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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attery management system requires accurate information on the battery state of charge (SOC) to achieve

efficient energy management of electric vehicle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Although correct SOC estimation

is difficult because of the changes in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battery attributed to ambient

temperature, service life, and operating point, various methods for accurate SOC estimation have been reported.

On the basis of piecewise linear (PWL) modeling technique, this paper proposes a simple SOC observer for

lithium-polymer batteri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the SOC estimated by the PWL SOC observer, the SOC

measured by the battery-discharging experiment and the SOC estimated by the extended Kalman filter (EKF)

estimator were compared through a PSIM simul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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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화석 에너지의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책

으로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

터리에 저장한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를 사

용하는 시스템으로는 태양광/풍력 시스템,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폰 등이 있다.
[1]-[4]

BESS를 이용하는 전기시스템의 최적 운용을 위해서

배터리 SOC(State Of Charge)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2] 특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

드 자동차의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와 지

능형 신재생에너지 활용분야는 배터리 SOC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 제어전략을 수립한다.[5]-[7]

그러나, 배터리는 충/방전과정에서 히스테리시스 효과,

단기/장기 완화(relaxation) 효과, 주위온도, 동작점, 사용

기간 등에 따라서 전기적 특성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

여 정확한 SOC 추정이 쉽지 않다.
[6],[8],[9]

배터리 SOC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득을 위해 전기회

로 또는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배터리 모델링 기법
[10]
과

전류적산 계산법
[2]
, 개방회로 전압법

[11]
, 확장칼만필터

[12]

또는 관측기 이용법
[13]-[15]

과 같은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대용량 시스템에서 활용을 위한 완성된 방법은 계속 연

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최근 급속히 보급되는 리튬폴리머 배터리

의 SOC 추정을 위한 구간선형화(PWL) 모델링 기반의

상태관측기를 제안하며, 향후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에는 참고문헌[8]에서 수행된 펄

스전류를 이용한 충/방전 실험데이타를 활용하였으며,

SOC 관측기의 추정 성능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다.

2. 배터리 모델

2.1 배터리 모델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리튬-폴리머 배터리와

연결 부하의 전기회로 모델이다.
[8]
배터리는 내부저항

, 확산저항  , 확산커패시턴스  및 충전용량 커

패시턴스 로 모델링되며 의 개방회로 전압 는

충전량(SOC)의 비선형 함수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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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ivalent circuit of battery connected to a load.

배터리 출력전압  는 개방회로 전압  , 고속응

답 특성의 과도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 저속응답 특

성을 표현하는 
로 구성되며, 전압   와 방전전류

 의 관계는 식(1)과 같다.

 ⋅ (1)

2.2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배터리 모델링

배터리 방전전류 를 기준으로 하여 시각 에서

SOC 는 식 (2)와 같다.

 

 




  (2)

배터리 등가회로도에서 확산 커패시턴스 의 전압

는 식(3)을 만족한다.




 


(3)

는 SOC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식 (1)의

 는 식 (4)와 같이 쓸 수 있다.

   ⋅ (4)

식 (2), (3), (4)를 이용하여 그림 1의 배터리 회로를

임의 시간  에서 이산 상태공간 방정식으로 표현하

면 식 (5), (6)과 같다.

 ⋅⋅            (5)

 ⋅⋅ (6)

여기서, 시간 에서     

이고,

  이고, 는 프로세스 노이즈이고 는 측정 노이

즈이며, 노이즈의 평균값은 0이고 분포특성은 가우시안

이다. 식 (5), (6)의 , , , 는 다음과 같다.

Fig. 2. Diagram of SOC state observer for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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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의 첫번째 항


의 크기는 구간선형모델

로 표현된 - 특성곡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3. 상태 관측기

그림 2는 배터리 출력전압  와 부하전류 를 이용

한 배터리 SOC 관측기의 연속시간에서의 구성도이다.

전압  와 전류 는 배터리에 연결된 부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1 배터리 모델의 이산상태 방정식 (5),

(6)을 이용하여 동일차원으로 구성된 배터리 이산시간

상태관측기는 식 (11), (12)와 같다.

⋅
⋅              (11)

⋅
⋅ (12)

여기서 는 시간 에서의 상태추정 벡터

 

이고, , , , 는 식(7), (8), (9), (10)

과 같다.

