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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er operation of the battery powered systems depends on the accuracy of the battery SOC(State of

Charge) estimation, therefore it is critical for those systems that SOC is accurately determined. The SOC of

the battery is related to the battery aging and the SOC estimation methods without considering the aging of

the battery are not accurate. In this paper, a new method that accurately estimate the SOC of the battery is

proposed considering the aging of the battery. A mathematical model for the Battery SOC-OCV(Open Circuit

Voltage) relationship is presented using Boltzmann equation and aging indicator is defined, and then the SOC is

estimated combining the mathematical model and aging indicator. The proposed method takes the aging of the

battery into consideration, which leads to an accurate estimation of the SOC. The simulations and experiments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SOC estimation.

요 약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배터리의 잔존 용량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정확한 

SOC(State of Charge)의 추정이 필요하다. 배터리는 노화됨에 따라 전체 사용 가능 용량이 줄어들고 성능이 떨

어지는데 이러한 노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배터리의 SOC 추정 방법은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의 노화 상태를 고려하여 배터리의 SOC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

안한 방법에서는 배터리의 전압-SOC 특성 곡선을 Boltzmann 방정식을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노화 지표를 정의하

며, 노화 지표를 Boltzmann 방정식 모델과 결합하여 SOC를 추정한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배터리의 노화 상태

를 SOC 추정에 반영하여 노화된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SOC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새 배터리와 1년 사용한 배

터리에 대한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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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the lead acid

battery to different temperatures

그림 1. 납축전지의 온도에 따른 방전 특성

Ⅰ. 서론

스마트 IT기기의 보급 확대, 글로벌 연비규제 강

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 등으로 인해 2차전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차전지는 신재

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녹색산업과 첨단

IT기기 등 첨단 융합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분야이며,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

대폰, 노트북,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스마

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에너

지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잔존 용

량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배터리는 충·방전 횟수, 온도변화, 충전전압, 과충전 및

과방전, 방전 심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데, 노화의 가속은 정격용량을 낮출 뿐만 아니라 내부 저항

상승, 낮은 출력, 빠른 자가 방전을 야기 시킨다. 또한 이러

한 배터리 노화는 SOC(State of Charge) 같은 배터리의 잔

존용량에도 영향을 주어 노화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

확한 SOC를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

한 배터리 SOC 추정을 위하여 노화 상태를 반영한 새로운

SOC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Ⅱ장에서는 일반적인 배터리 특성에 대해 설명하

고, 전압-SOC의 수치적 배터리 모델을 제시한다. Ⅲ

장에서는 충·방전 횟수와 전압 방전 시 기울기 변화

를 이용하여 노화지표를 정의하고, 전압-SOC의 수치

적 모델과 노화지표를 결합하여 배터리의 노화 상태

를 반영한 SOC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

즘의 유효성을 보인다.

Ⅱ. 배터리 특성과 모델링

1. SOC

SOC는 State of Charge의 약자로, 전기 자동차 또

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팩과 노트북, 핸드폰

등의 배터리의 사용 가능한 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내

는 것이다. SOC의 단위로는 퍼센트(%)를 사용하며,

완전 충전상태를 SOC 100%로, 완전 방전 상태를

SOC 0%로 나타낸다.

배터리는 상온일 때 성능이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며 온도가 낮으면 성능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배

터리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도에 따라 방전

효율이 달라진다. 이러한 온도에 따른 용량 변화는

배터리 내부 구성물질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져있기 때

문이다. 또한, 배터리는 노화를 통해 용량도 줄어든다.

결국 SOC의 값이 같아도 새 배터리의 사용 가능한

용량과 노화된 배터리의 사용 가능한 용량은 다르다.

따라서 배터리와 같은 전기 장치의 에너지 측정은 복

잡하고 어려운데,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배

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SOC

따른 배터리의 용량 효율이나 SOH(State of Health)

를 판별하고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의 일환으로 정확

한 SOC 추정을 위하여 OCV(Open Circuit Voltage)

를 이용한 잔존용량 추정법, 전류적산법, Kalman 필

터 추정법 및 EIS(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방법 등 많은 연구
[1]
가 이루어지고 있

다.

