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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

요약

개시된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는 1차 전지 및 2차 전지의 펄스전류에 대한 전압 응답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미지의 전지의 용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저주파의 펄스전류에 대한 전압 응답신호를 측정하고, 측정한 전압 응답신호를 저항 및 축전
기 등의 모형상수로 구성된 등가회로에 근사하여 모형상수의 값을 계산하며, 실시간 방전법으로 사전 조
사된 전지의 용량과 모형상수의 상관관계에 준하여 미지의 용량을 갖는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실시간 방전법에 비하여 측정 시간이 짧고, 충전 및 방전 상태와 정밀한 상관 관계를 갖는 등가회로의 
구성 모형상수를 결정하는 효율성과 신뢰성이 우수하다.

대표도

도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전지의 전기화학 반응과 관련된 모형상수로 구성된 등가 회로도,

도 2는 니켈금속수소전지에서 측정된 임피던스 측정 결과와 저주파수에서의 등가회로에 따른 근사 값을 
보인 그래프,

도 3은 니켈금속수소전지에서 측정된 펄스전류에 대한 전압응답곡선 및 근사 결과를 보인 그래프,

도 4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전지의 용량을 측정하는 본 발명의 측정장치를 보인 회로
도,

도 5a 및 도 5b는 니켈금속수소전지의 방전상태에 따른 보유용량과 모형상수의 상관관계를 보인 그래프,

도 6a 및 도 6b는 리튬이온전지의 방전상태에 따른 보유용량과 모형상수의 상관관계를 보인 그래프,

도 7은 만충전된 리튬이온전지의 방전용량과 모형상수의 상관관계를 보인 그래프,

도 8은 만충전된 리튬이온전지의 방전용량과 주파수 5mHz에서의 임피던스 허수 값으로부터 계산된 전기
용량의 관계를 보인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중앙 통제 장치                11 : 중앙 처리 장치

13 : 입력/출력장치                 15 : 기억장치

17 : 임피던스 함수 근사 알고리즘부 20 : 측정장치

21 : 전지 접속단자                 23 : 전류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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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전압 측정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의 저주파 펄스전류에 대한 전압 응답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미지의 전지의 용량을 측정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규격화된 전지 제품에 대하여 미지의 보유 용량(remaining capacity)을 측정하고, 제품
을 생산할 경우에 규격용량을 선별(grading)하는 등 전지의 용량을 비파괴 측정할 수 있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지의 용량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기술로서는 전지에 전기적 부하를 연결하고, 정전류(Id)로 전지가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td)을 측정하는 실시간 방전법이 있다.

여기서, 전지의 용량을 암페어－시간(Ah)으로 나타낼 경우에 전지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td)은 

다음의 수학식 1의 관계식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관계식은 전지의 용량을 평가하는 표준 규격으로 사용
된다(예 : 한국공업규격 C8504).

실시간 방전법은 전지의 용량을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서 전지를 실시간 방전시킴에 따라 장시간의 측정
이 요구된다.

또한 복수의 전지의 용량을 동시에 측정할 경우에는 각각의 전지를 독립적으로 방전시키는 복수의 장치
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실시간 방전법으로 전지의 용량을 측정할 경우에 소요되는 방전시간보다 짧은 시간동안 전지의 특성을 
측정하여 전지의 충전/방전 상태 또는 보유용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경우에 이 방법은 실시간 방
전법에 의해 전지의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보다 매우 효율적이다.

전지의  충전/방전  상태와  관련된  특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전지의  개방회로전압(Open  circuit 
voltage), 동작상태에서의 전지의 전압 및 변화, 전지에 인가되는 입력 전압 또는 전류에 대한 출력 신
호의 특성 및 이로부터 유도되는 내부저항 함수 또는 임피던스 함수 등의 측정에 관한 방법 등이 잘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전지의 실시간 방전법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전지 용량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전지의 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결과와 전지의 용량 사이
의 정밀한 상관관계가 요구된다.

미국특허 US 3,808,475는 축전지에 전원을 충전하는 동안 펄스 신호를 주기적으로 인가하고, 그 주기적
으로 인가한 펄스신호에 따른 응답신호를 이용하여 축전지의 충전 완료상태를 감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술에 따르면, 축전지의 충전이 완료될 경우에 예상되는 측정신호의 민감한 변화를 검출하여 충전 
완료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응답신호로부터 충전상태 또는 전지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은 
아니다.

