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배터리의 랜들 등가회로 모델은 기본적으로, 전달 저항 Rct,

전기 이중층 커패시턴스 Cdl, 내부저항 Ri, 그리고 개방회로전

압 Voc의 4가지 파라미터로 구성 된다.

본 논문은 실험에 의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모델링을 위한 기

본적 4가지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운전조건에 따른 특성을 분석

한다.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에 의하여 제작된 전기

스쿠터의 SOC(State of Charge)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1. 서론

배터리 기술의 핵심은 배터리에 남아 있는 용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충전 및 방전 패턴을

분석하여 이후 사용 가능한 시간에 대한 산출과 교체시점에 대

한 예측이 가능해 진다. 최근 배터리의 수요는 하이브리드 전

기자동차(HEV), 순수 전기자동차(EV), 에너지 저장시스템

(ESS)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사용

되는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에는 잔존용량의 예측이 보다 정확

하게 이루어 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전기 스쿠터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충전과 방전이 반복적

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하는 배터리의 관리기술이며, 여기에

는 2가지의 중요 요소 기술이 있다. 첫 번째는 배터리의 용량

과 수명을 최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충방전 기술이며, 두 번째

는 배터리의 잔존용량과 수명을 정확히 산출해 내는 배터리상

태 측정 기술이다. 전기 스쿠터의 모터 부하는 고율의 전류가

짧은 순간에 방전되기 때문에 순시적인 전류의 변화에 따른 정

확한 SOC 측정이 필수적이다.

배터리의 SOC는 일반적으로 전류적산 방법으로 계산하여

얻을 수 있지만, 변수 오차나 파라미터 변동에 의해서 오차가

누적될 수 있다. 또한, SOC는 배터리의 화학적 구성, 과거사용

이력, 노후화, 주변 온도, 내부 임피던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 있고, 배터리의 내부 임피던스는 비선형적이고, 비가역적

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모델링 수립과 SOC를 산출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 연구를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정확

한 모델을 수립하고 저자들에 의하여 개발된 전기 스쿠터에 적

용하여 사용가능한 SOC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충 방전시

단자 전압과 배터리의 전류를 분석함으로써, 랜들 등가 회로의

4가지 파라미터인 전달 저항 Rct,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Cdl, 내

부 저항 Ri, 그리고 개방회로전압 Voc를 분석할 수 있다. 이

파라미터는 데이터 테이블에 의해 맵핑을 통하여 제안된 SOC

알고리즘을 수식화 하여 전기 스쿠터의 BMS에 적용하고 실험

에 의하여 검증한다.

     a)전기 스쿠터             b)배터리 팩             C)BMS 

그림 1  배터리 팩과 전기 스쿠터로 개발된 BMS

2. 배터리 모델링 알고리즘

그림 2는 4가지 파라미터로 구성된 랜들 등가회로를 보여준

다. 배터리의 랜들 등가 회로는 전달 저항 Rct, 전기이중층 커

패시터 Cdl, 내부저항 Ri, 그리고 개방회로전압 Voc로 구성된

다. 전달 저항은 배터리의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저항이다. 내

부 저항은 2개의 경로로 구성되며, 배터리의 출력 단자에 포함

되는 금속저항과 전해질과 분리막의 전기 화학 저항으로 구성

된다. 전기이중층 커패시턴스는 배터리의 셀을 구성하는 전극

판 사이의 축전 용량이다. 개방 회로 전압은 배터리가 충분히

휴식을 했을 때 배터리 자체 전압이다.

     

그림 2  랜들 등가 회로

그림 3은 펄스 충 방전시의 전달저항 Rct, 내부저항 Ri, 개

방회로전압 Voc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배터리의 파라미터를 확

인하기 위해 펄스로 변동하는 충 방전 전류에서 배터리의 전압

응답을 확인 후 6개의 측정 포인트를 설정하여 3개의 파라미터

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a)펄스 충전                       b)펄스 방전

그림 3  충전/방전 전압 프로파일

3. 실험 결과

3.1 실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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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테스트 배터리의 3개 파라미터(전달 저항 Rct, 내

부 저항 Ri, 개방 회로 전압 Voc)를 추출하기 위해 제안된 실

험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실험 시나리오는 2개의 그룹으로 구

성되며 충 방전 테스트 전 배터리의 상태를 균일하게 하기 위

해서 초기화 단계를 두었으며, 펄스 테스트 전에 배터리의 휴

식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표 1은 충 방전 펄스 전류 크기에

대한 테스트 동작 시간을 보여준다.

표 1. 펄스 전류 크기 Vs. 동작 시간

펄스 전류 크기 [C-rate] 동작 시간 [min]

0.2 30

0.4 15

0.6 10

0.8 7.5

1.0 6

          

          a)펄스 충전(0.2C)                  b)펄스 방전(0.2C)

그림 4  실험 시나리오

그림 5  실험 전압 프로파일

3.2 결과

그림 5는 충 방전 테스트 동안의 배터리 전압 프로파일의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6개의 측정 포인트 중 (1), (3), (4), 그리

고 (6)번 측정 포인트는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측정한 포인트

의 전압을 분석하여 2개의 배터리 파라미터인 전달저항 Rct,

내부 저항 Ri를 계산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동작 상태에

서 파라미터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에서의 데

이터 테이블이 필요하다.

4. OCV 데이터를 사용한 SOC 추정

그림 6  SOC 추정 결과

그림 6은 논문에서 제안된 SOC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다

양한 동작 조건에서 파라미터 테이블을 사용하여 제안된 알고

리즘은 정확히 배터리의 SOC를 추정 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랜들 등가 회로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에

배터리 모델을 제안하며, 세 가지 파라미터로 전달 저항 Rct,

내부 저항 Ri, 개방회로전압 Voc로 구성 된다. 제안된 테스트

시나리오는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3개의 변수를 추출하였고, 제

안된 알고리즘은 파라미터 테이블을 사용하여 전기 스쿠터에

적용하기 위한 SOC 추정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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