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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 자동차(Electrical Vehicles, EVs)의 보 이 

증가하면서 폐기되거나 교체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폐배터리는 기 자동차 운

행 측면에서 수명이 종료되었지만, 기 용량의 70–

80% 수 의 잔여 용량을 가진다. 따라서, 력 요구사항

이 상 으로 낮은 에 지 장 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에 재사용이 가능하다[1]-[5].

그러나 폐배터리는 사용 이력에 따라 불균일한 성능 

편차를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터리 팩 구성 

시 과충방 으로 인한 셀 손상 등 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6],[7]. 이를 방지하기 해 배터리의 최악 조건을 

고려한 보수 인 사용이 요구되므로 성능  효율 

에서 비효율 이다. 이를 해 그림 1(a)의 력 변환 

장치(Power Conversion System, PCS)의 제어를 통해 

편차를 가지는 배터리의 과충·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배터리를 개별 으로 리  제어해

에 지 장 시스템 용을 한 

머신러닝 기반의 폐배터리 스크리닝 알고리즘

한의성1, 임제 1, 이 호1, 김동환1, 노태원1, 이병국✝

Machine Learning-based Screening Algorithm

for Energy Storage System Using Retired Lithium-ion Batteries

Eui-Seong Han1, Je-Yeong Lim1, Hyeon-Ho Lee1, Dong-Hwan Kim1,

Tae-Won Noh1, and Byoung-Kuk Lee✝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achine learning-based screening algorithm to build the retired battery pack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The proposed algorithm creates the dataset of various performance parameters of the 

retired battery, and this dataset is preprocessed through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reduce the overfitting 

problem. The retried batteries with a large deviation are excluded in the dataset through a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and the K-means clustering method is formulated to select the 

group of the retired batteries to satisfy the deviation requirement condition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based on NASA and Oxford datasets.

Key words: ESS (Energy Storage System), Retired battery, Secondary usage, Clustering method

 Paper number: TKPE-2022-27-3-12 
 Print ISSN: 1229-2214   Online ISSN: 2288-6281
✝ Corresponding author: bkleeskku@skku.edu,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Tel: +82-31-299-4581   Fax: +82-31-299-4612
 1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Manuscript received Jan. 28, 2022; revised Mar. 13, 2022;
accepted Apr. 4, 2022

   ─ 본 논문은 2021년 추계학술대회 우수추천 논문임

(a) Individual PCS on retired batteries

(b) Battery packaging using screening methods

Fig. 1. Conceptual depiction of ESS configuration using 

retired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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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다수의 PCS가 요구되어 시스템 구성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 을 가진다[8].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그림 1(b)와 같이 스크리

닝을 통해 허용 범  내 성능 편차를 가지는 폐배터리

를 선별하여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9],[10]. 이 방법은 폐배터리 간의 성능 편차를 최소화하여 

배터리 팩의 충·방  제어가 용이하며, 폐배터리의 성능

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이를 하

여, 기존 연구에서는 Gaussian mixture model(GMM) 

clustering, Hierarchical clustering 기반의 폐배터리 스

크리닝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11],[12].

GMM clustering은 가우시안 분포 기반 군집화 기법

으로, 데이터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수한 

군집화 성능을 가진다.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 데이터의 

수가 많을수록 수행 시간이 길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

하는 군집의 수 K에 따라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

서, 군집의 수 K를 임의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군집화 

기법이 요구됨에 따라 계층  군집화 기법인 

Hierarchical clustering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는 복잡

한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에 하여 군집화 성능이 매우 

불안정한 문제 을 가진다. 한, GMM  Hierarchical 

클러스터링 기법 모두 라미터의 도와 편차를 직

으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ESS에서 요구하는 폐배터리

의 편차 범 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통해 도가 

낮은 데이터를 제외하며, 머신러닝 기반의 군집화 기법

을 통해 어 리 이션에서 허용하는 편차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폐배터리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주된 장 은 다음과 같다.

1) 폐배터리의 다양한 라미터를 고려하여 군집화를 

진행하며, 차원 축소 기법을 통해 연산량 증가  

과 합을 방지한다.