미국특허 US 4,952,862에서는 전지의 방전특성을 푸커트 매개인자(Peukert parameter)로 구성되는 전압
－시간함수로 나타내고,  전지의 전압 측정값과 상기 전압－시간함수로부터 전지의 잔존용량(remaining 
capacity)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특허 EP 119,547은 방전중인 전지의 방전전압을 시간의 함수로 측정하고, 일정 시간 구간에서
의 방전전압의 평균 변화율로부터 전지의 방전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전 과정에서 전압 또는 전압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용량을 산출할 경우에 측정값과 전지의 용량
의 상관관계가 나타내는 정확도는 전지의 방전특성에 대하여 민감한 의존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전압의 평탄성이 매우 우수한 전지일 경우에 방전상태의 변화에 대한 전압의 변화가 매우 적
다.

그러므로 전지의 방전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적절한 측정 방법으로는 볼 수 없다.

이 경우 유럽특허 EP 119,547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측정값과 전지의 용량에 대한 상관
관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 시간 구간을 증가시키거나 방전 전류를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서 이는 측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전지용량에 대한 우수한 상관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전지의 내부저항 또는 임피던스와 같이 전지의 충전/
방전 상태를 잘 반영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인자와 관련된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지의 전기 화학적 반응의 특성과 관련된 측정 대상으로 내부저항 또는 임피던스 값을 특정 주파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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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하여 전지의 보유용량을 측정하거나 충전/방전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은 이미 시
도되었다.

특정 주파수에서의 내부 임피던스 값과 축전지의 보유용량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전지의 상태를 진단
하는 방법이 미국 특허 US 4,678,998에 제시되어 있는 데, 이는 자동차의 축전지의 상태를 사용자가 연
속적으로 감지하는 용도로 제시된 것이다.

그 외에도 미국 특허 US 4,743,855는 저주파 영역 및 고주파 영역에서 각각 측정된 두 개의 복소 임피던
스 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미국 특허 US 5,241,275 및 US 5,717,336은 저주파 영역에서 선형 임피던스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지의 충전 및 방전 상태의 정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임피던스 값은 mHz 영역의 낮은 주
파수에서 관찰된다.

저주파 영역에서의 임피던스 특성은 몇 개의 저항과 축전기로 구성된 간단한 등가회로로 나타낼 수 있
고, 측정된 복소 임피던스 스펙트럼으로부터 저항 및 축전기와 같은 등가회로(equivalent circuit)의 모
형상수(model parameter)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저주파 영역 임피던스의 등가회로 모형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펄스 전류의 응답 전압신호
를 분석한다.

펄스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주파 영역의 등가회로 임피던스 모형에 대하여 임피던스 측정 방법과 동
질의 모형상수 값을 제공한다.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사한 반면 측정의 방법에 있어서 펄스 신호법은 펄스전류의 인가에 필요한 전
류 발생장치와, 출력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 및 이를 제어하는 장치와, 알고리즘(algorithm)으로 구성된 
단순한 장치를 사용하므로 임피던스 측정 방법에 비해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다수의 전지를 동시에 측정할 경우에 전지용량의 실시간 측정에 사용되는 충전 및 방전 장치를 그
대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매우 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펄스전류에 대한 전지의 전압 응답특성을 측정하고, 측정한 전압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에 펄스전류를 인가하여 전압 응
답신호를 측정하고, 측정한 전압 응답신호를 저항 및 축전기 등의 모형상수로 구성된 등가회로에 근사시
켜 모형상수의 값을 계산하며, 실시간 방전법으로 사전 조사된 전지 용량과 모형 상수와의 상관관계에 
준하여 미지의 전지용량을 갖는 전지의 전압 응답특성으로부터 전지용량을 결정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실시간 방전법에 비해 측정 시간이 짧고, 충전/방전 상태와 정밀한 상관 관계를 갖는 
등가회로의 모형상수를 결정하는 효율성과 신뢰성이 우수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및 측
정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전지의 충전 및 방전과 관련된 전극 활물질의 전기화학 반응에 대하여 전지용량과 관계 있는 특성 임피
던스 인자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전극 표면에 흡착되는 물질 A의 산화 환원 반응 A － e
－
 ＝ A

＋ 
에 대한 계면 임피던스(Zi)는 도 1a에서

와 같이 전하 이동저항(charge transfer resistance, Rct)과, 유사 전기용량(pseudo capacitance, Cps), 

이중층 전기용량(double layer capacitance, Cdl) 및 전해액과 전선 등의 연결 저항을 표현하는 직렬 저

항(serial resistance, Rser) 등으로 구성된 간단한 등가회로 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유사 전기용량(Cps)을 결정하는 관계식은 다음의 수학식 2와 같다.

