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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논문에서는 EEM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개발되어진 시뮬레이터를 Voltage, Current, Resistance의 데이

터를 추출하고 실차를 이용하여 시동 테스트를 통한 자동차 시동시 순간적으로 흐르는 Voltage, 
Current, Resistance의 순간 변화량을 추출하여 과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여 Battery의 SOC, SOH를 구하

고 자동차의 Battery 를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려 한다.

 1. 서   론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 수의 급

증과 고속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 가스의 규제를 한층 강화해 환경

문제를고려하고 있다.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 3차 기후 변

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에는 2000년

이후의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했으며,

주 에너지인 석유 자원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자

동차 제조 회사들이 연비 향상과 대체 에너지를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각종 규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장 큰 유해물질 배출원인 수송부분

에서의 변화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자동차 기

업들은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 개발

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란 가솔린 대신에 2차 전지

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자동

차를 말하며, 전기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와 달리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없고 소음이 적을 뿐

만 아니라 충전기만 구입하면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

는 특징을 갖는다. 현재는 GM사의 EV1,토요타 자동차의

RAV4 L EV, 혼다자동차의 EV PLUS 등의 전기자동차가

판배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

기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핵심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배터리는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 및 하이브리

드 및 전기 자동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밧데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부터

현재는 충방전 관리의 핵심인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며, 차량의 소비전력을 능동적으로 관리

하는 EEM(Electric Engery Management System)으로 발

전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EEM 시뮬레이터의 제어로

직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단점

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EEM 의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실차량

을 사용하여 실제 차대 동력계나 실차 운행에서 데이터및

자동차 Start 시 순간 소모되는 Current 전류를 확인하고

자동차 밧데리의 잔존용량 및 수명을 늘리기위한 충방전

테스트를 실시하며, EEM 시뮬레이터를 개발 하기위하여

엔진의 전기 부하를 주고 실제 충전을 위한 발전기를 구

동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1. 설계이론
1.1.1 Electric Energy Management System 의 개요
개발되어진 BMS(batteryManagement System)은 밧데

리의 전압, 전류, 온도등을 측정하여 밧데리 동작 환경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차량의 에너지를 능동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예측 시스

템에서 발전하여 차량의 전류 소비를 측정하는 밧데리

Current센서, 차량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기및 전자

식 발전기 및 차량의 소비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

로 구성되어 있다. 밧데리 Current 센서를 사용하여 차량

의 소비전류를 측정하며, EEM interface board는 차량의

전원충전을 위한 발전기의 충전압을 조정하고 외부 차량

소비 전력을 직접적으로 제어한다. 전류 검출을 위한 밧데

리 Current 센서는 Bosch 사의 battery sensor를 사용하

였으며, 국내의 H자동차의 Y씨리즈 차량에 적용되는 발

전기를 사용하며, 이를 통한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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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Current state를 관리할 수 있다.

1.1.2. 시뮬레이터의 구성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하드웨어는 실차량의 구동원리와

흡사한 방식으로 배터리충전을 위한 알터네이터 엔진과
같은 최대회전수를 낼수있는 AC서보모터 로 구성되어있
다.

1.1.3. 알터네이터 선정
본실험은 시뮬레이터 구성을 위하여 알터네이터를 엔진
과 같이 구동할 수 있는 구동 시스템을 구성하고 발전기
의 발전시 최대 소모 토크량을 계산 하였다. [표 1]은 엔
진 회전수와 발전 부하에 따른 발전기의 소모 토크량 산
출 표이며, 발전기의 소모토크는 최고 회전수인 6500rpm
에서의 최대 소모 토크는 약30Nm을 알 수 있다.

[표 1] Torque Consumption of Alterrnator System

1.1.3. 모터 선정
발전기의 소모 토크량는 30Nm 의 최대 토크를 내면서

엔진과 같은 최대 회전수를 6500rpm 을 낼 수 있는 AC
서보 모터를 선정하였다. AC서보 모터의 회전수는 최대가
3000~3500rpm 이므로 2:1 의감속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의 최대 토크는 700Nm 이상의 토크를 낼 수 있는 모
터를 선정해야 한다. 다음 [표 2]는 본실험에서 사용된 모
터의 스펙을 나타낸다.

[표 2] AC Motor Specification

2. 연구방법
2.1 시스템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구성  
본 실험에서 선정한 AC 서보모터는 220V 의 3 상의

FMACN50A 이며, 모터에 적합한 제어기는 Higen사의
FDA7000 seires를 사용하여 FDA70-45 속도와 토크를 제
어하였다. AC 서보모터는 2:1 의 감속비를 사용하여 발전
기를 회전시키도록 구성하였으며, 밸트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 장력 조절 장치를 추가하였다. [그림1]은 완
성된 시뮬레이터의 이미지이다.

