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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충전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우선 충전하고자 하는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한다. 측정된 배터리의 전압과 같은 값에서 1.5배 값까지 단

계적으로 전압을 상승시켜 배터리의 상태를 검사한다. 배터리의 반응 상태들 중에서 충전이 가장 안정적인 전압을 결정한다. 전

압이 결정되면 배터리의 전류 값을 배터리 용량의 1/3에서 1/10까지 단계적으로 조율하여 충전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배터리를 보호하면서 충전 시간을 축소시켜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보조배터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이용하여 실험하였

다. 실험 결과 충전시간의 감소와 안전성 등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

키워드: 충전(Charge), 리튬폴리머(Lithium Polymer), 충전기(Charger), 배터리(Battery), 

수명 연장(Extend the Life)

I. Introduction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들 중 하나는 배터리이다. 

배터리는 충전 가능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2차 전지를 사용하는 

분야는 넓으나 소형의 충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핸드폰과 

전기면도기, 손전등 등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의 종류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SOC(State Of Charge : 충전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다. SOC가 너무 낮거나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SOC를 중간 상태로 

유지할 경우에 비해 배터리의 열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배터리 수명 

연장을 위해 SOC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1]

배터리 모델 기반의 SOC 추정 방법에는 Luenberger Observer, 

Sliding mode Observer, Kalman Filter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1][2][3][4]

그러나 다양한 SOC 측정 방법에 비해 충전하는 방법들은 획일적이

므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충전의 안정화와 수명을 연장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조배터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 폴리머 전지에 대해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 안정된 충전 방식을 

채택하여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Ⅱ. Preliminaries

1. 리튬 폴리머(Lithium Polymer)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폴리머 전해질을 끼워 

넣고, 그 외부를 접전체, 외장재 순으로 씌운 구조로 되어 있다.[1]

2. Peukert 법칙

Peukert 법칙은 배터리를 정전류로 방전했을 때 전류의 크기에 

따른 배터리의 용량변화를 나타낸다. 배터리의 용량은 전류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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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WM 제어

CC=CV 충전을 위한 PWM 파형을 조절한다. CC는 정전류, CV는 

정전압을 의미한다. PWM 제어는 펄스의 듀티비(Duty Ratio)를 

제어하는 것으로 출력 전압의 평균값과 직류 성분은 (식 1)과 같다.[6]

  
 





  ×  (식 1)

VO : 출력전압, T : 주기, VS : 입력전압, D : 듀티비

III. Efficient Charging method

1. CC 모드

CC는 충전을 위하여 충전에 필요한 전압을 인가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4.2V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며 4.2V를 유지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5V에서 4.5V까지의 전압을 빠른 시간에 순차적으

로 증가시키면서 배터리의 반응을 통해 배터리의 상태에 따른 최적의 

충전 전압을 찾는다.

2. CV 모드

CV는 CC모드가 완료된 후 전류를 인가하여 충전하는 과정으로 

높은 전류를 인가하면 급속 충전 기능을 수행하고, 배터리의 용량의 

1/10 만큼의 전류를 인가하면 가장 안정된 충전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류의 양을 배터리 용량의 1/3에서 1/10까지 지속적

으로 변화시켜 충전 시간은 짧으며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전 할 수 있도록 한다.

3. PWM 제어

CC와 CV모드를 통한 충전에 필요한 파형은 PWM 제어를 통해 

안정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IV. Experiment Result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제어기를 설계하여 

구현하였으며 리튬 폴리머 전지를 대상으로 충전 시간을 비교하였다. 

MATLAB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내었으며 회로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Ⅴ.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충전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MATLAB 시뮬레이션과 회로구현 

실험을 통해 효율성이 입증되었다.

Fig. 1. 충전시간 시뮬레이션 결과

Fig. 2. 충전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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