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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통신을 이용한 납축전지용 Battery Management 

System의 설계 및 구현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력선(Power Line Communication, 이하 

PLC)통신을 이용하여, 납축배터리의 효율적인 충방전 관리 및 

배터리 수명의 지표로 쓰일 수 있는 내부저항 측정 방법에 대하

여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임베디드 플랫폼을 설

계하고, 실제 UPS환경과 연동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

아본 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Energy,	PLC(Power	Line	
Communication),	배터리	충방전	관리

Ⅰ. 서 론

Battery Management System(이하 BMS)는 Li-ion 및 납

축 배터리 등의 과충전, 과열, 외부충격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등으로 인한 손상을 예측·예방 및 방지하고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Li-ion 배터리에 대한 BMS

가 대부분이나 납축 배터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

이다. 그러나 철도 신호 체계 및 교통관제 시스템의 보조전원 

시스템(UPS)의 활용 증가와 함께 BMS의 필요성이 점차로 증

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납축 배터리에 적용

할 수 있는 BMS를 설계하며, 각각의 납축 배터리 셀의 상태 전

달 방법 및 배터리 셀 유지관리를 위한 납축 배터리의 내부저항 

측정 방법, 그리고 실제 UPS연동시 발생할 수 있는 PLC통신중

의 노이즈 제거 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한다. 

기존 BMS의 배터리 팩에 대한 상태 및 충방전 방식에서 배터

리 팩내 개별 셀에 대한 상태 검지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하여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하여 개별 배터리 셀단위

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구축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잇점이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배터리셀의 상태정보 수집방법으로 

별도 통신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각 배터리 셀에 접지되

어 있는 DC전원선을 통한 PLC통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력선통신(PLC)이란 일반가정이나 사무실에 전기를 공급

하는 전력선을 이용해서 음성과 문자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

는 기술로 192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다. 별도 통신선 없이 전

기플러그만 꽂으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은 물론 인터넷전화, 홈

네트워킹, 홈오토메이션, 원격 검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활용

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전류는 주파수 60Hz대역이

고, 전압은 110V~220V이다. 전력선통신은 60Hz 이외의 주파

수 대역, 즉 1~30MHz 주파수 대역에 통신신호를 실어 보냄으

로써 초고속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전력선을 타고온 통신신호

는 변압기 주변에 설치된 라우터와 댁내에 설치된 모뎀을 통해 

전력과 통신신호가 분리, 최종사용자가 전력선을 타고 온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 본 논문에서는 충방전 

및 배터리 상태 표출을 위한 Master BMS와 배터리셀의 상태

를 측정하는 Sub BMS 사이에 상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

으로 PLC 통신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별도 통신선없이 배터리

의 상태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Ⅱ.1절에서 PLC 통신을 이용하는 BMS 

시스템을 제안하며, Ⅱ.2절에서 각 납축 배터리 셀의 상태정보

를 수집하기 위한 Master BMS와 Sub BMS를 제안한다. 그리

고 Ⅱ.3절에서 각 납축 배터리 셀의 상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PLC 통신 모듈을 제안하고, Ⅱ.4절에서 개별 배터리 셀의 수

명을 알 수 있는 기준으로써, 납축 배터리에 적합한 내부저항 

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Ⅱ.5절에서 PLC 통신을 이용한 

BMS와 UPS연동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감쇄 혹은 제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Ⅱ.6절에서 구현사례를 살

펴본다.

Ⅱ. 본 론

1. PLC통신을 이용하는 BMS시스템

PLC통신을 이용하는 납축 배터리 BMS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배터리 셀의 상태 정보(전압, 내부저

항, 온도)를 수집할 수 있는 다수의 Sub BMS와 수집된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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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셀의 상태 값을 토대로 충·방전 제어 및 경보 표출을 위한 

Master BMS로 구성되며, Master BMS와 Sub BMS는 전력

선통신(PLC)를 이용하여 센싱데이터 값을 송수신한다. 하나의 

Sub BMS는 총 10대의 배터리 셀의 상태정보 값을 표출할 수 

있으며, Master BMS는 총 64개의 Sub BMS를 통해 배터리 시

스템을 제어한다. 

<그림 2>와 같이 Master BMS는 UPS와 배터리 시스템 사이 

충방전 제어를 위한 IGBT 스위치와 제어부 및 PLC통신부로 구

성된다. 그리고 Sub BMS는 배터리 셀에 부착되어 해당 배터리 

셀의 전압, 온도, 내부저항을 측정하고, UPS로 연결되어 있는 

전력선을 통하여 Master BMS와 별도의 통신선 없이 배터리 

셀의 상태 값 및 제어 신호를 송수신한다.

