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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급속히 전환

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

량 성능이 좌우된다. 따라서 전기차 내 가장 중요

한 핵심 부품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다. 배터리 산

업은 전기차의 주행거리 증대와 충전시간 단축, 
가격 절감 등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고출력, 고

교신저자 (E-mail: hongkyung.lee@dgist.ac.kr)

용량 리튬이온 전지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간 지속

적으로 발전해왔다[1]. 하지만, 성능확보에 치중되

다 보니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2]. 전기차 안전성 위협에 대한 인식은 업계에 악

재로 직결될 수 있어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4대 주요 부품인 양극 및 음

극, 전해질, 분리막을 포함하여 집전체, 외장재, 도
전재, 바인더, 탭 등 연성 소재부터 세라믹, 금속 

소재까지 다양한 소재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

다[3]. 소재 별 특성에 따른 내재된 결함과 전지 

내에서 열화 거동을 이해하는 것은 신뢰성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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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battery-powered mobility, battery safety and performance reliability have 
been prioritized by battery industries. Despite advanced manufacturing processes of large-scale commercial Li-ion 
cells, “latent defects” that can accidentally appear due to imbalanced battery design, invisible faults, and extreme 
operating conditions still threaten performance degradation and battery fire. Henc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detect 
such latent defects in advance and understand the impacts of cell parameters and operating conditions on the battery
failure scenario. For straightforward analysis of commercial cells, real-time, non-invasive visualizing of battery inside
and diagnosing battery aging have been recognized through in-operado battery imaging technology based on X-rays,
neutrons, and ultrasound which can penetrate the active materials, cell components, and external packaging. 
Moreover, a battery imaging technique to visualize the current distribution pattern using a magnetic field induced
at batteries under external current load has also been proposed. This review will comprehensively discuss the imaging
techniques inside the battery from atomic and molecular levels in electrode materials and interfaces to macro-scale
battery systems, and examine qualitative case studies and recently unveiled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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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수많은 분석을 통해 양

극 내 리튬 이온의 손실과 직결된 전극 활물질 내 

결정학적 구조 열화[4] 및 전극/전해질 계면 불안

정성에 기인한 화학적/전기화학적 부반응[5] 등이 

전지 수명 저하의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산업현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
재 확립과 제조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성능 신뢰성

을 확보해왔다.
허나, 배터리의 중대형화에 따른 전지 설계 불

균형, 공정에서 검출되기 어려운 불량, 그리고 극

한 구동환경에 의해 출현될 수 있는 “잠재적 결

함”(latent defects)들은 배터리의 열화 및 발화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정교하고 자동화된 셀 제

조 공정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결함을 사전에 검

출하는 것과 이로부터 파생된 열화 및 발화 시나

리오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도전적이다. 대표적인 

잠재적 결함은 금속이온의 산발적인 전착으로 알

려져 있다. 이는 전극 간의 국부적인 용량 불균형 

[6], 과충전, 고속 충전 혹은 극저온 환경 등 전지 

내 전류 분포 불균형을 유발하는 인자들로 인해 

리튬 이온은 흑연 음극에 삽입하지 못하고 전극 

표면에 산발적으로 전착 될 수 있다[7,8]. 또한, 양
극재 내의 전이금속(Ni, Co, Mn 등)의 용출이 음

극 표면에서 전착되어 국부적인 리튬 전착을 유도

할 수 있다[9]. 과량의 리튬 전착은 반응성이 높아 

전해질 부반응을 촉진하여 성능 열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10]. 뿐만 아니라, 침상구조로 성장하여 

분리막을 관통하여 내부단락을 유발하여 전지 온

도 상승 및 열폭주(thermal runaway)의 원인이 된

다[11]. 최근,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하는 차세대 

배터리(리튬-황, 리튬금속,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

수준 전지설계에서 이러한 잠재적 결함의 위험성

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12]. 
기존의 사후, 파괴 분석으로는 잠재적 결함의 

발생 시점 및 위치를 검출하고 전지의 열화를 조

기에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비파

괴 분석을 통해 금속 전착을 사전 검출하여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설계인자, 구동환경(과충전, 온도, 
압력, 율속 등)이 전지 열화 및 발화 거동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

해 전류가 인가된 상황에서 발생되는 잠재적 결함

을 검출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열화 기작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사후 파괴 분석은 전지 

해체 과정에서 외부 대기 노출로 인해 시료가 오

염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석 결과의 오해석을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지 해체 없이 전류가 인가

되는 환경에서 비평형 상태(non-equilibrium state)
에서의 반응 동역학(reaction dynamics)을 이해할 

수 있는 비파괴(non-invasive), 실시간(in-operando) 
배터리 이미징 분석 기술이 요구된다.

이미징 분석에 필요한 광원의 투과율과 정성 분

해능에 따라 이미징 기술이 in situ 또는 ex-situ인
지 여부가 결정된다. 보통 이온빔, 전자빔 및 UV/
가시광선/적외선 기반의 이미징 기술은 전지분해

가 필요한 ex-situ 분석법에 포함된다. 최근 초박형 

또는 투명창을 가진 특수 제작된 셀을 설계하여 

in-situ 분석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7,13], 실제 

배터리 구동 상황과는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분석

결과의 적용과 해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대

조적으로 X선, 중성자 및 초음파를 도입한 이미징 

기술은 높은 투과율로 인해 실제 파우치셀의 외장

재는 물론, 활물질 및 부품 소재들을 투과할 수 있

어 in-situ 분석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4,15]. 최근에는 인가된 전류로부터 유도된 자기

장을 활용하여 전류 분포 패턴을 시각화하는 기술 

또한 제안되었다[16]. 본고에서는 활물질 입자부

터 전극/전해질 계면, 배터리 시스템까지 각 스케

일에 따른 적합한 이미징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나눠 소개하고 대표 응용 사례들과 최근 규명된 

현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2. 본  론

2.1. 활물질 단일 입자 시각화

입자 수준(sub-μm)에서 활물질의 화학적 상태

를 실시간으로 이미징 분석하는 것은 활물질 단일 

입자 내 리튬 이온의 분포와 결정학적 진화와 관

련된 정보를 줄 수 있다. X선은 광범위한 파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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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0.1~120 keV)를 보유함으로써 분광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 분석에 적합하여 전지소재에서 발

