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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재료에 대한 기계적 거동을 

분석하고 성형성을 예측하였다. PP-Al-PA-PET의 총 4개의 금속 및 

고분자 층으로 이루어진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의 물성은 등변형률 

가정을 통한 균질화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재료를 하나의 

가상 재료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속의 경화 모델과 고분자의 경

화 모델이 선형 결합된 새로운 경화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일축 인장 시

험에서의 파단점이 일치하게 나타나도록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선형 결합 

비를 최적화하였다. 소성 모델을 위한 항복 함수는 이차 항복함수인 

Hill1948 모델과 비 이차 항복함수인 Yld2000-2d 모델을 적용하여 최

적화를 진행하였으며, 등 이축 이방성에 대해서는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역해석법 및 Yld96 이방성 항복함수를 이용하여 이방성 물성인자를 결

정하였다. Nakazima 성형 한계 시험을 통해 성형 한계점들을 측정하였

으며, 대표적인 성형 한계 계산이론인 M-K 모델을 이용하여 성형 한계

도를 예측하였다. 계산 결과, 비 이차 항복함수인 Yld2000-2d 모델을 

적용한 성형 한계 곡선이 실험과 부합하였다. 또한, 예측된 성형 한계도

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각 컵 드로잉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

을 통한 해석 결과에서 파단 위치 및 파단 시점에서의 펀치 변위 등을 

잘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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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개요 

 

1.1.연구 배경 

최근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사용에 있어서, 배

터리의 최대 충전용량 한계에 따른 자동차의 최대 주행거리의 제한은 전

기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며, 현재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자동차 내의 배터리 용량 최대화를 위해서는 리튬-이

온 배터리의 양극재, 음극재 등의 개발에 따른 전기화학적 용량 증대와 

더불어 구조적인 최적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양극재 및 음극재는 

그 재료에 따라 단위 부피 당 용량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재료를 최대 

부피로 제작된 셀을 제작하는 것이 전기용량을 최대화하는 방법이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인 배터리 용량의 증대를 위해서는 배터리의 기

본 구성 단위인 셀의 최 외부를 구성하는 패키징 내에 보다 넓은 공간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패키징의 성형 과정이 배터리 용량에 큰 영향을 준

다고 볼 수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셀은 패키징에 따라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등

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파우치형 배터리는 셀의 상위 구조인 모듈과 팩 

내부에 적층 시 구조상 유리하다. 배터리의 동작 측면에서도 열의 배출 

및 배터리의 전해액의 유출 방지 측면에서도 다른 형태의 배터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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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으로,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내

외 배터리 제조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의 재료는 열에 의한 밀봉이 가

능하도록 하는 폴리프로필렌(PP), 액체 및 기체의 침투를 차단하는 역

할을 맡는 알루미늄, 그리고 기계적인 안정성 및 내구성을 제공하는 폴

리아마이드(PA) 등 3개 이상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층간의 

접착을 위해 다양한 접착제가 사용되며, PA와 알루미늄 간에는 폴리우레

탄계 접착제, PP와 알루미늄 간에는 폴리올레핀계 접착제가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적층 및 접지 결과 제작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파우치는 외부의 충격

으로부터 셀 내부의 재료를 보호하면서도, 내부의 전해액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때, 성형 과정에서 파우치에 크랙이 발생하거나 백

화 현상(Whitening)이 발생하는 등 성형이 실패할 경우 배터리의 작동 

및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 되며, 성형 과정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재료의 성형 한계

를 정확히 측정하고, 나아가 성형 한계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다양한 성형 

조건에서 배터리 셀 구조의 최적화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전기자동차 

전체의 배터리의 용량도 최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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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 동향 

 

1.2.1.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구성 재료의 기계적 물성 

Zeng 외[1]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파우치를 구성하는 PA, 알루미늄, 

PP를 폴리올레핀 및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지한 후 각 구성 재료를 일

축 인장 및 T-peel 시험에 의해 인장 및 파단 물성을 측정한 바 있다. 

위 문헌에서 접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인장 강도 및 파단 변형률을 

비교하였을 때 알루미늄의 낮은 연성이 접지 후 개선됨을 보고하였다. 

접지 후 적층 구조를 전자 현미경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PA-Al-PP 

접지 후 네킹(Necking) 현상이 접지 이전보다 높은 변형률에서 관측되

었으며, 작은 크랙이 Al 층에 생성되지만 이러한 크랙의 확대를 PA 및 

PP 층이 저지하여 결과적으로 파단 변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Ibaragi 외[2]는 스테인리스 철강재를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의 알

루미늄을 대체하는 역할로 사용된 LAMINELITE™에 대해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성형 후 파우치 내에 주어진 압력을 가하였을 때의 응력 분포

를 계산한 바 있다. 본 문헌에서는 파우치 재료 중 알루미늄의 대체 가

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알루미늄과 철강재의 탄성 계수 및 인장 강도의 

차이로 스테인리스 철강재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얇은 층으로 제조가 가

능함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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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의 성형성 측정 

유민숙 외[3]는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재료에 대해 PP 및 PA의 

두께가 같은 조건에서 다른 제작사에서 제작한 각각 두 종류의 재료를 

준비하여, 직접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구조의 다층 재료를 제작한 

뒤 성형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우치 재료 제작 공정 이전의 

고분자 소재에 대해 MD와 TD 방향에서의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을 보고

하였으며, 파우치 형태로 접지 이후 사각 컵 형태의 펀치에 대해 3.5 – 

5.5 mm의 성형 깊이에서 성형 성공 여부를 보고하고 있다. 

