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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erging demands for rechargeable battery for various applications needs more effective battery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prediction of the usable time about a battery. Many prediction methods have been suggested but none of them

come into bounds of reliability.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prediction algorithm for the remaining capacity of a

rechargeable battery by using the transformed curve based on its impedance. Hardware for monitoring a battery was

designed and made. Through a series of experiment, we show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prediction algorithm

of a battery’s remain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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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수요는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능형 로봇, 의료장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에도 장비구동, 데이터

백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터리 또는 2차 전지를 많

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해 나감에 따라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어

진 용량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저 전력 제품이나 효율적인 전력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배터리 사용기기의 효과적인 전력관리는 배터

리의 전원상태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현재 2차 전지의 성능, 잔존용량, 열화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와 기술들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일반적으로 2차 전지 잔존용량 평가에 가장 많이 적용

되는 기존 방식들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

다. 첫 번째 방법은 전지단자 전압법으로 전지의 양단

전압을 측정하여 전지의 잔존용량을 평가한다. 이 방법

은 간단하지만 전지의 열화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측정

오차가 매우 크다. 두 번째 방법은 충방전 전하연산법

으로 전지에 충전된 전하량에서 방전되는 전하량을 감

산하여 잔존용량을 예측한다. 이 방식은 오차 성능은

개선되나 전지열화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정밀도는

20% 이하로 낮다. 세 번째 방법은 내부저항 측정법으

로서 열화로 인한 전지 내부저항 값을 측정하여 잔존

용량을 연산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활용 내부저항 측

정이 오프라인으로 행해져서 실시간 구현이 어렵고, 측

정용 계측기의 정밀도가 높아야 되므로 장치 가격이

상승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사용 시스템이 동작 중에 정전

이나 배터리 전원계통에 이상시 또는 외부충격이나 열

화로 인해 배터리 용량의 급격한 감소로 배터리 잔존

용량이 크게 부족할 때나 충전장치 고장 등 극한환경

에 처했을 때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스템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사용 시스템의 에너지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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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배터리 특성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

인 배터리의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그 변화를 기반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변환커브

(Transformed Curv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부하상태에

서 현재의 배터리 정보(전압, 전류, 온도, 임피던스)와

이를 바탕으로 계산 되어진 배터리의 잔량과 전지의

이상 유무, 배터리의 사용가능시간 예측, 충전잔여시간

을 예측하고자 한다. 

2. 배터리 잔존용량 예측 알고리즘

2.1. 변환 커브

변환 커브기술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임베디드

및 모바일 장치의 배터리 수명을 온오프라인으로 예측

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예측 기

반을 두고 있다.

Fig. 1과 같이 동일한 배터리에 있어 일정부하방전

특성으로 인해 종지 시간이 다른 2개의 방전곡선으

로 부하의 정도에 따라 방전시간이 달라짐을 의미한

다. Fig. 2는 두 방전곡선에 대해 방전전압에 대한

시간 축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표시하였다. 시간특성

변환 커브는 시간의 선형적인 특성을 통해 지속적인

부하조건에서 배터리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는 배터리 사용모드에 따라서 일정부하보다

가변부하상태가 많은 관계로 가변부하 상태에서의 실

제 방전 곡선을 시험하고 변형된 카운터 부분을 작성

하고 가변부하특성으로 DB를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변환된 시간특성 커브(t. t)도 가변부하일 경우 완전한

선형성을 확보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

간법을 적용해서 선형성을 확보하고 예측을 이력을 기

반으로 남아있는 배터리의 수명 곡선을 표시한다. 

시스템의 일정한 부하상태에서 방전전압측정을 한번

에, 전체 사이클을 하고 확실한 예측양식에 현재 작업

부하의 일부 전압곡선을 변환에 사용한다, 즉 변형된

곡선의 흐름을 기반으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수명

을 예측한다. 

2.2. 배터리 잔존 용량 예측방법의 특성 

Fig. 3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미래의 배터리 잔량

을 통계적으로 예측하였다. 일반적으로 변형된 전압곡

선의 어떤 지점의 기울기가 파워소모의 크기로 나타난

다.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미래의 전력 소비량을 모델

로 할 수 있다.

배터리로부터 샘플 된 전압곡선(V, t)는 이미 통계적

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준 곡선을 사용하여 변형된다.

그 다음 예측 방법은 변형된 곡선이 적용되고 (t, tref)

쌍의 연속이며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배터리 수명을

예측이 가능하다. 즉 오프라인에서 미리 통계적으로 만

들어진 기준커버와 온라인에서 측정된 전압커버를 변

형 및 모델링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기준 곡선도 또한 곡선 최적화 또는 보간법을 사용

하여 지속적인 수리 형태로 변형되어야 예측의 정확도

가 확보 가능하다.

Fig. 1. Discharge curve under constant load.

Fig. 2. Transformed curve by time function.

Fig. 3. Prediction flow for the remaining capacity of a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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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터리 잔존 용량 예측 모델링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배터리 수명 예측 모

델은 다음과 같은 7개 단계를 거쳐 얻어질 수 있다. 

(1) 사용하고자 하는 배터리의 방전특성에 대한 반복

적인 시험을 통해 Fig. 4(a)와 같은 방전특성 커브를

얻는다. 이때, 방전특성곡선은 만충전 전압에서 종지

전압까지의 시간에 따른 전압 커브를 의미한다.

