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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배터리의 ＳＯＣ보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배터리 관리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를

이용하여 제1 전압과 및 제1 SOC를 산출하고, 배터리의 전류와 전압 및 내부 저항을 이용하여 기전압을 산출한 후 제1 전

압과 기전압의 차이로 제1 SOC에 포함된 오차 성분의 정도를 파악하며, 오차 성분에 대응하는 보정 SOC를 제1 SOC에 부

가하는 SOC 보정을 수행하여 정확한 배터리의 SOC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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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SOC(state of charging) 보정 방법에 있어서,

a)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를 이용하여 배터리의 제1 SOC와 상기 제1 SOC에 대응하는 제1 전압을 산출하는 단계;

b)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와 배터리의 전압 및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기전압을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제1 전압과 상기 기전압의 차이에 해당하는 적산 오차를 산출하는 단계;

d) 상기 산출한 적산 오차가 설정된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e)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유효범위를 벗어나면 설정된 보정 SOC를 상기 제1 SOC에 부가하는 보정을 하여 보정된 SOC가

상기 유효범위에 대응하는 SOC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설정된 유효범위의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1 임계치 초과를 알리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설정된 유효범위의 제2 임계치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2 임계치 초과를 알리는 단계; 및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고 상기 제2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정상 상태를 알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배터리

의 SOC 보정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동일한 값의 보정 SOC를 상기 제1 임계치 초과 또는 상기 제2 임계치 초과시 상기 적산 SOC에 부가하는 보정을 수행하는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상기 제2 임계치는 음의 값을 가지는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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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와 상기 제2 임계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서로 다른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청구항 6.

제4항 내지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은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된 전류를 이용한 전류 적산법으로 적산 전류를 측정하고, 측정한 적산 전류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1

SOC를 산출하며, 산출한 상기 제1 SOC을 설정된 OCV(Open Circuit Voltage) 테이블에 적용하여 상기 제1 전압을 산출

하는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청구항 8.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ECU(engine controller unit)에 연결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a)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 및 팩전압을 측정하는 단계;

b)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를 이용하여 제1 SOC(state of charging)와 상기 제1 SOC에 대응하는 제1 전압을 산출하는

단계;

c)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와 상기 팩전압 및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기전압을 산출하는 단계;

d) 상기 제1 전압과 상기 기전압의 차이에 해당하는 적산 오차를 산출하는 단계;

e) 상기 산출한 적산 오차가 설정된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f)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유효범위를 벗어나면 설정된 제1 보정 SOC를 상기 제1 SOC에 부가하는 보정을 하여 보정된

SOC가 상기 유효범위에 대응하는 SOC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단계; 및

g) 상기 보정된 SOC를 상기 배터리의 현재 SOC로서 상기 ECU로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동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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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설정된 유효범위의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1 임계치 초과를 알리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설정된 유효범위의 제2 임계치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2 임계치 초과를 알리는 단계; 및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고 상기 제2 임계치보다 크면 정상 상태를 알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동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는

동일한 값의 보정 SOC를 상기 제1 임계치 초과 또는 상기 제2 임계치 초과시 상기 적산 SOC에 부가하는 보정을 수행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동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상기 제2 임계치는 음의 값을 가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동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와 상기 제2 임계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서로 다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동 방법.

청구항 13.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동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된 전류를 이용한 전류 적산법으로 적산 전류를 측정하고, 측정한 적산 전류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1

SOC를 산출하며, 산출한 상기 제1 SOC을 설정된 OCV 테이블에 적용하여 상기 제1 전압을 산출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의 구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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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정상 상태임을 수신하면, 상기 제1 SOC를 상기 배터리의 현재 SOC로서 상기 ECU로 출력하는 배

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동 방법.

청구항 16.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ECU로 배터리의 SOC를 출력하는 배터리를 관리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를 이용하여 제1 SOC를 산출하는 적산 SOC 산출부;

상기 제1 SOC에 대응하는 적산 전압을 산출하는 적산전압 산출부;

배터리의 팩전압과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 및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기전압을 산출하는 기전압 산

출부;

상기 적산 전압과 상기 기전압를 이용하여 적산 오차를 산출하고, 산출한 상기 적산 오차가 설정된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

를 판정하는 유효범위 판정부;

상기 유효범위 판정부의 출력을 통해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유효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설정된 보정 SOC를 상기

제1 SOC에 부가하는 보정을 하여 보정된 SOC가 상기 유효범위에 대응하는 SOC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SOC 보정부; 및

상기 SOC 보정부의 출력을 상기 배터리의 현재 SOC로서 상기 ECU로 출력하는 SOC 출력부

를 포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범위 판정부는

상기 적산 오차를 상기 유효범위의 제1 임계치와 제2 임계치와 비교하여,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크거나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으면 임계치 초과를 알리고,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고 상기 제2 임계치보다 크

면 정상 상태를 알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SOC 보정부는

동일한 값의 보정 SOC를 상기 제1 임계치 초과 또는 상기 제2 임계치 초과시 상기 적산 SOC에 부가하는 보정을 수행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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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상기 제2 임계치는 음의 값을 가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와 상기 제2 임계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서로 다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 또는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적산 SOC 산출부는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된 전류를 이용한 전류 적산법으로 적산 전류를 측정하고, 측정한 적산 전류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1