2) K-means clustering 기법을 기반으로 어 리 이

션에서 요구되는 배터리의 편차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 수 K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3) 도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고 도의 군집 추출

함으로써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조

합의 수를 최 로 한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알고리즘

의 설명  검증을 한 Data-set을 구성하 으며, 이에 

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보여 다. 3장에서는 제안하

는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 으며, 4장에서는 제

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하여 NASA  

Oxford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된 Data-set에 알

고리즘을 용한 결과를 분석한다.

Battery Type NMC Lithium-ion battery

Cell B0005 B0006 B0007 B0033 B0034 B0036

Fresh capacity 
[Ah]

1.86 2.04 1.89 1.71 1.66 1.80

Charge cut-off 
voltage [V]

4.2 4.2 4.2 4.2 4.2 4.2

Discharge cut-off 
voltage [V]

2.7 2.5 2.2 2.0 2.2 2.7

Constant charge 
current [A]

1.5 1.5 1.5 1.5 1.5 1.5

Constant discharge 
current [A]

2.0 2.0 2.0 4.0 4.0 2.0

Temperature [°C] 24 24 24 24 24 24

TABLE I

OPERATIONAL PROFILES OF NASA BATTERIES DATA

(a) SOH degradation curve of NASA batteries (b) SOH degradation curve of Oxford batteries

Fig. 2. SOH degradation curve of NASA and Oxford batteries.

Battery Type NMC Lithium-ion battery 

Cell  1 2 3 4 5 6 7 8

Fresh capacity 
[Ah]

0.74 0.74 0.74 0.73 0.74 0.73 0.73 0.73

Charge cut-off 
voltage [V]

4.2

Discharge cut-off 
voltage [V]

2.7

Constant charge 
current [A]

0.74

Constant discharge 
current [A]

0.74

Temperature [°C] 40

TABLE Ⅱ

OPERATIONAL PROFILES OF OXFORD BATT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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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set 구성  데이터 처리

2.1 NASA  Oxford Data-set 구성

표 1, 2는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 설명  검증을 하

여 NASA Ames center  Oxford에서 제공하는 배터

리 노화 실험 조건을 보여 다[13],[14]. 실험 검증 

Data-set 구성을 하여 NASA의 NMC(Lithium nickel 

manganese cobalt oxide) 타입의 Li-ion(Lithium-ion) 

배터리 B0005, B0006, B0007, B0033, B0034, B0036에 

하여 5 cycle 간격으로 221개의 데이터를 추출하 다. 

Oxford 한 동일한 타입의 Li-ion 배터리 셀 1-8에 

하여 200 cycle 간격으로 214개 데이터를 추출하 다.

그림 2는 NASA  Oxford 배터리 셀의 충·방  

cycle에 따른 SOH 감소 그래 를 보여주며, 충·방  곡

선에서 10개의 라미터를 추출하 다. 추출된 라미터

는 최소 압(min), 최  압(max), 내부 항(Internal 

resistance, ), , 충  용량(), 방  용량

(), 충  에 지(), 방  에 지(), 용량 

효율( ), 력 효율( )로 구성된다. 한, NASA 

 Oxford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된 라미터에 하

여 각각 Data-set 1, 2로 명명하 다. 이러한 Data-set 

1, 2에 한 각 라미터 분포는 그림 3, 4에 나타내었

다. 최소  최  압, 충·방  용량  에 지는 배터

리의 입출력 능력 결정  과충   과방  방지의 목

으로 사용되며 (1), (2)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에서 , 

, ∆  는 각각 충·방  압  류, cycle 시간 간격

을 의미한다.




 


 


∆

         (1)




 


 


∆

         (2)

 폐배터리의 에 지 효율은 하될수록 배터리의 열 

 에 지 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폐배터리 스크리닝 

시 용량  에 지 효율을 고려해야 하며, (3), (4)와 같

이 계산된다.




 


 


 

               (3)


  



                (4)

와 같이 NASA Ames center  Oxford의 배터리 

충·방  곡선에서 추출한 10가지 성능 라미터를 고려

한 폐배터리 스크리닝을 진행하며, 다변량의 라미터 

편차를 최소화하는 배터리 팩 구성 방안을 검증한다.

2.2 다변량 Data-set 분석을 한 처리 과정

그림 5는 Data-set 1에 하여 Min-Max data 

normalization을 용한 결과를 보여 다. 제안하는 스크

리닝 알고리즘은 각 라미터를 동일한 수 의 요도

로 반 하기 하여 (5)의 Min-Max data normalization

을 용하 다. 여기서 i, j는 각각 Data-set의 폐배터리 

(a) Vmin – IR - Vmax (b) CAh,CHA - Vmin - ECHA (c) ηAh – ηWh - SOH (d) IR – EDCH - CAh,DCH

Fig. 3. Data-set 1 based on NASA battery aging experiment.

