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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와 더불어 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의문이

제기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정책으로 녹색성장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 신에너지전원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원의 11%로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얻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

여 사용 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의 산업 현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2차 전지

는 Smart Grid 및 전기자동차분야에서 폭넓게 사용 되면서 정확한 출력전압, SOC 및 충-방전 예상

시간을 추정하여 2차 전지의 과충전, 과방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장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2차

전지 사용 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런 실정에

맞추어 LabVIE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차 전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사고 시 2차 전지에 가해지는 피해 방지 및 관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효율

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현재 국내·외에서 전기자동차 및 Smart Grid분야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리튬(LI-ion, Li-Po)전지를

대상으로 2차전지 상태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에 대

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일부 현장에서 실용화되고 있

지만 연축전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온도에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연축전지를 이용하여 전기자동

차 기초전원 및 Smart Grid구축에 필요한 2차전지

상태 감시 및 제어장치를 개발 하고자 한다.

감시 및 제어장치의 프로그램은 LabVIEW를 사용

하여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고, 실시간 데이터 디스플레이

를 하여 2차전지의 상태 감시 및 제어 장치를 사용

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하

드웨어적 구성은 MC를 이용하여 병렬충전 직렬방

전 방식의 제어를 하였고, 2차전지의 데이터 값은

NI9201, 9227 DAQ보드를 이용하여 LabVIEW프로

그램에 전송하게 된다.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본 프로그

램은 축전지의 비중과 온도를 직접 측정하여야만 정

확한 SOC(State of Charge)를 측정할 수 있는 기존

의 장치들과는 달리 실시간 출력전압과 출력전류를

측정하여 비중, SOC 및 충·방전 예상시간을 도출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시험장치 구성
2차전지 시험장치 구성은 MC를 이용한 직렬방전

과 병렬충전 방식을 사용하여 제어하는 하드웨어부

분과 LabVIEW를 이용하여 감시·제어하는 소프트웨

어 부분으로 구성된다.

2.1 MC를 이용한 하드웨어 제작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연축전지 2개를

직렬연결 하였고, 그림 2는 MC제어를 위해 간편하

게 시퀀스도를 고안하였으며, 병렬충전과 직렬방전

방식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충·방전 시 연축전

지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저항을 연결하여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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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출력되는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한다.

[그림 1] 2차전지 충-방전 시퀀스도

[그림 2] MC제어 구성도
2.2 LabVIEW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제작
LabVIEW 프로그램은 그림 3과 같이 데이터 저장,

시간에 따른 데이터 누적 그래프, 충·방전 및 전원

제어, SOC 추정 bar, 충·방전 예상시간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데이터 값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연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그래프와 숫자로 모니터

링 한다. 또한, 시간에 따른 데이터 값들을 Excel파

일로 저장하여 향후 데이터 분석에 이용될 것이다.

[그림 3] LabVIEW를 이용한 감시제어장치 Front Panel

그림 4는 LabVIEW 프로그램의 Block Diagram으

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측정전압을 이용하

여 SOC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4] LabVIEW를 이용한 감시제어장치 Block Diagram

3. SOC추정 알고리즘
최근 출시되는 연축전지는 무보수 축전지가 대부

분이므로 전해액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출력전압과

출력전류를 측정하고 열전달 이론을 활용하여 측정

된 2차전지 케이스와 외부 온도로부터 전해액 온도

를 추정하여 2차전지의 기전력과 비중, 비중과 SOC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전해액 온도가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정 값을 이용하여 2차전지의 SOC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기전력을 통한 전해질 비중 도출 
SOC를 추정하기 위해 2차전지의 전해질 비중 값

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전해액은 특

성상 온도가 상승하면 전해액이 팽창하여 체적이 커

짐으로 같은 방전상태의 연축전지보다 비중은 낮아

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전해액의 체적이 작아져 비

중이 커지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측정된 전압에 해

당되는 전해액의 비중은 이론적으로는 그림 5와 같

이 전압에 대해 선형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값은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전해액 비중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가 있다.

전해액비중 기전력  (1)

[그림 5] 기전력-전해액비중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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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온도조건에 의한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한다. 연축전지가 다양한 온도조

건하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오차를

보정한 전해액비중식은 식 (2)와 같이 전해액온도가

20℃때의 비중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며 추후 측정전

압을 이용한SOC추정 식에 대입될 것이다.

