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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Li-air 배터리의 동작원리를 설명하고, 모델링

을 위해 Li-air 배터리의 내부와 충전 및 방전 원리를 보여주

고 SOC(State Of Charge) 추정을 위한 OCV(Open-circuit

Voltage) 그래프의 분석과 회로도에 대해 설명 하였다. 더불어,

전류적산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SOC 추정의 기준이 되는 값을

추출하였다.

1. 서 론

요즘 환경 문제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화석연료 대

신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연구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기존의

Li-ion 배터리는 자가 방전이 적고, 높은 전압을 가지는 장점

이 있지만 에너지의 밀도가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가 기존 Li-ion 배터리 보다 14배가

높은 값을 가지는 Li-air 배터리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i-air 배터리의 SOC 추정 값을 구하는 모델

링 개발을 위한 Li-air 배터리의 특성실험 분석을 목표로 한다.

Li-air 배터리의 동작원리를 설명한 후, SOC 100%에서 10%까

지 OCV의 측정값을 분석하였다. 추정 값을 구하기 위한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 ; EKF)알고리즘의 등가 회

로도를 나타냈고 전류적산법은 원리와 추정의 기준이 되는 값

을 보여준다.

2. 비 수계 Li-air 배터리 동작 원리

그림 1 비 수계 Li-air 배터리 내부

 → +,  → + (1)

그림 1는 비 수계 Li-air 배터리의 내부를 보여준다. anode

에 이, cathode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고 electrolyte영역에

물이 아닌 전해질이 들어간다. 이 전해질을 통과해 공기

전극에 도달할 때 식 (1)과 같이 반응이 일어나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충전 및 방전이 이루어진다.

3. 배터리 특성실험

3.1 실험조건

그림 2 Li-air 배터리의 실험조건

Electrolyte 1M LiPF6 in EC/DEC

Cathode KB  : PVdF (60 : 40)

Current collector Ni form

Separator GF/D

표    1  Li-air 배터리의 실험조건 

Table 1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Li-air battery

OCV 값은 SOC를 추정하는 확장 칼만 필터 등가 회로에 포

함 된다. 그러므로 OCV 값을 정확하게 측정 하는 게 중요하

다. 그림 2처럼 표 1의 재료로 만들어진 Li-air 배터리에 (+)극

과 (–)극을 연결하고 Air electrode에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

한다. 그 다음 방전전류와 rest를 반복하여 OCV 값을 측정한

다. 참고로 방전 전류 값을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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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OCV 측정

그림 3 Li-air OCV 실험 전류 값

그림 4  Li-air SOC 100%-10%일 때 OCV 값

SOC[%] voltage[V]

100 3.1209
90 3.0157
80 3.0185
70 2.9951
60 2.9688
50 2.9432
40 2.9191
30 2.8904
20 2.8345
10 2.2045

표    2  Li-air SOC 100%-10%일 때 OCV 값 

Table 2  Li-air OCV of SOC 100%-10%

그림 4와 표 2는 그림 3에서 나온 전류 값을 넣고, SOC

100%에서 10%까지 줄였을 때의 OCV 값을 보여준다. 높은

SOC 영역에서 OCV 값이 차이가 미세하지만, 낮은 SOC 영역

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전전류가 동일할

때 차이가 큰 OCV 값은 옴의 법칙에 의해 저항 값이 커진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낮은 SOC 영역이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3.3 전류적산법

전류적산법은 배터리의 충전전류 및 방전전류를 적분하여

SOC 값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





 (2)

식(2)에서 는 t시간  값을 말하고, 는

의 초기 값이다. 는 배터리의 정격용량, 는 배터리의

전류를 나타낸다. 0초부터 t초까지의 전류를 적분한 값을 용량

으로 나눈 값을 구한 후, 초기 SOC 값과 더하면 t초의 SOC를

구할 수 있다.[2]

그림 5는 Li-air 배터리 SOC를 시간에 따라 방전전류를 적

산하여 100%에서 10%까지 추출 한 값이다. SOC가 100%일

때 1이면, 10%에 0.1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림 5에서

10%는 0.1값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화의 영향으로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5는

향후 SOC 추정 값의 기준이 된다.

그림 5 Li-air 배터리 전류적산법

3.4 회로도

그림 6 Li-air 배터리의 등가회로

그림 6은 Li-air 배터리의 SOC추정을 위한 등가회로이다.

(Discharge Resistance), (Charge Resistance), 
(Diffusion Resistance), (Diffusion Capacitor)의 파라미터

는 방전전류가 끝나는 전압부터 OCV 사이 구간의 값을 결정

해준다. 이 등가회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확장 칼만 필터

(Extended Kalman filter ; EKF)에 전류와 전압의 측정값을

넣어주면 SOC를 추정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Li-air 배터리의 동작원리를 알고 SOC 추정

을 위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향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Li-air

의 SOC 추정 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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