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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차 전지 테스트용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

요약

본 발명은 2차 전지 테스트용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에 관한 것이다.

다수의 2차 전지에 대한 각각의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으로서, 각각의 상기 2차 전지를 수용하여

장착시키는 지그 장치; 상기 지그 장치에 장착된 각각의 상기 2차 전지에 대한 임피던스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다수

의 채널 구조를 가지고, 상기 각각의 채널로부터 상기 2차 전지의 전압 및 전류를 각각 읽어오는 임피던스 측정 장치; 

및 상기 지그 장치에 수용된 각각의 상기 2차 전지가 동시에 상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에 접촉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로 상기 전압 및 상기 전류 측정을 위한 제어 신호들을 전송하며, 각 채널별 상기 전압 및 상기 전

류를 근거로 상기 2차 전지의 임피던스를 각각 계산하는 제어용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측

정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2차 전지 임피던스 측정 장치는 저주파 영역부터 고주파 영역에 걸쳐 2차 전지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어 2차 전지의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을 용이하게 발견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2차 전지, 충방전기, 임피던스, 측정기, 리튬이온 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채널, 생산라인, 품질평가, 특성분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C 임피던스를 설명하기 위한 전압 및 전류의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

도 2a는 전지의 등가회로를 임피던스 관점에서 예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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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는 전지의 임피던스를 다양한 주파수에 대하여 측정하였을 때의 임피던스 그래프를 예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2차 전지 테스트용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4는 제어용 컴퓨터에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를 연결한 상태에서 다수의 2차 전지를 측정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다양한 주파수 데이터에 대한 각 채널별 임피던스 그래프를 예시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00 :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 302 : 채널 단자

303 : 전류 증폭기 304 : SRAM

306 : 제 1 DA 변환기 308 : 전류 먹스

310 : 증폭기 312 : 제 1 AD 변환기

314 : 전압 먹스 316 : 차동 증폭기

318 : 가변이득 증폭기 320 : 제 2 AD 변환기

322 : FIFO RAM 324 : 제 2 DA 변환기

326 : PC 접속부 400 :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410 : 제어용 컴퓨터 412 : 모니터

420 : 지그장치 430 : 전지 트레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2차 전지 테스트용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2차 전지의 생산 라인에서 

전지의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여 전지의 특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2차 전지 테스트용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에

관한 것이다.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한다. 최근 정보 통신 기기, 특히 휴대용 기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그 전원으로 2차 전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종래에는 2차 전지로서 니켈카드뮴 전지 혹은 수소이온 전지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전지 및 리튬폴리머 전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리튬이온 전지 및 리튬폴리머 전지(이하 2차 전지라 한다)는 이와 같은 장점 으로 인하여 수요가 많지만, 일반 전자 

부품과 달리 고분자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대량으로 생산하고자 할 경우 생산기술이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

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품질 관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 관리는 

2차 전지가 제대로 충방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여 양품을 생산하는 한편, 불량품을 선별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고품질의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다.

전지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대개 개방회로전압, 전류용량 및 내부저항 등이다. 개방회

로전압은 부하가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개방회로 상태에서의 전지의 전압을 말한다. 전류용량은 전지에 전기를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부저항은 전지에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전압이 얼마나 감소하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부저항은 임피던스라고도 하며 DC 임피던스와 AC 임피던스로 구분된다. 종래에는 대개 AC 임피던스를 측정하였

으며, 주로 1 KHz의 주파수에서 정현파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전지의 특성은 매우 까다로워 1KHz의 AC 임피던스만으로는 특성을 충분히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DC 임피

던스 값을 측정하여 전지의 특성 구분을 하는 방법을 병용하고 있다.

도 1은 DC 임피던스를 설명하기 위한 전압 및 전류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DC 임피던스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2차 전지에서 일정한 방전 전류(ΔI)를 흘리고, 일정 시간 후에 2차 전지에 

나타나는 전압 강하(ΔV)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전용 측정기보다는 대개 충방전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도 1에서, 상단 그래프는 2차 전지의 전압 파형을 나타낸 것이고, 하단 그래프는 2차 전지의 전류 파형을 나타낸 것이

다.