유민숙 외[4]는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에 대해서 파우치 제조 공정 

및 알루미늄-PP 층 사이의 폴리올레핀 접착제의 건조 조건에 따른 성

형 성공 여부를 보고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 컵 형태의 펀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성형 깊이에서 크랙 형성이나 백화현상이 일어난 경우 

성형 실패로 간주하고 가능한 성형 깊이를 보고하였다. 위의 두 연구에

서는 본 파우치 재료에 대한 기초 인장 시험 및 재료의 기계적 물성 정

량화는 수행되지 않았다. 

Ibaragi 외[2]는 스테인리스 철강재에 대해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의 성형이 알루미늄과 같이 가능함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을 

이용한 파우치와 같은 깊이만큼 성형하였을 때 성공하였음만 보고하였으

며, 그 외 나머지 기계적 물성 정량화 등은 수행하지 않았고, 성형 깊이 

등도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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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다층 소재의 성형성 측정 

김대용 외[5]는 자동차용 알루미늄-PP 판재에 대해 비 이차 항복함

수 Yld2000-2d 및 본 함수의 수직 원리(normality rule)에 의한 유사

쌍 함수인 Srp2003-2d 모델로 두 재료를 정량화하고, 이에 대해 M-

K 모델을 이용하여 성형 한계를 계산하였다. 본 문헌에서 알루미늄 및 

PP은 모두 금속재료에서 사용되는 항복 함수 및 경화 모델을 그대로 이

용하였으며, 각 층별로 등변형률을 가진다고 보고 성형 한계를 계산하였

다. 본 문헌에서는 알루미늄이 구조적인 역할을 대부분 수행하므로, 성

형 한계 계산에 금속의 모델을 사용한 결과도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1.3.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의 연구의 난점 

다층으로 구성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소재의 각 층별 소재의 물

성을 측정 및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 난점이 있다.  

첫 째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소재의 층별 분리가 매우 어렵다

는 문제점이 있다. 파우치를 구성하는 각 소재 사이에는 폴리올레핀 또

는 폴리우레탄 접착제가 존재하여[1] 일반적인 분리 방법으로는 분리에 

난점이 있었고,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기계적 성질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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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로, 각 구성 소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각 층을 구성하

는 알루미늄 및 PP, PA,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고분자 소

재를 수급할 수는 있겠으나 고분자의 특성상 고분자의 구조, 분자량, 열

처리 등 공정 과정에 따라 그 기계적 성질이 매우 큰 편차가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화학식의 고분자를 수급하여 접지 후 실험을 진

행한다고 하여도, 접지 공정 후 각 층을 구성하는 고분자가 원래의 기계

적 물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1.4.연구 목표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목표는 균질화법에 따른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재료의 물성 측정을 통한 성형성 예측 및 검증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파우치 재료에 대해 일축 인장 및 반구

형 펀치 시험으로부터 재료의 경화 거동 및 항복 함수 정량화를 진행하

고, 이러한 기계적 정량화 특성 값들이 입력 변수로 들어가는 

Marciniak-Kuczynski의 성형성 계산 모델을 이용하여 성형성을 이론

적으로 계산하였다. 이후 실제 배터리 성형 과정과 유사한 사각 컵 드로

잉 시험 및 해석을 통해 본 결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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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론 

 

2.1.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재료의 구성 및 균질화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층의 재료는 PP-알루미늄-PA-PET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재료를 모사한 도식을 (그림 2.1)에 표현하였다. 각각의 두께는 

PP가 80 µm, 알루미늄이 40 µm, PA가 15 µm, PET가 12 µm이며 이들과 접

착제로 이루어진 전체 두께는 158 µm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 개의 층으

로 이루어진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재료를 한 개의 가상의 물질로 가

정한 균질화법을 이용하고, 여기에 금속에 사용되는 항복 함수와 금속, 

고분자의 경화 모델을 적용하여 물성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균질화법이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층 재료의 각 층이 평면상에

서 변형하여 등 변형률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여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축 인장 및 반구형 펀치, 사각 펀치에 의한 변형은 두께 방향

으로 각 층별 변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

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형에서 각 층별 변형률은 모두 같

게 되며, 전체 응력은 각 층별 응력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재

료의 탄성 거동 및 경화 거동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 재료의 탄성 거동에 대해서, 금속으로 사용된 알루미늄의 영률

(Young’s modulus)인 70 GPa에 비해 고분자의 영률은 isotactic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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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6 GPa[6], PA 1.0 – 3.8 GPa[7], PET 2.3 GPa[8]로 매우 작다. 