그림 2의 SOC 상태관측기의 이산시간에서의 추정

오차(error)는 식 (13)을 만족한다.

 ⋅⋅ (13)

여기서  
이고 ⋅의 고유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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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Ω]  [Ω] [µF] [µF] %SOC   [Ω]  [Ω] [µF] [µF]

0 3.4182 0.086 0.248 1068.7 471.3 - - - - - -

5 3.65531 0.077 0.143 828.8 2376.6 60 3.87075 0.065 0.054 350.7 2964.8

10 3.69886 0.071 0.087 580.8 4257.9 65 3.91513 0.065 0.074 401.8 3761.8

15 3.73745 0.069 0.084 605.6 5748.0 70 3.94383 0.064 0.075 404.2 4011.0

20 3.76076 0.068 0.077 642.8 9419.4 75 3.9756 0.064 0.069 388.8 3791.1

25 3.778 0.067 0.064 641.0 6163.2 80 4.00974 0.064 0.063 474.6 3091.0

30 3.78484 0.067 0.064 653.2 11446.0 85 4.05154 0.063 0.061 484.4 3066.5

35 3.78861 0.067 0.062 593.4 17358.0 90 4.09352 0.063 0.056 523.0 2836.8

40 3.79617 0.067 0.060 564.7 10814.8 95 4.13901 0.063 0.046 579.0 2567.4

45 3.80778 0.065 0.058 564.5 8554.7 100 4.18865 0.063 0.046 579.0 2567.4

50 3.82327 0.066 0.053 551.1 6721.2 Mean 0.067 0.077 569.1 5714

55 3.84296 0.066 0.049 481.3 4861.3 Stdev 0.005 0.045 162 4032

TABLE Ⅰ

BATTERY OPEN CIRCUIT VOLTAGES AND PARAMETERS ACCORDING TO %SOC

산시간 영역에서 절대값이 1보다 작도록 피드백 이득

를 설정하여야 한다.

4. 배터리 데이터 취득

그림 3은 프로그래머블(Programmable) 임펄스 전류

공급 및 전압/전류 데이터 측정 기능이 있는 멀티미터

(YOKOGAWA GS-820)를 이용하여 배터리 충/방전 실

험을 수행하여 취득한 리튬폴리머 배터리(ENERTECH,

Inc.) 전류 와 전압  의 파형이다. 배터리 정격용량

은 0.73[Ah]이고 정격전압은 3.79[V]이며, 배터리의 컷오

프 전압은 각각 3.4[V]와 4.2[V]로 설정하였고, 펄스전류

원 는 크기 0.73[A], 펄스폭 180[sec], 주기 3600[sec]로

설정하였다. 실내온도 25[℃]에서 펄스전류에 의한 SOC

5%씩 감소가 20회 진행되는 동안 배터리 내부온도 변화

는 무시하고 1[sec]마다 전압/전류를 측정하고, 선형보간

법을 사용하여 연속시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8]

그림 3의 배터리 전압  , 전류 와 배터리 전기회

로 모델 및 동작모드를 이용하여 배터리 파라미터 ,

 ,  및  를 구할 수 있다.
[8] 가 0～100% 범위

에서 5%씩 변화할 때 ,  ,  및  의 값과 전체

평균값(Mean) 및 표준편차(Stdev)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에 대한 의 관계는 1차 방정식 (14)를 사용하

여 구간별 선형화하였으며, 그림 (4)는 전영역에서 
에 대한 의 특성 곡선이다.

  ⋅   for   ⋯ (14)

5. 상태관측기를 이용한 SOC 추정

PWL 모델링에 기반하여 배터리 충전량 상태관측기의

(a)

(b)

Fig. 3. Measured waveforms of the discharge current and

the terminal voltage of lithium battery : (a)  . (b)  .

Fig. 4. Functional relation of  - of lithium battery in

discharging mode.