도 1의 전압 파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 t1에서부터 일정한 전류(ΔI)가 흐르게 되면, 전압 파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차 전지에서 전압 강하(ΔV)가 발생된다. 여기서, 2차 전지의 DC 임피던스(|Z|)는 전지의 내부 저

항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수학식 1과 같이 얻어진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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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의 특성 구분을 하는데 DC 임피던스 값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전지의 품질을 충분히 구분할 수 없

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 2a는 2차 전지의 등가 회로의 한 예로서 임피던스 관점에서 전지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 2b는 실제로 

전지에 대한 임피던스를 여러 가지 주파수에서 측정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도 2b에서 볼 때 전지의 임피던

스가 측정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종래에는 생산라인의 경우 임피던스를 1KHz의 주파수에서만 측정하였는데, 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파수는 비교

적 높은 주파수로서 전지의 단자 가까이에 있는 변수들만 주로 나타나고, 깊숙이 있는 변수들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전지마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 KHz의 주파수에서만 측정하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C 임피던스를 측정하되 1 KHz의 단일 주파수보다는 그 보다 낮은 여러 

개의 주파수에서 측정할 것이 요구된다.

전지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임피던스 측정과 

관련된 측정기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본의 히오키(Hioki), 미국의 휴렛 팩커드(HP) 등의 측정기가 유명하다. 그러

나 종래의 임피던스 측정 장비는 대개 1KHz의 단일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이다. 좀 더 고급 장비는 몇 

개의 정해진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고, 아주 비싼 장비는 광범위한 주파수 범위에 걸쳐 임피던스를 측

정할 수 있으나 가격이 매우 고가여서 주로 연구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한편, 공장에서는 일년에 수 백 만개 내지 수 천 만개씩 전지를 생산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양의 2차 전지의 임피던스

를 측정하기위해서는 한 번에 다수 개의 전지의 임피던스를 측정해야 하지만, 기존의 임피던스 측정기는 1개 내지 4

개의 채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측정 주파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수백 개 전지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대량 생산 라인용 

임피던스 측정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2차 전지의 생산 라인에서 2차 전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낮은 주파

수 영역의 다양한 주파수에서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여 2차 전지의 특성을 판단하게 하는 2차 전지 테스트용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량 생산 라인에 적합하도록 다수의 전지를 한꺼번에 측

정할 수 있는 2차 전지 테스트용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다수의 2차 전지에 대한 각각의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으로서, 각각의 상기 2차 전지를 수용하여 장착시키는 지그 장치; 상기 지그 장치에 장착된 각각의 상기 2차 전지에 

대한 임피던스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널 구조를 가지고, 상기 각각의 채널로부터 상기 2차 전지의 전압 및 

전류를 각각 읽어오는 임피던스 측정 장치; 및 상기 지그 장치에 수용된 각각의 상기 2차 전지가 동시에 상기 임피던

스 측정 장치에 접촉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로 상기 전압 및 상기 전류 측정을 위한 제어 신호들을

전송하며, 각 채널별 상기 전압 및 상기 전류를 근거로 상기 2차 전지의 임피던스를 각각 계산하는 제어용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에 의하면, 다수의 2차 전지에 대한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한 다수의 채널을 구비하는 임피던스

측정기에 있어서, 측정 주파수에 따라 상기 각각의 2차 전지에 흐르는 AC 성분 전류의 크기와 상기 AC 성분 전류에 

따라 발생되는 AC 성분 전압의 크기의 비율을 구하여 상기 임피던스를 측정하되,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성

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기 AC 성분 전류 및 상기 AC 성분 전압에 대해 FFT를 수행한 후, 상기 측정 주파수

에 대한 전류 FFT 결과값 및 전압 FFT 결과값 사이의 비율을 연산하여 도출되는 임피던스 값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임피던스 측정기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차 전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서는 다수의 전지를 한꺼번에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2차 전지

에 대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장비는 수 백개의 2차 전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채널' 구조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제작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십 개의 채널을 하나의 인쇄 회로 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에 설계한다. 측정