생하는 결정 구조 및 국부구조 변화에 대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X선은 시료의 밀

도 및 두께에 의해서 엑스선 강도가 기하급수적으

로 떨어지므로 효과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적합한 빔 에너지, 샘플 두께를 고려한 분석이 이

뤄져야한다[17].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X선 회절법(X-ray diffraction, XRD)을 활용하여 

단일입자 내 화학적 상태 및 위치에 따른 리튬 농

도 분포를 시각화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X선 현미경을 통한 시각화 기

술이 있다. 미국 스탠포드 Chueh 그룹은 단일 입

자 감도를 갖는 operando fluorescence-yield X선 

현미경 분석기술을 제안하여 전해액에 노출된 양

극 활물질(LiFePO4) 입자들의 충전심도(state of 
charge, SOC)를 입자 형상(타원형, 혈소판형)에 

따라 시각화 하였다[18]. 리튬이온의 삽입이 균일

하게 일어나는 혈소판형 입자와 달리 리튬이온이 

순차적으로 삽입되는 타원형 입자에서의 리튬 농

도 분포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모자이크 패턴을 

시각화 하였다. 이를 통해 합성 조건에 따라 상이

한 입자 형상에서 표면 반응 속도 차이로 인한 다

른 리튬이온 삽입 경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후

속 연구로 양극 활물질(LiFePO4) 혈소판형 입자에

서 리튬 조성과 삽입 속도의 시공간적 변화를 시

각화하기 위해 synchrotron liquid scanning trans-
mission X선 현미경(STXM) 기법을 제안하였다[19]. 
미세 유체 채널을 갖는 특수 셀을 제작[Figure 
1(a)]하고 전기화학 구동 중 STXM 분석을 실시하

Figure 1. Synchrotron-based liquid scanning transmission X-ray microscopy nanoimaging platform. (a) Scheme of 
experimental setup and (b) selected operando STXM frames of Li insertion and extraction (Reproduced with permission[19]. 
Copyright 2016, AAAS). (c) Elemental distribution and 3D rendering of the elemental associations of selected NMC 
particles collected after spray pyrolysis (Reproduced with permission[21]. Copyright 2016, Nature). (d) Lattice parameter 
histogram for a discharged sample extracted from the degraded cell. The histogram is overlaid with three ranges of lattice 
parameter values that were segmented from the inset XRD-CT slice. Scale bar is 50 µm (Reproduced with permission[22]. 
Copyright 2020,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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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리튬 이온의 탈리(충전) 및 삽입(방전) 과정 중 

단결정 LixFePO4 입자 내 리튬 조성을 이전보다 

높은 시공간적 해상도로 시각화 할 수 있었다

[Figure 1(b)]. 이를 통해 LixFePO4의 리튬 탈리 시 

입자 내 리튬 조성 불균일성은 증가하는 반면, 리
튬 삽입 시 불균일성이 완화됨을 처음으로 밝혀냈

다. 더불어, 높은 율속 조건에서 입자 내 조성 변

화를 완화해 더 균일한 리튬 삽입을 유도할 수 있

음을 보고했다.
앞서 다룬 X선 현미경 분석은 전지 구동 중 화

학적 상태 변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전지 소

재의 물리적 변형을 관찰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최근 의료 진단 및 산업 검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3D 영상 촬영 기술인 X선 토모그래피(computational 
tomography, CT)를 배터리에 적용하여 결함 분석

에 활용되고 있다[20]. 이를 통해 전극 팽창/수축, 
균열 형성, 상변화를 시각화 할 수 있어 배터리 내

부 결함 검출 및 열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중

요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 사례로, Lin 그
룹은 full-field hard X선 투과 나노토모그래피를 

통해 LiNi0.4Mn0.4Co0.2O2 활물질(약 10 μm) 내의 

전이 금속 분포를 3차원 맵으로 시각화하는 데 성

공하였다[Figure 1(c)][21]. 합성된 활물질의 표면 

원소조성을 확인하고 저니켈(Ni-poor) 및 고망간 

(Mn-rich) 표면 조성이 고전압(~4.7 V) 구동에 유

리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고해상도 XRD-CT 기법은 전극 전체에 

걸쳐 입자 내부와 입자 사이의 결정학적 이질성의 

정량화에 활용될 수 있다. 미국 NREL 연구소 

Finegan 그룹은 LixMn2O4 양극과 리튬 금속으로 

특수셀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클 전후에 

따라 LixMn2O4 활물질 입자 간 화학량론적 차이

와 입자 내의 화학량론적 구배 및 상 이질성을 정

량화하였다[22]. 대부분의 입자가 첫 번째 사이클

에서 국부적으로 LiMnO2로 전환되는 영역을 가

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150 사이클 이후에는 Mn 
용해로 인해 형성되는 암염 구조인 LiMnO2와 

Li2MnO3를 공간적으로 정량화하였다[Figure 1(d)]. 

2.2. 전극/전해질 계면 진화의 시각화 

X선을 활용한 이미징 분석은 복합 전극에서의 

각 입자간 충전상태 및 전극/전해질 계면 균일성

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Abraham 그
룹은 energy-dispersive XRD (ED-XRD)을 사용하

여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에서 흑연 음극 내 삽

입된 리튬 농도를 정량화하였다[Figure 2(a)] [23]. 
ED-XRD의 synchrotron photon의 좁은 초점 빔을 

사용하여 고정 각도에서 얻은 회절 패턴을 통해 

LixC6 (0 ≤ x ≤ 1) 상을 식별하고 각 LixC6 상의 피

크의 강도를 정량화하였다. 이를 통해 각 114 μm 
두께 흑연 전극 내 불균일한 리튬 분포를 실험적

으로 규명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낮은 공간 분

해능(20 μm/min)과 느린 분석 시간으로 인해 응용

이 제한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Smith 그룹은 

high-speed (100 Hz) pencil-beam XRD을 활용하

여 급속(10 분) 충전 시 전극 깊이 방향으로 흑연 

음극의 리튬 삽입(충전) 정도를 시각화하였다

[Figure 2(b)][24]. High-speed depth-profiling syn-
chrotron XRD를 활용하여 101 μm 두께 흑연 전극에

