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753 -

Electric Battery Sensor를 이용한 
Battery의 상태 예측 알고리즘 개발

노희진*, 이세원*, 고국원*

*
선문대학교 정보통신 공학과

kuks2309@sunmoon.ac.kr

Algorithm of Battery's Status Prediction using

Electric Battery Sensor.

Hee Jin Nho
*
, Se Won Lee

*
, Kuk Won Ko

*

*
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Sunmoon University

요 약

  지속적인 충/방전에 의하여 표준 수명 보다 더 빠른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배터리의 내부 상태를 모니터링 하였다. 정확한 배터리 모니터링을 위해서 해당하는 배터

리의 잔존 용량 및 잔존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Open Voltage를 사용한 실

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한 충전 전류 측정법, 시동 시 최대 전류와 내부 저항의 변화량을 알아내는

실험을 하였다. Open Voltage 실험 결과, SOC수치에 따른 특정 전압의 범위를 알 수 있었고, 이 전압

은 온도에 의해 변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전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충전횟수와 완충에 걸

리는 시간은 반비례하며, 배터리 내부에 충전되는 총 전류의 양과도 관계가 있었다. 시동 실험에서는

최저 전압 드롭 값과 최대 공급 전류의 범위를 알 수 있었으며, 특정 SOC 구간 내 내부 저항의 값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 값들은 각 SOC의 수치에 비례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들을 정리하여, 배터
리 내부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현대의 배터리는 산업과 경제의 발전으로 차량 내

전기 소모량이 많아짐에 따라, 주 에너지원인 석유

자원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배터리는 차량 알터네이터에 의한 충전과 차량 시

동에 필요한 전력의 공급을 위한 방전을 겪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충/방전이 되풀이되며, 충전이 완

료되었더라도 차량 알터네이터의 지속적인 충전으로

인해 배터리는 계속 부하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국, 배터리는 표준 수명보다 더 빠른 노화현상을

보이게 된다. 우리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배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은 배터리의 전류

량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하여 배터리의 잔존 용량

(SOC,State of Change)과 잔존 수명(SOH,State of

Health)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이 측정을 위해

서 본 연구에는 배터리 센서를 이용한 Open

voltage 실험 및 실험 차량을 시동하고 그에 따른

배터리의 내부 변수들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

으며, 이 변수들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나타

내는 중요 인자인 SOC와 SOH를 구하는 실험을 진

행하였다.

2. SOC, SOH에 대하여
SOC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간을 기

준으로 배터리 내부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배

터리는 전류를 보관하는 저장소이므로, 전류의 충전

량과 소모량을 사용 시간에 따라 계산할 경우 기본

적은 SOC의 예측이 가능하다. 전류를 기반으로

SOC를 구하는 공식은 식 1과 같다.

(식 1)

∆ t는 sampling time 이다. I(t)는 샘플링 시간을 기

준으로 Battery Sensor에서 측정한 전류량이며, 충

전시에는 +값을, 방전시에는 -값을 나타낸다. Max

Battery Capacitor는 사용한 배터리의 용량을 나타

낸다.

SOH는 시동시의 배터리 전압 강하에 따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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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변화량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내부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식 2와 같다

(식 2)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발생시켜

야 하는 배터리의 내부에 침전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화학 반응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

은 곧, 배터리를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즉, 수명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3. 실험 장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쌍용 자동차의 체

어맨에 사용되는 Bosch사의 Battery Sensor를 사용

하여 SOC 및 SOH의 예측에 중요 인자가 되는 전

류, 전압 및 온도를 측정한다.

[그림 1] Bosch Battery Sensor 

측정된 내부 변수들은 그림 2에 표시된 바와 같

이, Battery Sensor의 Lin통신을 통하여 Lin board

에 전송된다

[그림 2] Schematics of Bosch Battery Sensor

이 정보들은 다시 RS232C 통신을 통해 컴퓨터에

전송되며, 실시간으로 제공된 정보는 로그 형식으로

기록된다. 이 정보들 중 주요 3가지 정보(전압, 전

류, 온도)를 이용하여 배터리의 SOC 및 SOH의 예

측에 사용할 수 있다.아래의 표 1은 Bosch사의 통신

규약이다.