대상이 되는 2차 전지는 수 백개를 수용할 수 있는 지그(Jig) 장치에 삽입되는데, 보통 하나의 지그 장치에는 256 개

의 테스트용 2차 전지가 수용된다. 즉, 하나의 인쇄 회로 기판에는 64 개의 측정 채널이 구비되고, 네 개의 인쇄회로 

기판이 합쳐져서 하나의 지그 장치와 결합된다. 따라서, 2차 전지의 지그장치에는 각각의 채널에 돌출된 측정 단자가 

각각의 2차 전지에 닿게 되어 측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임피던스 측정 장치는 1 mHz 내지 1 KHz 의 주파수 범위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

성된다. 또한 측정 주파수는 이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에 

의하면 주파수 측정 범위를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확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가 되고 장

치 규모도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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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의 채널을 한꺼번에 측정함에 있어서 높은 주파수에서는 각 채널당 측정 시간이 짧으므로 순차적으로 측정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낮은 주파수에서는 각 채널당 측정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러므로 

순차적으로 측정할 경우 측정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된다. 따라서 낮은 주파수에서는 모든 채널의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한 개의 채널을 측정할 때와 비슷한 시간 내에 모든 채널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측정 주파수가 낮은 경우를 '저주파 모드'라 하고, 측정 주파수가 높은 경우를 '고주파 모드'

라 한다. 여기서, 편의상 저주파 모드는 1mHz ~ 1Hz 사이의 주파수로, 고주파 모드는 1Hz ~ 1KHz 사이의 주파수로

구분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2차 전지 테스트용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는 다수의 2차 전지에 대한 임피던스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널 구조를 가지는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로서, 채널 단자(302), 전류증폭기(303), SRAM(304), 제 1 DA 변환

기(306), 전류 먹스(308), 증폭기(310), 제 1 AD 변환기(312), 전압 먹스(314), 차동 증폭기(316), 가변이득 증폭기(

318), 제 2 AD 변환기(320), 피포 램(FIFO RAM)(322), 제 2 DA 변환기(324), PC 접속부(326) 등을 포함한 구성을 

갖는다.

본 발명에서는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를 256 채널로 구성한다. 즉, 64 채널로 된 PCB를 4 개로 구성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4는 제어용 컴퓨터에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를 연결한 상태에서 다수의 2차 전지를 측정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300)은 제어용 컴퓨터(410), 모니터(412),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 

지그장치(420), 전지 트레이(430) 등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도 3과 도 4를 함께 참고하여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의 동작과 2차 전지에 대한 임피던스 측정 

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각 채널별 2차 전지의 임피던스 측정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차 전지에 일정한 크

기의 정현파 전류를 인가하여 주면 전지의 임피던스 크기에 따라 일정한 크기의 전압이 발생한다. 이때 전지로부터 

검출되는 전압은 AC 성분만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2차 전지의 전압이 DC로 존재하고 그에 중첩되어 AC 성분

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AC 성분의 크기는 DC 성분에 비해 매우 낮다. 왜냐하면 AC 성분의 전압의 크기는 2차 전

지에 흘려준 전류의 크기와 2차 전지의 임피던스의 크기에 비례한다. 2차 전지에 흘려주는 전류의 크기는 대략 수십 

mA 정도이고, 2차 전지의 임피던스의 크기는 수십 mΩ∼수 Ω이므로 전압의 AC 성분의 크기는 수 mV∼수백 mV가

된다. 그러므로 AC 성분의 전압을 증폭해야 하는데, 큰 DC 성분이 존재하면 증폭할 경우 포화되어 AC 성분의 신호가

소멸되므로 DC 성분을 제거해 준 후 증폭해야 한다.

따라서 제어용 컴퓨터(410)는 임피던스를 측정하기에 앞서 2차 전지의 초기 DC 전압값을 읽어 들여 각 채널별로 저

장해 둔 다음, AC 성분의 전압 추출시 사용해야 한다.

먼저, 제어용 컴퓨터(410)로부터 초기 DC 전압 측정 지령이 PC 접속부(326)를 통해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

)로 전송된다. 초기 DC 전압 측정은 가변이득 증폭기(318)의 이득을 '1'로 설정하고, 제 2 DA 변환기(324)의 데이터

의 값을 '0'으로 설정하여 수행된다.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는 각 채널의 2차 전지의 전압을 전압 먹스(314)를 통해 각각 읽어온다. 전압 먹스(3

14)를 통해 읽어 들인 전지의 전압은 차동 증폭기(316)로 전달된다. 차동 증폭기(316)에서는 제 2 DA 변환기(324)의

출력값이 위 설정에 따라 '0'이므로 전압 먹스(314)로부터 입력받은 전압을 그대로 가변이득 증폭기(318)로 출력한다

.

