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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n order to g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thium secondary cell, such as charge and discharge characteristic,
temperature characteristic, self-discharge characteristic and the capacity recovery rate etc, we build a thermal model that
estimate the impedance of battery by experiment & simulation. In this one-dimensional model, Seven governing equations
are made to solve seven variables c, cs, Φ1, Φ2, i2, j and T. The thermal model parameters used in this model have been
adjusted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data measured in the laboratory. The result(Voc, Impedance)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in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so an efficient method of using battery i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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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휴대형 전자기기의 고성능화, 소형화, 경량화에따른

보급률의 확대는 그들에 사용하는 전원으로서 2차전지

의 시장을 급속히 확대하였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

류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체적 에너지 밀도와 중량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점과

니켈카드뮴 배터리나 니켈수소 배터리가 갖는 메모리

효과(memory effect)가 없기 때문에, 전지를 완전하게

방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충전이 가능하고, 고온 환경

하에서 공칭 정격용량까지 충전하여 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튬 2차 전지의 정밀 상태 측정 및 예

측, 제어문제는 이것을 장착한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관

여하므로 최근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1]. 따라

서 배터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배터리의 연구와

그에 필요한 시뮬레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리튬 2차 전지의 성능은, 사이클 라이프, 충·방전 특

성 곡선, 온도 특성, 자가방전 특성(전하 보존율) 및 용

량 회복율 등으로 결정 된다. 전지의 다양한 특성 중,

충·방전 횟수에 따른 사이클 라이프는 전지의 전하 저

장 용량(FCC)을 감소시킨다. 또한, 전지의 방전 특성

은 비선형적이다. 기존의 리튬 2차 전지의 잔량을 측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전압을 주파수로 변

환하여 주파수에 따라 전압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이클 라이프를 카운트하고

전류를 가감하여 수치 연산을 통해 리튬 2차 전지의

잔량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비선형적인 방

전특성과 자가방전 특성, 이론 값과 다른 사이클라이프

의 용량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잔량의

모니터링이 어렵다[2,3].

불확실한 잔량 모니터링은 배터리 팩의 효율성을 저

하시키기 때문에 배터리 충방전 실험과 열적 모델링을†E-mail : crom@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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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이클별 임피던스를 측정

및 추정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의 노화현상을 예측한다.

2. 리튬 2차 배터리의 특성

2.1. 배터리 특성

실험을 통한 리튬 2차 전지의 충·방전 특성, 온도

및 사이클 라이프 특성, 자가방전 특성(전하 보존율)

및 용량 회복율 등을 살펴보면 충전은 정전류(constant

Current : CC)로 충전하다가 정전압(Constant Voltage :

CV)으로 충전하며, 방전에서의 방전전압은 일정하게

안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 Fig. 2는 리튬 2차 전지의 충·방전 특성을 나

타낸다.

전지는 근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록 용량은 증대

되지만, 사이클 라이프(Cycle life)는 급격히 떨어진다.

2차 전지는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용량이 줄어든다.

사이클 라이프(Cycle Life)는 초기용량의 80(%) 용량

으로 용량이 줄어들었을 때까지의 충 방전 회수로 정

의한다. Fig. 3, Fig. 4는 리튬 2차 전지의 온도 특성 및

사이클 라이프를 나타낸다.

리튬2차 전지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용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가방전(Self-discharge)이라고 하며, “Retention

Capacity 또는 Charge Retention”와 “Recovered Capacity”

가 평가 항목으로 장시간 방치 후 어느 정도의 용량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의 용량이 남아있나를 표시하는 항

목이다. Fig. 5는 리튬 2차 전지를 충전 후 자가 방전

특성을 기록한 특성 곡선을 나타내며 다시 재충전하였

Fig. 1. Charge characteristic.

Fig. 2. Discharge characteristic.

Fig. 3. Temperature characteristic[0.5C].

Fig. 4. Cycle life.

Fig. 5. Electric charge preservation rate and capacity recover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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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초기용량 대비 사용가능 용량을 나타내는 Re-

covery의 특성 곡선이다[4].

2.2. 배터리 열적 모델링 방정식

Fig. 6은 양 쪽의 전극(Current Collector)에서 흐름

(Current)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1차원적인

연속체 모델이다[5,6].

이 모델의 시간 변화에 대한 전압(Cell Voltage), 흐

름의 비선형적인 값과 전지(Cell)안에서의 시간과 위치

에 대한 용해액과 전극의 상, 용질 농도, 리튬 농도의

반응율, 전극에서의 전류 밀도의 계산을 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7개의 이론은 Concentration over-potential
equation, Concentrated solution theory, Porous electrode

theory, Ohm’s law, Butler-Volmer kinetics, Thermo-

dynamics theory, current and mass conservation이다[6].

Potential in the electrolyte

(1)

Concentration over-potential equation에 의한 공식으

로 Φ2는 용해액의 전압이고, κ는 Bruggeman relation

에 의해 결정된다.

