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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의 상태 진단을 위한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을 제시한다. Labview를 이용한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은 저가에
서 구성할 수 있고, 변화되는 임피던스를 확인이 가능해 수명을 진단하
는 지표로 이용 가능하다. 제시된 임피던스 측정 방법은 용량에 상관없
이 측정이 가능하고, 기존의 장치보다 측정과 값을 계산하기가 간단하
다. 또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Labview와 DAQ를 이용하여
정확성 높은 결과를 구할 수 있다.

1. 서    론

최근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는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EV) 와
에너지 저장 장치 (Energy Storage System; ESS) 개발 과 활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되던 배터리
연구는 배터리 자체의 용량을 안정적으로 증대시켜 사용시간을 증가시
키는 것 외에도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정성 확보 및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진단 방법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에서의 고용량 배터리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용량이
증가할수록 배터리의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충전하는
것과 동시에 정확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기자
동차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배터리를 충전이 되어
있는 다른 배터리로 곧바로 교체하는 퀵앤드롭 (Quick&Drop)을 채택하
고 있으나, 배터리의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교체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은 미흡한 단계이다 [1].
또한, 배터리는 사용시간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단순하
게 수명을 진단할 수 없고, 배터리의 충전상태, 임피던스, 온도 및 여러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배터리 내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의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배터리의 수명진단에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지표는 SOC (State of
Charge)로, 전하의 충전상태를 뜻하며, 배터리 내부에 얼마나 많은 전하
를 모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SOC는 단순히 충전된 배터리의
용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망가진 배터리여도 충전이 가능한 상태면,
100% 충전은 되기 때문에 SOC만으로 수명을 추정할 수 없다 [2]. 또한,
배터리는 축전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간-변화적이며, 비선형적인 시스
템이므로 다양한 수명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임피던스는 배터리를 진단
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기존의 측정하는 장비가 배터리의 가격에 비해
너무 고가이고, 배터리가 노화됨에 따라 실시간적 분석이 불가능한데,
이 실험 방법을 이용하면, 배터리가 노화됨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화가
관찰이 가능하다.

2. 본    론

  2.1 배터리 충전 및 방전 시스템 구성
  배터리 충전 및 방전 실험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실시간으
로 데이터를 획득/저장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컴퓨터를 이용
하여, 24시간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충전기, 게이지, 부하 등의 구성되며 자세한 시스템 요소는 표
1과 같다. 배터리의 충전 및 발전 시스템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충전
기와 측정기를 제어하고, 배터리가 충전 될 때 이를 PC에서 바로 확인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배터리의 노화에 주요 원인인 방전 전
류량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하에는 시멘트 저항을 이용
하여 배터리를 일정한 전류의 크기로 방전시키도록 구성하였고, 배터리
에 쿨러를 설치해 일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시스템에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방전되는 배터리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
능하도록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4].

<표 1>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 구성 장치

장치 종류

마이크로프로세서 Arduino-Leonardo

충전기 BQ24251 (Texas Instrument)

게이지 BQ27425-G2B (Texas Instrument)

로드 WCR 1ohm 10W (EPX34m9H)

배터리 750mAh Li-ion Battery (H503048)

스위치 IRF530N

<그림 1>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시스템  

  2.1.1 충전 및 방전 시스템의 동작 과정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충전기로부터 완전 충전되었다는 신호를 전달받으
면 충전기를 끈 후 부하와 배터리 사이의 스위치를 작동시켜 방전상태로
전환한다. 방전 시에도 최소 전압을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배터리의
보호회로가 작동하는 전압의 범위가 2.8V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전 및
방전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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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충전 및 방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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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측정기는 1초마다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 잔존 용량 등을 측
정하여 PC로 전송하여 배터리가 노화되고, 소모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고,
SOC값 및 온도의 값도 얻을 수 있어 BMS에 활용한다면, 배터리의 수
명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지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측정 방법이다.