가변이득 증폭기(318)는 이득이 위 설정에 따라 '1'이므로 차동 증폭기(316)로부터 입력받은 전압을 그대로 제 2 AD

변환기(320)로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 2 AD 변환기(320)는 가변이득 증폭기(318)로부터 입력받은 전압을 디

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피포 램(322)으로 전달한다.

피포 램(322)은 제 2 AD 변환기(320)로부터 전달받은 디지털 데이터를 차례 로 저장하였다가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출력한다.

제어용 컴퓨터(410)는 피포 램(322)으로부터 디지털 전압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어와 초기 DC 전압 데이터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각 채널별로 저장 수단에 각각 저장해 둔다.

이후, 사용자는 제어용 컴퓨터(410)를 통해 임피던스 측정 명령을 실행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임피던스 측정을 저주파 모드와 고주파 모드로 나누어 측정한다. 저주파 모드와 고주파 모드의 동작은 상기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금 다르다. 고주파 모드에서는 다수의 채널의 임피던스를 측정함에 있어서 각 채널당 측정 

시간이 짧으므로 순차적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저주파 모드에서는 각 채널당 측정 시간이 길므로 순차적으로 측정할 

경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된다. 따라서 모든 채널의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한 개의 채널을 측정할 때

와 비슷한 시간 내에 모든 채널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본 발명의 동작원리를 고주파 모드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 주파수가 1Hz 보다 높을 때는 고주파 모드로 동작한다. 고주파 모드에서는 측정 주파수가 높으므로 제어용 컴퓨

터(410)에서 매 순간마다 정현파 데이터를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로 인가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므로 S

RAM(304)에 정현파 데이터를 먼저 저장하였다가 측정할 때에 SRAM(304)에 저장되어 있는 정현파 데이터를 인출

하여 제 1 DA 변환기(306)에 의해 아날로그 형태의 정현파 신호로 변환한다.

제 1 DA 변환기(306)로부터 생성된 정현파 신호는 전류 증폭기(303)로 보내 지는데 고주파 모드에서는 여러 개의 채

널 중 1개의 채널씩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모든 채널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게 된다. 전류 증폭기(303)에서 증폭된 정현

파 전류는 채널 단자(302)를 통하여 2차 전지에 인가됨으로써, 해당 채널에 있는 2차 전지로 정현파 전류가 흐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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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는 해당 채널의 2차 전지에 흐르는 전류 및 이에 따라 발생된 전압을 전류 먹스(308)

및 전압 먹스(314)를 통해 선택한다. 전류 먹스(308)는 해당 채널에서 검출된 전류를 증폭기(310)로 전달한다. 이때, 

전류 먹스(308)의 출력은 전류 검출용 저항(Shunt Resistor)(미도시)에 의해 얻어지는데 그 값이 매우 작다. 따라서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는 전류 먹스(308)의 출력을 증폭기(310)를 통해 예컨대, 10 배로 증폭한다.

증폭기(310)는 전류 먹스(308)로부터 입력받은 전류를 증폭하여 출력한다.

제 1 AD 변환기(312)는 증폭기(310)로부터 출력된 전류를 입력받아 디지털 형태의 전류 데이터로 변환하여 피포 램

(322)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피포 램(322)은 제 1 AD 변환기(312)로부터 전달받은 전류 데이터를 해당 채널에 저장

한다.

한편, 전압 먹스(314)는 해당 채널로부터 얻은 전압을 차동 증폭기(316)로 인가한다. 전압 신호는 AC 성분만 필요하

지만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해당 2차 전지의 전압이 DC로 존재하고 그에 중첩되어 AC 성분이 나타나

게 된다. 따라서 제어용 컴퓨터(410)는 미리 저장해 두었던 해당 채널의 초기 DC 전압 데이터를 다채널 임피던스 측

정 장치(300)로 전송해 준다.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는 제어용 컴퓨터(410)로부터 전달받은 초기 DC 전압 데이터를 제 2 DA 변환기(32

4)를 통해 아날로그 전압값으로 변환하여 차동 증폭기(316)로 전송해 주며, 차동 증폭기(316)는 전압 먹스(314)로부

터 받은 아날로그 전압에서 해당 2차 전지의 초기 DC 전압을 제거한 AC 성분의 전압을 출력한다.