(a) Vmin – IR - Vmax (b) CAh,CHA - Vmin - ECHA (c) ηAh – ηWh - SOH (d) IR – EDCH - CAh,DCH

Fig. 4. Data-set 2 based on Oxford battery ag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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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각 라미터의 값을 의미한다.

 
 


  


   (5)

한, Data-set 1, 2의 입력 라미터는 그림 3-4와 

같이 각각 10가지의 고차원 데이터이므로, 효과 인 분

석  시각화를 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기법을 통한 차원 축소를 진행하 다.

PCA 기법은 입력 라미터의 분포를 반 한 새로운 

기 를 찾는 기법으로, 각 라미터에 하여 분산을 가

장 잘 표 하는 기 를 찾는다. 이후 각 라미터를 기

에 사 하여 3차원의 데이터로 차원을 축소할 수 있

다[1],[9]. PCA 기법의 동작 원리 설명을 한 로, 그림 

6(a)에 2차원 데이터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6(a)는 

,   축을 가진 데이터를 새로운 축인 , 에 사

한 결과를 보여 다. 이는 차원을 임으로써 데이터를 

단순화하지만, 원본 데이터의 주요 구성요소  특징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의 복잡성

을 여 과 합을 방지하고, 고차원 데이터에 한 시각

화가 가능하다. 이에 한 자세한 원리는 아래와 같다. 

폐배터리 Data-set에 하여 (6)의 표 화를 진행하며, 

각 라미터의 공분산 행렬을 통하여 고윳값  고유 

벡터를 (7)과 같이 도출한다.

   



∑  

 
             (6)

 





                       (7)

 , 는 각각 고윳값  유클리드 거리를 의미하며, 

높은 고윳값을 가지는 고유 벡터는 데이터의 분산을 가

장 잘 표 하는 주성분을 형성한다. 한, 폐배터리 

Data-set과 특성 벡터의 치를 곱하여 (8)의 차원 축소

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 는 각각 차원 축소 후의 

Data-set, 고유 벡터를 의미한다. 

  

   ⋯            (8)

의 과정을 통하여 고차원의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

로 축소하 으며, 이를 그림 6(b)에 나타내었다.

3. 제안하는 폐배터리 스크리닝 알고리즘

3.1 K-means clustering 기반 스크리닝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표 3의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

항 1을 Data-set 1에 용하여 자세한 원리 설명을 진

행한다.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은 데이터들의 

centroid를 선정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기반으로 K개의 

군집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이다. K-means clustering은 

(9)의 유클리드 거리를 기반으로 왜곡을 측정하며 왜곡

이 최소화되는 군집 심 인 centroid를 (10)과 같이 도

출할 수 있다. (9)에 하여 h는 차원의 수를 나타내며, 

(10)의 J는 목  함수, Cj는 Xi 군집에 한 centroid를 

의미한다.

 



 




 

               (9)







∈



                (10)

Fig. 5. Data-set 1 normalization results.

(a) Operation process of PCA

(b) PCA application results

Fig. 6. Process and result of applying PCA in data-s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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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반의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은 형

성하는 군집의 수 K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집 내 포함된 데이터 셀 

간 상  표 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를 제약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최 의 K를 자동

으로 지정한다. 그림 7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동작 원

리 설명을 해 나타내었으며, 이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K-means clustering을 기반으로 K = 1 부터 차례

로 군집화를 진행하고 편차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다. 편차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K의 수를 증가시

켜 군집화를 반복하고, 충족하는 경우의 K값으로 군집

화를 마무리한다. 각 성능 라미터에 하여 표 3에 나

타낸 %RSD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군집화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3.2 DBSCAN을 이용한 노이즈 제거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은 제공되는 모든 

Data-set의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화를 진행하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그림 9의 A같이 다수의 데이터 분포로부

터 떨어진 도 데이터들의 향으로 데이터 간의 편

차가 커져 배터리 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K값이 증가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표 3의 %RSD 제약조건은 충족하