서 3 μm 및 0.5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변환하여 공

간분해능과 분석속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흑
연 음극 상단 표면에서 우선적으로 충전/방전 반

응이 일어나며, 리튬 도금 및 박리는 분리막으로부

터 15 μm 이내에서 주로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단층 촬영 분야의 상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리

튬 이온 전극에 나타나는 탄소 결합제 도메인(CBD) 
형태를 포착하는 것은 X선의 낮은 감쇠 계수로 인

해 여전히 어렵다. 프랑스 LRCS 연구소 Arnaud 
Demortière 그룹은 하드 X선 나노 홀로토모그래

피 기술을 활용하여 활물질, 기공 및 CBD를 공간

적 시각화하였다[Figure 2(c)][25]. 해당 연구를 통

해 많은 양의 CBD는 전기화학적 활성 표면적 감

소로 인해 높은 율속에서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Ho 그룹은 전극 깊이에 따른 불균일한 리튬화 

정도와 전극 표면에서 리튬 도금을 정량화하기 위

해 고해상도 in situ X선 마이크로토모래피 촬영이 

가능한 특수셀을 구축하였다[26]. 기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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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노이즈와 리튬 및 탄소의 낮은 감쇠 계수

로 인해 흑연의 리튬 도금 연구에 적용이 제한되

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흑연, 기공 및 리튬 금속 

상을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기존 한계를 극복하며 전극 표면의 리튬 전

착을 시각화하였다[Figure 2(d)]. 나아가 리튬화된 

흑연의 부피 변형비(ΔV/V)를 활용한 SOC 맵핑을 

통해 리튬 금속이 전착된 음극 위치에서 흑연 입

자의 리튬 삽입이 억제된다는 것을 규명했다.
X선은 단일 입자 및 전극/계면에서의 불균일한 

화학적 상태 변화 및 구조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

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수소와 리튬은 직접적인 검

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리튬에 대한 

중성자의 높은 가시성에 착안하여 중성자 기반 이

미징 분석을 통해 리튬이온의 확산, 전해질 소모 

및 가스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27]. 한 예로, 미
국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의 Owejan 그룹은 중성

자 방사선 사진법(neutron radiography imaging)을 

통해 리튬 흑연 반쪽전지에서 흑연 전극에서의 리

튬 삽입을 정량화하고, 사이클 전후의 리튬 함량

을 비교함으로써 손실 용량 분포를 정량화 하였

다. 사이클 과정에서 손실된 리튬이 SEI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형성을 통한 비가역 리튬으

로써의 기여보다 대부분 집전체 부근 벌크 전극 

물질에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a)]. 
이를 통해 손실된 리튬이 높은 국부 수송 저항을 

갖는 영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28].
미국 버지니아대 Gray M. Koenig. Jr. 교수팀은 

유사기술을 통해 전지 충⋅방전 과정에서 전류 밀

도 변화에 따른 리튬의 삽입/탈리 과정을 시각화 

하였다. 높은 전류 밀도에서 전극 내 리튬화/탈리

튬화가 분리막 근처 영역에서만 발생함에 따라 전

지의 방전용량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Figure 3(b)]. 또한, 낮은 전류밀도에서 전극의 

tortuosity는 충⋅방전 성능에 적은 영향만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29].
미국 Utah 대에서는 특수 제작 셀이 아닌 규격

화된 코인셀 기반의 중성자 토모그래피 기술을 이

Figure 2. (a) Energy-dispersive X-ray diffraction. i) Overlapping sections of layers (Ln) and ii) average Li concentration 
of LiC6 and LiC12 phases at each layer during charge/discharge (1 C) (Reprinted with permission[23]. Copyright 2019, 
RSC). (b) High-speed pencil-beam XRD. i) Negative (graphite) electrode with 35 point-XRD measurements in 0.5 s and 
a lithiation gradient. ii) 3D and scatter plots of XRD point measurements of LixC6 as a function of time and depth during 
6 C charge (Reprinted with permission[24]. Copyright 2020, RSC). (c) 3D segmentation results and visualization of the 
individual NMC particle colored in red (Reproduced with permission[25]. Copyright 2021, Wiley). (d) Mossy lithium on 
the graphite surface after 1 C charge and SOC contour map (Reproduced with permission[26]. Copyright 2021, 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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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V2O5 기반 전극층에서의 충⋅방전 과정중 

리튬 이온의 공간적 분포를 3차원으로 이미징하였

다[Figure 3(c)]. 리튬의 정량적 분포와 방전 용량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높은 충전전류 인가 

시 V2O5 전극 내로 삽입되는 리튬의 불균일 분포

를 관찰하였다[30]. 
흑연 음극에서 리튬 전착 현상이 리튬이온전지 

성능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차세대 

리튬 금속 전지에서의 리튬의 덴드라이트 전착 및 

성장에 대한 이해는 전지 성능 향상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다. 이에 Bohang Song 그룹은 중성자 토

모그래피를 이용하여 충/방전 과정 중 덴드라이트

의 성장/소멸 과정을 시각화 하였으며[Figure 3(d)], 
내부 단락이 일어난 경우 이온의 역방향 수송에 

의한 자가방전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31].
앞서 소개한 중성자 방사선 촬영 및 토모그래피

를 이용한 분석 기술은 리튬에 의해 흡수⋅감쇠된 

중성자 빔을 측정하여 전극 내의 리튬화 상태 및 

전극 표면에서 덴드라이트 성장의 시각화가 가능

하였다. 하지만, 중성자 흡수를 통한 분석은 전해

액 내 낮은 리튬 원자 밀도로 인해 전해액 내에서

의 리튬 이온 균일성 및 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핵자기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을 활용한 분석은 전해

질 내의 리튬 이온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덴
드라이트 등 리튬의 미세 구조 전착에 대해 전극