<그림 3>은 BMS시스템내 설정된 이상 전압/전류/온도에 따

른 충방전 제어 흐름도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일정 전압(전류) 

및 온도 값 범위를 벋어날 때, 충전을 멈추며, 방전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UPS의 방전기능을 유지한다. 

2.  배터리 셀별 상태 수집을 위한 Master BMS 및 

Sub BMS 설계

Master BMS는 각각의 Sub BMS와 PLC통신을 통하여 망을 

구성하며, 배터리 셀의 상태값을 수집한다. 또한 전체 전압 및 

전류와 IGBT의 온도를 층정하여 이상 상황을 분석하여 자동으

로 충·방전 상태를 제어하도록 한다.

<그림 4>는 제안된 Master BMS의 구성도를 나타내며, 각각

의 셀의 상태정보 수신을 위한 PLC 통신 모듈, 충·방전 스위

칭을 위한 IGBT 제어 회로, 경보 표출을 위한 LED 및 스피커

로 이루어전 이상상황 표출 모듈과 수집된 상태 값을 토대로 경

보 상황 및 충·방전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 모듈로 이루어진다.

그림 1. 제안 시스템 구성

그림 4. Master BMS의 구성

그림 3. 설정 값에 따른 제안 시스템의 충·방전 제어

그림 2. Master BMS와 Sub BMS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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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구현된 Master BMS이다.

<그림 6>은 제안된 Sub BMS의 구성도를 나타내며, 각각의 

배터리 셀의 상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모듈과 이를 가공 

및 통합하는 전송 모듈, 그리고 배터리셀의 상태 정보 송신을 

위한 PLC 통신 모듈로 구성되며, <그림 7>은 구현된 Sub BMS

이다.

3. 배터리 셀별 상태 수집을 위한 PLC통신 모듈

Master BMS와 Sub BMS는 <그림 8>과 같이 UPS와 배터리 

셀간에 연결되어 있는 전력선을 이용하여 PLC 통신 망을 구성

한다.

표 1. 데이터 통신을 위한 PLC 통신 모듈의 Sepc.

항 목 내 용

Shape/Size 65.3mm(D)	x	30mm(L)

Processor
Controller	:	Renesas	R5F1007E

PLC	Chip	:	Qualcomm	QCA7000

Ports

RS-232	Port

RS-485	Port

GPIO	Port

Debug	Port

Power DC	3.3V

Baud	Rate 9600bps

<표 1>은 PLC 모듈의 명세이며, <그림 9>는 구현된 PLC 모

듈이다.

PLC 통신을 위한 IC는 통신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Qualcomm QCA7000을 이용하였으며, 내부적인 데이터 송

수신 제어 및 SNMP 및 통신 Stack 구현을 위하여 Renesas 

MCU를 사용하였다. QCA7000과 Renesas MCU 는 SPI 및 

UART 인터페이스로 연동되며, PLC 통신 모듈과의 인터페이

스는 I2C를 이용하여 Master BMS 및 Sub BMS와 데이터 통

신을 수행한다.

그림 5. Master BMS 의 구현

그림 7. Sub BMS의 구현

그림 8. 배터리 셀의 상태정보 수집을 위한 PLC 망 구성

그림 6. Sub BMS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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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축 배터리에 적합한 내부저항 측정 알고리듬

납축전지 내구저항의 측정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림 7>

과 같이 수백 Hz, 수십mAh정도의 교류 정전류원을 측전지에 

흘려 배터리 내부저항에서 발생하는 교류전압강하만을 검출하

고, 이 교류전압강하를 저항으로 환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2].

그러나 실제 배터리 시스템에서는 UPS와 배터리 사이의 전력

선 길이에 대한 내부저항 값과 배터리 단자 재질에 따른 내부저

항 값이 존재한다.

이에 측정된 배터리 셀의 내부저항 값( )에 전선 자체의 

단위 내부저항값( ) 및 전선의 길이( )를 고려하여 납축 배

터리에 적합한 수식을 도출해야 한다. 수식 1.은 제안한 내부저

항 측정 수식이다.

수식 1. 제안된 내부저항 측정 수식

5. UPS 연동시 PLC 노이즈 고려사항

PLC 통신은 전력선을 매체로 통신 하기 때문에 통신용 케이

블이나 광섬유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에 비해 구현이 어렵다. 또

한 높은 부하와 간섭 현상, 노이즈, 가변하는 임피던스와 신호 

감쇄 현상 등의 특수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한된 전송 전력을 통

해 데이터를 전달해야 한다.