지만, 군집 내 셀 수가 어지므로 Packaging 시 조합 

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 팩 조합 수 증가를 

해 Data-set의 도를 기반으로 군집화를 진행하여 

도 데이터를 노이즈로 별하는 DBSCAN(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과의 결합을 통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DBSCAN은 비지도 학습 머신러닝 기반 군집화 알고

리즘의 한 종류로 추출된 Data-set의 도를 기반으로 

군집을 형성한다. DBSCAN의 동작 원리는 군집화를 

한 반경과 군집화 진행 시 필요한 데이터 최소 수를 설

정하고, 임의의 centroid를 선정하여 최소 수 이상을 포

함할 시 군집화를 진행한다. 군집 내 들은 각각 

centroid로 다시 선정하여 설정한 반경 내에 하여  

작업을 반복하며, 반경 내에 데이터가 최소 수를 충족하

지 못한 경우 군집화를 단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노

이즈인 residual 데이터로 별한다. 그림 9는 2.1에서 

소개한 Data-set 1에 하여 DBSCAN을 용한 결과이

며, 도의 residual 데이터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K-means clustering result according to K in 

Data-set 1.

Fig. 8. K-means clustering final result.

  

Fig. 9. DBSCAN-based density determination result.

Parameter 
Packaging Requirements

1 2

Design variable
Vn≥8 [V] 

 CAh≥6 [Ah]
Vn≥10 [V] 
 CAh≥4 [Ah]

Constraint
Each 10 parameter 

%RSD≤10%
Each 10 parameter 

%RSD≤5%

Purpose function Maximize the similarity of retired battery

TABLE Ⅲ

BATTERY PACK PACKAG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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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BSCAN을 통하여 도를 높인 후 

K-means clustering을 통해 도출된 군집들에 하여 배

터리 팩 Packaging 조합 수를 계산한다. 각 군집 내 

라미터 편차가 표 3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므로, 추출된 

각 군집의 Centroid를 푯값으로 설정하여 직·병렬 조

합을 도출하며, 각각 공칭 압(Nominal voltage, Vn)과 

류 용량의 크기를 기 으로 직·병렬 조합 수를 도출한

다.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팩 구성에 필요한 최소 셀 수 

조건을 계산함으로써 각 군집의 배터리 팩 조합 수를 

도출한다.

4. 스크리닝 알고리즘 검증  비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하여 Data-set 1, 2

를 기반으로 폐배터리 스크리닝을 진행하 다. 표 3의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을 기 으로 검증을 진행하

다. DBSCAN을 통한 성능 향상 검증을 하여 residual 

데이터 제거 후를 그림 10, 11에서 비교하 으며, 표 

4, 5는 각각 검증에 사용된 Data-set의 편차  군집 내 

평균 셀 수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Data-set 1을 기반으

로 같은 K값에 한 DBSCAN 용 후의 군집화 결

과를 비교하 다. DBSCAN을 용하지 않는 경우 표 4

와 10(a)에서 보이는 것 같이 도의 residual 데이터

들에 하여 군집들이 형성되어 군집 내 셀 간 편차가 

10(b)의 군집들에 비해 증가하여 배터리 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Data-set 2

를 기반으로 같은 편차 조건에 한 DBSCAN 용 

후의 군집화 결과 비교이다. Data-set 2의 경우에도 

DBSCAN 용 후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 다. 따라서 

DBSCAN을 용하여 Data-set의 도 residual 데이

터를 제거하므로 알고리즘이 더 효과 으로 군집화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추가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증을 하여 

그림 12, 13에 K-means clustering의 군집 수 K에 따른 

각 Data-set 군집화 결과를 나타내었다. Data-set 1의 

경우 K가 9, 10, 11, 15, 16, 17일 때,  Data-set 2의 경

우 K가 4, 5, 6, 11, 12, 13일 때의 상  표 편차, 

Packaging 가능 조합을 도출하여 비교하 으며, 결과는 

표 6, 7과 같다. Data-set 1의 군집화 결과, K가 8, 15인 

경우 %RSD가 각각 10.23%, 5.82%로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인 10%, 5% 이하를 충족하지 않아 배터리 팩

을 구성할 수 없다. 한, K가 9, 10, 16, 17인 경우 모

두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만, K가 9, 16일 

때에 비해 10, 17일 때 Packaging 가능 조합의 수가 

히 감소한다. 따라서 Data-set 1의 경우 군집 수 9, 

16일 때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Packaging 가능 조합의 수가 가장 많으므로 최  군집

