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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estimating the SOC(State of Charge) of a battery cell using a neural network

algorithm. To this, we implement a battery SOC estimation simulator and derive input and output data for neural

network learning through charge and discharge experiments at various temperatures. Finally, the performance of the

battery SOC estimation is analyzed by comparing with the experimental value by Ah-counting using Matlab/Simulink

program and confirmed that the error rate can be reduced to less than 3%.

요 약

본 논문은 역전파 뉴럴 네트워크(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BPNN) 알고리즘을 이용한 배터리 셀의 잔존용량

(State Of Charge; SOC)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배터리 성능평가 시뮬레이터를 구현하고 다양한 온도에서의 충방

전 실험을 통해 뉴럴 네트워크 학습에 필요한 입출력 데이터를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배터리의 SOC 추정 성능은 Matlab/

Simulin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h-counting에 의한 실험치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오차율을 3%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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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한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데 비해 무게가 가

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용량화에 유리하고, 긴

수명 및 낮은 자연방전율로 휴대용 기기뿐만 아니

라 가정용, 빌딩용, 전기 자동차, 주파수 조정용 등

의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 이러한 ESS

확대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 따른 공해 물질이 발생되는 않는다

는 점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체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발열에

의한 배터리의 비가역적인 화학적 변성 및 최근에

이슈화된 화재로 인한 ESS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과정을 적절하게 제어

하는고도화된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배터리의

SOC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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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전기화학적으로 구성된 배터리의 SOC를 측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BMS 내에서 전

압, 전류, 온도, 임피던스를 측정함으로써 배터리의

SOC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 2].

기존의 BMS에서 배터리의 SOC를 추정하는 방

법으로는 배터리에 흐르는 충방전 전류를 적산하

여 배터리의 SOC를 추정하는 적산전류법(Ampere

hour Counting; Ah-counting)과 충방전 중 단계마

다 배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개방회로 전압(Open

Circuit Voltage; OCV)을 측정하고 전압 별 SOC

테이블을 만들어 추정하는 OCV 방법, 칼만필터

(Kalman Filter)로 대표되어지는 모델 기반 추정방

법 등이 있다. 그러나 적산전류법의 경우, 초기치

문제와 전류 센서를 통해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오차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있다[3].

OCV 방법은 배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만 유효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태추정이 필

요한 응용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모델 기반

추정 방법에서 실험을 통해 도출된 파라미터는 재

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고 사용되는 값

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SOC의 정확도가 높을지 모

르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SOC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SOC를 추정하는

데 고사양의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SOC 추정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

로 얻음과 동시에 저사양의 프로세서에도 동작이

가능한 BPNN(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에 의한 배터리 셀 SOC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배터리 성능평가 시뮬레이터를 구현하고 다

양한 온도에서 충방전 실험을 통해 뉴럴 네트워크

학습에 필요한 입출력 데이터를 도출한다. 최종적

으로 배터리의 SOC 추정 성능은 Matlab/Simulink

를 이용하여 Ah-counting에 의한 실험치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15～45도의 온도범위에서 추정 오

차율을 3%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한다.

Ⅱ. 본론

1.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SOC 추정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하여 개발

된 학습모델로, 반복적인 학습과정을 거쳐 최적의

결과치를 예측하는 기능을 가진다[5]. 본 논문은 배

터리 셀 SOC를 추정하기 위해 순전파에 의한 출력

값이 가지는 오차를 역방향으로 다시 보내면서 가

중치를 조정하는 BPN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안한 BPNN 알고리즘을 이용한 SOC

추정 모델로 숨겨진 계층의 모든 활성화 함수는

tanh (로 표시)이고 출력은 1 개의 tanh (로 표

시)로 표시된다.

Fig. 1. BPNN model for SOC estimation.

그림 1. SOC 추정을 위한 BPNN 모델

SOC의 정확도를 높이고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

해 배터리 셀에서 측정된 전압, 전류, 온도는 식 (1)

과 같이 전처리 과정을 거쳐 시간당 전력량을 입력

으로 하고 범위는 SOC와 동등하게 0～1의 값을 갖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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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사용가능한 셀의 총 전력량(3.5*3.8*

3600)을 나타내며  및 는 시간에 따라 측정된 전

압 및 전류를 나타낸다.

전처리된 hat는 모델에서 1개의 뉴런을 사용한

입력층에 입력되고, 은닉층에서는 trial-and-error

를 통해 2개의 뉴런을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출력

층에서 식 (2)와 같이 SOC를 추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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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 셀 SOC 추정을 위한 시험장치 구현

가. 배터리 충방전 시험장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SOC 추정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구성된 시험장치는 그림 2와 같다. 우선

온도 챔버에서는 배터리 시료에 대해 외부환경을

최대한 제한하고 다양한 온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며, 직류 전원공급기(DC Power Supply), 전자부

하, 보호장치로 구성된 충방전기는 펄스(Pulse)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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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충방전을 모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의 다양한 운전 프로파일(Profile)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PC에서는 충방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측정장치로 부터 전압 및 전류 데이터를 저장하

고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Fig. 2. Schematic of battery test station.

