 열적 안전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BTMS(Battery Thermal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BTMS로는 크게 

공냉(Air cooling system), 수냉(Liquid cooling system), Phase change 

material system(PCM)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BTMS 개발을 

통한 해석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Seonggi Park와 Yongchan kim[14]

은 쿨링 시스템들을 해석 연구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PCM 방법은 동

력이 필요하지 않는 패시브 쿨링 방법이지만, 냉각 성능의 한계로 PCM 

물질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리튬 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Liquid cooling과 PCM cooling의 복합시스템으로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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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의 내부 단락 상황에서 분리막 열수축의 

영향으로 인한 열거동 해석 모델을 연구하였다. 배터리 모델을 통해 내부 

단락을 구성하여 단락에 의한 온도 상승과 분리막 열수축의 영향을 해석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Pseudo-two-dimensional(P2D)모델을 통해 

배터리의 충·방전 상황에 따른 결과 데이터 추출을 위한 배터리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 파라미터는 NCM622, 18.5Ah 배터리를 기준으로 구성

하였으며, 전기화학 파라미터는 Wenxin Mei와 Qiangling Duang[3]를 

참고하였고 OCV(Open Circuit Voltage)는 실험을 통해 추출하였다. 또

한 전지의 내부 단락 해석을 위해 배터리 모델과 전기적-열적 현상에 

대한 모델을 커플링하여 해석하였으며, 내부 단락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한 

분리 막의 열 수축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열 수축 모델을 구성하여 내

부 단락 모델에 추가하였다. 열수축 모델은 분리막 오븐 테스트로 

CTE(Coefficient Thermal Expansion)을 추출하여 온도의 함수로 모델

을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배터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전 조건에

서 전압 결과를 출력하여 Wenxin Mei와 Qiangling Duang[3] 논문의 정 

전류 방전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전류 밀도의 분포 결과를 통해 

내부 단락 상황에서 전지의 전류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내부 단락 

상황에서 분리막의 열수축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단락 크기의 

내부 단락 상황에서 열수축 유무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전

류의 변화에 의한 줄 열과 온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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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3장에서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튬 이온 전지의 내부 

단락 상황에서 단락 크기에 따른 분리막 열수축의 영향과 위험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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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및 수치 해석 

 

2.1     리튬 이온 전지 모델 개발 

 

리튬 이온 전지의 고에너지 밀도화, 대용량화 및 사용 환경의 가혹화로 

전지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지의 안전성을 위한 적절한 설

계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셀 설계와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실험은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으며, 수명 사이클 및 실험으로 얻을 수 

없는 데이터가 존재하여 실험적 방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모델

링을 통한 전지의 해석 연구로 전지의 최적화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

다. 전지의 해석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충·방전 상황에서 전지의 성능, 

수명, 열 유동 등 필요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으며, 전기화학 메커니즘

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지 모델을 안전성 예측을 위

한 내부 단락 해석 및 열 거동 예측에 사용하였다. 내부 단락 상황에서 

단락에 의한 전기 화학 반응을 계산하여 열 유동을 해석하였다. 또한 전

지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해석 결과와 논문의 실험 결과를 비교 검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지의 다중 물리현상을 간소화하여 해석하기 위해 

Newman의 P2D(Pseudo-two-Dimensional)모델을 이용하였다[10]. 

Fig.2.1은 P2D 모델의 원리를 표현하였다. P2D 모델은 그림과 같이 x방

향 1차원에서 Electrode 도메인 계산이 이루어 지며, 각 노드에서 r방향

으로 Particle 도메인 계산이 이루어진다. 1차원에서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한 전류 밀도가 계산이 되며, 전류 밀도에 의한 전극과 전해질의 포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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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이 계산된다. 2차원에서는 Fick’s 법칙에 의해 전극과 전해질에서 리

튬 이온의 농도를 계산한다. 또한 모델링은 COMSOL Multiphysics 5.4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Fig. 2.1. The Li-ion battery P2D mode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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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튬 이온 전지 모델 지배방정식 

 

P2D 모델은 복잡한 다중 스케일의 물리 현상을 준 2 차원화를 통해 

전지 내부의 복잡한 전기 화학 반응을 단순화하였다. 전기 화학 방정식은 

확산에 의한 물질 전달, 전하량 보존 법칙, 버틀러-볼머 식이 기반이 

되어 있으며,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열 전달 식을 통해 전기 화학 열을 

계산한다.  