이에 따라 본 재료에서 알루미늄층만이 균질화된 재료의 탄성계수에 기

여한다고 보고, 전체 두께 중 알루미늄 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균질화된 

재료의 영률을(E)를 알루미늄의 25 %인 17.5 GPa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재료의 푸아송 비(ν)는 알루미늄의 값인 0.3으로 가정하였다. 

재료의 경화 거동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등변형률 가정에 따라 금속

과 고분자 층에 해당하는 경화 모델을 적용하면, 균질화 재료의 경화 모

델을 금속 모델 및 고분자 모델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각의 경화 모델을 조사하여 적절한 선형 결합비를 결정하는 방식

으로 경화 거동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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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파우치의 재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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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경화 모델 

금속의 등방 경화 모델에는 Ludwik[9], Hollomon[10], Voce[11], 

Swift[12]등이 개발한 모델이 있다. 이러한 등방 경화 모델을 아래의 수

식으로 나타내었다. 

Ludwik 
n

pY H = +  

Hollomon 
n

pK =  

Voce 
0 (1 exp( ))pY K C = + −  

Swift 
0( )p nK  = +  

고분자의 경화 모델로는 Bahadur가 제안한 모델[13]이 있다. 

Bahadur의 문헌에 따르면 그의 모델이 고분자의 비선형 점탄성 거동에 

적용된다고 보고, 이러한 비선형 점탄성 거동을 ‘소성’거동으로 칭하였다. 

문헌에서 본 모델은 열가소성 고분자 중 낮은 결정도에서 높은 결정도를 

갖는 고분자에 이르기까지 경화 거동을 잘 모사함을 보고하였으며, 유리

화(glassy) 상태 및 고무화(rubbery) 상태의 고분자의 거동도 또한 잘 

모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델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에 포함된 PP 

및 PA의 거동을 잘 예측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화 모델을 아래

의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Bahadur 
0 exp(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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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반적인 준결정, 열가소성 고분자의 역학적 변형과 응력을 나타

내는 구성 방정식을 얻기 위해서는 고분자의 시간 의존적 변형이나 속도 

의존적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예시로 Arruda 와 

Boyce가 개발한 점소성 모델[14]은 탄성을 나타내는 스프링(spring)과 

점성을 나타내는 대쉬팟(dashpot)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탄성 기반 모델들은 소성 변형률 기반의 식이 아닌 변형 기울기

(deformation gradient)와 스트레치(stretch) 기반의 식으로 이 식과 

금속의 경화 모델에서 사용되는 변형률 기반의 식을 조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에 대해 변형률 기반의 경화 

모델인 Bahadur의 모델을 사용하여 금속의 경화모델인 Swift의 모델과 

선형 결합하여 이용하였다. 그 결과 식은 다음과 같다. 

복합 경화 모델 
0 0( ) (1 ) exp( )p n prK r m    = + +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형 결합으로부터 얻어진 복합 모델을 통해 

경화 거동이 등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재료 정량화를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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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항복 함수 

항복함수는 3차원 상에서의 응력을 입력으로 하여 항복이 일어나는 

응력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3차원 상에서 응력은 2차 텐서이므로 9

개의 항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전단 방향의 응력 간의 정합성

(compatibility)에 따라 xy와 yx방향의 전단 응력이 같으므로 같은 방

법을 이용하면 6개의 항만이 독립적인 입력 변수가 된다. 또한 항복함수

에 수직한 방향으로 소성 변형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수직 법칙

(normality rule)에 따라, 항복함수와 경화 모델로부터 등가 소성 변형

률(equivalent plastic strain)을 얻어 내면 소성 변형의 크기 및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 응력(plane stress)에서 정의된 항복함수를 이용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나머지 방향의 응력이 모두 0이 되어 xx, yy 방

향의 수직 응력 및 xy방향의 전단 응력만이 남아 총 3개의 응력이 입력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평면 응력에서 정의된 항복함수를 이용하여 

성형 한계 곡선을 계산하였다. Hill이 1948년에 발표한 항복함수[15]는, 

이차식으로 이루어진 항복함수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러한 Hill의 

항복함수는 4개의 이방성에 대한 인자 입력이 필요하며, 세 가지 방향에

서 정의된 응력에 대한 입력 값과 한 개의 소성변형 비를 이용하거나 한 

개의 방향에서 정의된 응력 값 및 세 개의 소성변형 비를 이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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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2 2 2 2 2( ) 2yy xx xx yy xyF G H N     = + + − +  

추가적인 항복함수로 비 이차 항복함수인 Barlat 외가 제안한 

Yld2000-2d 항복 함수[16]를 이용하여 성형 한계 곡선을 계산하는데 

이용하였다. 본 항복함수는 알루미늄 등의 이방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함

수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8개의 이방성 인자를 이용하여 정의

된다. 이 항복함수는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2
M

    = + =  

1 2

1 2 1 2

X -X

2X +X X +2X

M

M M





  =

    = +
 

2 / 3 1/ 3 0

1/ 3 2 / 3 0

0 0 1

T

− 
 

= −
 
  

