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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단말기 Lithium-Ion Cell의 잔량
추정 방법의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Machine Learning based Smart Device 
Lithium-Ion Cells Capacity Estimation

장성진*

Jang SungJin*

요 약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 폰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은 휴대성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지속

적으로 성능이 향상 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환경과 센서 네트워크 (Sensor

network)등의 다양한 망 접속 기술로 인하여 휴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단말기들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 단말들은 사용 중에 보다 안정적인 동작을 위하여 에너지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소형 경량화 된 스마트 단말기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작업으로 인하여 단말 운용 중에 전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안정적인 단말 운용을 위해서 기존에 다양한 추정 하드웨어가 개발 되었다. 그러나 잔량 추정을 하는 방법

이나 성능이 비교적 우수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단말의 운용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잔여 잔량 문제를 미리 예측

하여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리튬이온 셀의 잔량 추정 방법을 머신러닝에 기초를 두고 연구 하였다.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추정 방법이 아니라 사용 중인 리튬이온 셀의 특성을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 시키고 최적화된 결과를

추정하여 적용 하고자 한다.

주요어 : 스마트 단말, 리튬이온 셀, 잔량추정, 머신러닝

Abstract Over the past few years, smart devices, including smartphones, have been continuously required by 
users based on portability. The performance is improving.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and sensor network 
are also improved. Due to various network connection technologies, mobile terminals are widely used. Smart 
terminals need technology to make energy monitoring more detailed for more stable operation during use. The 
smart terminal which is light in small size generates the power shortage problem due to the various multimedia 
task among the terminal operation. Various estimation hardwares have been developed to prevent such situation 
in advance and to operate stable terminals. However, the method and performance of estimating the remaining 
amount are not relatively goo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estimating the remaining amount of 
smart terminals. The Capacity Estimation of lithium ion cells for stable operation was estimated based on 
machine learning. Learning the characteristics of lithium ion cells in use, not the existing hardware estimation 
method, through a map learning algorithm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 The optimized results are estimated 
and applied.

Key words :  Smart terminal, Lithium ion cell, Capacity Estimation,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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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무선 통신 환경에서 LTE와 5G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폰을 비롯하여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의 사용을

폭발적으로 증가 시키고 있다. 사용자들은 시간과 장소

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앱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사용

이 보편화 되고 있다. 즉 스마트 단말을 활용하는 운용

시간과 무선 접속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한 멀티미

디어 컨텐츠의 고급화와 게임 앱의 보편화에 따라서 스

마트 단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과 품질 향상

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단말

들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처리 비중이 높아 상대

적으로 단말의 운용에 필요한 소모 전력이 급격히 증가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소모전력 측정 및 배

터리 저장장치의 기술도 점차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 단말기에는 무게를 최소화 시키

고 소형화된 리튬이온 및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탑재되

어 스마트 단말의 운용 성능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 단말기는 운용 중에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전원부족 문제로 인하여 단말이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전달 기능에 중요한 문제를 발생 시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에 다양한 방법의 잔량 추정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1].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잔량 추정 방법

이나 잔량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배터리의 셀 특성

에 따라 부정확한 잔량 추정을 하여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으며 충전이나 방전회로의 이상으로 오작동로 인

한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단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하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잔량 추정 방법의 단점

을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의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리튬 이온

셀의 충전, 방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또는 소

프트웨어 잔량 추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한

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2]. 기존의 잔량 정보 프로파일 데이터인 전압, 전

류, 온도, 충전, 방전 싸이클 등의 데이터를 사용 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 시키고 트레이닝 과정을 거

쳐서 비교적 정확한 잔량 추정 방법에 대하여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근사화된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

Ⅱ. 리튬이온 셀의 충전,방전 메카니즘

리튬이온 셀의 충 방전은 양극과 음극 간을 리튬이

온 전자가 이동하여 doping 하는 과정과 전기적 특성을

얻기 위해 전자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동작을 하는 원

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충전 시에는 리튬을 함유한 화

합물로서 구성된 양극으로 부터 리튬이 undoping 되고

음극의 탄소층 간에 리튬 이 doping 된다. 반대로 방전

리튬이온 셀의 충 방전은 양극과 음극간을 리튬이온 전

자가 이동하여 doping 하는 과정에서 전기적 특성을 얻

기 위해 전자의 주고 받는 과정에서 동작하는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3]. 충전 시에는 리튬을 함유한 화합물

로서 구성된 양극으로 부터 리튬이 undoping 되고 음

극의 탄소층 간에 리튬 이 doping 된다. 반대로 방전

제조 공정에서 실시되는 첫 충전에 의해 양극의 리튬함

유화합물로부터 리튬이온이 음극의 탄소재에 이동하며

충전과 방전 과정은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LiCoO2 + C → Li1-xCoO2 + LixC

이후의 방전과 충전 반응은 역시 음극과 양극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것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

Li1-xCoO2 + LixC Li1-x+dxCoO2 + Lix-dxC

리튬이온을 함유한 화합물로 양극화 물질로서 사용

이 가능한 것은 충전 시에 리튬이 undoping 되고 방전

시에는 doping 될수 있는 것과 같은 화합물이다. 사용

되는 화합물은 LiCoO2(코발트산리튬)과 LiNiO2(니켈산

리튬)과 LiMn2O4(스피넬형 리튬망간산화물) 등이다.