의 벌크 리튬 금속과 미세 구조로 전착된 리튬의 

신호를 분리할 수 있다. 또한, NMR을 이용한 분

Figure 3. (a) Neutron imaging of Li distributions in graphite anode i) during the first discharge, ii) at fully charged state 
after the first cycle (Reproduced with permission[28]. Copyright 2012, Elsevier). (b) i) Discharge profiles at C/20 (D1), 
C/10 (D2), C/5 (D3), and C/2.5 (D4), and ii) corresponding neutron imaging radiographs at 1 V (Reproduced with 
permission[29]. Copyright 2016, RSC). (c) Neutron imaging data of sample discharged (D10 and D5) and recharged V2O5 
electrode (DC10 and DC5). In this pseudo-color plot, higher attenuation represents higher Li concentration (Reproduced 
with permission[30]. Copyright 2017, Elsevier). (d) 3D evolution of the Li distribution in the cell at different stages of 
charging and discharging. White arrows in the series of images point at the dendritic Li around the disk edge of the 7Li 
electrode, growing during charge and vanishing at the end of discharge (Reproduced with permission[31]. Copyright 2019, 
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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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기술을 통해 쉽게 3차원화로 확장이 가능하

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의 István Furó 교

수팀은 7Li NMR분석을 통해 전류 인가 하에 전해

질 내 리튬 이온 농도 분포 분석을 가능케 하였다. 
리튬 전착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리

튬 대칭 셀을 NMR 튜브 내에 설치하고 전해액에

서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진화하는 리튬 농도 프

로파일을 얻었다. 이를 통해, 전류인가하에 농도 

구배 진화 과정을 시각화 하였으며, 전극 간 리튬 

농도 분포의 불균형은 전류밀도가 클수록 극심해

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32]. 뿐만 아니

라, 영국 케임브리지대 Grey 교수팀은 7Li NMR을 

이용하여 리튬 금속 전지 내에서의 덴드라이트 성

장거동과 전해질 내 리튬 이온 농도 구배를 시각

화하였다[Figure 4(a)]. 7Li NMR 분석을 통해 리

튬 표면에서의 전류 밀도 변화에 따라 전착된 리

튬 미세형상을 시각화하여 덴드라이트 형성 시점

과 리튬이온의 표면 농도 고갈 시점 사이의 상관

관계 규명하였다[33].
뉴욕대의 Alexej Jerschow 교수팀은 1H MRI를 

통해 리튬 금속 전극 셀에서 덴드라이트 성장을 

시각화하기 위해 RF 투과를 위해 특수 제작된 셀

에서 리튬 금속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Figure 4(b)]. 이 기술을 통해 리튬 금

속 핵을 검출하는 것이 아닌 주변 전해질에 대한 

덴드라이트의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MRI를 이용

하여 덴드라이트에 대한 3D 이미지를 빠른 속도

로 얻을 수 있었으며, 덴드라이트의 양을 정량화

Figure 4. (a) i) The evolution of 7Li concentration profile (top) and 7Li chemical shift images (bottom) for the cell charged 

at 0.76 mA cm–2. ii) comparison of the theoretical Sand’s time and the initiation time of dendrite growth obtained by MRI 
analysis (Reprinted with permission[33]. Copyright 2015, ACS). (b) i) Scheme of the electrochemical cell and the model 
dendrite used for the calculations, with the box drawn to illustrate a given MRI voxel position around the dendrite. ii) 
in-situ 1H 3D FLASH imaging results (acquired with time interval, 16 min 40 s) with each 3D reconstruction. 2D slices 
(top) and 3D segmented images smoothen with a Gaussian filter (bottom) (Reproduced with permission[34]. Copyright 
2016, 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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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34]. 

2.3. 배터리 내부 구조 시각화 

상용수준의 대면적 셀의 경우, 제조 공정/수명 

열화로 인한 결함들로 인해 전지 내 반응, 압력 및 

전류 분포의 불균일성이 형성되므로 배터리 전면

적의 거시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앞서 다룬 활물

질 및 전극 단의 이미징 분석과 달리 상용 배터리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장재를 투과할 수 있는 

높은 X선 에너지를 가져야하며, 대면적의 빠른 스

캔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고에너지(high-energy), 
싱크로트론(synchrotron) X선을 활용한 고속 스캔

을 통해 배터리 내부 구조 시각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Weker 그룹은 고에너지 XRD를 활용하

여 리튬이차전지 급속 충전에서의 도금된 리튬 및 

전극의 국부 SOC를 시각화 하였다[35]. X선 회절

을 사용하여 3.1 × 4.5 cm2 단판 파우치셀의 급속 

충전 450 사이클 이후 국부 리튬 도금의 특성을 

연구했다. mm 스케일의 이미징을 통해 흑연 음극

의 비가역적인 리튬 도금, 비활성 흑연 상 및 국소 

충전 상태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XRD
를 통해 얻은 2D 맵으로 SEI 성장, 리튬 도금 및 

흑연에 갇힌 리튬으로 인한 용량 손실의 상관관계

를 정량화 하였다[Figure 5(a)].
미국 아르곤 연구소 Ren 그룹은 싱크로트론 고

에너지 X선을 활용하여 단판 파우치셀에서 리튬 

전착을 검출하고 이를 정량화 하였다[36]. 해당 연

구에서는 셀 전면적을 X선 스캐닝 후 이미지 변환 

작업을 통해 리튬과 LixC6 성분을 맵핑하였다

[Figure 5(b)]. 이를 통해 장기 급속 충전 사이클 

Figure 5. (a) Spatial maps of irreversibly plated Li, the anode, and cathode phase, obtained through XRD (Reproduced with 
permission[35]. Copyright 2021, RSC). (b) (i)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and set of XRD patterns collected along 
the green dashed line as indicated. (ii) Color maps of heterogeneous distributions at i) 0 (range from 0.65 to 1 at charge) 
and ii) 1255 cycles (Reproduced with permission[36]. Copyright 2021, ACS). (c) Time-lapse X-ray tomographic slices of 
Li-ion pouch cell at each cycle. (a–e) front and (f–j) side views of slices (Green: Cu, yellow: cathode with Al, blue: polymer 
electrolyte, and purple: gas). (Reproduced with permission[37]. Copyright 2022, Elsevier). (d) Synchrotron high-energy 
XRD CT. (i) Phase distribution maps of the crystalline phases in the anode and (ii) Lattice parameter c (Å) maps for the 
primary hexagonal NMC532 phase (Reproduced with permission[38]. Copyright 2021,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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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후 파우치셀 내부 리튬 도금이 일어난 위치