 

X =C .s=C .T.σ=L .σ

X =C .s=C .T.σ=L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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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

21 2

22 7

66

2 / 3 0 0

1/ 3 0 0

0 1/ 3 0

0 2 / 3 0

0 0 1

L

L

L

L

L







   
    −     

    = −
    

      
      

 

311

12 4

21 5

22 6

66 8

2 2 8 2 0

1 4 4 4 0
1

4 4 4 1 0
9

2 8 2 2 0

0 0 0 0 9

L

L

L

L

L











 − −     
     − −
    

     = − −
    

 − −     
         

 

2 21
1 2

2 21
2 2

( ( ) 4 )

( ( ) 4 )

xx yy xx yy xy

xx yy xx yy xy

X X X X X X

X X X X X X

= + + − +

= + − − +
 

위의 수식과 같이 응력에 대해 두 가지의 선형 변환을 통해 두 개의 

항복함수를 정의하였으며, 최종 항복함수는 두 함수의 합의 형태로 나타

나게 된다.  

 

2.4.성형 한계 계산 모델 

본 연구에서의 성형 한계 계산 모델로는 Marciniak과 Kuczynski가 제안

한 성형 한계 모델(M-K 모델)[17]을 이용하였다. 본 모델은 Considère의 

응력 기반 모델이나 Hill의 분기(bifurcation) 이론과는 달리 평면 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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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주 변형률 간의 비가 양수일 때에도 성형 한계를 계산할 수 있어, 

일축 인장에서부터 등이축 인장까지의 성형 과정에서 이용되는 변형 경

로에 대해 변형률의 한계점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모델은 재료에 내재된 불균질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불균질성을 

두께 차이로 나타내게 된다. 이 때 균질한 부분을 A, 이에 비해 두께가 

작은 것으로 표현되는 불균질한 부분을 B라고 가정한다. 초기의 M-K 모

델은 A와 B부분의 경계가 전체 축(global axis)과 수직하도록 가정했으나, 

이후 Barata da Rocha 외[18]에 의해 개선된 M-K 모델에서는 A와 B부분의 

경계가 전체 축과 임의의 각도(θ)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성형 한계를 계

산하게 된다. 이러한 모델의 설명을 돕기 위해 (그림 2.2)에 모델의 모식

도를 첨부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료 축(material axis)는 전체 축과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A와 B 2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모델에 주어진 경로의 변형을 가

하게 되면, A와 B부분의 경계에서 다음과 같은 기하학적 정합성 및 힘의 

평형 관계를 만족하면서 변형하게 된다. 

- 기하학적 정합성 

A B

tt ttd d =  

- 힘의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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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nn nnh h =  

A A B B

nt nth h =  

또한, 이러한 모델은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A와 B부분의 경계의 각도

(θ)가 변형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결과적으로, 

변형에 따라 변형률이 경화 모델과 항복 함수에 의해 계산되고, 이에 따

라 불균질 부분이 이루는 각도가 변화하면서 전체 모델의 변형이 진행된

다. 

1
tan( ) tan( )

1

A

XX

A

YY

d
d

d


 



+
+ =

+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는 재료의 항복 함수 및 경화 모델과 더불어, M-

K 모델 자체의 매개변수인 변형률의 증분의 크기, 주 변형률 간의 비, 

초기 결함 부분의 각도를 입력 변수로 한다. 이후 초기 결함 부분의 각

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최솟값의 성형 한계가 나타날 때를 그 경로의 성

형 한계로 정한다. 최종적으로 변형 경로(변형률 증분 비)를 변화시켜가

며 성형 한계점들을 연결한 하나의 곡선을 주어진 입력 변수에 따른 성

형 한계 곡선(FLC)로 정한다. 이러한 M-K 모델에 따른 계산 과정을 (그

림 2.3)의 순서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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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K 모델 모식도 



18 

 

 

 

그림 2.3 M-K 모델 계산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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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 및 재료 정량화 

 

3.1.실험 과정 

 

3.1.1.일축 인장 시험 

  균질화된 리튬-이온 파우치 재료의 경화 거동 및 항복 함수를 결정하

기 위하여 일축 인장 시험을 진행하였다. 일축 인장 시험을 위해 ASTM 

D638[19] Type IV 형태의 시편을 준비하였다. 시편에서 관측되는 알루

미늄의 압연 방향을 기준으로 RD(0°), DD(45°), TD(90°)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DIC 측정을 위해 실험 이전 각 시편에 백색 페인트로 전체

에 도포한 뒤, 흑색 페인트로 패턴을 형성하였다. 