2. 전압과 온도 특성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하나는 주

위 온도이다. 온도에 의한 영향은 저온일 때 일시적

인 용량감소와 고온일 때 배터리 노화의 가속화, 내

부저항의 감소가 있다. 그림 1의 온도에 따른 배터리

의 방전 특성을 살펴보면 저온으로 갈수록 용량이 줄

어들고 전압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온 시

전하의 움직임이 적어져 사용 가능한 전하가 줄어듦

으로써 용량이 감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온 시 용량 감소는 일시적이므로 온도보

상이 이뤄져야 한다. 같은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더라

도 실제 방전 가능한 양은 틀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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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터리 노화

배터리는 충ㆍ방전 사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

터리 내부물질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명이

감소된다. 대부분 배터리는 이와 같은 노화 메커니즘

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들은 노화가 되면서 저항이

증가함과 동시에 용량이 감소한다. 그 이유는 저항

값이 증가하여 단자 전압이 배터리의 완충 전압에 빠

르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배터리 단자전압은 완충 전

압에 도달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모든 전하가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 후 배터리 전압이 안정적인

상태가 된 OCV(Open Circuit Voltage)를 확인하면

노화된 배터리일수록 전압이 낮아진다.

Internal
Resistance

Load LevelLoad Level

Power RatioPower Ratio

TemperatureTemperature

Discharge RateDischarge Rate

Charging MethodCharging Method

Cycle LifeCycle Life

Overall Battery 
Performance

Fig. 2. Influence factors on the battery performance

그림 2.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충ㆍ방전을 반복함으로써 노

화되지만 그림 2에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한다. 노화를 시키는 원인으로는 온도변화, 충전전압,

과충전과 과방전, 방전률 그리고 방전심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배터리 노화의 원인으로 배터리의 정확한

잔존수명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노화를 추정

하는 방법으로 내부저항을 구하거나 얼마나 용량 감

소가 되었는지를 통해 판단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4. 배터리 모델링

배터리는 SOC, 충·방전전류, 온도 등에 따라 전압

특성이 비선형적으로 변하며, 모델링에 많은 변수들

이 존재하여 정확한 모델링이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

로 배터리 모델링은 회로적 모델링과 수치 해석적 모

델링으로 구분되며, 기존 SOC 추정에 사용되는 회로

적 모델링은 배터리의 모든 변수들을 표현하는 데 한

계가 있어 정확한 배터리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즉, 회로적 모델링을 사용한 SOC의 추정 기법은 온

도와 배터리의 화학적 변화, 노화라는 변수를 표현하

기 힘들기 때문이 잔존용량의 정확한 추정에 필요한

배터리의 노화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은 실제 배터리의 충ㆍ방

전 특성곡선으로부터 볼츠만(Boltzmann) 방정식을 이

용하여 배터리를 수치 해석적으로 모델링하였다.

SOC를 추정하기 위하여 배터리의 전압-SOC 특성

곡선으로부터 유도된 볼츠만 방정식은 식 (1)과 같

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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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CV-SOC characteristics of the battery

and Boltzmann model

그림 3. 배터리의 OCV-SOC 특성과 볼츠만 모델

Ⅲ. SOC 추정

본 장에서는 배터리의 SOC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

하여 배터리의 용량 추정에 영향을 주는 노화 상태를 고려

한 SOC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노화 상태 판단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충ㆍ방전 사이클 수로 노화

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서도 노화가 진행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충ㆍ방전 사

이클 수와 전압 안정화 과정에서의 기울기를 동시에

고려한다. 충전 후 노화상태에 따른 OCV 변화 그래

프를 보면 노화된 배터리일수록 용량 감소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압 안정화 과정에서 기

울기 변화를 이용하여 배터리 노화를 판단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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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oltage variation during battery relaxation

period

그림 4. 배터리의 휴식기간 동안 전압 변화

는 충ㆍ방전 사이클 수 이외의 노화 요인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노화 상태를 판단할 수 있

다. 보통 충전 후 SOC 상태에 따른 OCV 변화 그래

프를 보면 초기에는 기울기의 변화의 차이가 크지만

그 이후 안정화되어 가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

해져 기울기 변화의 차이가 적어진다.

실험을 통해 노화 상태가 다른 두 배터리를 완전 충전

후 배터리의 휴식기간 동안 배터리 단자 전압을 측정한 결

과를 그림 4에 보이고 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30초

정도까지 그래프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한 뒤 그 후에는 기

울기가 완만해지며 또한 노화가 많이 진행된 배터리일수록

30초까지 구간의 기울기도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에서는 배터리의 30초 구간의 기울기를 통하여

노화 정도를 판단한다.

2. 노화를 고려한 SOC 추정 알고리즘

노화를 고려한 SOC 추정 방법은 노화상태 판단

알고리즘을 SOC 추정식과 결합하여 구성되며 전체

알고리즘을 그림 5에 보이고 있다.

노화상태 판단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 제

조사에서 명시한 배터리 총사용 충ㆍ방전 사이클 수

를 Total Cycle값으로 설정한다. 0∼30초 사이에 전압

을 측정하여 기울기를 계산하고 SLOPE 변수에 기울

기 값을 대입한다. 배터리의 충ㆍ방전 횟수를 측정하

여 COUNT 변수에 대입하는데, COUNT 변수 값은

충ㆍ방전 횟수를 체크할 때마다 누적되어 계산된다.