[표 1] Protocol of Bosch Battery Sensor

배터리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PC로 전송하기

위한 Interface board는 그림 3과 같으며, 전송 방식

은 RS232C를 이용하였다. 또한 LCD 표시판을 부착

하여, 주변에 PC가 없더라도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가능하다.

[그림 3] Lin Interface Board

Interface Board의 RS232C 통신을 통하여 PC로

전송된 정보는 Visual Studio 6.0의 MFC 그래픽 유

저 인터페이스에 표시된다.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

이스에는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Sampling time 조

절, Lin Message 표시 기능, 각 온도에 따른 전류

값 측정 및 배터리의 과다 충/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로직, 배터리 내부에 총 공급된 전류, 현재 배

터리에 걸리는 전압, 배터리의 내부 온도, 그리고 배

터리의 전류 및 전압 스펙트럼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림 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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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C Graphic User Interface for Experiment of Battery

4.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방전에는 시간 당

최대 30A의 소비 전류를 가지는 수중 모터를 이용

하였으며, 충전에는 시간 당 최대 50 A의 충전이 가

능한 실 차량 알터네이터를 사용하였다. 배터리는

쌍용 자동차의 SY90R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배터리

의 총 용량은 90A이다.

[그림 5] Setting for Experiment of Battery

위에 나열된 실험 장비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

으며, 배터리의 충전 횟수와 수명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해 충/방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배터리의 충

방전이 진행될수록 배터리 내부에는 불순물이 축적

되는데, 이는 배터리의 수명, 즉 SOH와 관련이 있

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이에 충전 횟수와

충전 시간을 기준으로 배터리의 내부 변수를 모니터

링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 시동중의 SOC는 배터리 내부 전류와 상관관계

를 가지는 전압을 측정하여 예측하였다. 전압을 측

정하기 위하여 Open Voltage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6과 같이 세팅하였다.

[그림 6] Setting for Experiment of Open Voltage 

겨울철,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 차량과 배터

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야외

에서 온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SOC의 크기를 20%씩 총 5 구

간, 즉 100%, 80%, 60%, 40%, 20%로 나누어 각각

의 상태에서의 전압을 측정하였다.

[그림 7] Experiment of Open Voltage(Outside)

실험차량에 연결된 배터리는 차량에 시동이 걸리

면서, 차량 알터네이터에서 발생한 전류가 공급되기

시작한다. 이 때, 전압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며, 내

부 저항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배터리의 내부 저

항은 배터리의 내부 수명, 즉 SOH와 직결되는 수치

이므로, 배터리의 내부 저항 및 주요 변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Starting Engine 실험을 진행하게 되

었다. Starting Engine 실험은 그림 8과 같이 세팅하

였다.

[그림 8] Setting for Experiment of Starting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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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충전 횟수에 따른 배터리 공급 전류와 배터리가

완충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의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충전 횟수가 증가할수록,

배터리의 최소 공급 전류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Graph of Charging Battery

실내와 야외에서 실시한 Open voltage 실험은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SOC의 수치와

Voltage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또한, 온도와 Voltage의 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Result of Open Voltage Test  

시동 시 변수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것을 근거로

내부 저항을 구하는 실험의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SOC, 외부 온도에 따른 V peak, I peak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Result of  Test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의 상태를 예측하는 알고리

즘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Open

Voltage 실험 결과, SOC수치에 따른 특정 전압의

범위를 알 수 있었고, 이 전압은 온도에 비례한 값

을 나타내어, 외부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에

시동 고장 사고가 잦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배터리의 충전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충전 횟수가

증가할수록 완충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배터리 최대 공급 전류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SOH의 감소를 의미하며, 잦은 배터리의 충전은 배

터리의 수명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

동 시 공급전류는 SOC의 수치와 반비례한 값을 보

여주어, 배터리의 잔존 용량이 낮을수록 공급 전류

가 증가하는 현상과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동 시 공급 전류와 전압 드롭을 이용하여 내부 저

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SOC 구간에 따

른 내부 저항의 차이 또한 알 수 있었다. 향후 다양

한 SOC와 SOH를 가진 중고 배터리를 다량 구매

및 실험을 하여 표본제작 및 배터리 상태 예측 알고

리즘의 범위를 점차 늘려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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