 

2.2.1   버틀러-볼머 식 

 

 𝑗𝐿𝑖 = 𝑘(𝑐𝑠,𝑚𝑎𝑥 − 𝑐𝑠,𝑖,𝑠𝑢𝑟𝑓)
0.5

𝑐𝑠,𝑖,𝑠𝑢𝑟𝑓𝑐𝑖
0.5{𝑒𝑥𝑝 [

0.5𝐹

𝑅𝑇
𝜂] − 𝑒𝑥𝑝 [−

0.5𝐹

𝑅𝑇
𝜂]}    (𝟐. 𝟏) 

 

식(2.1)은 버틀러-볼머 식을 나타낸다. 산화, 환원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한 전류 밀도를 계산한다. 𝑗𝐿𝑖 는 전류 밀도이고, 𝑘 는 반응 속도 

상수이며 𝐹는 패러데이 상수를 나타낸다. 또한 𝑅, 𝑇는 각각 기체상수와 

온도를 의미한다. 𝜂 는 과전압으로 식(2.2)와 같이 표현된다. 과전압은 

개방회로전압(Open circuit voltage)과 실제 두 전극 사이 전위차의 

차이며, 전지의 효율과 발열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계산된 전류 밀도는 

포텐셜과 리튬 이온 농도의 계산에 사용된다. 

 

             𝜂 = 𝜙𝑠 − 𝜙𝑒 − 𝑈𝑖                                                                                                (𝟐. 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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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고체 전극의 물질 전달 식 

 

           
𝜕𝑐𝑠,𝑖

𝜕𝑡
= 𝐷𝑠,𝑖

1

𝑟2

𝜕

𝜕𝑟
[𝑟2

𝜕𝑐𝑠,𝑖

𝜕𝑟
]                                                                                 (𝟐. 𝟑) 

 

식(2.3)은 고체 활성화 전극 입자에서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 

반응으로 인한 리튬 이온의 농도 구배를 계산하며, Fick’s 2 법칙을 

따른다. 고체 전극 입자는 구형으로 가정하였다. 𝑐𝑠,𝑖  는 고체 전극에서 

리튬이온의 농도를 나타낸다. 

 

            𝑎𝑡  𝑟 = 0:  − 𝐷𝑠,𝑖

𝜕𝑐𝑠,𝑖

𝜕𝑟
= 0                                                                                (𝟐. 𝟒) 

            𝑎𝑡  𝑟 = 𝑅𝑠,𝑖 :  − 𝐷𝑠,𝑖

𝜕𝑐𝑠,𝑖

𝜕𝑟
= 𝐽𝑖                                                                            (𝟐. 𝟓) 

 

 식(2.4)와 (2.5)에 경계조건을 표현하였다. 전극의 입자 중심부에서는 

유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도 구배는 0 이며, 입자의 표면에서는 

유동이 전극 입자와 전해질 사이 전기화학 반응과 동일하므로 이온의 

농도 구배는 𝑗𝐿𝑖로 표현된다. 