이들의 화합물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역성, 방전용량,

충방전효율, 전압의 평탄성등의 점에서 LiCoO2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것을 양극물질로

채용하고 있다. 음극에 탄소재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밀

도 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에 doping 가능한 리튬

양을 많게 할 필요가 있고 doping량이 많은 Carbon의

탐색과 리튬흑연 층간 화합물인 LiC6 등이 사용되고

있다. 리튬 이온 셀에 있어서 양극 LiCoO2로부터

undoping 하는 리튬의 양에 의해서 양극의 전위가 정

해진다. 따라서 정전압 정전류 제어에 의해 충전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리튬 이온 셀은 최대충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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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4.2V, 1A 정 전류로 충전할 경우는 셀전압은 서서히

상승해 약 1시간 경과 시에 설정한 최대 충전 전압에

도달하여 충전량은 약 80%에 달한다. 이후 정전압 충

전으로 변환하여 충전 전류는 감소되고 충전을 시작한

후 약 2.5 시간 경과 후에는 충전 전류는 0A 근방에 도

달해 충전량은 100%에 도달하게 된다. 리튬이온 셀의

방전 전압은 초기에는 약 4V 정도이며 평균적으로 약

3.6V로 높고 이 전압은 니켈카드뮴 축셀과 니켈수소 셀

의 3배가 된다[4]. 높은 방전 전압은 리튬이온 셀의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동작 전압범위가 3V 또는 4V 이

상의 기기를 구동하려고 할 경우 니켈 카드뮴 셀의 경

우는 3개의 셀을 직렬로 접속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리

튬이온 셀의 경우는 1개의 셀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 리튬이온 셀의 방전곡선은 완만한 경사를 보이

며 이 경사를 이용하여 셀의 잔존 용량의 표시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Ⅲ. 스마트 단말 셀의 잔량추정

스마트 단말에 장착된 대부분의 리튬 이온 셀은 전

원이 셀 내부로 유입 되었을 때 보호 회로를 거쳐 충전

을 시작한다. 그리고 배터리 모듈의 잔량 측정은 최대

충전 용량에서 방전용량의 차이로 측정되어 표시 된다.

리튬이온 셀의 방전 가능한 용량은 보호 회로를 리튬

이온 셀에 연결하여 셀 내부의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여

얻어지게 된다. 리튬이온 셀의 충전 용량은 리튬 이온

셀 내부에 유입되는 입력 용량으로 결정 된다[5]. 결과

적으로 리튬이온 셀에 입력되는 용량을 계산하여 측정

용량이 충전 값이 되게 된다. 하지만 충전 용량은 스마

트 단말이 존재하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리튬 이온 셀의 전기적, 화학적 특성과 스마트 단말 시

스템에 연결된 시점의 온도, 습도와 같은 기온과 환경

적 요소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완전 충전된 리튬이온 셀도 주변 온도와 습도에 따

라서 사용 용량의 제한을 갖게 된다. 완전히 충전 되었

다고 생각하고 충전 용량을 리튬 이온 셀의 전체 입력

용량으로 계산 한다면 리튬 이온 셀의 잔량 측정에 심

각한 오차를 가져오게 된다[6]. 스마트 단말의 데이터

처리나 멀티미디어 환경의 동작에 심각한 잔량 측정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리튬 이온 셀의 최대 용량에 결정

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는 온도, 충 방전 사이클, 전

기 화학적인 특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프로

파일 요소들은 리툼 이온 셀의 최대 용량 추정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파라미터에 따른 리튬 이온 셀의 용량

변화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리튬이온 셀의 최대 용량

을 계산할 수 있다. 리튬 이온 셀이 가지는 다양한 화

학적인 특성은 셀 제조 이후에 셀 테스트 장비로 측정

한 후에도 기본적인 특성을 평균적인 수치밖에 알아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충전과 방전 특성 곡선은 비선형적

인 특징 때문에 정형화된 수식으로 표현하기 어렵게 된

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전 방전 특성을 실제 스마트 단

말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셀을 이용하여 충전과 방전 특

성을 먼저 측정 하였다[7]. 방전은 배터리 전압이 미리

설정된 전압 임계값으로 떨어질 때까지 서로 다른 전류

부하 수준에서 수행된다. 이후에 측정값을 기준으로 측

정 파라미터에 따른 리튬 이온 셀의 용량 변화를 그래

프로 표현 하였다.