를 검출할 수 있었다. 또한, 리튬 박리는 도금된 

리튬 층이 두꺼워질수록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여 XRD 통한 리튬 금속 검

출과 전기화학적 결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영국 Paul R. Shearingab 그룹은 고에너지 X선 

CT를 활용하여 400 mAh 상용 리튬 이온 파우치

셀에 대한 사이클 이후 가스 발생으로 인한 구조

적 진화를 비파괴적으로 시각화 하였다[37]. 해당 

연구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4D (3D + 시간)에서 

전지의 변형으로 이어지는 가스 형성을 관찰하며 

사이클링에 따라 전극 내 가스 진화 메커니즘을 

보고하였다[Figure 5(c)]. 더불어 파우치셀 위치별 

영역(셀 앞, 중앙, 뒷부분)에서 시간에 따른 3D 두
께 분포를 정량화하여 불균일한 가스 발생을 보고

하였다.

영국의 Vamvakeros 그룹은 싱크로트론 고에너

지X선 CT를 활용하여 600 mAh 원통형 배터리의 

충⋅방전 시 발생되는 공간적 불균일성을 관찰하

였다[38]. 해당 기술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0 × 
20 × 3 µm3 voxel 사이즈의 높은 시⋅공간 해상도

로 전지 단면의 화학종 및 결정성을 시각화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지 설계에 따른 젤리롤 중심

축 영역에서의 충⋅방전 시 흑연 음극에서의 LixC 
상 및 NMC 양극 활물질의 격자 상수(a, c)의 불균

일한 분포를 시각화하였다[Figure 5(d)].
배터리 내부의 리튬 분포나 전해질 분포 등을 

관찰하기에 유리한 중성자 회절 및 방사선 촬영은 

상용 전지내 거시적인 리튬 농도 및 전해질 분포 

균일성의 평가에도 효과적이다[Figure 6(a)]. 뮌헨 

공대 A. Senyshyn은 독일의 Ehrenberg 그룹과 함

께 중성자 산란을 통해 원통형 리튬이온전지의 탭 

Figure 6. (a) Spatially resolved neutron diffraction experiments on 18650-type Li-ion cell. (i) Typical layout of electrode 
and current tabs. (ii) Scheme of the gauge volume. (b) Neutron imaging of Li concentration in graphite anode. (i) Li 
concentration in LixC6 at different heights. (ii) Reconstructed vertical Li distribution along the cell (Reproduced with 
permission[39]. Copyright 2015, Nature). (c) Li and electrolyte concentrations at different planes of fresh and aged (600 
cycles) of 18650 cylindrical cells (Reproduced with permission[40]. Copyright 2020, Elsevier). (d) Neutron transmission 
image of battery and corresponding line profile from averaging along the y-axis in the image. (Reproduced with 
permission[41]. Copyright 2013, Electro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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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따른 흑연 음극 내의 리튬 분포를 시각화 

하였다[Figure 6(b)]. 탭 위치에서 더 먼 위치의 집

전체까지는 저항의 선형 증가가 있기 때문에 탭 

부근에서 음극의 높은 리튬화 정도를 확인 가능하

였으며, 이를 통해 집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균일

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탭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39]. 이후 Senyshyn 그룹은 중성자 회

절을 이용하여 상용 전지 내부의 흑연 전극의 리튬 

양과 전해질 분포를 시각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Figure 6(c)]. 사이클 전 전지에서 전해액이 전

지의 외부에 주로 모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이클이 진행된 후에 전지의 외부 영역

의 흑연 음극이 더 높은 리튬화를 나타냈다. 또한, 
사이클이 진행된 후 원통형 전지의 바닥 부분에 전

해질이 축적되면서 전지 높이 방향으로 리튬 분포

의 불균일성을 야기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였다[40].
또한, 미시간 대학의 Siegel J. B는 중성자 방사선 

촬영(neutron radiography)를 통해 파우치셀에서 

리튬 농도 변화 및 충전 상태에 따른 전극의 두께 

변화를 시각화 하였으며[Figure 6(d)], 높은 충전 

속도에서 음극의 불균일한 리튬 삽입에 따라 비가

역적인 부피 팽창과 용량의 감소를 확인하였다[41]. 
X선 토모그래피 방식과 중성자 회절 및 방사선 

촬영은 전지 내부를 스캔하는 성공적인 기술이지

만 전체 면적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

로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처리

량을 요구하는 실제 전지 산업 현장에 응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개발된 음향 초음파 기

술은 수명 전반에 걸친 전지 구동의 비파괴적 특

성화를 위한 유망한 분석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

다. 음향 초음파 기술은 매질의 성질(계수, 밀도, 
두께 및 다공성)에 따라 초음파의 전파 속도와 진

폭 감쇠가 급격하게 변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배터

리 내부 구성요소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기술이다. 음향 초음파 기술을 활용한 초기 연구

로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 Steingart 그룹의 다양한 

폐쇄형 전지(파우치, 원통형 18650, 그리고 알칼

라인 AA 셀)를 스캔하여 time-of-flight (초음파가 

매질을 통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연

구가 있다[42]. 해당 연구에서는 사이클에 따른 

time-of-flight 프로파일 및 초음파 진폭 변화는 양

극 활물질의 응력⋅변형 변화와 음극 활물질의 

SEI 형성을 감지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을 확인하

였다 [Figure 7(a)]. 이러한 상관관계는 음향 초음

파로 전지의 state of health (SOH)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후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Gerhard Sextlab 