상기 수학식 2에서 S는 전극의 표면적이고, F는 패러데이 상수이며, z는 이동전하의 수이며, dE/dc는 전
위－농도 계수이다.

상기 수학식 2는 네른스트식으로부터 다음의 수학식 3과 같이 계산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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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3에서 c0 및 E0은 각각 평형 상태의 농도 및 전기화학 전위이다.

유사 전기용량(Cps)은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매개체의 양에 관련된 모형상수로서 실제 전지의 경우에는 

단순히 전극 계면에 흡착되지 않고 다공질 전극 물질의 공간에 분포하여 보다 복잡한 반응 구조를 가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mHz 영역의 낮은 주파수에서는 전극 흡착 모형에 근사될 수 있으므로 도 2에서와 

같이 저주파에 해당하는 복소 임피던스의 허수 값과의 관계식( )으로부터 유사 전기용
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임피던스 스펙트럼과 관련된 모형상수의 활용에 대하여 C. Ho, I. R. Raistrick, R. A. Huggins, 
J. Electrochem. Soc. 127, 343 (1980)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등가회로에 대하여 전지의 용량과 관계 있는 모형상수는 주로 저주파 영역에서의 임피던스 특
성으로부터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영역의 입력신호 I(t)에 대한 선형회로의 응답특성 E(t)는 수학식 4에서와 같이 회로계
의 전달함수 H(s)와 입력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I(s)의 곱에 대한 역라플라스 변환으로부터 얻을 수 있
다.

t＝0에서  전류의  크기가  0부터  I0으로  변하는  계단형  전류  입력신호일  경우에  라플라스  변환은 

 이고, 전달함수 H(s)는 임피던스 함수 Z(s)로 표현된다.

그리고 Cdl ≪ Cps 일 경우에 도 1a에 해당하는 등가회로의 임피던스 함수는 도 1b의 등가회로가 나타내는 

임피던스함수인 수학식 5와 같이 근사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수학식 4에서의 역라플라스 변환은 다음의 수학식 6으로 표현되는 브롬비쉬(Bromwich) 적분
으로 정의된다.

상기 수학식 6에서 피적분 함수에 대하여 간단한 경우에 해석함수의 라플라스 변환표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고, 보다 복잡한 경우에는 T. Hosono, 'Fast Inversion of Laplace Transform in BASIC', Kyoritsu 
Shupan, Tokyo(1984)와 같이 수치 해석적으로 역라플라스 변환을 실행할 수 있다.

Cdl ≪ Cps인 경우, 도 1a의 등가회로에 대한 응답 전압특성은 수학식 5 및 수학식 6으로부터 다음의 수학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펄스 전류에 대한 응답전압 특성은 상기 수학식 7에서와 같이 등가회로를 구성하는 모형상수들에 의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측정된 응답특성을 비선형 최소제곱법 등의 방법으로 함수에 근사하여 
모형상수 값들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충분히 큰 시간 영역(시간 t ≫ CdlRct)에서는 상기 수학식 5가 표현하는 등가회로는 도 1c와 같이 

더욱 단순한 형태로 근사될 수 있다.

이 경우 도 3과 같이 전류 펄스에 대한 전압의 선형응답곡선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RLim ＝ Rser ＋ Rct , CLim ≒ Cps의 관계가 있다.

이 때, 인가하는 전류의 크기는 전지의 내부저항에 의하여 전압 강하가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범위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펄스의 길이는 전압신호가 직선으로 근사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도 4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전지의 용량을 측정하는 본 발명의 측정장치의 회로도이
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측정장치는 하나의 중앙 통제 장치(10)와, 전지에 펄스 전류를 인가하
고 인가한 펄스전류에 따른 전압을 검출하여 출력하는 복수의 측정장치(20)를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측
정장치(20)는 다채널로 상기 하나의 중앙 통제 장치(10)에 연결되어 각기 독립적으로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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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중앙 통제 장치(10)는, 시험 전지의 용량 측정작업 수행을 제어하는 중앙 처리 장치(11)와, 상기 
측정장치(20)와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하는 입력/출력장치(13)와, 상기 측정장치(20)가 측정하여 상기 
입력/출력장치(13)를 통해 전송되는 전지 양단의 전압 데이터를 저장 및 출력하는 기억장치(15)와, 기억
장치(15)에 저장된 전지 양단의 전압 데이터를 상기 중앙 처리 장치(11)의 제어에 따라 미리 정의된 모
형 상수 값으로 근사시키는 임피던스 함수 근사 알고리즘부(17)로 이루어진다.

