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고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액침 냉각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정우, 쿠날 산딥 가루드, 황성국, 이무연†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e-mail:wjddn4678@naver.com

Experimental Study on immersion cooling Characteristics of High
Capacity Lithium Ion Battery
Jeong-Woo Han, Kunal Sandip Garud, Seong-Guk Hwang, Moo-Yeon Lee†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요약
리튬 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낮은 자기 방전률 등의 장점으로 전기자동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성능, 내구성 및 안정성이 작동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아 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배터리의 고집적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냉각 방식으로 냉각성능의 잠재력이 높은 액침 냉각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연유체에
따른 고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셀 액침 냉각의 성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2C-rate 방전 속도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의 최고 온도는 Novec 7500 유체, 5E TM410 유체를 사용할 경우, 자연대류와 비교하여 각각 46.68%, 51.59% 감소하였
다. 실험 결과 Novec 7500보다 5E TM410에서 우수한 온도 특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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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보다 에너지 밀
도가 높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됨에 따라 발열량도 증가

후기

하여, 기존의 냉각 방식보다 우수한 차세대 배터리 냉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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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냉각하는 차세대 냉각 방식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 절연유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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