결국, 전압 먹스(314)에서 출력되어 차동 증폭기(316)를 거친 아날로그 전압은 DC 전압이 제거된 AC 성분의 전압만

남게 되어 가변이득 증폭기(318)로 인가된다.

가변이득 증폭기(318)는 차동 증폭기(316)로부터 입력된 AC 성분의 전압을 증폭하여 제 2 AD 변환기(320)로 전달

한다. 이때 가변이득 증폭기(318)의 이득은 제어용 컴퓨터(410)에서 설정된 임피던스 측정 범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

된다.

제 2 AD 변환기(320)는 증폭된 AC 성분의 전압을 디지털 형태의 전압 데이터로 변환하여 피포 램(322)으로 전달한

다. 따라서 피포 램(322)은 해당 채널의 AC 전압 신호의 전압 데이터를 각각 저장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제어용 컴퓨터(410)는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의 피포 램(322)으로부터 해당 채널의 전류 데이

터 및 AC 전압 데이터를 읽어와 이를 근거로 해당 채널의 2차 전지의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임피던스의 계산에 있어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피던스는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크기의 비로서 산출된다. 그

런데 그 크기를 구함에 있어 전류 파형이나 전압 파형의 디지털 데이터를 근거로 단순히 최대치를 구하거나 혹은 실

효치를 구하여 적용하게 되면 노이즈가 없을 때는 무방하지만 노이즈가 많을 때는 값을 제 대로 구할 수가 없다. 특히,

본 발명의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장치(300)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전지의 임피던스 값이 작은 관계로 발생되는 전압

이 매우 작다. 그러므로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읽어 들인 전류 및 전압의 디지털 데이터를 고속 퓨리

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 FFT, 이하 FFT라 한다) 방식을 이용하여 주파수 데이터로 바꾼 후 주파수 데이

터 중에서 측정 주파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크기만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하면 노이즈가 있더라도 측정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 성분의 노이즈는 모두 제외되므로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어용 컴퓨터(410)는 한 채널의 측정이 끝나면 다음 채널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며 모든 채널의 2차 전지의 임피던스 

값을 측정한다. 또한 한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 측정이 끝나면 다른 주파수에서 임피던스 측정을 반복하여 여러 주

파수에 대한 임피던스 값을 얻는다.

다음은 저주파 모드에 대하여 설명한다.

측정주파수가 1Hz 보다 낮을 때는 저주파 모드로 동작하며, 제어용 컴퓨터(410)에서 전달된 정현파 데이터는 제 1 D

A 변환기(306)에 직접 전달되며 아날로그 형태의 정현파 신호로 변환된다. 저주파 모드에서는 고주파 모드와는 달리 

측정 주파수가 낮으므로 제어용 컴퓨터(410)에서 정현파 데이터를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에 직접 인가하여

생성한다. 제 1 DA 변환기(306)로부터 생성된 정현파 신호는 전류 증폭기(303)로 보내지는데 저주파 모드에서는 모

든 채널이 동시에 선택된다.

각각의 전류 증폭기(303)에서 증폭된 정현파 전류는 각각의 채널 단자(302) 를 통하여 각각의 2차 전지에 인가됨으

로써, 모든 채널에 있는 2차 전지로 정현파 전류가 흐르게 된다.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는 각각의 채널의 2차 전지에 흐르는 전류 및 이에 따라 발생된 전압을 전류 먹스(30

8) 및 전압 먹스(314)를 통해 차례대로 선택한다.

전류 먹스(308)는 각각의 채널에서 검출된 전류를 증폭기(310)로 전달한다. 증폭기(310)는 전류 먹스(308)로부터 입

력받은 전류를 예컨대, 10 배 증폭하여 출력한다.