고유치가 연속시간영역에서 [–0.5, -0.001]에 위치하도록

피드백 이득   
 를 구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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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OC구간 Gain  Gain 
1 0∼5 0.0124 -0.1612

2 5∼10 0.0301 -0.1913

3 10∼15 0.0145 -0.2006

4 15∼20 0.0241 -0.2006

5 20∼25 0.0317 -0.2007

6 25∼30 0.0663 -0.2004

7 30∼35 0.1226 -0.2005

8 35∼40 0.0538 -0.2

9 40∼45 0.0323 -0.1994

10 45∼50 0.0234 -0.1992

11 50∼55 0.0164 -0.1981

12 55∼60 0.0094 -0.1953

13 60∼65 0.0047 -0.1911

14 65∼70 0.0115 -0.1983

15 70∼75 0.0106 -0.1985

16 75∼80 0.0087 -0.1971

17 80∼85 0.0079 -0.1984

18 85∼90 0.0078 -0.1982

19 90∼95 0.0071 -0.1982

20 95∼100 0.0059 -0.197

Mean 0.02506 -0.19621

Stdev 0.0282 0.00868

TABLE Ⅱ

OBSERVER GAINS ACCORDING TO %SOC

이득 의 값은 최소 0.047에서 최대 0.1226의 범위를

 크기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화하며, 평균값은 0.025,

표준편차는 0.028이다. 의 값은 -0.2와 -0.01612 범위

에 존재하며 평균은 -0.196이고 표준편차는 0.0087이다.

따라서, 피드백 이득 의 값은  크기에 영향을 거

의 받지 않는다.

5.1 구간선형화 모델 관측기

펄스크기 0.73[A], 펄스폭 180[sec], 주기 3600[sec]으

로 설정된 그림 3 (a)의 펄스전류 를 이용하여 배터리

충전량 0～100% 영역에서 5%씩 방전 실험을 수행하여

취득한 배터리의 ( ,  )를 PSIM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구현된 구간선형 관측기의 ( ,
 )와 비교하였다.

그림 5 (a)는 펄스전류 에 의한 측정값  와 PWL

관측기의 추정값 이고, 그림 5 (b)는 와 추정값

이고, 그림 5 (c)는 이며, %추정오차값
과 같다. PWL 관측기는 전구간에서 실험값을 추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a)에 원으로 표시된 Zone I는 0～3780[sec] 구간

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방전 펄스 전류에 대한 배터리 단자

전압이다. 그림 6은 Zone I와 관련된 펄스전류, 단자전압,

충전량을 확대한 파형이며, 관측기의 초기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 상태변수 의 초기추정값은 0으로 설정되어 있

으나, PWL 관측기는 첫 방전펄스에 의한 배터리 상태 변

화에 대한 추정오차를 360[sec]이내에 1.7% 미만으로 감소

(a)

(b)

(c)

Fig. 5. Waveforms of piecewise linear SOC observer : (a)  

and (vtO). (b)  (SOC) and
 (socO). (c ) %SOC

estimation error(errO).

시키며, 추정 정보를 확보한 두 번째 펄스에 의한 방전과

정에서 추정 오차는 전구간에서 1% 미만으로 유지하여,

제안된 관측기는 추정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2 피드백게인의 평균값을 이용한 관측기

그림 7은 펄스전류를 이용하여 배터리 SOC가 5% 변

화할 때마다 계산한 배터리 상태추정기의 피드백 이득

  
의 평균값     을 사용하여

관측기를 구성하고, 충전량의 추정값  (socOA)의 파

형이며, 그림 5 (b) 파형(SOC, socO)을 추가하여 비교하

였다. 그림 7(a)에서 펄스전류에 의한 5% SOC가 20회

방전하는 과정에서 두 상태관측기의 SOC를 추정 성능

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a)의 원으로 표시한 영역 A, B, C는 충전량

70%, 50%, 30% 영역이며, 그림 7 (b)～(d)는 SOC 추정

오차를 확대한 파형이다. 충전량이 변화하면 구간선형

상태관측기의 오차 errO와 피드백게인의 평균값을 사용

한 상태관측기의 오차 errOA의 크기는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표 2의 피드백 게인 의

평균값과 구간별 크기 변화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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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Waveforms of PWL SOC observer to the first

discharging impulse current: (a)  . (b)  and
(vtO). (c )

 (SOC) and
 (socO).