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Data-set 2의 경우 K가 각각 4, 11일 때 배터리 

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Packaging이 불가능

하다. K가 6, 13인 경우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을 충

족하지만, K가 5, 12일 때에 비해 Packaging 경우의 수

가 으므로 K가 5, 12일 때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

을 고려한 최  군집 수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

즘을 통해 Data-set 1의 경우 K가 9, 16일 때, Data-set 

2의 경우 5, 12일 때 각각의 배터리 설계 요구사항인 

(a) Before application (b) After application

Fig. 10. Results according to DBSCAN in Data-set 1.

Battery Data-set Data-set 1

Number of Clusters (K) 15 9

Constraint %RSD 10%

 Max %RSD 9.64% 9.89%

Average cell number in cluster 12.74 23.67

Package number 5 16

TABLE Ⅳ

COMPARISON ACCORDING TO DBSCAN OF DATA-SET 1

(a) Before application (b) After application

Fig. 11. Results according to DBSCAN in Data-set 2.

Battery Data-set Data-set 2

Number of Clusters (K) 8 5

Constraint %RSD 10%

 Max %RSD 9.45% 9.91%

Average cell number in cluster 14.65 34.12

Package number 1 4

TABLE V

COMPARISON ACCORDING TO DBSCAN OF DATA-S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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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V], 6[Ah]와 10[V], 4[Ah]를 충족하며 셀 간 편차가 

최소화된 배터리 팩을 조합할 수 있는 최  군집 수임

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하여 배터리 재사용을 한 폐배

터리 스크리닝 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  Packaging 조합 도출이 가능

함을 확인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Packaging 조합으로 구성된 배

터리 팩 성능 검증을 하여 무작 로 구성된 배터리 

팩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 으며, 각 Data-set에 한 

배터리 팩 성능 시뮬 이션 결과를 그림 14, 15에 나타

내었다. 각 배터리 팩은 0.8 C-rate, 1 C-rate로 정 류 

충   방 을 진행하 으며, 배터리 팩 성능 시뮬 이

션 조건  결과는 표 8, 9와 같다.

Data-set 1의 경우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배터리 팩 

1, 2는 2S-4P, 배터리 팩 3, 4는 3S-3P로 구성되며, 4개

의 각 배터리 팩 %RSD는 34.78%, 9.18%, 48.25%, 

4.45%로 도출되었다. 배터리 팩은 최악 조건 셀에 의해 

성능이 결정되므로 압, 류 용량  다양한 라미터

의 셀 간 편차가 클수록 배터리 팩 내부 모든 셀의 

SOC를 최 로 사용할 수 없다. 무작 로 배터리 팩이 

구성된 경우 그림 14, 15와 같이 최악 조건의 셀에 의해 

상·하한 압에 먼  도달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배터리 

팩의 용량 효율이 히 감소한다. 따라서, 무작 로 

구성된 배터리 팩 1, 3의 용량 효율은 각 78.38%, 

78.36%로 도출되었으며,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구성

된 배터리 팩 2, 4의 용량 효율은 97.83%, 97.64%로 상

(a) K = 8 (d) K = 15

(b) K = 9 (e) K = 16

(c) K = 10 (f) K = 17

Fig. 12. The results of the proposed algorithm according 

to K for Data-set 1.

Packaging
Requirements 1 2

Number of 
Clusters (K) 8 9 10 15 16 17

Constraint %RSD 10% 5%

 Max %RSD 10.23%  9.89%  9.74% 5.82% 4.89% 4.31%

Average cell 
number in cluster 24.75 23.67 20.38 13.67 12.85 11.82

Package number - 16 13 - 14 12

TABLE Ⅵ

VERIFICATION AND COMPARISON FOR DATA-SET 1

(a) K = 4 (d) K = 11

(b) K = 5 (e) K = 12

(c) K = 6 (f) K = 13

Fig. 13. The results of the proposed algorithm according 

to K for Data-set 2.

Packaging 
Requirements 1 2

Number of 
Clusters (K) 4 5 6 11 12 13

Constraint %RSD 10% 5%

 Max %RSD  0.17%  9.91%  9.83% 5.57% 4.87% 4.14%

Average cell 
number in cluster 36.86 34.12 33.71 18.72 16.75 15.46

Package number - 4 2 - 5 3

TABLE Ⅶ

VERIFICATION AND COMPARISON FOR DATA-S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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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용량 효율이 도출되었다.