SOC를 산출하며, 산출한 상기 제1 SOC을 설정된 OCV 테이블에 적용하여 상기 제1 전압을 산출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SOC 보정부는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정상 상태임을 수신하면, 상기 제1 SOC를 상기 배터리의 현재 SOC로서 상기 ECU로 출력하는 배

터리 관리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에 사

용될 수 있는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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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이나 중유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내연 엔진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대기오염 등 공해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공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battery)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에 의해 동작하는 배터리 엔진을 이용하는 자동차이다. 이러한

전기 자동차는 충방전이 가능한 다수의 2차 전지(cell)가 하나의 팩(pack)으로 형성된 배터리를 주동력원으로 이용하기 때

문에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아주 작은 장점이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 함은 내연 엔진을 이용하는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중간 단계의 자동차로서,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 예컨대 내연 엔진 및 배터리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현재에는, 내연 엔진과 수소와 산소를 연속적으로 공급

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직접 전기 에너지를 얻는 연료 전지를 이용하거나, 배터리와 연료 전지를 이용하는 등 혼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주행에 필요한 동력에 대해 엔진으로부터의 출력이 큰 경우에는, 잉여의 동력

으로 발전기를 구동하여 배터리의 충전을 행하고, 반대로 엔진으로부터의 출력이 작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전력을 사용하

여 모터를 구동하여 부족한 동력을 출력한다. 이 경우, 배터리의 방전이 행해진다.

따라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배터리의 성능이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 전지 셀의 성능이 뛰

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전지 셀의 전압, 전체 배터리의 전압 및 전류 등을 측정하여 각 전지 셀의 충방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이하 'BMS'라 약칭한다)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종래의 BMS는 전지의 전압, 전류, 온도 등을 검출하여 이차 전지의 잔존 용량(State Of Charging, 이

하, SOC라 약칭한다)을 연산에 의해 추정하고, 차량의 연료 소비 효율이 가장 좋아지도록 SOC 제어를 행하고 있다.

상기 SOC 제어란 가속시의 모터구동에 의한 파워 어시스트 및 감속시의 에너지 회수(회생 제동)를 균형있게 동작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SOC가 50%부터 70%의 범위 내가 되도록, SOC가 저하하여 예를 들면 50%가 된 경우에는

방전 과다의 제어를 행하고, 반대로 SOC가 상승하여 예를 들면 70%가 된 경우에는 충전 과다의 제어를 행하여, SOC를 제

어 중심에 가깝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SOC 제어를 정확히 행하기 위해서는, 충방전을 행하고 있는 배터리의 SOC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종래의 SOC 추정 방법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충방전된 전류를 측정하여, 그 전류값(충전의

경우는 마이너스, 방전의 경우는 플러스의 부호를 갖는다)에 충전 효율을 승산하고 그 승산값을 어느 시간 기간에 걸쳐 적

산함으로써 적산 용량을 계산한 후 이 적산 용량에 기초하여 SOC를 추정한다. 다른 하나는 충방전된 전류와, 이것에 대응

하는 이차 전지의 단자 전압을 쌍(pair)으로 하는 페어 데이터를 다수 개 측정하고 기억하여, 그 페어 데이터로부터, 최소

제곱법에 의해 1차의 근사 직선(전압(V)-전류(I) 근사 직선)을 구하여, 전류값 0(제로)에 대응하는 전압값(V-I 근사 직선

의 V절편)을 무부하 전압(V0)으로서 산출하여, 이 무부하 전압(OCV; Open Circuit Voltage)에 기초하여 SOC를 추정한

다.

그런데, 상기 적산 용량에 의한 SOC 추정 방법의 경우, 전류값을 적산할 때 필요한 충전 효율은 SOC값, 전류값, 온도 등에

의존하므로, 이들 각종 조건에 적응한 충전 효율을 발견해 내는 것은 곤란하고, 배터리가 방치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동안

의 자기 방전량을 계산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등의 이유에 의해 종래의 적산 용량에 의한 SOC 추정 방법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SOC의 참값과 추정값과의

오차가 커지게 되어 정확한 SOC를 추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SOC 추정방법을 통해 얻어진 임의의 오차를 가진 SOC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배

터리의 SOC가 되도록 SOC를 보정할 수 있는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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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적산용량에 의해 추정한 SOC의 오차 성분을 고려하고 오차 성분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배터리의 SOC에 대한 보상을 수행하여 보다 정확한 배터리의 SOC를 자동차의 ECU에 제공할 수 있는 배

터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은, a)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를 이용하여 배터리의 제1 SOC와 상기 제1 SOC에 대응하는 제1 전압을 산출하는 단계; b) 배

터리의 충방전 전류와 배터리의 전압 및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기전압을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제1 전

압과 상기 기전압의 차이에 해당하는 적산 오차를 산출하는 단계; d) 상기 산출한 적산 오차가 설정된 유효범위 내에 있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e)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유효범위를 벗어나면 설정된 보정 SOC를 상기 제1 SOC에 부가하는 보

정을 하여 보정된 SOC가 상기 유효범위에 대응하는 SOC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d) 단계는,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설정된 유효범위의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1 임계치 초과를 알리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설정된 유

효범위의 제2 임계치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2 임계치 초과를

알리는 단계; 및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고 상기 제2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정상 상태를 알리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e) 단계는 동일한 값의 보정 SOC를 상기 제1 임계치 초과 또는 상기 제2 임계치 초과시 상기 적산 SOC에 부가하는

보정을 수행한다.