그림 1. 리튬 이온 배터리 상태 변화에 따른 전압, 전류, 온도
Figure 1. Voltage, Current, and Temperature according to

Lithium Ion Battery Condition Changes

그림 1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리튬이온 셀을 사

용하여 전압, 전류, 온도에 따른 상태 변화를 NAS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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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데이터 세트의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를 추출하였다. 충전과 방전을 위해서 전압측정, 전류측

정, 온도측정을 하였으며 방전은 2.7V까지 배터리 용량

을 측정하였다.

C
ap
ac
ity
(A
h)

그림 2. 사이클 당 열화 특성을 가진 배터리 데이터
Figure 2. Battery data with degradation characteristics

per cycle

방전에서 배터리 전압이 미리 설정된 전압의 임계값

으로 떨어질 때까지 서로 다른 전류 부하 수준에서 충

전과 방전 과정 측정 후에 리튬이온 셀의 사이클 당 열

화 특성을 가지는 배터리 데이터에 대하여 그림2 와 같

이 사이클 당 열화 특성을 가진 배터리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Ⅳ. 잔량 추정을 위한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이용한 리툼이온 셀의 특성 데이터 수집

은 리튬이온 셀이 서로 다른 온도에서 3개의 다른 동작

프로파일(충전, 방전 및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

을 통해 구동된다. 방전은 배터리 전압이 미리 설정된

전압 임계값으로 떨어질 때까지 서로 다른 전류 부하

수준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임계값 중 일부는 깊은

방전 노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OEM(2.7 V)이 권장

하는 임계값 보다 낮다. 반복적인 충전 및 방전 사이클

은 배터리의 노화를 가속화 시키기 때문이다. 리튬이온

셀의 실험은 배터리가 정격 용량의 30%가 감소하는

EOL(End-of-Life) 기준에 도달했을 때(1.4Ah) 중단 하

였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새로

운 분류 체계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8].

핵심은 표현(representation)과 일반화(generalization)

과정이며 반복적인 학습으로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머신러닝은 너무 복잡하거

때 사용된다[9].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의 학습 알고리

즘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매틀랩을 사용하여 뉴럴네

트워크[10]를 트레이닝 하였다.

리튬이온 셀의 배터리 데이터는 균일한 샘플링에 의

해 얻어지며 각각 N개의 샘플을 가진 전압, 전류, 온도,

충전 프로파일을 연결하여 입력 행렬을 N차원 벡터로

구성한다. 또한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하여 시뮬레이

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는 NASA의 배터리 데이

터 세트 사용 하였다[1][11]. 충전 프로파일에서 배터리

사용 횟수를 증가 시키면서 배터리의 사용 사이클과 주

기를 나타내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배터리 상태 변화

를 통한 전압(V), 전류(I), 온도(T) 경로를 측정하였다.

전압(V), 전류(I), 온도(T) 예측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매틀랩에서 그림3과 같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형을 실험하였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797-802.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801 -

그림 3. 매틀랩을 이용한 Neural Network Tranning
Figure 3. Neural Network Tranning using Matlab

잔량 추정을 위한 기계학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① charging profiles of V, I, T data

② Dataset chosen

③ Data Preprocessing

④ Machine Learning models

⑤ Prediciton using trained model

⑥ Result visualization

표본의 수는 시간의 뚜렷한 변화와 모델 복잡성을

고려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또한 짧은 시간 간격에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샘플링 간격을 초과하는 데이터

를 평균화 하였으며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테스트 하였다.

신경망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경망이

향상되는 속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그림4와 같은 트레

이닝 진행 상황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경망이 훈련

데이터를 적합하게 시작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훈련 정확도에 평활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

은 평활화된 훈련 정확도는 평활화 되지 않은 정확도

보다 잡음이 적기 때문에 보다 쉽게 트레이닝에 대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 매틀랩에서 트레이닝 진행 상황
Figure 4. Training progress situation in Matlab

Ⅴ. 결 론

기존 리튬이온 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잔량

추정 방법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시

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편이다. 사용 가능

한 프로파일 정보인 리튬 이온 셀의 충전, 방전 특성과

리튬이온 셀의 잔량 정보 프로파일 데이터인 전압, 전

류, 온도, 충전, 방전 싸이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

프트웨어 잔량 추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

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 시키고

트레이닝 과정을 매틀랩을 사용하여 머신러닝으로 리

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 세트에서 적

절한 데이터를 선택 하였다. 이후 데이터 프로세싱 과

정을 거치고 머신러닝 모델을 확립하여 훈련된 데이터

를 기초로 리튬이온 셀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데이터

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종류의 머신러닝 기법

을 통하여 보다 성능이 개선된 리튬이온 셀의 잔량 추

정 시스템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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