상기  복수의  측정장치(20)는,  측정할  시험  전지가  접속되는  전지  접속단자(21)와,  상기  전지 
접속단자(21)에 접속된 시험 전지로 일정 크기 및 폭의 펄스 전류를 인가하는 전류 발생장치(23)와, 상
기 전지 접속단자(21)에 접속된 시험 전지의 양단 전압을 검출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중앙 
통제 장치(10)로 전송하는 전압 측정장치(25)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측정장치는 전지의 용량을 측정할 경우에 시험 전지를 측정장치(20)의 전지 
접속단자(21)에 연결한다.

여기서, 복수의 측정장치(20)의 전지 접속단자(21)에 시험 전지를 각기 연결하여 복수의 시험 전지의 용
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전지 접속단자(21)에 시험 전지가 연결되면, 전류 발생장치(23)가 일정 크기 및 폭의 펄스 전류를 출력
하여 전지 접속단자(21)에 접속된 시험 전지에 인가하게 된다.

그러면, 시험 전지는 인가되는 펄스 전류에 따라 그의 양단 전압이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측정장치(20)의 전압 측정장치(25)가 시험 전지의 양단 전압을 검출하고, 검출한 양
단 전압을 연속적으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중앙 통제 장치(10)로 전송하여 입력/출력장치(13)를 통
해 기억장치(15)에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험 전지의 측정이 완료되면, 중앙 통제 장치(10)의 중앙 처리 장치(11)는 기억장
치(15)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임피던스 함수 근사 알고리즘부(19)에 따라 미리 정의된 모형상수의 값으
로 근사한다.

다음에는 상기 모형상수와 실시간 방전법으로 측정된 전지의 용량과의 상관관계를 사전 조사하고, 이 상
관관계에 준하여 미지의 용량을 갖는 전지의 펄스전류에 대한 전압응답 특성으로부터 전지용량을 결정한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채널 방식으로 여러 개의 시험 전지를 동시에 측정할 경우 중앙처리장치는 임피던
스 함수 근사에 해당하는 연산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게되나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입력 및 출력 신호를 
측정하는 시간에 비하여 무시될 수 있다.

또한 펄스전류 측정 장치와 실시간으로 전지의 충전 및 방전을 제어하는 일반 충방전 시험장비를 결합하
여 규격화된 전지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용량 측정 및 선별에 매우 효과적인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실시예 1

상온에서  6시간율  정전류  조건으로  만충전된  규격  표시용량  600  mAh급  니켈금속수소전지(제조사  : 
Emmerich사)를  10분 정도 안정시킨 후 ＋30 mA(충전전류)의 전류를 100초간, －30 mA(방전전류)의 전류
를 100초간 가하면서 전압을 시간의 함수로 측정하였다.

상기 전류 펄스는 5mHz의 주파수를 갖는 사각파에 해당한다.

이 전류 펄스의 크기 30 mA는 전압응답곡선의 선형성이 유지되는 전류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값이다.

충전전류에 대한 전압의 응답특성으로부터 선형근사하여 얻어진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으로부터 도 1c
에 해당하는 등가 회로의 모형상수, 저주파수 한계저항(RLim) 및 저주파수 한계전기용량(CLim)을 계산하였

다.

동일한 전지의 다른 방전 상태에서의 펄스전류 응답 특성을 얻기 위하여 60mA의 정전류로 매회 30 mAh씩 
방전시킨 후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펄스전류측정을 반복하였고, 모형상수인 저주파수한계저항, 
저주파수한계전기용량을 구하였다.

60mA의 정전류로 실시간 방전법으로 측정한 각 방전상태의 보유용량 값과 비교한 결과를 표 1,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주파수 한계전기용량과 저주파수 한계저항은 보유용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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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mAh급 니켈금속수소전지의 펄스전류의 응답신호 분석 결과.