 

2.2.3   전해질의 물질 전달 식 

 

          
𝜕𝑐𝑒,𝑖

𝜕𝑡
= 𝐷𝑒𝑓𝑓,𝑖

𝜕2𝑐𝑒,𝑖

𝜕𝑥2
+ (1 − 𝑡+

0)𝛼𝑖𝐽𝑖                                                                   (𝟐. 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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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6)은 전해질 액체층에서 리튬 농도 구배를 표현한다. 𝛼𝑖는 전해질 

내의 다공성, 𝑐𝑒 는 전해질 내 리튬이온의 농도이며 𝛼𝑖 는 비표면적을 

나타낸다. 𝑡+
0 은 리튬 이온의 수율 상수이다(transference number of 

lithium ion). 

 

           𝑎𝑡  𝑥 = 0:  
𝜕𝑐𝑝

𝜕𝑥
= 0                                                                                             (𝟐. 𝟕) 

           𝑎𝑡  𝑥 = 𝐿𝑝 + 𝐿𝑠 + 𝐿𝑛 : 
𝜕𝑐𝑛

𝜕𝑥
= 0                                                                         (𝟐. 𝟖) 

           𝐷𝑒𝑓𝑓.𝑖 = 𝐷𝑖𝜀𝑖
1.5                                                                                                       (𝟐. 𝟗) 

 

 식(2.8)와 (2.9)에 경계조건을 표현하였다. 각 전극 끝에서 질량 

유동이 없으므로 0 으로 설정된다. 또한 식 (2.9)에서  𝐷𝑒𝑓𝑓.𝑖  유효 확산 

계수를 표현하였으며, 리튬 이온 확산계수와 전해질 내의 다공성에 관한 

식으로 구성된다. 

 

2.2.4   고체 전극의 전하 균형 방정식 

 

           𝜎𝑒𝑓𝑓,𝑖

𝜕2𝜙𝑠,𝑖

𝜕𝑥2
= 𝛼𝑖𝐹𝐽𝑖                                                                                           (𝟐. 𝟏𝟎) 

 

식(2.10)은 고체 전극에서 전하량 균형 방정식에 의해 전압 구배를 

나타낸다.  𝜎𝑒𝑓𝑓,𝑖 은 고체 전극에서 유효 전도도이며, 𝜙𝑠 은 고체 전극의 

포텐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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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𝑎𝑡  𝑥 = 0:  −  𝜎𝑒𝑓𝑓,𝑖

𝜕𝜙𝑠,𝑖

𝜕𝑥
= 0                                                                       (𝟐. 𝟏𝟏) 

            𝑎𝑡  𝑥 = 𝐿𝑝, 𝐿𝑝 + 𝐿𝑠:   − 𝜎𝑒𝑓𝑓,𝑖

𝜕𝜙𝑠,𝑖

𝜕𝑥
= 𝐼𝑎𝑝𝑝                                                 (𝟐. 𝟏𝟐) 

 

식(2.11)와 (2.12)에 경계조건을 표현하였다. 전극과 분리막의 

경계에서는 포텐셜이 0 이며, 집전체와 양극 사이 경계면에서는 셀에 

가해지는 전류 밀도와 같다.  

 

2.2.5   전해질 전하 균형 방정식 

 

          −
𝜕

𝜕𝑥
[𝜅𝑒𝑓𝑓,𝑖

𝜕∅𝑒,𝑖

𝜕𝑥
] +

2𝑅𝑇(1 − 𝑡+
0)

𝐹

𝜕

𝜕𝑥
[𝑘𝑒𝑓𝑓,𝑖

𝜕(𝑙𝑛𝑐𝑖)

𝜕𝑥
] = 𝛼𝑖𝐹𝐽𝑖               (𝟐. 𝟏𝟑) 

 

식(2.10)은 전해질에서 전하량 균형 방정식에 의해 전압 구배를 

나타낸다.  𝜅𝑒𝑓𝑓,𝑖 은 전해질의 유효 전도도이며, 𝜙𝑒 은 전해질상에서의 

포텐셜을 나타낸다.  