BMS 시스템에서 PLC 통신을 이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UPS의 자체 발생 노이즈이며, 실제 제안된 BMS시스템 

구축시 UPS의 충·방전 전환시 PLC 링크 오류 및 데이터 통신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UPS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60Hz AC전원의 전수배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노

이즈(Harmonic Noise)

-  충·방전 스위칭시 발생하는 임펄스 노이즈(Impulse 

Noise, <그림 11> 예시)

이러한 UPS인가 시 발생하는 노이즈는 제안된 BMS 시스템

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야기 시킨다.

-  PLC 통신을 이용한 Master BMS 및 Sub BMS 간 링크 미

연결 현상 발생

-  PLC 통신중 UPS 스위치 동작시 기존 연결 해제 현상 발생

-  PLC통신중 대역폭의 현저한 감소 현상 발생

- 망 간섭에 의한 링크 및 통신 불량 현상 발생

- 인접한 PLC 망간 간섭에 의한 통신 불가(<그림 12> 예시)

그림 9. PLC 모듈의 구현

그림 10. 납축전지의 내부저항(임피던스) 측정 개요

그림 11. Impulse 노이즈

그림 12. 인접한 PLC 망간 간섭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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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UPS 자체 노이즈에 따른 PLC 통신 불

량 문제를 라인 필터를 이용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필터 기술을 이용한 노이즈 감쇄방법은 도체를 통해 전달되

는 전도 노이즈 및 자유 공간으로 방사되는 방사 노이즈의 대표

적인 방안으로 PLC 통신 불량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적용

된 노이즈 필터는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전원계 / 신호계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전원용 필터는 고전

압, 대전류에 견디도록 설계되며 일반적으로 30MHz 이하의 낮

은 주파수 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통산 30MHz 이상의 주파

수 대역에서 적은 전류의 신호계에 사용되는 신호용 필터는 실

제 제품에 적용해 보면서 각각의 경우에 맞는 최적의 필터를 적

응적으로 실험 및 최적화 하였다.

<그림 13>은 UPS 의 충·방전 전환시 발생하는 임펄스 노이

즈의 감쇄 효과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4>는 감쇄 효과를 수

그림 13. Noise Filter의 Impulse 감쇄 효과

그림 15. 제안된 UPS Noise 필터 회로

그림 17. 다수 Master BMS 연동 및 상태값 표출 구현예

그림 18. 납축 배터리 셀별 내부저항 변화 추이 표출 구현예

그림 14. Noise Filter의 Impulse 감쇄 효과

그림 16. 모바일App BMS 연동 GUI 구현

표 2. 제안된 Noise 필터 특성

항 목 내 용

Capacity 10Ah	~	60Ah

Wide	Band High	Attenuation	Effect	Against

Bad	Width 150kHz	~	3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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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화 하여 나타내었다.

6. 제안 시스템 구현 사례

제안된 BMS 시스템은 모바일 App과 연동하여 제어 및 경보 

신호 수신이 가능하며 <그림 16>은 구현된 모바일 App의 기본 

GUI이다.

또한 다수의 Master BMS를 이더넷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서

버와 연동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7>은 모니터링 서버의 기

본 GUI 이며, <그림 18>은 개별 배터리 셀에 대한 시간대별 내

부저항 표출 GUI 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LC 통신을 이용한 납축전지용 Battery 

Management System을 제안하고 구현하였으며, 납축 배터리 

셀의 노후화를 알 수 있는 내부저항 측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고, 실제 UPS 인가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기

술하였다.

Ⅱ.1절에서는 PLC통신을 이용한 BMS 시스템을 제안하였으

며, Ⅱ.2절에서 각 납축 배터리 셀의 상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Master BMS와 Sub BMS을 제안 및 설계하였다. Ⅱ.3절에서 

각 납축 배터리 셀의 상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PLC 통신 모듈

을 설계 및 제안하였으며, Ⅱ.4절에서는 개별 배터리 셀의 수명

을 알 수 있는 기준으로써, 전원선의 내부저항 및 길이를 고려

한 내부저항 측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Ⅱ.5절에서는 UPS

의 충·방전 스위칭시 발생하는 임펄스 노이즈(Impuls Noise)

에 따른 PLC 통신 불량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Ⅱ.6절에서

는 모바일 App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통한 구현사

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PLC를 이용한 Battery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배터리 셀 단위의 유지보수를 통해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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