인장 시험에는 Instron 8801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였으며, DIC 카메라 

2 대가 장비되어 비접촉식 변형률 측정을 진행하였다. 인장 시험에 

사용된 장비 및 DIC 카메라를 (그림 3.1)과 같이 나타내었다. DIC 사진 

분석에는 Correlated Solution 사의 Vic-3d 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표준 시험법에 제시된 방법과 같이 인장 방향으로 25 mm 의 가상의 

신율계를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응력-변형률 그래프를 

얻었다. 각 실험에 대해 3 번 이상의 반복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재료의 절단 방법에 따른 표면에서의 불균질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가장 큰 파단 변형률을 보인 시편을 각 방향 별 실험 결과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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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료의 너비 방향 및 두께 방향으로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1mm 의 가상의 신율계를 너비 방향으로 설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상의 신율계에 따른 각 방향 별 실험 결과는 (그림 3.2)과 같다. 

위의 그래프에 공칭 응력-공칭 변형률을 나타내었으며, 각 방향 별 

1 개씩의 대표 결과를 첨부하였다. 또한 인장 시험에 따른 인장 강도 

및 파단 변형률은 (표 3.1)의 결과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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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축 인장 시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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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파우치 재료의 공칭 응력-공칭 변형률 그래프 

 

Loading 

direction 

Young’s 

modulus 

(GPa) 

Tensile 

strength 

(MPa) 

Failure 

strain 

RD 

17.5 

99.59 0.478 

DD 107.0 0.434 

TD 108.8 0.479 

표 3.1 방향 별 일축 인장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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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Nakazima 성형 한계 시험 

본 재료의 성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Nakazima 가 제안한 성형 한계 

시험[20]을 수행하였다. Nakazima 의 성형 한계 시험은 금속의 성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도 본 방법을 이용하여 성형 한계를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  

실험 방법론은 ASTM E2218[21]에 따른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펀치의 형상에 맞게 비례 적용한 크기의 시편을 

준비하였다. 총 5 가지의 시편을 준비하였으며, 각각은 지름 d=110 

mm의 원형 시편에서 가장 좁은 부분이 110, 80, 60, 40, 20 mm 너비가 

되도록 제작한 것이다. 시편의 형상을 (그림 3.4)과 같이 나타내었다.  

성형 시험 장비로는 MTDI 사의 성형 시험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홀딩압 230 kN, 펀치 이동 속도 3 mm/min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축 인장 시험과 동일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DIC 시스템을 이용한 

비접촉식 변형률 측정을 진행하였다. 성형 시험에 사용한 장비를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또한, 변형률 측정에는 ASTM E2218 의 부록 

부분의 DIC 를 이용한 변형률 측정법을 이용하였다. DIC 분석에는 Vic-

3d 8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진 변형률 계산 

결과를 이용하였다. 본 재료의 경우 국한(localization)이 실험 상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파단 및 변형률 집중 점들은 얻어내지 못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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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들 중 가장 변형률이 큰 지점들을 연결한 점 위를 연결한 

그래프를 성형 한계 곡선(FLC)로 결정하였다. 

파단 전의 변형률은 시편이 파단되는 시점 이전에서의 촬영된 사진 

결과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파단 직전의 주 변형률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얻어내었다.  

1) 파단이 일어난 점이 분석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파단 점 및 

파단점으로부터 RD 및 TD 방향으로 1 mm 떨어진 점 4 개에 

대한 변형률 

2) 파단이 일어난 점이 분석 범위 외에 있을 경우, 파단점에서 가장 

가까운 분석된 점에서 파단 부분에 수직한 방향, 시편 내부 

방향으로 1 mm 떨어진 점에 대한 변형률 

그 외에도, 분석된 사진 상에서 의미 있는 변형률을 보이는 점들을 

추가로 성형 한계점으로 추가하였다. 모든 분석된 점들은 파단 이전 

점들로 간주하고, 이들을 안전 점으로 간주하였다. 한계 변형률 측정을 

위한 DIC 에 따른 변형률 결과를 (그림 3.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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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Nakazima 성형 한계 시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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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Nakazima 성형 한계 시험 시편 형상 

 

그림 3.5 Nakazima 성형 한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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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재료 물성 정량화 결과 

 

3.2.1.재료 경화 물성 평가 

균질화된 재료에 대한 경화 물성 평가는 RD 방향의 인장 실험 

결과에 따라 진행되었다. 인장 방향으로 진 변형률 기준으로 0.3 까지의 

물성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Swift 의 금속 경화 모델 및 Bahadur 의 

고분자 경화 모델의 인자를 먼저 각각 최적화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3.2)와 같다. 