제 1 AD 변환기(312)는 증폭기(310)로부터 출력된 전류를 입력받아 디지털 형태의 전류 데이터로 변환하여 피포 램

(322)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피포 램(322)은 제 1 AD 변환기(312)로부터 전달받은 전류신호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의

채널별로 저장한다.

한편, 전압 먹스(314)는 각각의 채널로부터 얻은 전압을 차동 증폭기(316)로 인가한다. 제어용 컴퓨터(410)는 각각의

채널의 초기 DC 전압 데이터를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로 전송해 준다.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는 제어용 컴퓨터(410)로부터 전달받은 각각의 초기 DC 전압 데이터를 제 2 DA 변

환기(324)를 통해 아날로그 전압값으로 변환하여 차동 증폭기(316)로 전송해 주며, 차동 증폭기(316)는 전압 먹스(3

14)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전압에서 각각의 2차 전지의 초기 DC 전압을 제거한 AC 성분의 전압을 출력한다.

결국, 전압 먹스(314)에서 출력되어 차동 증폭기(316)를 거친 아날로그 전압은 DC 전압이 제거된 AC 성분의 전압만

남게 되어 가변이득 증폭기(318)로 인가된다.



등록특허  10-0448840

- 6 -

가변이득 증폭기(318)는 차동 증폭기(316)로부터 입력된 AC 성분의 전압을 증폭하여 제 2 AD 변환기(320)로 전달

한다. 이때 가변이득 증폭기(318)의 이득은 제어용 컴퓨터(410)에서 설정된 임피던스 측정 범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

된다.

제 2 AD 변환기(320)는 증폭된 AC 성분의 전압을 디지털 형태의 전압 데이터로 변환하여 피포 램(322)으로 전달한

다. 따라서 피포 램(322)은 각각의 채널의 AC 전압 신호의 데이터를 각각 저장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제어용 컴퓨터(410)는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300)의 피포 램(322)으로부터 각각의 채널의 전류 데

이터 및 AC 전압 데이터를 읽어와 이를 근거로 각각의 채널의 2차 전지의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제어용 컴퓨터(410)는 저주파 모드에서는 동시에 모든 채널의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임피던스 값을 모니터

(412)를 통해 디스플레이한다. 또한 한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 측정이 끝나면 다른 주파수에 대하여 반복하여 측정

함으로서 여러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 값을 얻는다.

전지 트레이(Tray)(430)에는 통상 256 개의 전지가 삽입되며 지그장치(420)와 결합된다. 또한, 전지 트레이(430)에 

2차 전지가 끼워지면 지그장치(420)의 채널마다 돌출된 측정 단자와 2차 전지가 접촉하게 된다. 한편, 도 4에 도시된 

지그장치(420)와 전지 트레이(430)의 결합 상태는 측정 대상 전지가 리튬 폴리머 전지 인 경우이고, 측정 대상 전지

가 리튬 이온 전지(각형이나 원통형)인 경우에는 지그장치가 상단 지그장치와 하단 지그장치로 구성되고, 상단 지그

장치와 하단 지그장치의 사이에 전지 트레이가 끼워지는 형태로 구성된다.

도 5는 다양한 주파수 데이터에 대한 각 채널별 임피던스 그래프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채널별 임피던스 측정을 1 mHz에서부터 1 KHz 사이의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실행하여 임피던스 그래프를 얻는

다. 또한 여러 채널에 대하여 측정하여 각 채널별 임피던스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 보면 어떤 채널은 채널 5와 같이 10

Hz 부근에서 다른 채널의 임피던스 값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임피던스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채널 5에 있는 2차 전지가 이상이 있거나 불량품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2차 전지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불량품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므로, 불량한

2차 전지를 제거하여 품질 성능이 우수한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2차 전지의 생산 라인에서 각 채널별로 2차 전지의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여 불량 전지를 감별해 내

는데 사용하는 2차 전지 테스트용 다채널 임피던스 측정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

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

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각 채널별로 2차 전지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불량품을 용이하게 발견하여, 불량한 2차 전지를 제거함으로써 품질관리를 잘할 수 있고 비용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각 채널별 2차 전지에 대해 저주파로부터 고주파까지 광범위한 주파수 범위에 걸쳐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하게 측정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수십 내지 수백 채널의 임피던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임피던스 측