 

  ℃에서의비중
  ℃에서의비중
  측정한전해액온도
  ℃온도의변화에따른온도계수

(2)

여기서, 식(2)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전해액에 대

한 온도 데이터가 필요하나 대부분 연축전지가 밀폐

형이므로 직접적인 측정이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

서 축전지케이스와 외부온도를 측정하여 축전지의

내부온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정상상태에서 대류열전달과 전도열전달이 평형을

이룰 때 식(3)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축전

지 케이스온도()와 외부온도(∞ )를 이용하여

축전지의 내부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 


  (3)

  열전달량 ∞  공기온도
  대류열전달계수   열전도율
  접촉면면적   케이스두께
  차전지케이스온도   연축전지내부온도

3.2 비중을 통한 SOC추정
연축전지는 방전 시 양극의 과산화 연()과

음극의 연() 및 전해액으로 묽은 황산()이

화학반응을 하여 전자를 운반하고 이로 인해 전자의

균형이 깨져 결국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

된다. 이때 각 극성의 물질은 양극 모두 황산화연.

()으로 변하며 충전 시에는 방전 시의 역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와 같은 반응에서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상호 전환의 상태는 전해질

( )의 비중을 척도로 하여 가늠할 수 있

으며 전해질의 비중은 식 (4)와 같이 정의 된다.

전해질의비중 물의밀도

전해질의밀도
(4)

일반적으로 연축전지의 비중은 전해액의 온도가

20℃에서 표 1과 같이 변동된다.

[표 1] 전해질비중-충전상태표
전해질 비중 충전상태[%]

1.260 100

1.210 75

1.160 50

1.110 25

1.060 0

따라서 완전충전 상태에서 100%방전의 상태까지

는 비중이 0.200 저하 하므로, 실제 비중량을 측정하

여 연축전지가 몇 퍼센트까지 충-방전되었는지를 측

정 할 수 있다. 여기서, 식 (5)는 측정된 비중을 이

용한 SOC추정 계산식을 나타내며 그 관계는 그림 6

과 같이 표현된다.

잔존량 완충시의비중방전비중

완충시전해액비중측정한비중
(5)

[그림 6] 전해질비중-방전율 그래프

상기의 SOC 추정식과 열전달식, 온도오차 보정

식 을 바탕으로, 식 (6)과 같이 측정전압을 이용하여

SOC를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을 유도하고 이 계산

식을 LabVIEW프로그램 제작에 이용한다.

 

    


 ∞     
(6)

  납축전지의 방전율
  측정된전압
  측정한전해액온도

3.3 충-방전 예상 시간추정 알고리즘
충·방전 예상시간 추정은 측정 시간(t)에서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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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격용량()의 비에 의해 측정된 전

압을 이용하여 추정한 SOC와 같은 값을 가지는 이

론적 특성으로부터 측정 시의 SOC를 추정하여 일정

한 전류로 충·방전 시 지속할 수 있는 잔여시간(h)

을 예측하고자 한다. 여기서, 식 (7)은 연축전지의

충·방전 예상시간을 도출하는 계산식을 나타내며 이

는 충·방전 시 실시간 측정된 전류로 완전히 충·방

전 될 때까지 지속하는 가정 하에 얼마동안 더 충·

방전 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낸다.

 

  ×
(7)

4. 비교실험 분석 알고리즘
2차전지 SOC추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Ah Counting은 충·방전 시에 실시간으로 충·방

전 전류를 측정하여 이를 적분하는 추정방식으로 측

정이 쉽고 결과값의 신뢰도가 높지만 초기치 설정에

대한 정확도 문제로 하여 오차가 누적되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초기치를 100%충전 상태로 설정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측정전압에 의한 SOC추정 방법으로 추정한

SOC값을 Ah counting 방법으로 추정한 신뢰할 수

있는 SOC값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한다. 그림 7은

Ah counting방법과 비교분석한 측정전압에 의한

SOC추정방법의 타당성 검증의 알고리즘을 보여준

다.

[그림 7] Ah Counting을 이용한 SOC추정 비교분석 알고리즘  

그림의 알고리즘을 계산식으로 유도하면 식 (8),

(9)와 같다. 여기서, 식 (8)은 측정된 전류를 적분한

값으로 시간에 따라 방전된 용량을 구하는 식을 나

타내고 식 (9)는 실시간으로 측정된 사용 용량과 정

격용량의 비를 이용하여 연축전지의 SOC를 추정하

는 식을 나타낸다.

 



  (8)

 


(9)

  시간에 측정한 용량
  납축전지의 정격용량
  측정 종료 시간
  측정 시작시간

5. 결 론

최근에 출시되는 연축전지는 대부분 무보수 축전

지로 축전지 전체가 밀폐되어 있으므로 내부의 전해

액 속에 비중측정 장비를 넣어 측정하는 것이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측정된 연

축전지의 기전력을 이용하여 축전지의 전해질 비중

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해액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밀폐형 연축정지의 SOC를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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