 

            𝑎𝑡  𝑥 = 0, 𝐿𝑝 + 𝐿𝑠 + 𝐿𝑛 :  −𝜅𝑒𝑓𝑓,𝑖

𝜕𝜙𝑒,𝑖

𝜕𝑥
= 0                                              (𝟐. 𝟏𝟒) 

           𝜅𝑒𝑓𝑓,𝑖=𝜀𝑖
1.5(0.0911 + 1.910𝑐 − 1.052𝑐2 + 0.1554𝑐3)                             (𝟐. 𝟏𝟓) 

 

식(2.14)에 경계조건을 표현하였다. 양쪽 끝에서 전압 구배가 0 으로 

설정된다. 또한 식 (2.15)에서 𝜅𝑒𝑓𝑓.𝑖  유효 이온 전도도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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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이온 전도도는 리튬 이온 농도와 전해질 내의 다공성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다. 

  

2.2.6   에너지 균형 방정식 

 

           𝜌𝐶𝑝

𝑑𝑇

𝑑𝑡
= 𝜆

𝜕2𝑇

𝜕𝑥2
    + 𝑄𝑟𝑥𝑛 + 𝑄𝑟𝑒𝑣 + 𝑄𝑜ℎ𝑚                                                  (𝟐. 𝟏𝟔) 

           𝑄𝑟𝑥𝑛 = 𝐹𝛼𝐽(𝜙𝑠 − 𝜙𝑒 − 𝑈)                                                                               (𝟐. 𝟏𝟕) 

           𝑄𝑟𝑒𝑣 = 𝐹𝛼𝐽𝑇
𝜕𝑈

𝜕𝑇
                                                                                                 (𝟐. 𝟏𝟖) 

        𝑄𝑜ℎ𝑚 = 𝜎𝑒𝑓𝑓 (
𝜕𝜙𝑠

𝜕𝑥
)

2

+ 𝜅𝑒𝑓𝑓 (
𝜕𝜙𝑒

𝜕𝑥
)

2

+
2𝜅𝑒𝑓𝑓𝑅𝑇

𝐹
 (1 − 𝑡+

0)
𝜕(𝑙𝑛𝑐)

𝜕𝑥
 
𝜕𝜙𝑒

𝜕𝑥
(𝟐. 𝟏𝟗) 

 

식(2.16)은 에너지 균형 방정식으로 전지의 전기 화학 발열로 인한 

온도 변화를 계산한다. 𝜌는 고체상의 밀도, 𝐶𝑝는 열 용량 𝜆는 열전도도를 

나타낸다. 𝑄𝑟𝑥𝑛, 𝑄𝑟𝑒𝑣 , 𝑄𝑜ℎ𝑚 는 각각 반응열, 가역 열, 저항 열이며 

식(2.17), (2.18), (2.19)에 의해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Fig.2.2 에서 앞서 설명한 지배방정식들이 계산되는 

알고리즘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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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P2D model numerical analysis flow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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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부 단락 모델 

 

 리튬 이온 전지의 내부 단락은 전기적, 열적으로 가장 위험한 요소이다. 

내부 단락은 외력과 같은 외부 환경 또는 제조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으

며, 분리막의 실패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전류가 

흘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따라서 내부 단락을 막지 못하면 전지 열

폭주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내부 단락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해 전지의 내부 단락 상황에서 열 

거동을 해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내부 단락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석

하기 위하여 3D전기적-열적 모델, 1D 배터리 모델, 3D통합 열모델이 커

플링 되어 해석이 진행된다.  