정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다수의 2차 전지에 대한 각각의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으로서,

각각의 상기 2차 전지를 수용하여 장착시키는 지그 장치;

상기 지그 장치에 장착된 각각의 상기 2차 전지에 대한 임피던스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널 구조를 가지고, 

상기 각각의 채널로부터 상기 2차 전지의 전압 및 전류를 각각 읽어오는 임피던스 측정 장치; 및

상기 지그 장치에 수용된 각각의 상기 2차 전지가 동시에 상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에 접촉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임

피던스 측정 장치로 상기 전압 및 상기 전류 측정을 위한 제어 신호들을 전송하며, 각 채널별 상기 전압 및 상기 전류

를 근거로 상기 2차 전지의 임피던스를 각각 계산하는 제어용 컴퓨터를 포함하되,

상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는,

다수의 상기 채널로 측정 주파수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주파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파수 데이터 저장부(SRAM);

상기 주파수 데이터 저장부 혹은 제어용 컴퓨터로부터 받은 정현파의 측정 주파수 데이터를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파

형으로 변환하는 제 1 DA 변환기;

상기 제 1 DA 변환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아날로그 파형에 따라 각각의 상기 채널에 공급할 전류를 증폭하는 전류 

증폭기;

상기 전류 증폭기로부터 출력되는 증폭 전류를 각각의 2차 전지에 공급하기 위해 지그와 접촉되는 채널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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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기 채널로부터 상기 2차 전지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여 각 채널별로 선택하는 전류 먹스(MUX);

각각의 상기 채널로부터 상기 2차 전지의 양단 전압을 각 채널별로 선택하는 전압 먹스;

상기 전류 먹스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전류를 증폭하는 증폭기;

상기 증폭기를 통해 증폭된 상기 출력 전류를 디지털 형태의 전류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 1 AD 변환기;

상기 전압 먹스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전압에서 상기 2차 전지의 초기 DC 전압값을 제거하여 AC 성분의 전압을 출력

하는 차동 증폭기;

상기 초기 DC 전압값을 제어용 컴퓨터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로 받아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하여 상기 차동 증폭기로

공급하는 제 2 DA 변환기;

상기 차동 증폭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AC 성분의 전압을 가변적으로 증폭하는 가변이득 증폭기(Programmable Ga

in Amplifier);

가변이득으로 증폭된 상기 AC 성분의 전압을 디지털 형태의 전압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 2 AD 변환기; 및

상기 전류 데이터 및 상기 전압 데이터를 저장하였다가 출력하는 측정 데이터 저장부(RAM)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는 상기 각 채널별 2차 전지에 대한 임피던스를 측정함에 있어 각 2차 전지에 측정하고자 하

는 주파수의 정현파 전류를 흘려 주고 2차 전지의 양단에 발생되는 측정 주파수 성분의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여 상기

정현파 전류의 크기와 상기 전압의 크기 사이의 비율을 구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측

정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 및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는 상기 2차 전지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을 검출함에 있어 각각의 상기 2차 전지의 초기 DC 

전압을 미리 측정하여 두었다가 각각의 상기 2차 전지 양단에서 측정되는 전압에서 상기 초기 DC 전압을 감하여 DC 

성분을 제거한 후, AC 성분을 증폭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측정 장치는 상기 각 채널별 2차 전지에 대한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전에, 상기 가변이득 증폭기의 이

득을 '1'로 설정하고, 상기 차동 증폭기로 인가하는 DC 제거용 제어 신호를 '0'으로 설정하여 상기 각 채널별 2차 전지

의 DC 전압값을 읽어 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은 상기 측정 주파수를 저주파 모드와 고주파 모드로 분류하여 동작하되,

상기 저주파 모드일 경우, 모든 채널을 동시에 동작시켜 모든 2차 전지에 측정 주파수의 전류가 동시에 흐르도록 하

고, 상기 각각의 2차 전지에 흐르는 전류와 발생되는 전압을 상기 전류 먹스와 상기 전압 먹스를 통해 각각 획득하고,

상기 고주파 모드일 경우, 모든 채널에서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때까지 각 채널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동작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청구항 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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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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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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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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