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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튬이차전지의 산업 동향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전자기기의 광범위한 

보급과 전기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동력에는 납축전지 등 기존의 이차전지들

에 비해 무게당 및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월등히 우수한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조사 및 예측 자료를 발행하

는 Navigant Research에서는 2014년, 향후 10년간 예측

되는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추이를 그림 1과 같이 예측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모바일 전자기기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이차전지 시장이 향후에는 EV와 ESS 등 에너지신산

xEV 

Stationary 

Consumer Electronics 

Power Tools 

Other Applications 

Total GWh

그림 1. 이차전지 세계시장 및 에너지 용량 전망[납축전지 제외, Navigant Research(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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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장은 해

당 시장에서 요구하는 성능 지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에만 가능한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성능 리튬이

온전지 및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개발에 각국 정부 및 관

련 산학연의 경쟁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EV용 단위셀의 성능 목표는 2016년 BMW와 미국 알

곤국립연구소(ANL)에서 발표한 그림 2의 도표 자료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까지 현재 상용 리튬이온전지

의 약 2배 수준의 무게당 에너지 밀도(Wh/kg), 약 2.5배 

수준의 부피당 에너지밀도(Wh/L), 3배 수준의 충전속도

(A), 20% 향상된 저온출력 특성, 절반 수준의 가격을 갖

는 전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성능이 동일하다

면 이러한 EV용 전지의 개발은 실현이 어려울 수 있으

나, 무게당 및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증가할 경우 EV의 

충방전 횟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이클 수명은 현재 상

용 리튬이온전지 수준보다 낮출 여력이 있음을 제안하

고 있다. 따라서, 사이클 특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고

용량 양극재료를 적용할 수 있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에서 추진 중인 EV용 고에너지밀도 전지 개발에도 이러

한 목표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25년 성능 목표는 리

튬이온전지로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리튬공기전

지, 리튬황전지, 리튬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한편, 하루 1회 또는 수십회 충방전이 이루어져야 하

는 전력피크 저감용 또는 주파수 조정용 ESS의 경우 

EV용 전지에서와는 달리 사이클 수명과 가격이 보다 

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ANL

에서 ESS의 성능 측정과 기록을 위한 프로토콜 연구를 

위해 분석한 전력피크 감소용 및 주파수 조정용 ESS의 

충방전 패턴이다. 그림 3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남는 전

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전력피크 시간대에 방전하는 형

태로 하루 1회 충방전이 진행된다. 반면 그림 4의 주파

수 조정용 ESS의 경우, 1시간 동안에도 수차례의 충방

전이 진행되므로 고속 충전과 고속 방전이 가능한 전지

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리튬이차전지의 설계와 개발을 위해서는 단위셀 수준

에서의 전지재료 및 전지구조 설계 기술이 수반되어야 

하며, 집합전지 수준에서도 운용 최적화를 위한 전지관

리시스템(BMS)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림 2. EV용 리튬이차전지 단위셀의 핵심 성능 및 개발 목표(BMW,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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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튬이차전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의 분류

리튬이차전지용 단위셀의 설계 및 집합전지의 운용 

최적화를 위해서는 계측 가능한 인자들로부터 단위셀

의 상태정보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는 단위셀

에서 측정 가능한 인자들(충방전 전류 또는 전압, 외부

온도, 초기 충전상태(SOC, State-of-Charge), 운용시

간)과 추정하고자 하는 정보들(단자 전압 또는 전류, 

충방전 효율, 내부 온도분포, 충전상태, 전하농도, 열

화 상태)을 모식화한 것으로, 이 두 정보 사이의 간극

을 줄이기 위해서 전지의 상태를 수학적으로 모사한 모

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위셀의 시뮬레이션 기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현재 

상용 집합전지에 적용 중인 전기 등가회로 모델(ECM, 

그림 3. 전력피크 감소용 ESS의 충방전 패턴(ANL)

그림 4. 주파수 조정용 ESS의 충방전 패턴(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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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Circuit Model)을 있다. ECM 모델은 단위

셀을 저항과 커패시터의 조합으로 해석하는 기법으로 

충전상태(SOC, Stage of Charge) 및 열화상태(SOH, 

State of Health) 추정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ECM으

로는 추정할 수 없는 전지 내부의 온도분포, 리튬이온

농도분포, 응력분포 등의 추정이 가능한 전기화학 기반 

모델들이 있다.  

그림 6은 미국 Auburn 대학교의 S. Choe 교수팀에서 

분류한 모델링 기법들의 분류에 한국의 아주대학교에서 

최초로 연구한 NTGK 모델을 추가한 도표이다. 단위셀 내

부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충방전에 따른 전기화학

적, 열적, 기계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수학적 해석을 바탕

으로 한 Full Order Model(FOM)의 적용이 필요하며, 집합

전지의 최적 운용을 위한 BMS 기술의 혁신을 위해서는 

FOM의 편미분방정식을 선형화하여 계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Reduced Order Model(ROM)의 적용이 필요하다. 리

튬이온의 농도분포와 이에 따른 기계적 응력, 전기화학적 

반응특성, 열화 거동 등을 해석할 수 있는 이들 모델은 미

국 버클리 대학교 J. Newman 교수의 전기화학 모델링 기

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다 정확하면서 보다 빠른 

계산이 가능한 기법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단위셀의 충방전에 따른 

발열과 온도분포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기법으로 

NTGK 모델도 적용할 수 있으며, 전지모듈의 열해석과 냉

각설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림 5. 단위셀의 계측인자와 모델 기반의 추정 정보