이후, 이들의 선형 결합 비를 조정하면서 일축 인장 시험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유한요소해석에는 모두 

Abaqus/Explicit 6.14 프로그램이 이용되었으며, 경화 물성을 얻기 위한 

해석에는 복합경화모델이 포함된 사용자 재료 함수(VUMAT 

subroutine)가 이용되었고, 대칭성을 이용한 1/4 모델이 이용되었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두 선형 결합 비가 0.8 이 되었을 때의 재료의 

국한이 나타나는 변형률 값이 실험에서 나타나는 파단 값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값을 경화 모델 간의 결합 비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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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𝒓 𝑲(MPa) 𝜺𝟎 𝒏 𝝈𝟎(MPa) 𝒎 

Swift 1 123.9 0.08373 0.4965 - - 

Bahadur 0 - - - 46.33 1.649 

combined 0.8 123.9 0.08373 0.4965 46.33 1.649 

표 3.2 경화 모델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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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항복 함수 평가 

RD, TD, DD 방향의 인장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항복 함수의 

소성변형 비 및 응력 비를 얻었다. 소성변형 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재료의 특성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금속에서 일반적인 가정인 소성 

변화에서의 부피 일정 조건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소성변형 비를 정의하였다. 

22

33

r



=  

22

11 22( )
r



 
=
− +

 

소성변형 비 및 응력 비 모두 (그림 3.6) 및 (그림 3.7)과 같이 인장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값이 변화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성형 한계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후반 부분의 변형에서의 소성변형 비 및 

응력 비를 이용하여 항복 함수 매개변수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이 때, 

응력 비의 경우 소성 등가일의 5 MPa 에서 30 MPa 까지의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소성 변형비의 경우 인장 방향에서의 소성 진 변형률이 

0.1 에서 0.3 까지의 값에서의 선형 회귀 분석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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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인장에 따른 방향별 공칭 변형률 

 

그림 3.7 인장에 따른 응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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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시험에 의한 이방성 측정 결과와 함께, 등이축 시험에 의해 

추가로 이방성 결과를 추출하였다. 우선적으로 등이축 물성 시험으로 

성형 한계 시험에서의 Type I 시편의 실험 결과로부터 얻은 부하 값을 

기준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등이축 물성의 최적화를 위해 원형 

시편에 대한 반구형 펀치의 동작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블랭크는 총 3632 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금형은 

강체(rigid body), 블랭크에는 대칭성을 이용한 1/4 모델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해석 상의 재료로는 선형탄성모델, 금속-고분자의 복합 

등방경화모델 및 Yld2000-2d 항복함수를 이용한 사용자 재료 

함수(VUMAT user subroutine)을 이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한 

블랭크 요소 및 전체 금형의 형상을 (그림 3.8) 및 (그림 3.9)에 

나타내었다.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한 마찰 계수에 대해서는, 문헌에서 찾은 철강재 

및 마찰 저감을 위해 사용된 PTFE 필름의 마찰 계수에 대해 조사된 

문헌[22],[23]과, PP 의 철강재의 미끄러짐(slip)에 따른 마찰 계수를 

조사한 문헌 등을 참조하여 0.15 를 기준 마찰 계수로 잡고, 0.10, 0.15, 

0.20 의 세 가지 마찰 계수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10) 및 (그림 3.11)은 마찰 계수를 고정시켰을 때의 등이축 응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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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σb)에 따른 응력-변위 그래프 및 등이축 응력비 계수을 

고정시켰을 때의 마찰 계수에 따른 부하-변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등이축 응력비 계수(σb) 차이에 따른 부하의 

차이는 큰 반면, 마찰 계수에 따른 부하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찰 계수의 영향을 크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 이후 해석에서 사용할 마찰 계수를 0.15 로 결정하였다. 또한 

등이축 응력비 계수(σb)에 대해서는 부하-변위 그래프가 가장 잘 

일치하는 0.95 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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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반구형 펀치 시험 해석 메쉬 

 

그림 3.9 반구형 펀치 유한요소해석 금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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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마찰 계수에 따른 부하-변위 그래프 

 

그림 3.11 등이축 응력 비에 따른 부하-변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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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arlat 등이 개발한 과거의 항복함수[24]로부터 다음의 식으로 

정의되는 등이축 소성변형 비 값을 우선적으로 계산한 다음 이 값을 

Yld2000-2d 항복함수의 매개변수 최적화에 이용하였다. 비 이차 

항복함수인 Yld2000-2d 항복함수의 지수(M)에 대해서는 성형 

한계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값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값은 8.8 로 결정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성형 한계 곡선 계산에 사용된 항복함수의 

입력 매개변수를 (표 3.3)에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얻어진 항복 함수의 

계수들을 (표 3.4) 및 (표 3.5)에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응력 비 및 

소성변형 비는 (그림 3.12) 및 (그림 3.13)과 같다. 또한 그 결과 

얻어진 항복함수의 곡선 형태는 다음의 (그림 3.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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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압연 방향과의 각에 따른 응력 비 

 

그림 3.13 압연 방향과의 각에 따른 소성변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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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균질화된 리튬-이온 파우치 재료의 항복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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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축 인장 시험 

𝝈𝟎 𝝈𝟒𝟓 𝝈𝟗𝟎 𝒓𝟎 𝒓𝟒𝟓 𝒓𝟗𝟎 

1.0 1.0837 1.0413 1.3507 1.4480 1.1968 

펀칭 시험 

𝝈𝒃 𝒓𝒃 

0.95 1.1235 

표 3.3 재료 이방성 입력 인자 

 