그룹은 초음파 펄스를 활용하여 배터리 파우치셀의 
초음파 투과 특성을 조사하였다[43]. 이전 초음파 

분석 연구는 배터리 두께 및 응력 측정에만 제한

되어 있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충⋅방전 중 흑연 

음극의 다공성 변화가 초음파 펄스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time-of- 
flight 비행 시간과 전송 파동의 진폭이 배터리의 

SOC와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Figure 7(b)]. 
이후 음향 초음파 기술을 활용하여 배터리 내부 

잠재적 결함을 검출하기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한 예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Steingart 
그룹은 400 mAh LiCoO2/graphite 파우치셀(3 × 2 
cm2)을 충전하는 동안 전체 셀 영역의 초음파 투

과 스캐닝을 통해 리튬 금속 석출을 검출한 사례

가 있다[44]. 해당 연구에서는 국부 리튬 금속 석

출로 인해 급속 충전 중 용접 탭 위치 근처의 초음

파 진폭 감쇠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

가 차동 진폭 분석(differential amplitude analysis)
을 통해 음파 신호와 흑연의 상변화를 결합하여 

흑연 리튬화 정도를 시각화하였다.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 Dahn 그룹은 리튬이온 

파우치셀에서 초음파 스캐닝을 활용하여 전지 내부 

전해액 함침 분포를 시각화하였다[45]. 해당 연구

에서는 1 mm 지름의 얇은 빔을 사용하여 sub-mm 
이하의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초음파 스캐닝 이미

지를 얻었다. 파우치셀 내부 고체(활물질) – 액체 

(전해질) – 진공 및 가스(전해액 비함침 및 전해질

과 활물질의 반응으로 형성된 가스)와 같은 매질

에 따른 초음파 진폭 감쇠 특성을 활용하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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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함침 상태를 시각화하여 보고하였다[Figure 
7(c)]. 추가로 대형 파우치셀(130 × 310 mm)과 각

형셀(120 ×190 mm)을 분석하여 상용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기체상 초음파 진폭 

감쇄 유도를 위해 액체(실리콘 오일) 내에서만 측

정을 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중국 Huazhong 공립 연구 대학의 Huang 그룹

은 가스/진공에 대한 초음파의 높은 감도를 이점

으로 사이클링 동안 operando 방식으로 전고체 전

지 파우치셀(20 × 30 mm)의 내부 가스 방출 및 

계면 열화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였다[46]. 해당 

연구에서는 장기 사이클링 시 리튬 금속 대칭 셀 

초음파 분석 결과를 통해 전고체 전지 열화 메커

니즘을 보고하였다. 초기 40 사이클에서 이미지상 

파란색 영역이 녹색 영역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 

리튬 금속과 고체 전해질의 계면 접촉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장기 사이클 시에는 점

진적으로 과전위가 상승하는 전기화학 결과를 통

해 리튬 금속의 부피변화로 인한 접촉 손실과 부

동태 피막 층(passivation layer) 성장이라는 두가

지 열화 메커니즘이 제안되었으나, 초음파 이미지

를 통해 공극(void)이 형성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접촉이 잘 유지되는 것이 판명되어 부동태 피막층 

성장에 기인하는 것임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Figure 7(d)]. 음향 초음파 분석은 매질의 유무, 
종류 차이에 따른 진폭 감쇠 특성을 이용하여 공

간적 변동을 관측할 수 있으나, 진폭 감쇠 이외의 

이러한 차이에 기인하는 물질에 대한 원소를 구분

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가스/진공에 대한 

높은 감도와 비교적 빠른 스캔이 가능하므로 고도

Figure 7.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experimental/modeling configuration with the two acoustic transducers and 
illustration of the increase in time of flight (ToF) of the transmitted signal as a function of SOC (Reproduced with 
permission[42]. Copyright 2015, RSC). (b) Smoothed modulus of the transmitted signal of RCN-pulses through a Li-ion 
pouch cell. Stepwise (20%) SOC change at 2 C charging. Linear dependence of slow wave’s (solid red line) delay time 
on SOC (Reproduced with permission[43]. Copyright 2017, Elsevier). (c) Ultrasonic images of Li-ion pouch cells with 
different volumes of electrolyte after wetting for 4 and 24 h. (Reproduced with permission[45]. Copyright 2021, Cell Press). 
(d) Scheme of (ⅰ) the interfacial activation process, (ⅱ) a possible mechanism for the cell overpotential increase, (ⅲ) 
corresponding ultrasonic transmission images of the Li/PLLZ@HP/Li cell during the first 40 cycles, and (ⅳ) during 100–
500 cycles (Reproduced with permission[46]. Copyright 2022, 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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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소분석을 요구로 하지 않는 배터리 내 가스 

발생 및 분포, 전해액 함침 균일성, 내부 기공구조

의 변형 등의 평가에 적용이 기대된다.

2.4. 배터리 전류 분포 시각화 

배터리 내부 전류의 흐름에 따른 가역적인 열 

(엔트로피 열 성분) 비가역적인 열(옴 및 분극 저항 

열 성분)의 기여로 인한 열을 열 적외선(thermal in-
frared)을 통해 측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Swierczynski 그룹은 대형 상용 리튬 이온 파우치 

셀(20 Ah)의 표면 온도 변화를 열 적외선 카메라

로 측정하고자 하였다[47]. 해당 연구를 통해 펄스 

전류로 충⋅방전을 진행할 시 정전류 충⋅방전 시 

보다 불균일한 온도 분포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양극 탭 부근에서 높은 온도를 갖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Figure 8(a)], 셀의 표면 온도는 SOC
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이후 Hoog 그룹은 NMC 기반 20 Ah, LFP 14 
Ah, LTO 5 Ah 기반의 세 가지 파우치 상용 전지

의 사이클링에 따른 표면 온도 분포 변화를 측정

하고자 하였다[48]. 해당 연구에서는 열화된 셀에

서의 열적 및 전기적 특성 간의 상호 작용을 제시

하였다. 열화된 셀의 측정 온도와 시뮬레이션 결

과 ± 2 °C 오차 범위의 정확성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함으로써 해당 모델링을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적용하여 배터리 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Figure 8(b)]. 열 적외선 