그림 2. 배터리 시험장치 구성도

그림 3은 배터리 시험장치의 각 요소별 기능을

보여준다. 우선 DAQ 시스템에서는 배터리 충방전

실험을 위한 시험 절차를 작성하고 실험 중 배터리

에 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 충방전기의 보호장치

를 작동시켜 배터리를 보호한다. 배터리 실험 중

취득한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는 SOC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 알고리즘에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각종

취득 데이터는 저장매체에 저장에 저장되고 계산

된 SOC 추정값은 실제값과의 분석을 통해 정확도

를 검증한다.

Fig. 3. Function block diagram of battery test station.

그림 3. 배터리 테스트 스테이션 요소별 기능

나. 배터리 시료 사양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사용된 배

터리 셀은 표 1과 같이 18650 타입으로 공칭전압

3.8V, 완전 충전전압 4.5V, 용량 3500mAh의 사양을

갖는다. 실험에 적용된 온도 조건은 -15～45도로 10

도 간격으로 다양한 온도 조건하에서 충방전을 실

행한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배터리의 상태 추정 알고

리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충/방전 실험을

통해 기준값으로 사용될 Ah-counting에 의한 SOC

값과 BPNN에 의한 SOC 값을 비교 분석한다.

Table 1. The battery cell specification.

표 1. 배터리 셀 사양

Classification Condition Classification Condition

Battery
Type

18650
NCM

Final
discharging
voltage

2.5V

Operation
Voltage

3.8V
Full

charging
voltage

4.5V

Nominal
Capacity

3.5Ah Temp. -15～45℃

3. Case Study

의한 SOC 추정값을 산정하기 위해 -15～45도까지

10도 단위로 UDDS(Urban Dynamometer Driving

Schedule) 프로파일을 실행하여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를 측정한다. 또한 알고리즘의 입력 데이터

는 1초 단위로 계측된 전압, 전류, 온도 값을 이용

하여 식 (1)에 의해 도출된 값을 이용한다. 이때 배

터리는 내부의 리튬이온이 안정화 되도록 해당 온

도에서 2시간 동안 휴지기간을 거친다. 이후 UDDS

프로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1C로 0.55Ah(SOC 15.7%)

만큼 방전시키다. 이는 순간 펄스전류에 의한 셀의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UDDS 프로파일은

그림 4에서 누적 방전용량이 2.8Ah가 될 때까지 이

실행된다. 이때 셀의 SOC가 0%인 2.5V까지 방전

시키지 않는 이유는 펄스 전류에 의한 과방전을 방

지하기 위함이다. 개별 온도당 실행 시간은 약 11시

간으로 19번의 UDDS 프로파일이 반복 실행된다.

그림 4를 통해 -15～45도까지 얻은 전압 및 전류

데이터는 식 (1)을 통해 전처리 한 후, 식 (2)를 통

해 SOC를 도출하게 된다. 본 논문에 제안한 방안

으로 도출된 SOC는 일반적으로 SOC의 비교검증

을 위해 이용되는 Ah-counting에 의한 SOC와 비

교를 통해 정확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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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Current and Voltage values by UDDS profile,

(a) current, (b) voltage.

그림 4. UDDS 프로파일에 의한 전류 및 전압파형,

(a) 전류, (b) 전압

그림 5의 (a)～(g)는 -15～45도까지 각 온도에서의

Ah-counting 및 BPNN에 의한 셀의 SOC 비교 결과

값을 보여준다. 여기서 붉은색 실선은 Ah-counting

에 의한 SOC 값을 나타내며, 파란색 실선은 뉴럴

네트워크로 추정된 SOC 값을 나타낸다.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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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Fig. 5. Comparison of SOC, (a) -15 degree, (b) -5 degree,

(c) 5 degree, (d) 15 degree, (e) 25 degree,

(f) 35 degree, (f) 45 degree.

그림 5. SOC 비교검증, (a) -15도, (b) -5도, (c) 5도,

(d) 15도, (e) 25도, (f) 35도, (f) 45도

Ah-counting과 제안한 BPNN의 오차는 RMSE

(Root Mean Square Error)에 의해 도출되며 그 결

과는 표 2와 같다. 여기서 오차는 0.0035～0.0252의

범위에 있으며 온도가 5～25도 범위에서 BPNN에

알고리즘에 의한 SOC 추정 성능이 매우 효과적임

을 보여준다.

Table 2. RMSE of SOC according to temperature.

표 2. 온도별 SOC 추정오차

Temp. RMSE Temp. RMSE

-15 0.0252 25 0.0082

-5 0.0093 35 0.0104

5 0.0035 45 0.0112

15 0.0064 - -

Ⅲ. 결론

본 논문은 BPNN 알고리즘을 이용한 SOC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배터리 시험장치를

구현하고 다양한 온도에서의 충방전 실험을 통해

UDDS를 이용하여 뉴럴 네트워크 학습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배터리 셀

의 SOC 추정 성능은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Ah-counting에 의한 실험치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

였다. 비교 결과 모든 온도에서 RMSE에 의한 오

차가 3% 미만으로 나타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

인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BPNN 알고리즘에 의

한 SOC 추정 성능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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