5.3 피드백게인 및 배터리 파라미터의 평균값을 이

용한 관측기

그림 8은 배터리 SOC가 5% 변화할 때마다 추정한

배터리    의 평균값     

과 관측기   
의 평균값     

을 사용하여 구현한 상태관측기를 이용하여 추정한 충

전량 의 파형 socOAA이다. 그림8 (b)는 추정오차

errOAA 이며, 그림 5(c)와 비교하면, SOC 크기에 따라

추정오차의 크기와 응답특성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5.4 확장칼만필터와 성능 비교

본 연구는 구간선형 관측기의 SOC 추정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서, 비선형 고차시스템의 상태추정을 위해 사

용되는 확장칼만필터(EKF) 방법과 비교하였다.
[12]
부록

에 제시된 EKF 행렬 , , , 는 식 (7), (8), (9),

(10)과 같으며, 샘플링주기는 0.5[sec], 프로세스 노이즈

의 평균 0, 공분산 는 [0.001, 0 ; 0, 0.001]인 가우시

(a)

(b)

 (c)  

(d)

Fig. 7. Waveforms of the piecewise linear observer & the

average feedback gain observer: (a)  and
 . (b) %SOC

estimation error at region A. (c) %SOC error at region B. (d)

%SOC error at region C.

안노이즈로, 측정노이즈 는 평균 0, 공분산 은 0.001

인 가우시안 노이즈로 설정하였다.

그림 9는 SOC의 계측값, EKF 추정값, 구간선형 관측

기의 추정값의 비교 파형이다. 그림 9 (a)에서 5% 펄스

방전에 의해 변화되는 SOC에 대한 두 방법의 추정오차

크기의 차이는 전영역에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 9 (a)의 원으로 표시한 영역 A, B, C를 확장한 그

림 9 (b)～(d)에서, EKF의 수렴속도가 더 빠르고, 두 방

법에 의한 추정오차의 상대적 크기는 충전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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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Waveforms of SOC observer using average feedback

gains and average parameters: (a)  and
 (socOAA). (b)

%SOC error(errOAA).

6. 결 론

본 논문은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SOC 추정을 위한 구

간선형 모델링 기반의 SOC 관측기를 제안한다.

펄스전류를 이용한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충/방전 실험

을 통하여 얻어진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구간선형화 기

법에 의한 SOC 관측기를 구성하였으며, 제안된 구간선형

SOC 관측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방전실험을 통한 SOC

계측값 및 확장칼만필터를 이용한 SOC 추정값과 비교하

였고, 연구는 PSIM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EKF 방법과 비교하면, 구간선형 관측기 방법은 피드백

이득 를 미리 계산해야 하지만, 부록 (A-2), (A-3) 및

(A-5)에 의한 행렬곱과 역행렬 계산이 필요없으므로, 실

시간 연산량의 부담이 적다.
[16]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간선형 SOC 관측기는 배터리 충

전량에 따라 추정오차의 크기가 달라지며, 충전량 30%영

역에서 1% 정도의 최대 추정오차가 발생한다. 관측기의

이득 에 의한 응답속도의 조절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

는 EKF 방법보다 느린 응답속도로 갖는다.

본 논문의 상태관측기는, 배터리 동작온도가 변화하면,

표 1 배터리 파라미터가 변화하고, 표 2 피드백 이득 도

다시 계산해야한다. 온도에 따른 배터리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보간법이 없다면, 구간선형 관측기 구현을 위

해서 Lookup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제안된 구간선형 관측기를 이

용한 SOC 추정 방법을 대용량 BESS 현장에 적용하기 위

해서 온도, 사용연한 등 배터리 특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요인이 추가로 포함될 것이다.

(a)

(b)

(c)

(d)

Fig. 9. Performance comparison of piecewise linear observer &

EKF estimator (a) %SOC errors of PWL observer & EKF

estimator in discharging mode (b) enlarged region A. (c)

enlarged region B. (d) enlarged region C.

부 록

■ 확장칼만필터 예측과정


 (A-1)

 
  (A-2)

■ 칼만게인

 
 

 (A-3)

■ 확장칼만필터 보정과정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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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

여기서, 는 프로세스노이즈 의 공분산이고, 은 측

정노이즈 의 공분산이다.