COUNT값이 배터리 총사용 충ㆍ방전 사이클 수를

초과하면 배터리 교체를 출력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노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화 지표를 AGING 변수로

설정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AGING=1+K*SLOPE*COUNT (2)

여기서 K값은 SOC를 계산하기 위한 조정상수로

실험을 통해 결정된다.

식 (2)에서 기울기 SLOPE 값과 충ㆍ방전 횟수

COUNT값이 클수록 노화 지표 AGING 값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노화 지표 AGING 값이 클수록 배터

리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5. Algorithm for SOC estimation

그림 5. SOC 추정 알고리즘

노화판단 알고리즘에 의해 노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화 지표 AGING 값이 계산되면 SOC를 추정하기

위한 볼츠만 방정식에 노화 정도를 반영하여 다음 식

에 의해 SOC가 추정된다.

  





×




  

  




(3)

식 (3)에서 새 배터리의 경우에는 AGING값이 1이

되어 SOC 추정식은 노화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추정

식과 같아지게 된다. 노화된 배터리의 경우에는

AGING 값이 1보다 크며 V2에 더해지는 값이 음수이

므로 새 배터리에 비해 SOC 값이 작아짐을 알 수 있

다. 즉, 즉 노화가 많이 진행된 배터리 일수록

AGING 값이 커져 SOC 값이 작게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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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값

V1 -14

V2 118

V0 12.45

dv 0.423

Table 1. The Boltzmann model parameter values

표 1. 볼츠만 모델의 변수 값

전압

시간

배터리전압

(New)

배터리전압

(1Year)

0 sec 14.36V 13.34V

30sec 13.46V 13.12V

60sec 13.39V 13.02V

90sec 13.35V 12.96V

120sec 13.33V 12.91V

150sec 13.31V 12.88V

180sec 13.30V 12.85V

210sec 13.28V 12.82V

240sec 13.28V 12.80V

270sec 13.27V 12.78V

300sec 13.26V 12.77V

Table 2. OCV during battery relaxation period

표 2. 배터리 휴식기간 동안 배터리 단자 전압

값

변수

새

배터리

1년 사용

배터리

1년 사용

배터리

충ㆍ방전 사이클 수 10회 100회 300회

기울기 0.03 0.04 0.04

K 0.002 0.002 0.002

Table 3. Parameter values for estimation of SOC

표 3. SOC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 값

Ⅳ. 실험 및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새 배터리와 1년 사용한 배터리에 대하여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행하였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위

하여 배터리는 Delkor사의 자동차용 배터리 DF80L

모델을 사용하였다. 납축전지의 전압-SOC 특성 그래

프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된 배터리 모델의

볼츠만 방정식 변수 값들은 표 1과 같으며 그림 6에

전압-SOC 특성 그래프와 볼츠만 방정식 모델을 함께

도시하여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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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CV-SOC characteristics of the lead acid

battery and Boltzmann model

그림 6. 납축전지의 OCV-SOC 특성과 볼츠만 모델

AGING 값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하여 노화 상태가 다

른 새 배터리와 1년 사용한 배터리를 완전 충전 후, 휴식기

간 동안 배터리 단자 전압을 실험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표 2에 보이고 있다. 실험 결과 새 배터리의 경우 0초에서

30초 사이의 기울기는 -0.03, 1년 사용한 배터리의 경우

-0.04로 계산되었다.

노화지표 AGING 값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충ㆍ방전 횟

수는 알고리즘을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또는

IBS(Intelligent Battery Sensor)에 적용 시에는 실제로 측

정이 가능하나 본 본문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측정이 불가능

하여 충ㆍ방전 횟수를 새 배터리는 10회, 1년 사용한 배터

리는 100회와 300회 두 가지 경우로 설정하였다. K값은 1

년 사용한 배터리에 대하여 전압이 12.9V일 때 SOC 76%

의 측정값을 식 (3)에 대입하여 결정되었다.

따라서 SOC 추정에 반영되는 노화지표를 계산하기 위

한 변수 값들은 표 3과 같이 설정되었다.