배터리 용량의 100~80% 까지의 방전커브를 조합해서

평균값을 갖는 기준방전커브를 Fig. 4(b)와 같이 추출한

다.이 값은 사전에 DB 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이다. 

(2)예측하고자 하는 배터리에 대한 방전 특성 곡선을

얻는다. 측정 대상 방전커브와 (1)에서 구한 방전 커브

를 시간함수로 변환하고 기본 선형성을 확보한다.  

(3) Fig. 5의 경우 비선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명예

측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간법, 추세선,

최소 자승법(Least Square Fitting)을 이용해서 선형화

를 한다.

(4) 전압, 전류, 온도, 임피던스와 같은 배터리 사용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때, 임피던스와 온

도에 배터리의 효율관계를 적용한다. 배터리 제조사에

서 제공하는 종지특성(임피던스) 및 충방전 사이클에

따른 충방전 특성을 고려하여 DB를 구축한다.

(5) Fig. 6의 Lp와 같은 잔여 사용시간을 예측한다.

배터리의 특성에 따라서 예측의 편차가 발생하면 사용

도중에 측정예상 커버를 교체해서 (2)와 (3) 과정을 다

시 진행한다. 

(6) 적분법을 사용해서 배터리의 예상되는 잔여 사용

용량(Remaining Capacity)을 계산한다. 배터리의 총용

량(Total Capacity)에서 사용 전류의 적분 결과를 감산

하여 잔여 용량을 산출한다. 

(1)Rc Tc ic

k 0=

i

∑–=

Fig. 4. Reference discharge curve from recursive tests.

Fig. 5. Transformed discharge curve by time axes(t, t).

Fig. 6. Linearized discharge curve by curv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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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c는 잔여 용량, Tc는 전체용량, ik는 방전 당

시의 샘플된 전류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 방법은 계속해

서 방전전류를 샘플 측정하고 그 값을 전체 용량에서

빼면서 잔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잔여 용량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배터리 잔여사용시간 LT을 예측할 수 있다.

(2)

여기서, i는 1분간 방전전류 평균 값이다. 

(7) 예측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5), (6) 잔여 용량

예측방법을 동시에 적용해서 평균한다.배터리의 온도

가 증가하면 임피던스는 감소한다. 즉, 배터리의 방전

전압과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 또한, 배터리의 회복효

과 때문에 사용도중 전원이 Off되고 다시 전원을 On시

킬 경우 실제 Off이전의 배터리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예측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기본적으로 Off 직전의 시간을 표시한다.

배터리 잔여 사용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Fig. 8에 나타나있다.    

3. 실험 및 고찰

3.1. 배터리 모니터링 H/W 설계 및 제작

배터리 모니터링을 위한 임피던스 계측기기는 측정

대상 배터리에서 측정하는 주요 인자를 동시에 2~3가

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즉 배터리의 임피던스를 배터

리의 방전전압, 방전전류, 온도와 동시에 측정이 가능

한 계측기기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

는 아래와 같다.

Fig. 9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전압, 전류, 온도는 배

터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취득해서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통해서 병렬통신으로 플랫폼으로

전달되지만 임피던스는 DAC를 통해 유기된 교류전류

를 배터리에 인가하고 여기서 유기되는 전압을 측정함

으로서 임피던스를 계산하였다. 

임피던스 측정은 Fig. 10과 같이 임피던스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DAC를 이용해서 교류 정전류를 발생시

키고 이를 측정대상인 배터리에 인가해서 여기에 유기

되는 교류전압을 측정해서 임피던스를 연산하고 여기

에 위상 차로 발생하는 부분을 보상해서 최종 임피던

LT

RC

i
------=

Fig. 7. Calculation of remaining capacity.

Fig. 8. Flow chart of calculating the remaining capacity.

Fig. 9. Block-diagram of the battery monitoring system.

Fig. 10. Impedance measur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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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측정하였다.  

3.2. 배터리 잔존용량 측정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배터리 잔존용량을 예측하기 위

해 U1604 디지털 오실로스코우프에 사용하고 있는

4,500 mAh Ni-MH 배터리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은 배터리를 만충전 상태에서 종지전압까지 연

속 방전을 기준으로 시험하였다. 이때, 방전전류는 평

균 790 mA이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시험한 결과

실험대상 배터리의 잔여 사용가능 시간은 16,405 sec로

예측되었다. 실제 배터리를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회에 걸쳐 방전 시험한 결과 종지전압까지 평균

17,034sec 사용하였다. 따라서 96.3%의 정확도를 가지

고 배터리 잔존용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의 잔존용량 측정 정확도를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배터리의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그

변화를 기반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배터리 방전특성곡선에 변환커브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일정 부하상태에서 현재의 배터리 정보(전압,

전류, 온도, 임피던스)를 바탕으로 배터리의 잔존 용량과

사용가능시간을 예측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구현하

기 위해 배터리 모니터링 H/W를 설계, 제작하였다. 실

제 배터리의 잔존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Ni-MH 배터리

에 대해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약 96%정도

의 정확도를 가지고 배터리의 사용가능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2차 전지의 잔존 수명

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가

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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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st results of remaining capa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