  2.2 임피던스 측정 원리
2차전지의 일종인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내부에 화학물질 포함한 비선
형 시스템이다. 내부에 직접적으로 R, L, C 회로를 포함한 것은 아니지
만, 랜들 등가회로에 따르면, 배터리의 전기 화학적인 특성을 통해 그
내부를 회로로 표현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임피던스 측정 방
법은 배터리의 내부를 그림 3과 같이 가정하였고,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였다. 이론에 근거하여, 배터리 내부의 회로는 R,
L, C를 포함한 Black Box로 표현하였다.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배터리 양단과 전류가 필요한데, 전체 회로는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R2 직렬로 연결하여,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였다. 배
터리의 축전기적 성질로 인하여 전압과 전류의 파형에서는 위상 차이가
나타나고, 이를 고려하여 Labview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였
다 [5].

<그림 3> 임피던스 측정 결과 

 

                 (1)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배터리를 측정하기 위한 멀티
미터 부분과 배터리에 전압을 주입하기 위한 신호발생기 부분으로 구성
되며, DAQ를 이용하였다. DAQ의 입력 단은 ADC (Analog-Digital
Converter) 부분에 해당하며 배터리 양단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다.
DAQ의 출력 단은 DAC (Digital-Analog Converter)에 해당하며, 교류
신호를 발생시켜 배터리에 인가하였고, Labview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적으로 노화되는 배터리의 전류와 전압 데이터 값을 저장과 임피던
스 계산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류와 전압을 확인이 가
능하고, 임피던스도 노화에 따라 관찰이 가능하다. 이 때, 저항 값을 설
정 시 주의가 필요한데, 저항을 너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DAQ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전류인 2mA를 넘게 되고, 저항을 너무 높
게 설정한 경우는 배터리에 걸리는 전압이 직렬로 연결 저항에 의해서
매우 작은 값을 가지게 되어 ADC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ADC가 측정 가능한 수백 uV이상의 전압이 걸릴 수 있도록 저
항 값을 설정해야한다. 임피던스 시스템의 동작과정은 DAQ를 이용하여
사인 신호를 발생시키고, ADC를 이용해 신호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Labview를 이용해 자동 계산할 수 있다.

  2.3 임피던스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임피던스 측정법을 이용하여 2개의 배터리 샘
플에 대해 실험하였으며,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옴의 법칙을 이용
하였다. 임피던스 계산을 위해서 측정 시에는 배터리 양단의 전압을 이
용하여, 전압 값을 확인하였고, 저항을 연결하여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
여 계산하였다. 노화된 배터리와 새 배터리 간의 임피던스 측정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사용된 배터리는 두 타입으로, Old1과
Old2는 충/방전 시스템을 통해 300사이클 이상으로 노화가 진행된 배터
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New1과 New2는 20사이클 미만의 새 배터
리를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했다.

<그림 5> 임피던스 측정 결과 

300∼2000Hz 사이에서 주파수 스윕을 통해서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였
고, 측정결과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약 2배정도의 임피던스 차이를 나타
냄을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의 임피던스가 커지면, 내부저항이 높아져
배터리의 지속시간 및 정격 DC 전압이 유지되지 못한다. 실험 후에 나
타난 측정된 결과에서도 노화된 배터리가 출력할 수 있는 전압은
3.7~3.8V에서 3.5~3.6V 수준으로 약 0.1~0.2V정도 감소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배터
리의 수명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임피던스의 경우
는 아주 작은 값이지만, 노화된 배터리의 임피던스는 노화되지 않은 배
터리에 비해 값이 2배 정도 증가하여, 노화에 따른 증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위와 같은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노화 상태를 비파괴적
인 방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SOC를 이용한 방법은 고용량일수록
추정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배터리의 용량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측정시간이 적게 소요되어 수명
진단에 효과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시스템은 복잡하고,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Labview를 기반으로 임피던스를 정확히
측정하여, 배터리의 노화 상태를 진단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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