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배터리팩의 우주용 어플리케이션은 인공위성 및 발사체로서,

인공위성의 동력원 및 발사체의 순간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조건(고전압 및 고용량)에 따

라 배터리팩은 리튬계열 셀의 직병렬조합으로 구성된다. 결국,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터리팩의 운용을 위해서는 셀의 고도화

가 요구되며, 이의 첫걸음은 셀의 인증(qualification)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에 사용되는

우주용 셀 인증을 소개하고 이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1. 서 론

그림 1 인공위성(왼쪽) 및 발사체(오른쪽)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우주를 향한 갈망은 끝이 없으며, 이

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을 필두로 많은 인공위성 및 발사체

가 개발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항

공우주연구원(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에서

많은 인공위성의 개발 및 발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1].

인공위성과 발사체는 각 목적에 맞는 리튬계열 배터리팩을

탑재한다.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장시간 운용해야 하므로 고용

량이 가능한 배터리팩을 탑재해야 하며, 반대로 발사체는 순간

의 강한 출력이 요구되므로 고출력이 가능한 배터리팩을 탑재

해야 한다[2]. 이러한 리튬계열 배터리팩은 단위 셀을 직병렬조

합 함으로써 고전압(직렬)과 고용량(병렬)이 가능하다. 이 때,

인공위성 및 발사체 내 배터리팩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을 위해서는 셀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는 곧, 단순한 직병렬

조합 배터리팩 설계가 아닌, 고출력 혹은 고용량 목적에 맞는

리튬계열 셀이 우선 선택되어야 하며, 이의 환경 및 성능시험

을 통해 셀의 체계적 인증(qualification)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

서는 현재 인공위성 및 발사체의 대표적인 배터리팩 공급업체

인 영국의 ABSL[3]과 프랑스의 SAFT[4]의 우주용 셀 인증

소개 및 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고출력과 고용량을 위한 배

터리팩 체계적 설계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2. 우주용 셀 인증 비교 분석

2.1. ABSL 및 SAFT 소개

그림 2 ABSL 및 이의 우주용 배터리팩[3]

그림 3 SAFT 및 이의 우주용 배터리팩[4]

NASA, KARI외 여러 우주기관(ESA, CSA, JAXA, RFSA)

의 인공위성 및 발사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최적의 배터리팩을 탑재하려는 목표도 높아지고 있다.

인공위성 및 발사체에 탑재되는 배터리팩의 대표적인 제공업체

는 ABSL(영국)과 SAFT(프랑스)로서 이를 각각 그림 2와 3에

나타내었다. 현재, 두 제공업체 모두 리튬계열 셀 기반 배터리

팩의 직병렬조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출력 및 고용량

배터리팩을 구축할 수 있다. ABSL은 18650 원통형 타입의 셀

(Sony, Panasonic, Molicel, LG Chem등)을 직접 구입하고 이의

스크리닝과 인증 절차를 통해 배터리팩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에, SAFT를 비롯한 대부분 업체(Mitsubishi, EaglePicher등)는

직접 리튬계열 셀을 자체 제작 후 배터리팩을 구축한다[3][4].

각 제공업체별 체계적인 배터리팩 구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인공위성 및 발사체에 적용되는 배터리팩의 대표 제공업체로

발돋움하였다.

2.2. 일반적인 리튬계열 셀 인증(EV&ESS 포함)

일반적인 리튬계열 셀의 인증은 EV와 ESS에 적용되는 인

증(대한민국 KBIA 10104 01/02, UN38.3, IEC62133 2등)을 시

작으로 체계화 되었으며, 이를 위한 여러 환경 및 성능시험의

리스트가 마련되었다. 인공위성 및 발사체에 사용되는 우주용

셀 인증 시험 리스트는 EV와 ESS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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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BSL 및 SAFT 우주용 셀 인증 비교 분석

그림 4 ABSL 18650NL(Molicel 18650J셀; 2.4Ah)[5]

그림 5 SAFT VES180(자체개발; 50Ah)[6]

2.3절에서는 ABSL과 SAFT의 우주용 셀 인증을 소개 및

이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그림 4와 5는 각각 ABSL

18650NL의 셀(Molicel 18650J셀; 2.4Ah)과 SAFT VES180의

셀(자체개발; 50Ah) 및 이의 인증 기반 설계된 배터리팩을 각

각 나타내었다. 우주용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상관없이, 인증

을 위한 시험리스트는 대체로 유사하다(그림 6과 8 참고). 대표

리스트는 Physical, Safety, Characterization, Environmental 및

Life로서 셀 인증을 위한 전체 셀의 개수 중 각 리스트의 시험

을 위한 셀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이 때, 우주용 어플리케이션

의 목적(고출력 혹은 고용량)에 따라 리스트의 셀의 개수는 조

정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발사체를 위한 리튬계열 셀 인증

의 경우, 순간의 강한 출력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내부의 진동

및 충격이 상당하다. 더불어, 이로 인한 과충전(over charge)/

과방전(over discharge) 및 과전류(over current)의 유입이 우

려되므로, 위의 시험 리스트 중 Safety와 Environmental에 집

중하여 셀 인증절차를 수립한다. 그림 7은 ABSL 18650NL의

Environmental 시험을 위한 진동 및 Safety 시험 후의 과충전

결과를 나타내었다(예시)[5].

그림 6 ABSL 18650NL의 우주용 셀 인증[5]

그림 7 ABSL 18650NL의 진동시험(왼쪽) 및 과충전 결과[5]

그림 8 SAFT VES180의 우주용 셀 인증[6]

ABSL 18650NL과 마찬가지로 SAFT VES180의 우주용 셀

인증을 위한 셀 개수 및 이의 시험리스트가 그림 8에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Acceptance, Functional electrical, Mechanical,

Environmental, Mechanical). ABSL과 SAFT의 세부적인 셀

인증이 다른 이유는, 고출력/고용량 배터리팩에 사용되는 셀의

단가에 따라, ABSL의 경우, 인증 관련 시험리스트에 요구되는

셀의 개수가 많으므로(원통형셀 가격 저렴) 풍부한 시험데이터

로부터 인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고출력/고용량을 위

한 복잡한 직병렬조합 모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배터티팩 내부에 셀 간 전압/SOC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

SAFT는 반대의 경우로서, 요구되는 셀의 개수가 적으나, 대용

량 셀이므로 저렴한 가격이 불가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에 사용되는 우주용 셀 인

증을 소개하고 이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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