 

 

Fig. 2.3. Battery Internal short mode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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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 에 전지 단락 모델의 알고리즘을 표현하였다. 3D 전기적-열적 

모델에 유닛 셀의 전극 사이 내부 단락이 구성되어 있으며, 임의의 전압

을 통해 줄열과 저항이 계산된다. 계산된 저항은 배터리 모델의 외부 단

락 조건의 저항으로 연결되어 배터리 모델이 해석되며, 실제 내부 단락 

전류와 전기화학 발열이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통합 열모델을 통해 배터

리 모델로 계산된 내부 단락 전류로 전기 모델에서 임의의 전압으로 계

산된 줄열을 조정하여 단락 발열을 계산하고, 배터리 모델에서 계산된 전

기화학 발열을 더하여 전체적인 발열을 계산한다. 전기 화학 발열은 식

(2.17), (2.18), (2.18)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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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리막 열수축 모델 

 

리튬 이온 전지의 분리막은 PE, PP 재료로 매우 높은 온도에서는 수축

이 발생하며, 분리막의 열수축이라고 표현한다. 분리막은 공정 과정에서 

연신하게 되는데 높은 온도로 상승 시 늘어났던 분리막이 원래의 크기로 

줄어들며 열수축이 발생한다. 분리막의 열수축은 내부 단락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요소이며 단락을 계속하여 확장한다. 따라서 전지의 안전성 예측 

연구에 분리막의 열수축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내부 단락 상황에서 고온에 인한 분리 막의 열수축의 영향을 해석하기 

위하여 열 수축 모델을 구성하여 내부 단락 모델에 추가하였다. 열 수축 

모델 수축을 구성을 위한 분리 막의 열 수축 계수는 Celgard2400 의 오

븐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Fig.2.4 은 오븐 실험 결과이며, 각 온도에 

따라 원래 길이에서 수축된 비율을 Table.3.1 에 정리하였다.  

 

 

Fig. 2.4. Celgard2400 Separator ov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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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5은 실험한 열수축 계수결과를 곡선 피팅한 그래프이다. 실험한 

열수축 계수를 COMSOL내 보간 함수를 사용하여 곡선 보간하여 모델에 

적용하였다. 분리막 열수축 모델 구성은 COMSOL의 moving 

mesh모델을 이용하여 열 수축 계수를 온도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열수축 계수만큼 분리막이 수축하여, 단락의 크기가 

확장한다. 결과적으로, 열 수축 모델을 이용하여 내부 단락으로 인한 

높은 온도에서 분리 막의 열 수축으로 내부 단락이 확장하여 발생하는 

전류 분포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Testing 

Temperature(℃) 
Shrinkage(%) 

130 -4.7 

155 -9.4 

160 -10.58 

170 -17.65 

Table. 3.1. Celgard2400 Separator Thermal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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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elgard2400 Separator Thermal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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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리튬 이온 전지 모델 물성치 

 

 리튬 이온 전지 모델 구성을 위해 2.2장에서 설명한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구성한 전지 모델은 내부 단락 모델과 연결되어 

저항 조건으로 해석되며, 단락으로 발생하는 단락 전류와 전기화학 

발열의 계산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COMSOL multi 

physics 3.4를 통해 수치해석적으로 계산된다. 

모델의 전기화학 물성치는 Wenxin mei at al[16]을 참조하였다. Table.3.1은 

본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을 정리한 표이다. 전지의 용량은 18.5Ah이며 

양극재는 NCM622를 설정하였다. Fig3.1과 Fig3.2는 실험을 통해 얻은 

양극과 음극의 개방회로전압 값을 곡선 피팅 수행한 결과이며, 

SOC(State of charge)에 따른 전압 계산에 사용된다. 

 작동 온도는 293.15K 상온을 설정하였으며, 패러데이 상수와 기체 

상수는 각각 96487C/mol과 8.314J/mol·K로 설정하였다. 양극의 두께는 

65 𝜇𝑚  음극의 두께는 55  𝜇𝑚이고 분리막의 두께는 10  𝜇𝑚로 설정하였다. 