표 1과 표 3에 설정된 변수 값들을 사용하여 MATLAB

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그림 7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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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stimated SOC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 7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된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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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압에 따른

SOC를 추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통

해 노화가 진행된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전압이 같더라도

잔존 용량인 SOC 값이 새 배터리에 비해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OC 값이 0%에 도달하는 시간도 노화된 배

터리의 경우 새 배터리에 비해 짧음을 알 수 있다. 실제 1

년 된 배터리의 경우 전압 12.9V일 경우 SOC가 76%정도

로 계산되어야 하나 노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83.93% 정도로 추정되어 근사적으로 8% 정도의 오차가 존

재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배터리 노화현상으로 인해

같은 충전 전압일지라도 잔존 용량인 SOC가 점차 감소되

어 실제로 방전 가능한 용량이 감소되고, 노화에 따른 저항

증가로 인해 방전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제안한 알고리즘이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노화 상태를 반영한 새로운 SOC 추정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

의 유효성을 보였다. 기존의 회로 적 모델링을 사용한 SOC

의 추정 기법들은 해석이 용이함에 반하여 배터리의 화학

적 변화, 노화 등의 환경 요인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제안한 방법은 실제 배터리의 특성곡선으로부터 등가

화 모델을 구함으로써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며, 노화 상

태를 SOC 추정에 반영함으로써 노화된 배터리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Voltage recovery 방식이나 Impedance measurement 방식

들이 실시간 추정이 불가능한데 반하여 제안한 방식은 추

정식에 의해 실시간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터리 모델

및 SOC 추정 기법들은 배터리 노화 뿐만 아니라 온도, 방

전률, 방전심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SOC 추정 방법도 노화상태 이외의 외부

환경에 민감한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노화 상태뿐만 아니

라 배터리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온도 등의 여러 가지 요

인들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SOC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배

터리의 효율적 관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배터리를 사용하

는 시스템에 활용이 기대된다.

References

[1] Kiwook Jang, Hyeokjin Kim, Gyo-Bum Chung,

“Comparison of Battery Modelings and SOC

Estimation Methods”,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pp. 87-88, 2010

[2] Ho-Seok Hwang, “Design and Analysis on Cell

Voltage Balancing Circuit using Multiple Cel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003

[3] Dong Yoon Noh, “A study on the SOH

estimation method of lithium ion batteries using

OCV”,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1

[4] Dae-Gyeong Jang, Ho-Seok Hwang, Min-Kee

Park, “A Study on Degradation Diagnosis of

Secondary Battery”, Research Bullet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p.103-108, 2006

[5] Ho-Seok Hwang, Jong-Ha Nam, Jin-Hong

Choi, Dae-Gyeong Jang, Min-Kee Park, “Design of

Voltage Equalizer of Li-ion Battery Pack” The

Transaction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pp.187-192, 2003

[6] V. Pop, H. J. Bergveld, J. H. G. Op het Veld,

P. P. L. Regtien, D. Danilov, and P. H. L. Notten,

“Modeling Battery Behavior for Accurate

State-of-Charge Indication”,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153 (11), A2013-A2022,

2006

[7] Shuo Pang, Jay Farrell, Jie Du, and Matthew

Barth, “Battery State-of-Charge Estimatio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ntrol Conference”,

pp.1644-1649, 2001

[8] S. J. Lee, J. H. Kim, J. M. Lee, and Bo H. Cho,

“The state and parameter estimation of an li-ion

battery using a new oc-soc concept”, Proceedings

of IEEE Power Electronics Specialist Conference,

pp.2799-2803, 2007

[9] Jong Hoon Kim, Seong jun Lee, Jae Moon Lee,

Bo Hyung Cho, “A New Direct Current Internal

Resistance and State of Charge Relationship for the

Li-Ion Battery Pulse Power Estimation”,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pp.1173-1178, 2007

[10] Jong-Ha Nam, Jin-Hong Choi, Seung-Jong

Kim, Jae-Woong Kim, “Development of the Battery

ECU for Hybrid Electric Vehicle”,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pp. 740-744, 2003

[11] Min-Kee Park, Seung-Ho Lee, Ho-Seok

Hwang, Sung-Hyun Yoo, “Intelligent Battery

Monitoring System for Vehicle Lead Acid

Accumulator”,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576-577, 2012

[12] Novie Ayub Windarko, Jaeho Choi, Deoksu

Hyun, “OCV Modeling for SOC estimation of



Battery State of Charge Estimation Considering the Battery Aging 7

(304)

NiMH Battery”,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pp.643-645, 2009

[13] Younghoon Kim, Songhun Yoon,

“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 Method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23, No.3, pp.307-317, 2012.

[14] J. H. Kim, S. J. Lee, B. H. Cho, “The State

of Charge Estimation of Aged Batteries Using

Per-Unit System and Time-Constant”,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pp.500-502, 2009

BIOGRAPHY

Seung-Ho Lee (Member)

2012 : BS degree i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4 : MS degree i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in-Kee Park (Member)

1985: BS degree in Electronic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1992: MS degree in Electronic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1996: PhD degree in Electronic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1985~1990: Research Engineer, LG

Electronics.

2000~2001: Visiting Researcher, University of Tokyo.

1996~Prese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