한 Data-set 2의 경우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배터

리 팩 5, 6은 2S-9P, 배터리 팩 7, 8은 3S-6P로 구성되

며, 4개의 각 배터리 팩 %RSD는 19.82%, 6.83%, 

25.52%, 2.96%로 도출되었다. 무작 로 구성된 배터리 

팩 5, 7의 용량 효율은 73.95%, 61.85%로 도출되었으며,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구성된 배터리 팩 6, 8의 용

량 효율은 95.16%, 96.69%로 비교  높은 용량 효율이 

도출됨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높은 용량 효율을 가지는 배

터리 팩 도출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a) Packaging requirement 1 (b) Packaging requirement 2

Fig. 14. The results of battery pack performance 

simulation for Data-set 1.

Packaging 
Requirements

1 2

Battery Pack 1 2 3 4

Packaging 
Method

Random 
Packaging

Proposed 
Algorithm

Random 
Packaging

Proposed 
Algorithm

Number of 
clusters (K)

- 9 - 16

Clusters (K) - 6 - 4

%RSD 34.78% 9.18% 48.25% 4.45%

Connection
topologies

2S-4P 2S-4P 3S-3P 3S-3P 

Max capacity [Ah] 8.14 7.38 5.87 5.51 

Min capacity [Ah] 6.38 7.22 4.60 5.38 

Charge cut-off 
voltage [V]

8.40 8.40 12.54 12.54 

Discharge cut-off 
voltage [V]

5.39 5.38 8.06 6.95 

Constant charge 
current [A]

5.10 5.78 3.68 4.30 

Constant discharge 
current [A]

6.38 7.22 4.60 5.38 

Capacity efficiency 78.38% 97.83% 78.36% 97.64%

TABLE Ⅷ

OPERATIONAL PROFILE AND RESULTS FOR DATA-SET 1

(a) Packaging requirement 1 (b) Packaging requirement 2

Fig. 15. The results of battery pack performance 

simulation for Data-set 2.

Packaging

Requirements
1 2

Battery Pack 5 6 7 8

Packaging 

Method

Random 
Packaging

Proposed 
Algorithm

Random 
Packaging

Proposed 
Algorithm

Number of 

clusters (K)
- 5 - 12

Clusters (K) - 4 - 5

%RSD 19.82% 6.83% 25.52% 2.96%

Connection

topologies
2S-9P 2S-9P 3S-6P 3S-6P

Max capacity [Ah] 6.64 6.61 4.43 4.23 

Min capacity [Ah] 4.91 6.29 2.74 4.09 

Charge cut-off

voltage [V]
8.36 8.38 12.39 12.52 

Discharge cut-off

voltage [V]
5.40 5.40 8.10 8.10 

Constant charge

current [A]
3.93 5.03 2.19 3.27 

Constant discharge

current [A]
4.91 6.29 2.74 4.09 

Capacity efficiency 73.95% 95.16% 61.85% 96.69%

TABLE Ⅸ

OPERATIONAL PROFILE AND RESULTS FOR DATA-S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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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설정한 폐배터리의 라미터 편차 제

약조건을 충족하며, 폐배터리의 조합 수를 최 로 하는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PCA 기반 데이터 처리  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

리즘인 DBSCAN을 통한 도 데이터 제거를 진행함

으로써 K-means clustering 기법의 폐배터리 군집화 성

능을 향상시켰다.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인 라미터 

편차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K-means clustering을 통한 

군집화 결과를 기반으로 각 군집 내 폐배터리에 해 

직·병렬 조합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팩 요구사

항  Packaging 조합의 수를 고려한 최 의 군집 수 

K를 선정한다. Data-set 1 기반 폐배터리 스크리닝 결

과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 1, 2를 충족하는 최 의 군

집 수는 각각 9, 16으로 선정했으며, Data-set 2 기반 

폐배터리 스크리닝 결과 배터리 팩 설계 요구사항 1, 2

를 충족하는 최 의 군집 수는 각각 5, 12로 선정하여 

배터리 팩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 다. 이를 통해 배

터리 재사용을 한 폐배터리 스크리닝 알고리즘의 유

효성을 검증하 다.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0R1A2C20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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