또한 양극과 음극의 활물질 입자의 크기는 각각 2.7  𝜇𝑚 , 1.5  𝜇𝑚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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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arameters used in lithium ion battery model[16] 

 

 

 

 

Parameters Anode Cathode Separator 

Initial lithium concentration, 

(𝑚𝑜𝑙/𝑚3) 
29870 900 1200 

Charge transfer coefficient 0.5 0.5  

Solid phase lithium diffusion 

coefficient(𝑚2/𝑠) 

1.4523
× 10−13 

3 × 10−13  

Volume fraction of electrode 

active mateiral 
0.528 0.48  

Liquid phase lithium diffusion 

coefficient(𝑚2/𝑠) 
  7.5 × 10−11 

Electrolyte diffusion 

coefficient(𝑚2/𝑠) 
0.3 0.4 0.37 

𝑀𝑖𝑛𝑖𝑚𝑢𝑚 𝑠𝑡𝑎𝑡𝑒 𝑜𝑓 𝑐ℎ𝑎𝑟𝑔𝑒 0 0.024  

𝑟𝑒𝑎𝑐𝑡𝑖𝑜𝑛 𝑟𝑎𝑡𝑒(𝑚/𝑠) 8.5 × 10−13 8.5 × 10−13  

Conductivity(𝑆/𝑚) 1 0.1 0.344 

𝑀𝑎𝑥𝑖𝑚𝑢𝑚 𝑠𝑡𝑎𝑡𝑒 𝑜𝑓 𝑐ℎ𝑎𝑟𝑔𝑒 0.95 0.985  

Thickness(𝜇𝑚) 65 55 10 

Bruggemen index 1.5 1.5  

Radius of particle(𝜇𝑚) 1.5 2.7  

Transference number 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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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athode OCV curve fitting 

 

 

Fig. 3.2 Anode OCV curv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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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튬 이온 전지 모델 타당성 검증 

 

모델링한 리튬 이온 전지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Wenxin mei et al[16]

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다양한 정 전류 방전 상황에서 시간에 따른 

전압 성능 곡선을 출력하였으며, Fig3.3 은 수치 모델과 실험 모델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0.5C. 1C. 1.5C, 2C 방전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해석과 

실험이 종료되는 전압 조건인 Cut-off Voltage 는 2.6V로 설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수치 모델의 결과는 실험의 결과를 따르나, 낮은 전류의 방

전 조건에서 방전 전압 곡선의 오차는 파라미터 설정에서 물성치의 OCV

값의 수정으로 발생하며 높은 방전 조건에서는 잘 일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부 단락 상황 등 고 전류 방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모델의 신

뢰성이 검증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3 Comparison of discharge voltage curves by experimental results and 

numerical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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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내부 단락 모델 전류 밀도 분석 

 

내부 단락 모델을 이용하여 전류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전류밀도를 

계산하였다. 18.5Ah, NCM622 배터리의 물성치를 사용하여 배터리 모델

을 구성하였으며, 내부 단락 모델은 0.45mm 의 원형 모양의 유닛 셀 내

부 단락을 구성하였다. Fig3.4 는 양극의 전류밀도, Fig3.5 는 음극의 전류

밀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오른쪽 전류 밀도가 높게 표현되는 부분이 양극 

탭, 왼쪽이 음극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전류 방전상황에서 결과를 출력하였으며, Fig3.4 에서 내부 단락 발

생 시 전류의 흐름은 양극 탭에서 단락 지역으로 집중되어 이동한다. 또

한 Fig3.5에서 단락 지역에 집중된 전류가 다시 음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배터리 전류가 매우 작은 단락지역을 통해 이동함을 의미하며, 내부 

단락 발생 시 단락 지역으로 매우 높은 전류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전류가 작은 단락 지역에 집중되어 큰 발열을 

발생시키고 급격한 온도 상승을 이끌게 된다. 