[그림 1]  Electric Energy Management System
1.1.4. Electric Energy Management System
본 실험에서는 배터리 센서를 사용하여 차량의 소비 전

류를 측정하며,외부 차량의 소비 전력을 직접적으로 제어
한다. 차량의 샤시 동력계 또는 엔진 동력계가 필요없이
차량의 소비 전류와 충전을 모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
며, Battery Current Sensor에서는 충/방전 전류 소모를
측정하고 전류 소모 시스템으로 차량의 전류소모량을 측
정 전자식 발전기 시스템으로 발전기 구동을 위한 모터시
스템 과 전자식 발전기를 구동할수 있게 하였다. 전류검출
을 위한 Bosch 사의 battery sensor를 사용하였다. [그림
2] EEM System의 구성도이다.

[그림 2] Schematics of Electric Energy Management System

1.1.5 Battery Sensor Schematic
[그림 2]는 배터리 센서를 사용한 충방전 실험 테스트

구성이며 방전시 방전전류 모사를위한 모터를 사용하여
방전 측정을 하며 충전시 서보모터의 [그림 3]과 같이
Boach 배터리센서와 LIN 통신을 통한 자동차 밧데리의
상태를 디스플레이 하고 이 interface voard에서는 PC와
RS232통신을 하여 전압, 전류 , 배터리 온도 측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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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ocsh battery sensor interface board
1.1.6 LIN 통신 제어기
본실험에서 사용된 Battery Sensor 와 Interface Board

는 LIN통신제어를 위한 구성이다. Battery sensor에서 가

져오는 데이터를 LIN통신을 통해 Interface board 전송되

고 전송된 Interface board에서는 RS232C 통신으로 컴퓨

터에 전송된다. 다음 [그림 3]은 LIN통신 제어기의 구성이

며 전송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림 4] Bocsh battery sensor interface board
1.1.7 GUI for Battery Current Sensor Algorithm
[그림 5-8]본 실험에 사용된 GUI로써 배터리 충/방전

시 LIN보드에 나오는 기본적인 상태값과 배터리 파라메터

및 시간당 충전되는 충전량및 총충전량 배터리 SOC SOH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고 방전시 시간당 사용되는 방전량

및 총 방전량및 시간당 방전되는 방전양 등 모든 배터리

의 데이터값을 셋팅 및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Explain the function of GUI 

[그림 6] Explain the function of GUI 

 [그림 7] Explain the function of GUI 

[그림 8] Explain the function of GUI 
2. EEM 시뮬레이터 테스트

2.1.1 시동 전류 모사 시험  
[그림 9]는 실차상태와 시뮬레이터 상태의 데이터 비교

를 위해 S사의 자동차의 차량을 실험차량으로 구성하여
Current Start Test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SOC 100%,
80%, 60%, 40% 로 진행되었으며, 앞서 서술한 GUI 데이
터 셋팅을 초당 40 m/s로 구성하여 Sleep Time을 40 m/s
의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시동 Start Time 은 3minute
사이클로 각 5번의 데이터를 추출 하였다.

[그림 9] Car Star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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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동 전류 모사 실험 

[그림 10] Car Current Start test
[그림 10]는 실차량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개발된 시뮬

레이터를 사용해 추출한 데이터를 시그마 플롯을사용하여
출력한 Graph 이다. 실차 테스트에서 완료된 그래프와 시
뮬레이터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오차는 있지만
결과값이 흡사함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결과
3.1.1.실험 결과

[그림 10] SOC graph of Car Current Start test
본실험은 자동차 Start Test 로써 자동차에 시동 Start

에 따른 순간 Voltage, Current, Resistance 를 SOC의 상

태 100%, 80%, 60%, 40% 에서의 변화를 각각 5번식 추

출하여 그값을 평균화시킨후 시그마 플롯으로 출력하였다.

SOC 용량에 따라 변화된 Voltage, Current, Resistance

값은 SOC 가 낮아짐에 따라 전압의 드랍은 낮아지며 최

대 공급 전류는 높아지는 데이터[그림 10]를 보여주고있

다. 시동 차량에서의 데이터와 시뮬레이터 상의 추출 데이

터는 약간의 오차는 있었지만 데이터의 그래프 상태로 봐

서 거의 동일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자동차 Start Test를시험한

결과 실차상태와 같은 상태의 SOC와 그에 따른 Voltage,

Current Resistance 의 특성을 잘 모사할수 있었으며, 이

밖에도 밧데리의 잔존수명 및 잔존용량 개선을 위한

Electric Energy Management system 이 정확이 이루어

질수 있었고 차후 배터리 성능개선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

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

4. 결    론
최근, 자동차산업 관련 업체들은 경기 침체, 고유가, 환

경규제 강화라는 3중고에 시달리며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

고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 없체들은 고유가, 환경규제

등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전기자동

차, 하이브라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찾을려는 경

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EEM 시뮬레이터는 현재

상용화된 자동차와 앞으로 개발될 하이브리드 자동차, 순

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의 SOC 및 SOH 를 Management

해줌으로써 그 효과는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및 산업적

입지 조건에서 방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기술 개발 투자

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보완하여 개발될 EEM

시뮬레이터의 국내개발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자의 끝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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