전지용량(mAh) CLim (Farad) RLim (Ω)

561 590.2 1.439

531 632.4 1.209

501 663.6 0.925

472 633.0 0.732

442 621.8 0.628

413 628.7 0.551

354 594.8 0.507

295 559.9 0.479

265 550.7 0.472

235 520.7 0.458

206 499.2 0.456

176 475.0 0.454

147 454.5 0.456

117 415.5 0.457

88 376.2 0.462

58 314.2 0.479

29 236.3 0.524

실시예 2

규격 표시용량 1300 mAh급 리튬이온전지(제조사 : Sony사)를 상온에서 1시간율 정전류 조건으로 4.2V까
지 충전하고 그 전압에서 2.5 시간동안 정전압 조건으로 만충전 후 상기 실시예 1에서 기술한 전류펄스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전지의 전압 응답곡선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전지의 다른 방전 상태에서의 응답 곡선을 얻기 위하여 120 mA의 정전류로 매회 60 mAh씩 방전시
킨 후 펄스전류측정을 반복하였다.

사용한 펄스전류는 크기 ＋100 mA, 시간폭 400초의 펄스전류를 사용하였다.

각 전압응답 곡선에 대하여 도 1c의 등가회로모형에 상응하는 임피던스 함수에 선형최소제곱 근사법으로 
근사하여 모형상수인 저주파수 한계저항(RLim)과 저주파수 한계전기용량(CLim)을 계산하였으며, 120 mA의 

정전류로 실시간 방전법으로 측정한 각 방전상태의 보유용량 값과 비교한 결과, 표 2, 도 6a 및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주파수전기용량, 저주파수한계저항과 보유용량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
었다.

각 방전상태에서 전압응답곡선을 측정, 근사하여 모형상수를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0초를 넘지 않았
다.

[표 2]

1300 mAh급 리튬이온전지의 펄스전류의 응답신호 분석 결과.

전지용량(mAh) CLim(Farad) RLim(Ω)

1110 1731.1 169.0

1050 1692.3 170.0

990 1677.7 170.6

930 1657.6 170.8

870 1651.3 171.8

810 1631.9 173.9

750 1574.2 175.1

690 1473.0 176.3

630 1384.5 178.4

570 1311.1 180.0

510 1248.6 182.8

450 1166.3 185.4

390 1099.4 191.3

330 994.4 198.3

270 905.4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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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823.0 215.3

150 761.2 225.6

90 649.5 246.0

30 484.9 309.5

실시예3

사용 기록을 알 수 없는 규격용량 1300 mAh급의 리튬이온전지(제조사 : Sanyo사) 6개를 동일 조건에서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충전 상태에서 펄스전류를 가하여 전압응답곡선을 측정하였다.

상기의 수학식 7에 준하여 비선형 최소제곱법으로 모형상수값들을 구하였다.

이 전지들을 다시 상온에서 5시간율 정전류로 종지전압 2.7 V까지 방전하여 측정된 방전시간으로부터 전
지의 방전용량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표 3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하이동저항(Rct), 이중층전

기용량(Cdl), 유사전기용량(Cps)과 보유용량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각 전지에 대하여 펄스전류를 가해 전압응답신호를 측정, 근사하여 모형상수를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0초를 넘지 않았다.

[표 3]

실시간 방전법에 의해 구한 각 리튬이온전지의 전지용량과 펄스전류의 응답신호 분석 결과.

전지용량(mAh) Rct (Ω) Cdl(Farad) Cps(Farad)

1463 0.1939 14.67 1230.9

1409 0.1830 19.01 1174.9

1331 0.2352 25.89 1105.8

1189 0.2848 26.27 1045.8

1145 0.4595 28.52 1032.8

 992 0.4619 28.60  973.1

실시예 4(비교예)

실시예 3에서 사용된 만충전된 전지들의 펄스전류법에 의해 구한 모형상수값이 아닌 특정 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 값으로부터 계산된 모형상수 및 유사전기용량값과 전지의 보유용량과의 관계를 직접 비교한 결
과를 도 8에 도시하였다.