분석법을 통해 배터리 내부 특정 위치에서 반응이 

집중될 경우 열 분포의 불균일성을 확인할 수 있

으나, 소재(활물질, 집전체 종류)에 따른 열전도율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모델링 연구에 치중

되어있다. 또한, 배터리 내부 특정 결함으로 인해 

전기화학 반응이 집중되어 불균일한 온도 분포를 

갖더라도 전류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결함의 종류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NMR 및 MRI 기술은 2.2 전극 분석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전해질 분포, 리튬 금속의 덴드라이트 

형상 전착 등 전지 구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 특성을 관찰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지의 다양한 도체 구성성분은 RF (radio 
frequency) 조사 시 투과되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자기 공명 기술을 상용 전지에 적용하는 것은 불

가능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연구들 역시 RF 조
사가 가능한 맞춤형 전지를 제작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지 내부에 RF를 조사하지 않고 전지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제안되었다.
1H MRI를 전극 분석에 응용했던 뉴욕대 Jerschow 

그룹은 MRI를 이용하여 양극 활물질 내 리튬 농

Figure 8. (a) Infrared images of pouch cell during micro-pulse cycling at 4 C after 2, 7, 20, and 50 min and the maximum 
temperature is indicated (Reproduced with permission[47]. Copyright 2014, European Electric Vehicle Conference). (b) 
Three-dimensional thermal images with 3D simulations and actual measurements for the validation of simulations 
(Reproduced with permission[48]. Copyright 2018, M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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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른 자화율 변화와 이로 유도된 배터리 주

변 자기장 변화를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리튬

이온전지의 충전 상태를 측정하고 전지 조립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진단하는 데 활용하

였다[Figure 9(a)]. 기존 MRI의 경우 RF 조사 시 

도체 투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수 셀 제작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였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전지

를 물이 채워진 홀더에 넣어 물 분자에 대한 배터

리의 영향을 측정하여 전지 내부에 대한 RF 투과 

없이 상용 전지에 대해 MRI를 측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충전 상태에 따른 전지의 자

화율 변화는 양극 내 리튬 농도 변화 경향과 일치

함을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여전히 상

용 전지를 물로 채워진 측정 홀더에 넣어야 하며, 
전지 결함의 종류와 위치를 검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49].

더 나아가, 자기장 측정이 가능한 MRI의 이점

을 통해 배터리에 인가된 전류로부터 유도된 자기

장을 검출하여 전류 분포를 시각화 할 수 있다. 기
존 연구에서 전극 활물질의 리튬화 상태에 의해 

변화되는 자화율을 측정한 것과 달리 전류를 인가

하는 상황에서 전류에 의해 유도되는 자기장을 

MRI를 통해 시각화 하였다. 결함이 있는 전지의 

충전과 방전 사이의 전류 분포의 비대칭이 확인되

었으며, 전지 주변의 자기장 분포는 전지의 충전 

상태에 따라 변화하였다[50].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전지에 대한 기존 MRI 기술의 낮은 감도와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 SPRITE (single point 
ramped imaging with T1 enhancement) 측정 방식

을 도입하여 자기장 분포의 빠르고 정확한 시각화

가 가능하게 하였다[Figure 9(b)]. 이에 따라, 1.8 
Ah 수준의 상용 전지에서의 유도 자기장을 시각

Figure 9. (a) i) MRI measurements for the Li-ion pouch cells. ii) MRI maps for the defective cells relative to non-defect 
cells with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Reproduced with permission[49]. Copyright 2018, Nature). (b) i) MRI maps 
and histograms as a function of overall discharge/charge current near full charge (DOD = 0 mAh). ii) Histograms 
calculated from the magnetic field maps during discharging and charging for a damaged cell (Reproduced with 
permission[51]. Copyright 2020, ACS). (c) i) Scheme of surface-scan MRI with 2D centric-scan SPRITE sampling. ii) MRI 
maps of magnetic field distribution produced by a fully charged Nokia BL-5C cell. iii) Histograms of field breakdown 
coefficients (BDC) distribution demonstrating effects of the operation mode and the current magnitude. Average field BDC 
values are indicated on each plot (Reproduced with permission[52]. Copyright 2020,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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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였으며, 외부 단락이 일어난 결함 전지에서

의 자기장 패턴의 변화와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51]. 그러나, 여전한 측정 민감도 부족으로 인해 

자기장 패턴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표면 스캔 MRI 방식

을 새롭게 적용하여 유도 자기장 분포를 전지에 

접촉하고 있는 얇은 고체 층에서 측정하여 정확한 

패턴 측정이 가능하게 하였다[Figure 9(c)]. 이 기

술을 통해 MRI를 이용하여 전지에서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전류 밀도의 불균형과 그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52].
앞서 MRI 기술을 응용하여 전지 내부의 전류 

분포를 자기장 측정을 통해 시각화 할 수 있는 기

술이 소개되었으나, MRI 측정은 비싼 측정 장비

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리하며, 상용 전지를 분석

하기 위해 여전히 특수 홀더 내에 전류를 인가해

야 하는 분석 장비의 복잡성에 한계가 있다. 줄열

을 통한 적외선 분광 기술은 비교적 간편하고 전

류 세기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53], 공간

분해능이 낮고 전류 방향에 정보를 얻기에 제한적

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앞선 배터리 내부 전류로

부터 유도된 자기장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단순한 

방식으로 전지 내부 전류의 분포를 시각화 하는 

MFI (magnetic field imaging) 기술을 이용한 연구

들이 발표되고 있다.
Jerschow 그룹은 원자 자력계를 이용하여 전지 

주변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시각화 하였다[Figure 
10(a)]. 특히, MRI를 이용하여 유도 자기장을 측

정한 연구와 같이 상용 전지의 면적에 대해 자화

율을 시각화 하였다. 이를 통해 국부적인 충전 상

태의 차이로 인한 자화율의 불균일성을 검출하였

고, 전극 면적에서 불균일한 리튬 삽입/탈리가 일

어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54].
일본의 Kenjiro Kimura 그룹 역시 자기 센서를 