Hill1948 항복 함수 𝑭 𝑮 𝑯 𝑵 

응력비 기반 0.4801 0.4254 0.5746 1.7639 

소성변형비 기반 0.5152 0.5929 0.4071 1.1490 

표 3.4 Hill1948 항복 함수 계수 

 

Yld2000-2d 

항복 함수 

𝜶𝟏 𝜶𝟐 𝜶𝟑 𝜶𝟒 M 

1.0799 0.9222 1.1904 1.0056 

8.8 𝜶𝟓 𝜶𝟔 𝜶𝟕 𝜶𝟖 

1.0007 1.1074 0.9516 0.7159 

표 3.5 Yld2000-2d 항복 함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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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및 검증/고찰 

 

4.1.성형 한계 곡선 계산결과 

균질화된 재료로 가정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재료의 성형 한계 

곡선 계산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그래프에 Hill1948 항복 함수 및 

Yld2000-2d 항복 함수에 따른 성형 한계 곡선 계산 결과를 함께 표시

하였다. 각 경우에 평면 변형에서의 성형 한계점인 FLC0는 0.307로 동

일하게 두었다. 

응력 비 및 소성변형 비에 따라 최적화한 Hill1948 항복함수에 따른 

성형 한계 곡선은 평면 변형에서부터 등이축 변형까지의 실험에서 얻은 

성형 한계점들을 잘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 Yld2000-2d 항복 

함수에 의한 성형 한계 곡선은 등이축 변형에 가까운 변형 경로에 대한 

성형 한계점들도 잘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비 이차 항복함수

인 Yld2000-2d 모델에 따른 성형 한계 곡선을 재료 정량화에 따른 파

우치 재료의 성형 한계 곡선으로 보고 이 결과에 따른 검증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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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M-K 모델에 따른 성형 한계 곡선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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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사각 컵 드로잉을 통한 검증 

4.2.1.사각 컵 드로잉 시험 및 유한요소해석 

사각 컵 드로잉을 통한 성형 한계 곡선의 검증을 위해 사각 컵 드로잉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시편의 형태는 한 변이 170 mm인 

정사각형이며, 사각형의 펀치의 중심과 시편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하고, 

펀치의 모서리와 시편의 모서리가 평행하도록 위치를 설정하였다.  

실험 장비는 Nakazima 성형 한계 실험과 동일한 홀딩력 230 kN, 펀

치 속도 3mm/min의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PTFE 필름 및 그

리스를 이용하여 윤활한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파단 지점 확보 및 

시편 전 구역에서의 변형률 확보를 위해 DIC 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측

정하였으며, 5번 이상의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장비의 구성 및 

실제 실험 장비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성형 한계 곡선을 검증하기 위해 사각 컵 드로잉 시험을 모사한 유한

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블랭크는 대칭성을 이용한 1/4 모델을 이용하였

으며, 총 26368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고, 사각 컵에 의해 

주로 변형하는 부위에 더 많은 요소를 배치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재료 

모델에는 금형은 강체(rigid body), 블랭크에는 선형탄성모델, 금속-고

분자의 복합 등방경화모델 및 Yld2000-2d 항복함수를 이용한 사용자 

재료 함수(VUMAT user subroutine)을 이용하였다. 평면 방향으로의 

접촉에 대해서 마찰계수는 이전 장에서 최적화한 결과와 같이 0.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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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으며, 수직 방향의 접촉에 대해서는 경성 접촉(hard contact)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사용한 유한요소해석의 형상과 블랭크의 요소를 (그림 4.2) 및 (그림 

4.3)과 같이 나타내었다. 해석에서의 부하-변위 결과에서는 (그림 4.4)

과 같이 변형 후반 부분의 부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경화 거동에서 변형률 0.3 이상의 변형에서의 경화를 고

려하지 않은 점에서 사각 컵 드로잉의 변형에서도 변형 후반 부분에서 

응력에서 저평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성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고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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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각 컵 드로잉 시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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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사각 컵 드로잉 유한요소해석 메쉬 

 

그림 4.4 사각 컵 드로잉 부하-변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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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사각 컵 드로잉에 의한 파단 변위 결과 

사각 컵 드로잉에 의한 파단 시점에서의 펀치 변위를 실험과 해석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7)의 그래프와 같았다. 실험에서의 파단 

시점에서의 펀치 변위는 평균 14.74 mm, 표준 편차는 1.05 mm로 나타났

으며, 해석에서의 성형 한계점 변위는 사용자 재료 함수에서 입력 변수

로 포함된 성형 한계 곡선을 처음으로 넘는 변위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으

며, 그 값은 15.55 mm로 나타났다. 해석에서의 성형 한계 변위가 실험에

서의 파단 변위의 표준 편차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실험과 잘 일치하는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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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펀치의 파단 변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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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사각 컵 드로잉에 의한 파단 위치 및 변형률 분포 결과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사각 컵 드로잉에 의한 파단 지점 및 파단 직

전에서의 변형률 분포를 비교하였다. 우선적으로 사각 컵 드로잉 후 시

편의 형상을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실험이 끝난 이후의 시편의 경우, 

정확히 파단 시점에서 실험을 중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단 위치를 

DIC 사진 결과를 이용하여 얻어낸 후 파단이 일어난 위치를 해석과 비

교하였다.  