이 논문은 2012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ferences

[1] K. C. Divya and J. Østergaard, “Battery energy storage

technology for power systems—an overview,” Electric

Power Systems Research, Vol. 79, pp. 511–520, 2009.

[2] S. Piller, M. Perrin, and A. Jossen, “Methods for

state-of-charge determination and their applications,”

Journal of Power Sources, Vol. 96, pp. 113-120, 2001.

[3] P. Nusawat, S. Adulkasem, and C. Chantrapornchai,

“Battery discharge rate prediction model for mobile phone

using data mining,” IEE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ST, pp. 69–74, Jan. 30-31, 2014.

[4] L. Zhang, B. Tiwana, Z. Qian, Z. Wang, R. P. Dick, Z. M.

Mao, and L. Yang, “Accurate online power estimation and

automatic battery behavior based power model generation

for smartphones,”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dware/Software Codesign and System Synthesis,

pp. 105-114. Oct. 2010.

[5] C. Romaus, J. Bocker, K. Witting, A. Seifried, and O.

Znamenshchykov, “Optimal energy management for a

hybrid energy storage system combining batteries and

double layer capacitors,” IEEE Conference Proceeding of

ECCE, pp. 1640–1647, Sep. 20-24, 2009.

[6] Y. Xing, E. W. M. Ma, K. L. Tsui, and M. Pecht, “Battery

management systems in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Journal of Energies, Vol. 4, pp. 1840-1857, 2011.

[7] G. Chen, Z. J. Bao, Q. Yang, and W. J. Yan, “Scheduling

strategy of hybrid energy storage system for smoothing

the output power of wind farm,” Conference Proceeding of

IEEE 10th ICCA, pp. 1874–1878, 2013.

[8] K. W. Jang and G. B. Chung, “A SOC estimation using

kalman filter for lithium-polymer battery,” Transactions of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Vol. 17, No. 3, pp.

222-229, Jun. 2012.

[9] C. Zhang, J. Jiang, W. Zhang, and S. M. Sharkh,

“Estimation of state of charge of lithium-ion batteries used

in HEV using robust extended kalman filtering,“ Journal of

Energies, Vol. 5, No. 4, pp. 1098-1115, April, 2012.

[10] K. W. Jang, H. J. Kim, and G. B. Chung, “Comparison of

battery modelings and SOC estimation methods,” in Annual

Conference of the KIPE, pp. 87-88, Jul. 2010.

[11] I. Snihir, W. Rey, E. Verbitsky, A. B. Ayeb, and P. H. L.

Notten, “Battery open-circuit voltage estimation by a

method of statistical analysis,” Journal of Power Sources,

Vol. 159, No. 2, pp. 1484–1487, Sept., 2006.

[12] G. L. Plett, “Extended kalman filtering for battery

management systems of LiPB-based HEV battery packs :

part 3. state and parameter estimation,” Journal of Power

Sources, Vol. 134, pp. 277–292, Aug. 2004.

[13] I. S. Kim, “The novel state of charge estimation method

for lithium battery using sliding mode observer,” Journal

of Power Sources, Vol. 163, Issue 1, pp. 584–590, Dec.

2006.

[14] H. G. Kim, S. J. Heo, and G. B. Kang, “Modeling and

state observer design of HEV li-ion battery,” Transactions

of KIPE, Vol. 13, No. 5, pp. 360-368, Oct. 2008.

[15] J. Lee, J. Jo, S. Kim, and H. Cha, “The state of charge

estimation for lithium-polymer battery using a PI

observer,“ Transactions of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Vol. 20, No. 2, pp. 175-181, Apr. 2015.

[16] Y. Zhang, Z. Zhao, T. Lu, L. Yuan, W. Xu, and J. Zhu,

“A comparative study of luenberger observer, sliding mode

observer and extended kalman filter for sensorless vector

control of induction motor drives,” IEEE Conference

Proceeding of ECCE, pp. 2466-2473, 2009.

정교범(鄭敎範)

1959년 12월 20일생. 1983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5년 동 대학원 전기공

학과 졸업(석사). 1992년 Univ. of Florida(공

박). 1992년～1993년 Virginia Tech (Post

Doc.). 1993년～1995년 한국전기연구소 선임

연구원. 1995년～현재 홍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당 학회

협력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