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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SPKF(Sigma point Kalman Filter)를 이용한 리

튬 폴리머 배터리(LiPB)의 충전 상태(SOC: State of Charge)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배터리 모델은 단순화된 테브난 등가회

로 모델과 Runtime 모델이 결합되어 있고, Runtime 모델의 양

단 전압을 이용하여 SOC를 추정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시뮬

레이션을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된다.

1. 서 론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로 인하여 친환경적이고 높

은 연비를 가진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리튬 배터리의 수요도 증가 추

세에 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 모터 등의 부하가 필요로 하는 전

력량은 배터리의 방전 가능 출력과 관련이 깊다. 배터리의 이

용 가능한 출력은 배터리 충전량(SOC: State of Charge)으로

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SOC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PKF를 이용하여 SOC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간략화된 배터리 모델의 이용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

기 위하여 직렬 등가저항 성분인 Ro(Ohmic resistance) 변화를

반영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

증한다.

2. 배터리 모델링

그림 1(a)는 배터리의 전압 파형의 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테브난 등가회로’ 부분과 배터리의 Runtime을 나타내는 ‘수명’

부분으로 구성된다.[1]

2.1 SOC와 OCV 간의 관계 : Voc(soc)

그림 1(b)는 OCV와 SOC 간의 관계를 측정한 것이다. OCV

는 배터리가 안정 상태(rest state)시 단자 전압이므로, OCV와

SOC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SOC를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흔

히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b)를 바탕으로 Table을 만

들어 사용한다.

2.2 내부 파라미터 : Ro, R1, C1

배터리 모델의 각각의 파라미터는 그림 2(a)를 바탕으로 계

산한다. Ro는 방전 시작 후 순간적으로 감소되는 전압 파형으

로부터 계산한다. R1과 C1으로 이루어진 병렬회로는 지수함수

적으로 감소하는 전압 파형으로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그림 2(b)와 같이 Ro는 SOC에 따라 변화한다. RC

병렬회로를 추가한다면, 변화하는 Ro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태 증가로 인하여 계산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o의 변화 값을 Table로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간략화된 모델로 인한 오차를 감소시킨다.

2.3 상태 방정식

그림 1(a)에서 단자 전압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Voc(soc)를 결정하는 Vsoc와 V1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하므로, 두 값을 상태로 고려한다. 배터리 모델

로부터 상태 방정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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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배터리 등가회로 모델 (b) SOC와 OCV 관계

Fig. 1  (a) Equivalent model of battery (b) OCV versus SOC

그림 2. (a) 배터리 파라미터 추출 (b) SOC에 따른 Ro 변화

Fig. 2 (a) Battery parameter extraction (b) Ro variation



3. SPKF를 이용한 SOC 추정

EKF(Extended Kalman Filter)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복잡한

모델 선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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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로 인하여 모델 선형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선형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SPKF

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2][3][4] SPKF는 다음과 같이

scalar scaling parameter 를 이용하여, 추정된 평균  주위의

시그마 포인트들의 분포 범위를 결정한다.


    




    

    
 


   


    

     
 


   

(5)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정된 시그마 포인트들을 비선형 방정

식에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모델 선형화 과정을 수행하지 않는

다.

    
    

   
   

    
     

   
 

(6)

자세한 SPKF 알고리즘은 참고 문헌을 참고한다.[2][3][4]

4. 시뮬레이션 결과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공칭용량 3.6[Ah],

공칭 전압 22.2[V], 6셀로 구성된 코캄 사의 리튬 폴리머 배터

리를 사용하였고, 10[Ω]의 저항 부하를 사용하여 방전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에 MATLAB을 이용하였다.

그림 3은 방전 시험을 진행하면서 측정한 방전 전압과 방전

전류의 파형이다.

그림 4(a)는 전류적산법을 이용한 SOC와 SPKF를 이용하여

추정한 SOC를 Ro 저항이 일정한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를 비

교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4(b)는 전류적산법과 SPKF와의 오

차를 비교한 값이다. Ro 저항이 일정한 경우에는 오차의 최대

치는 약 4.8%이다. 그러나 Ro 저항의 변화를 반영하면 오차는

약 2.3% 정도로 감소한다.

그림 5(a)는 전류적산법을 이용한 SOC와 EKF와 SPKF를

이용하여 추정된 SOC이다. 그림 5(b)는 전류적산법과 EKF, 전

류적산법과 SPKF와의 오차를 비교한 값이다. 그림 5(a)에서

상태 수렴 시간을 살펴보면 SPKF는 약 300[sec], EKF는 약

500[sec]로 SPKF가 비교적 빠른 수렴 시간을 가진다. 또한 그

림 5(b)에서 전 구간에서 EKF의 모델 선형화로 인한 오차의

영향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LiPB)의 SOC를 추정하

기 위하여, SPKF를 이용하여 SOC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검증하였다.

추정된 SOC는 2.5% 미만의 매우 정확한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변동되는 Ro 값을 적용함으로써 오차를 ±4.8%에서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SPKF를 이용함으로써,

EKF보다 빠르게 상태가 수렴하였다. 또한 복잡한 모델 선형화

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림 3. 방전 시 (a) 전압과 추정된 전압 (b) 전류

Fig. 3  During discharge (a) Voltage and estimated voltage

        (b) Current 

그림 4. (a) 추정된 SOC (b) 추정 오차

Fig. 4  (a) Estimated SOC (b) Estimation error

그림 5. (a) 추정된 SOC (b) 추정 오차

Fig. 5 (a) Estimated SOC (b) Estimation error

향후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온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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