그림 6. 리튬이차전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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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튬이차전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의 산업적 이용

리튬이차전지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은 집합전

지의 최적 설계와 운용을 위한 EV 및 ESS 산업의 관심

으로 201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산업적 적용 연구가 시

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정

부 투자와 더불어 상용 리튬이차전지의 최적 운용 관점에

서 산학연 협력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의 제너

럴모터스는 2012년 국립 연구소인 국립신재생에너지연

구소(NREL),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ANSYS, ESim 

등과 함께 EV용 이차전지 모듈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

션 기술 개발에 총 710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림 7은 제너럴모터스가 주관한 미국 

에너지부의 CAEBAT(Computer-aided engineering of 

batteries) 프로젝트의 모델링 기법 연구 전략과 대표적 

연구 결과물이다.

최근 BMW와 ANL에서는 에너지밀도 극대화를 위한 

후막 전극 개발을 시뮬레이션과 병행하여 충방전 속도와 

임계 두께의 관계를 해석하는 연구개발도 수행한 바 있으

며, 독일의 제조산업을 지원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도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 Fraunhofer Battery Alliance를 

결성하고, BEST(battery and electrochemistry simula 

tion tool)이라는 독자적인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하여 전

극 및 셀 설계, 셀 구조와 안전성, 시스템 설계 및 제어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의 또 다른 국립연구소인 오크리지국립연구소 (ORNL)

에서는 그림 8과 같이 현재까지 개발되어 온 이차전지 

모델링 기법들을 통합하여 유관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모델링 기법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VIBE(Virtual 

Integrated Battery Environment)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고 있는 등 리튬이차전지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의 산업적 활용에 해외 선진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전지 생산업체에서 이차전지 모델

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지설계와 생산성을 향상시

키려는 노력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해외 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현지 연구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

다. 보호무역의 장벽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

적 혁신을 위해 이차전지, 전지시스템, 시스템 운용 분

야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의 개발에 국내 산

학연 및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그림 7. 미국 에너지부 CAEBAT 프로젝트

Tab

Tab

Current 

 ip =  Current Vectors 
at Cathode 
plate

in = Current Vectors 
at Anode plate

 J = Current Density
J(t, x, y, T)

ΩnΩp

Cathode Anode

Current 
Newman, Li transport model (P2D)

Newman, Tiedemann, Gu, Kim (NTGK) 

24 cell prototype
Temperature Profiles

  ELectrochemical sub-models relate the local current 
density to the potential
  Cell model couples sub-models to thermal 
and electrical fields within the cell, integrates 
over multiple electrode pairs

Equivalent Circuit Model (ECM)

J = Y(Vp-Vn-U)
U = f(DOD, T) 
Y = g(DO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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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리튬이차전지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은 배터

리 외부에서 계측 가능한 인자로부터 전지 내부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정보들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Empirical model과 같은 단순

한 모델로부터 ECM, NTGK, ROM, FOM과 같은 복

잡한 모델 중 하나 또는 이들의 혼합 모델을 선택하여 적

용할 수 있으며, 정확도와 예측 범위, 계산 속도를 높이

기 위한 모델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NREL

은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의 영역을 확장하여 원자 수

준에서 시스템 수준까지 확장하는 모델링 연구가 추진

되고 있으며, 계측제어 관점에서 과거 ECM을 이용하

여 마이크로그리드용 ESS 등의 제어 알고리즘을 연구

해 오던 대학들도 예측 범위 및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복잡한 전기화학 모델을 연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의 강국으로 지난 10여 

년간 세계 시장을 선도해 온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의 

후발 전지업체들의 추격,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

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제조업 혁신 

등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지제조 공정 분야의 

진입장벽이 크게 줄어든 만큼, 차세대 전지의 개발 및 

기존 이차전지의 성능 극대화를 위한 전지설계 분야와 

더불어 집합전지의 성능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 전지모

듈 등 계측제어 기술 분야에도 정확도와 계산 속도가 

향상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전

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진입 장

벽들이 개척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 8. 미국 ORNL의 VIBE 시스템 구성도

VIBE

 Input / Output / Workflow

Infrastructure

<<Input>> 
BatML (XML) 

<<coupling>>
OAS (Python) 

<<parametric sweeps>> 
<<optimization>> 

<<sensitivity analysis>> 
<<UQ>>
DAKOTA

AMP

DTK

<<state>> 
BatState (XML) 

<<GUL, workflow>> 
ICE (Eclipse RCP)

QAS-ECT 

…

AMPERES-ECT 

PyThermDFN(Python) 

Coupled Drives

TPLs

Trillnos

SunDials 

Meshing

Visualization 

AMPERES-E<<NREL>> 
MSMD (MatLab) 

<<ECPower>> 
ECT3D (Fortran)

<<Doyle-Fuller-Newman>> 
DualFoll (Fortran)

Electrochemistry

Physics Components

<<Doyle-Fuller-Newman>> 
PyDFN (Python)

<<Newman-Tiedmann-Gu>> 
AMPERES-NTG 

 <<single-particle>>
<<Doyle-Fuller-Newman>> 

<<ORNL 3D>> 
AMPERES-EC 

<<Doyle Fuller-Newman>> 
CanTriBat

<<equivalent circuit model>> 
PyECM (Python) 

LS-Dyna

AMPERES-TH

Electrical

Mechanics

 Thermal 

<<chemical kinetics>> 
Cantera 

PET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