Figure 10. (a) i) Scheme of the experimental arrangement to measuring magnetic field. Magnetic field sensors are placed 
in the ultralow-field region, above and below the solenoid. ii) Magnetic field and corresponding susceptibility maps above 
a cell. 2D magnetic susceptibility maps obtained from a regularized inversion of the measured magnetic field (Reproduced 
with permission[54]. Copyright 2020, PNAS). (b) Reconstituted current distribution from measured magnetic field of 
same-side tab design and counter-side tab design cells (Reproduced with permission[16]. Copyright 2021, Elsevier). (c) 
Magnetic field variation caused by different current change between multicells. i) Magnetic field maps of the four cells 
with different current variations. The dashed lines indicate the positions of the cells. ii)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results of the maps (Reproduced with permission[56]. Copyright 2022,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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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리튬이온전지의 충/방전 과정에서 흐르

는 전류에 의해 유도되는 자기장의 분포를 시각화 

하였다. 특히, 리튬이온전지의 유도 자기장 측정을 

통해 전해질, 분리막에서의 이온 확산속도 및 활

물질의 반응속도 분포를 시각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지 내의 불균일한 전도도 변화 및 사이클

이 진행됨에 따른 비정상적인 전도도 영역의 확장

을 확인하였다[55].
다임러그룹의 Brauchle 박사팀은 AMR (aniso-

tropic magneto-resistive) 센서를 이용하여 배터리 

충⋅방전 과정에서 전지 주변에 유도되는 자기장

을 측정하여 전지 내부의 전류를 시각화 하였다 

[Figure 10(b)]. 특히, AMR 센서는 넓은 자기장 

범위에서 선형적인 감도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장 

차폐 없이 자기장 및 전류 분포를 측정 및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전지의 

유도 자기장을 측정하여 전류 분포를 시각화 했으

며, 탭이 양방향으로 설계된 전지와 한 방향으로 

설계된 전지 모두에서 시뮬레이션과 일치하는 결

과를 얻었음을 보고하였다[16]. 
한편, 자기 센서를 이용한 자기장 및 전류 분포

의 분석은 단일 전지 내부에서의 불균일 및 결함 

검출을 넘어 여러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팩 내에

서의 결함 검출에 응용될 수 있다. 한 예로, Qiang 
Wu 그룹은 배터리 팩의 자기장을 시각화하여 팩 

내의 전지 사이의 불균일한 용량을 검출하였다 

[Figure 10(c)]. 자기 센서를 이용한 자기장 스캐닝

을 통해 팩 내부 병렬 방식으로 연결된 전지 사이

의 불균일한 용량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균일한 전

류와 물질의 자화율을 측정하여 낮은 용량을 가지

는 전지를 검출하였다[56]. 이처럼 MFI 기반 분석

법은 거시적으로 전류의 분포와 흐름 패턴, 정량

화가 가능하나 분석 대상을 2차원 물체로 인식하

고 도체에 의한 전류 분포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전지의 깊이 방향으로의 전하전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제한적이다[16]. 따라서 3차원적 이

미징 해석과 전해액 내 이온에 의한 전하전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분석

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활물질 단일 입자부터 배터리 팩까

지 다양한 스케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내

부 시각화 기술들을 분류하여 다루었다. 각 스케

일에서 적용가능한 시각화 기술들을 통해 물질 자

체에 내제된 미세 결함부터 배터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될 수 있는 거시적 결함들에 대한 검출 

방법 및 이로부터 파생된 배터리 열화모드의 실시간 

관찰과 해석, 메커니즘 정립 사례들을 다루었다. 
배터리 구동 중 전극 활물질과 계면의 구조적/

화학적 미세 진화 거동 분석에는 X선과 중성자를 

활용한 시각화 기술들이 정성 및 정량 분석에 매

우 유용하고 범용성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X선

과 중성자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실험과 특수 제작된 셀을 통한 분석 결과

가 요구되어 실제 양산셀에 접목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나, 배터리 내부 열화 기작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이는 데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사료된다. 
대용량 양산셀의 경우 열화 및 발화 상황을 모

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열화가 예상

되는 유사 구동 조건에서 광범위한 면적을 최소한

의 시간으로 분석하여 잠재적 결함 위치를 추적하

고 열화거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요

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X선 기반 단층촬영 및 

이미징은 전류인가 하에 셀 내부 구조의 진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고 특정 원소 및 소재에 

대한 분해능이 우수하여 효과적이나, 가시적인 변

화에 대해서만 현상학적 해석에 국한되며 액상 및 

기상에 대한 정보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본고

에서 다뤘던 초음파 투과 이미지는 고도의 원소분

석을 요구하지 않는 배터리 내 가스 발생 및 분포, 
전해액 함침 균일성, 내부 기공구조의 변형 등을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데 효과적이나, 변화를 일으

키는 물질에 대한 원소를 구분하기 어려워 정성 

분석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의 소재 특성과 스케일을 이해하고 이를 감안

한 이미징 분석 기법들을 결합하여 다각적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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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배터리 내 가시적 변화에 대한 직관적 해석과는 

달리 비가시적인 배터리 내부 전류 흐름 및 분포

를 이미징하는 것은 잠재적 결함을 검출하고 원인

을 추적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기장을 활용하여 배터리 내부 전류 분포를 시각

화 할 수 있는 MFI 기법은 전류 분포 패턴의 변화

를 감지하여 결함 위치의 추정과 전지 설계적 관

점에서 결함 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전류 분포 불균형에 대한 직관적 해석이 가

능하나 이를 유발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분별은 다

양한 결함 시나리오를 정립함에 따라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MFI 기법을 실제 양산 배터리 내의 결함 검출

과 성능 진단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열화 메

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소재나 부품, 전지 

설계 및 제조에 기인한 특정 결함을 양산셀에 의

도적으로 연출하여 얻어진 이미징 분석결과들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파괴 방식으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 

전류 분포의 거시적 관찰과 전지 내부의 화학적 

구조적 열화 거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면, 실제 결함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잠재적 

결함의 발생 위치 추적과 원인에 대한 조기 진단

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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