 

Fig. 3.4 Cathode current density and flow in internal shor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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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Anode current density and flow in internal short case 

 

 

 

 

 

 

 

 

 

 

 

 

 

 

 

 

 

 



-30- 

 

3.4 해석 결과 

 

3.4.1   단락 전류 결과  

 

전지의 내부 단락 상황에서 내부 단락의 위험성과 분리막 열수축의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내부 단락 모델에 분리막 열수축을 반영하여 단락 

전류를 계산하였다. 유닛 셀 두께로 내부 단락을 구성하였으며, 내부 단

락의 크기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단락의 크기를 반지름 0.35mm, 

0.4mm, 0.45m 로 변경하며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구동되지 않은 배

상황에서 내부 단락으로 인한 단락 전류의 발생을 분석하였으며, 결과 그

래프는 단락 크기에 단락 전류와 열 수축 발생 유무에 따른 전류의 변화

를 표현하였다.  

Fig.3.6 은 반지름 0.35mm 의 내부 단락에서 단락전류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분리막의 열수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단락 전류는 0.34A 이

고 단락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열수축 

발생 시 0.415A 로 열수축으로 인해 22% 상승하였다. Fig.3.7 은 반지름 

0.4mm의 내부 단락의 단락 전류 결과이다. 분리막의 열수축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전류는 0.436A 이고, 열수축 발생 시 0.554A 의 단락 전류

로 열수축으로 인해 27% 상승하였다. 단락 반지름 0.35mm 의 결과에 

비해 단락의 크기가 커지면서 열수축 유무에 따라 0.096A, 0.139A 의 

전류가 상승하였다. Fig.3.8 은 반지름 0.45mm 내부 단락에서 단락전류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리막의 열수축 미 발생 시 0.543A 의 단락 전

류를 보였으며, 열수축 발생 시 0.72A 의 단락 전류로 열수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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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상승하였다. 앞선 비교와 마찬가지로 단락의 크기가 커지면서 단

락 전류가 0.107A, 0.166A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내부 단락의 크기가 커질수록 단락 전류가 상승하였으며, 

분리막의 수축으로 인한 전류 상승의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큰 내부 단락의 형성 또는 분리막 열수축의 발생으로 단락의 크기가 확

장되어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단락 전류는 짧은 시간에 매우 작은 

유닛 셀 크기의 단락에 전부 집중되며, 단락의 크기 확장과 분리막 열수

축으로 인한 전류의 상승은 전지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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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Fig. 3.5 Internal short current curve (a) short radius 0.35mm (b) short radius 

0.4mm (c) short radius 0.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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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단락 지역 온도 결과 

 

앞선 결과에서 내부 단락이 크게 형성되거나, 분리막 열수축으로 

단락의 확장이 발생하면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류의 

흐름은 저항으로 인해 줄 열을 발생하게 되며, 전류의 증가는 제곱의 

크기로 줄 열을 증가시킨다. 또한 내부 단락 상황에서 단락 전류는 작은 

직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상승을 이끈다. 내부 단락의 

위험성과 분리막 열수축으로 인한 위험성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단락의 

크기를 반지름 0.35mm, 0.4mm, 0.45m로 변경하며 열수축에 유무에 

따른 단락 지역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3.7 은 내부 단락 상황에서 단락 지역의 온도 결과 그래프이다. 열

수축이 발생하지 않은 내부 단락 상황에서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였으

며, 내부 단락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 단락의 크기가 

커질수록 온도가 증가하였으며, 분리막의 열 수축 발생 시 추가적인 온도 

상승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부 단락의 확장이 전류의 증가를 증가시켜 줄 

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Fig3.7(c)에서 열수축이 발생하지 않은 반지

름 0.45mm 의 내부 단락에서 130°C 의 높은 온도로 상승하였다. 그리

고 분리막의 열수축으로 인한 단락의 확장으로 전류가 상승하게 되면서 

온도가 28% 추가적으로 상승하여 166.3°C까지 단락 지역의 온도가 도

달하였다. 