Potential in the solid

(2)

Ohm’s law에 의한 공식으로 I는 배터리에서의 전체

전류, i2는 용해액에서의 전류 밀도, Φ1는 유전체에서

의 전압이다.

Transport in the electrolyte

(3)

Concentrated solution theory에 의한 공식으로 c는

전해질에서의 용질 농도이다.

Transport in the solid

(4)

Porous electrode theory and mass conservation에 의

한 공식으로 cs는 +전극에서의 리튬 농도이다.

Reaction rate

(5)

Butler-Volmer kinetics에 의한 공식이다.

Current balance

(6)

Current conservation에 의한 공식으로 i2는 용해액에

서의 전류 밀도이다.

Energy balance

(7)

열역학 이론(Thermodynamics theory)에 의한 공식

으로 는 외부로부터 시스템으로의 열 전달율이다.

식(1)~식(6)의 6개의 지배 방정식과 식(7)의 온도에

관한 방정식은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고, 6개의 종속변수(c, cs, Φ1, Φ2, i2, j)와 온

도(T)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7개 공식들은

배터리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온도에 따른 시간(t)과 전

류(I)에 따른 전압(Vout)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3. 시뮬레이션

3.1. 임피던스 예측

Fig. 7은 일반적인 배터리 내부의 모식도이다.

내부 저항(R)은 SOC(State of Charge), 온도(T), 전

류의 방향에 대한 함수이다. 또한 내부 저항은 Fig. 8

과 같이 일정한 전류(I)로 방전한 후, 전류를 끊었을 때

의 전압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배터리의 Voc 값은 SOC와 관련 있고, 배터리의 내

부 저항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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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of a lithium-ion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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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3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안정 전압으로 Voc로

간주 될 수 있다.

3.2. 결과 및 고찰

Fig. 9은 열적 모델링을 통한 배터리 충방전시 특성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Fig. 10은 실험에 의

한 결과이다.

배터리 충방전 실험은 항온 챔버를 이용하여 배터리

주변환경의 온도를 25oC로 고정한 후, 전압범위 2.7

~4.2V, 전류는 4.9A로 충·방전했고, Fig. 9와 같이 충전

및 만충전 구간과 배터리 안정화를 위한 휴식 구간 그

리고 방전 구간으로 구성된다.

시뮬레이션에서 필요한 전기 화학적인 65개의 파라

미터들은 HEV Battery Pack[8]의 연구와 실험적 데이

터 방법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동했고, 각각의 파리미

터에 대한 민감도 해석과 반복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를 줄였다.

Fig. 10에서 방전 과정중의 휴식 구간은 Voc를 알아

내기 위한 것이므로 시뮬레이션에서는 필요치 않다.

Fig. 9와 Fig. 10을 비교하면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

으나 충전 과정의 전압값과 만충전(Full Charge)과정

중 전류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

의 목적을 생각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은 방전과정에서

의 정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전과정의 전압값과

만충전 과정의 전류 오차는 무시 할 수 있다.

방전 과정에서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오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식(8)과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Voc를 통해 방전 과정

중 배터리의 임피던스(R) 값을 구한다. 실제 시스템에

서는 주요한 사이클에서의 배터리 임피던스 및 전압의

R
Voc Vout–

I
---------------------

V3 V2–
I

----------------= =

Table 1. Errors in experiment and simulation

 T(min)
Experiment

(V)
Simulation

(V)
Error
(%)

0 Vout = 4.0771 Vout = 4.1012 0.59

12.42
Vout = 3.9259 Vout = 3.8798 1.17

Voc = 4.0714 Voc = 3.9759 2.34

120.92 Vout = 2.6992 Vout = 2.62 2.93

Fig. 7. Battery equivalent circuit.

Fig. 8. Voltage change under a current pulse.

Fig. 9. Simulation result.

Fig. 10. Experi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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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값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하고, 표로 작성하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한다. 방전

과정에서 센싱 할 수 있는 전압, 전압의 변화 값, 전류

값, 온도 값에 따라 입력된 표를 토대로 임피던스를 결

정하고 배터리의 SOC값을 추정하여 밸런싱한다.

4. 결 론

리튬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비 선형적인 방전 특성

과 노화현상, 자가방전 특성에 의한 리튬2차 전지의 전

하 축적 공간 감소는 실제 전지의 용량을 제대로 예측

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배터

리 파라미터의 민감도 연구와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에 사용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BMS에 있어 각 셀을 같은 전

압값으로 밸런싱 하지 못하는 오차값은 배터리 팩의

효율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오차를 줄이

기 위해 열적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

하였다. 현재의 다소 발생된 오차에 대해서는 정전류

부하를 사용하는 보다 정확도가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

여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줄

인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배터리의 노화 현상을 실험을

통해 밝혀내고 이를 시뮬레이션하여 배터리의 사이클

별 임피던스 변화를 알아내고, 좀 더 효율적인 BMS를

구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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