전극흡착모델에서 유사전기용량은 - 1 / ω Z" (각속력 ω ＝ 2π × 주파수, 임피던스 허수값 Z")의 관
계가 있으나 도 8과 같이 주파수 5 mHz에서의 임피던스 값으로부터 계산된 유사전기용량과 보유용량사이
에는 실시예 3의 결과에 비해 상관관계의 정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실시예 5(비교예)

실시예 1에서 사용된 만충전된 전지를 실시간 방전법과 5 mHz∼20 kHz영역에서 주파수를 등간격방법으로 
㉠20개,  ㉡40개  및  ㉢60개를  선택하여  주파수  주사법으로  측정한  임피던스  스펙트럼  측정법,  주파수 
5mHz의 정현파를 사용하는 임피던스값의 측정방법, 펄스파를 사용하는 펄스전류법으로 각각 전지의 보유
용량을 측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표 4에 비교하였다.

펄스전류법으로 전지의 보유용량을 측정할 경우 측정 시간이 매우 단축됨을 알 수 있다.

[표 4]

전지의 용량 측정법에 대한 측정시간 비교.

실시간 방전법 주파수 주사법 임피던스값 측정 펄스전류법 비고

1시간 이상 363초 200초 100초 ㉠

620초 ㉡

880초 ㉢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에 펄스전류를 가하여 얻은 전압응답신호를 측정 및 분
석하여 미지의 전지용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전지용량 측정방법에 비해 효율성과 정확성이 우수
하여, 규격화된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제품, 전자기기, 통신기기 및 자동차 등의 사용자
가 전지의 보유 용량을 측정하거나 규격화된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의 대량 생산시 규격 용량을 측정 또
는 선별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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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의 펄스전류에 대한 전압응답 특성을 측정하여 전지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1) 전지의 양단에 
인가되는 펄스전류 입력신호에 대한 응답 전압신호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하고, (2) 측정한 -+응답 전압
신호를 분석하여 매개변수의 값을 결정하며, (3) 상기 매개변수와 실시간 방전법으로 측정된 전지용량과
의 상관관계를 사전 조사하고, (4) 이 상관관계에 준하여 미지의 전지용량을 갖는 전지의 펄스전류에 대
한 전압응답 특성으로부터 전지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초(second)를 단위로 할 경우에 상기 펄스전류 응답특성의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mAh의 단위로 표시한 전지 규격용량 값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mA를 단위로 할 경우에 상기 펄스 전류의 크기는;

그 값이 Ah의 단위로 표시한 전지 규격용량 값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매개변수의 값은;

측정한 응답 전압신호를 저항 및 축전기의 모형 상수로 구성된 등가회로로부터 얻어지는 임피던스 함수
에 근사시킨 결과로부터 결정한 모형상수의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
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전압신호의 분석 방법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임피던스 함수의 역라플라스 변환법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방법.

청구항 6 

전지에 펄스 전류를 인가하고 인가한 펄스전류에 따른 전지의 양단 전압을 검출하여 출력하는 측정장치;

상기 측정장치가 출력하는 전지의 양단 전압을 미리 정의된 모형상수의 값으로 근사하고, 이 모형상수와 
실시간 방전법으로 측정된 전지의 용량과의 상관관계를 사전 조사하며, 조사한 상관관계에 준하여 미지
의 용량을 갖는 전지의 펄스전류에 대한 전압응답 특성으로부터 전지용량을 결정하는 중앙 통제 장치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장치는;

복수개 구비되고, 다채널로 상기 중앙 통제 장치에 연결되어 각기 독립적으로 측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장치.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통제 장치는;

시험 전지의 용량 측정작업 수행을 제어하는 중앙 처리 장치;

상기 측정장치와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하는 입력/출력장치;

상기 측정장치가 측정하여 상기 입력/출력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전지 양단의 전압 데이터를 저장 및 출
력하는 기억장치; 및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전지 양단의 전압 데이터를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에 따라 미리 정의된 모
형 상수 값으로 근사화시키는 임피던스 함수 근사 알고리즘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전류의 전
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용량 측정장치.

청구항 9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장치는;

측정할 시험 전지가 접속되는 전지 접속단자;

상기 전지 접속단자에 접속된 시험 전지로 일정 크기 및 폭의 펄스 전류를 인가하는 전류 발생장치; 및

상기 전지 접속단자에 접속된 시험 전지의 양단 전압을 검출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중앙 통
제 장치로 전송하는 전압 측정장치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전류의 전압 응답신호를 이용한 전지
용량 측정장치.

도면

12-8

등록특허10-0262465



    도면1

    도면2

12-9

등록특허10-0262465



    도면3

    도면4

    도면5a

12-10

등록특허10-0262465



    도면5b

    도면6a

    도면6b

12-11

등록특허10-0262465



    도면7

    도면8

12-12

등록특허10-0262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