Gi-Heon at al[12]를 참고하여 155°C 이상의 온도를 리튬 이온 전지

의 열폭주를 일으키는 위험온도로 설정하였다. Fig.3.7(c)에서 0.45mm

이상 반지름의 내부 단락 상황에서 분리막의 열수축이 발생한다면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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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온도까지 도달하였다. 또한, 열수축 

이전에는 130°C 로 안전 온도 범위 내 전지가 분리막 열수축으로 인해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온도까지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배

터리의 안전성 판단에는 내부 단락의 크기뿐만 아니라 분리막의 열수축

의 고려가 필요하다. 

Fig.3.8은 단락 크기에 따른 단락 지역의 온도 분포도를 표현하였다. 

내부 단락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은 온도상승과 빠른 열확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지름 0.45mm의 내부 단락에서는 열 폭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온도 도달 지역이 나타난다. Fig.3.9에서는 내부 단락 크기에 따른 

최종온도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단락의 크기가 커질수록 온도가 

상승하며 분리막 열수축의 영향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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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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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emperature curve in the short area (a) short radius 0.35mm (b) short 

radius 0.4mm (c) short radius 0.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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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9 Thermal distribution of short area (a) short radius:0.35mm (b) short 

radius:0.4mm (c) short radius:0.45mm 

 

Fig. 3.9 Final temperature by internal shor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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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NCM622)의 내부 단락상황에서 분리막

의 열수축으로 인한 열거동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

을 통해 다양한 내부 단락의 크기와 열수축의 유무에 따라 전류와 온도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계산 과정은 리튬 이온 전지모델과 내부 

단락의 전기적-열적 현상에 대한 모델을 커플링하여 내부 단락을 해석

하며, 내부 단락 모델에 분리막의 열수축을 반영하였다.  

먼저 리튬 이온 전지 모델의 검증을 위해 Wenxin mei at al[16]의 실

험과 모델링의 방전 성능 곡선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내부 단락 모

델을 통해 내부 단락 상황에서 전류밀도를 분석하여 내부 단락의 위험성

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내부 단락상황에서 분리막의 열수축으로 인한 

전류, 줄 열, 온도 결과를 출력하였으며, 분리막의 열수축으로 인한 단락

의 확장으로 전지의 온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 면적의 내부 단락

에서 더 높은 온도 상승 결과를 통해 내부 단락의 위험성 판단에서 내부 

단락의 크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 온도 범위 내에 있는 내

부 단락이 분리막의 열수축으로 인해 위험 온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통해 

분리막 열수축의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리튬 이온 전지의 내부 단락으로 인한 열거동을 

예측하고, 분리막 수축으로 인한 위험 증가를 확인하였다. 본 모델을 활

용하여 내부 단락 위험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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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ulti-physics model for thermal shrinkage of separator  

in lithium-ion batteries induced by an internal short 

 
 

                                             Yeong-Ik JANG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adays, the safety of lithium-ion batteries has become a problem 

inducing fires in electric vehicles. Battery internal shorts are main causes of 

electric vehicle fires. These are generated by external forces caused by the 

collision of electric vehicles and problems in the battery manufacturing 

process. The internal shorts of batteries are dangerous problems accelerating 

increase in the battery temperature to cause thermal runaway.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thermal behavior model that simulate the 

effect of thermal shrinkage of the separator under the condition of an internal 

short of batteries. The battery model consisting of the pseudo-2dimensional 

(P2D) model and the electrical-thermal model for internal short were coupled. 

The deformation of the separator was considered in the internal short model 

by simulating the shrinkage of the separator. 

As a result, the internal short was expanded by the thermal shrinkage of 

separator caused high temperature of battery in internal short situation. 

Therefore, the short current was extremely increased and the temperature is 

increased rapidly by the increase in current. This situation makes the risk of 

thermal runaway of the battery increase. Finally, it was proved that the thermal 

shrinkage of the separator must be considered in the prediction of the internal 

short size within the safe range. 

Keywords: Lithium-ion batteries, thermal runaway, separator thermal shrinkage, 

internal short,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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