파단 위치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성형 한계 곡선을 넘는 시점 직후에

서 성형 한계 곡선을 넘는 요소의 위치를 비교하였다. (그림 4.7)은 유한

요소해석에 따른 성형 한계 곡선을 넘는 위치의 요소를 붉은 색으로 표

시한 것이다. 이 위치를 실험에서의 파단 위치와 비교해 볼 때, 위치가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치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펀치의 

중심으로부터 펀치의 가로와 세로의 모서리까지 20 mm, 20 mm 떨어진 지

점에서의 변위가 4.60 mm로 실험에서의 해당 값인 1.81 mm와 시편과 펀

치의 전체 크기를 고려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변형 이전

의 시편의 중앙부에서부터 가로 및 세로의 모서리까지 30 mm, 30 mm 부

분에서 파단 위치를 비교한 그래프를 (그림 4.8)에 첨부하였다. 또한, 파

단 직전에서 DIC 사진으로부터 얻어진 진 변형률의 분포를 (그림 4.9)에 

나타내었으며, 그 시점에서의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진 변형률의 

분포를 (그림 4.10)에 나타냈다. 변형률의 분포를 고려할 때, 그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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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형률 분포가 상당히 일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M-K 모델으로부터 계산된 성형 한계 곡선이 실제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며, 이에 대한 검증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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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사각 컵 드로잉 시험에 따른 실험 후 시편 형상 

 

 

 

 

그림 4.7 유한요소해석에서의 파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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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파단 위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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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DIC 분석에 의한 실험에서의 파단 직전에서의 변형률 분포 

 

그림 4.10 유한요소해석에서의 파단 직전에서의 변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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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1) 금속과 고분자의 다층구조로 된 리튬-이온 파우치 소재의 경화거

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금속과 고분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화 모델을 등변형률 조건에 따라 선형 결합한 복합 경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경화모델의 상수를 결정하기 위

하여 일축 인장 시험과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각 경화모델 간의 

선형 결합 비를 최적화하였다.  

 

2) 이차 이방성 항복함수인 Hill1948 및 비 이차 이방성 항복함수 

Yld2000-2d 모델을 이용하여 재료상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

라 평균화 된 응력 비 및 소성변형 비를 모두 표현 가능한 항복

함수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3) 최적화된 항복함수 및 경화모델 상수를 이용하여 M-K 모델로부

터 성형 한계 곡선을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FLC0 값에

서 이차 항복함수에 비해 비 이차 항복함수에서 더 높은 정확도

의 성형 한계 곡선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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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 이차 항복함수 및 복합경화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성형 한

계 곡선(FLC)을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였으며, 사각 컵 드로잉 

시험을 통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이 파우치 소재의 파단 시점과 파단 위치를 매우 잘 예측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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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on of anisotropy and formability of 

Li-ion battery pouch using non-quadratic 

yield function 

Jaeseung Kim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thesis,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formability of the lithium-ion battery 

pouch were investigated using both experiments and numerical method. A 

homogenization approach was applied to the lithium-ion battery pouch which 

consists of four layers of PP-Al-PA-PET. The commonly employed iso-strain 

assumption was used for the homogenization, and thus the entire material was 

simplified as a single virtual homogenized material. To consider the combined 

hardening behavior of the metal and polymer layers, a combined hardening model 

based on the linear combination of typical hardening laws for metals and polymers 

was proposed. The combination ratio for hardening was iteratively optimized by 

fitting the fracture point between the results of a finite element analysis and uniaxial 

tensile experiment. For the modeling the anisotropy of the pouch material, the 

quadratic yield function Hill1948 model and a non-quadratic yield function 



X 

 

Yld2000-2d model were employed. The anisotropic coefficients of the two yield 

functions were determined from tensile tests conducted at different orientations, an 

inverse analysis, and a Yld96 yield function for the equi-biaxial stress-related 

anisotropic parameters. The formability of the pouch sheet was estimated by 

measuring the forming limit based on the Nakazima test. The forming limit curve 

was numerically calculated by the M-K theory using the proposed combined 

hardening law and yield func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non-quadratic yield 

function Yld2000-2d, effectively predicted the experimentally measured forming 

limits. Finally, the formability was validated by comparing the calculated failure 

behavior of the pouch sheet with the square cup drawing experiment. The finite 

element simulation could accurately predict the punch displacement at the onset of 

fracture and its location. 

 

Keywords : Li-ion battery pouch, Marciniak-Kuczynski model, Forming limit, Non-

quadratic yield function, Homoge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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