상기 제1 임계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상기 제2 임계치는 음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서로 다르고, 절대

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1 임계치가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다.

상기 a) 단계는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된 전류를 이용한 전류 적산법으로 적산 전류를 측정하고, 측정한 적산 전류값에 대

응하는 상기 제1 SOC를 산출하며, 산출한 상기 제1 SOC을 설정된 테이블에 적용하여 상기 제1 전압을 산출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ECU(engine controller unit)에 연

결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구동방법은, a)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 및 팩전압을 측정하는 단계; b)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를 이용하여 제1 SOC와 상기 제1 SOC에 대응하는 제1 전압을 산출하는 단계; c)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와 상기 팩전

압 및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기전압을 산출하는 단계; d) 상기 제1 전압과 상기 기전압의 차이에 해당

하는 적산 오차를 산출하는 단계; e) 상기 산출한 적산 오차가 설정된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f)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유효범위를 벗어나면 설정된 제1 보정 SOC를 상기 제1 SOC에 부가하는 보정을 하여 보정된 SOC가 상기 유

효범위에 대응하는 SOC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단계; 및 g) 상기 보정된 SOC를 상기 배터리의 현재 SOC로서 상기 ECU

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e) 단계는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설정된 유효범위의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제1 임계치 초과를 알리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설정된 유

효범위의 제2 임계치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제2 임계치 초과를

알리는 단계; 및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고 상기 제2 임계치보다 크면 정상 상태를 알리는 단계를 포함한

다.

상기 f) 단계는 동일한 값의 보정 SOC를 상기 제1 임계치 초과 또는 상기 제2 임계치 초과시 상기 적산 SOC에 부가하는

보정을 수행한다.

상기 제1 임계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상기 제2 임계치는 음의 값을 가지고, 절대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서로 다르며, 상기

제1 임계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다.

상기 b) 단계는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된 전류를 이용한 전류 적산법으로 적산 전류를 측정하고, 측정한 적산 전류값에 대

응하는 상기 제1 SOC를 산출하며, 산출한 상기 제1 SOC을 설정된 테이블에 적용하여 상기 제1 전압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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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g) 단계는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정상 상태임을 수신하면, 상기 제1 SOC를 상기 배터리의 현재 SOC로서 상기 ECU

로 출력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른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ECU로 배터리의 SOC를 출력하

는 배터리를 관리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를 이용하여 제1 SOC를 산출하는 적산 SOC 산출부;

상기 제1 SOC에 대응하는 적산 전압을 산출하는 적산전압 산출부; 배터리의 팩전압과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 전류 및 배터

리의 내부 저항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기전압을 산출하는 기전압 산출부; 상기 적산 전압과 상기 기전압를 이용하여 적산

오차를 산출하고, 산출한 상기 적산 오차가 설정된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정하는 유효범위 판정부; 상기 유효범위 판

정부의 출력을 통해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유효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설정된 보정 SOC를 상기 제1 SOC에 부가하

는 보정을 하여 보정된 SOC가 상기 유효범위에 대응하는 SOC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SOC 보정부; 및 상기 SOC 보정부

의 출력을 상기 배터리의 현재 SOC로서 상기 ECU로 출력하는 SOC 출력부를 포함한다.

상기 유효범위 판정부는 상기 적산 오차를 상기 유효범위의 제1 임계치와 제2 임계치와 비교하여,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크거나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으면 임계치 초과를 알리고,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제1 임계치보다 작고

상기 제2 임계치보다 크면 정상 상태를 알린다.

그리고 상기 SOC 보정부는 동일한 값의 보정 SOC를 상기 제1 임계치 초과 또는 상기 제2 임계치 초과시 상기 적산 SOC

에 부가하는 보정을 수행한다. 이 때 상기 제1 임계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상기 제2 임계치는 음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서로 다르고, 절대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1 임계치가 상기 제2 임계치보다 작다.

상기 적산 SOC 산출부는 상기 배터리의 충방전된 전류를 이용한 전류 적산법으로 적산 전류를 측정하고, 측정한 적산 전

류값에 대응하는 상기 제1 SOC를 산출하며, 산출한 상기 제1 SOC을 설정된 테이블에 적용하여 상기 제1 전압을 산출한

다. 상기 SOC 보정부는 상기 적산 오차가 상기 정상 상태임을 수신하면, 상기 제1 SOC를 상기 배터리의 현재 SOC로서 상

기 ECU로 출력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

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터리의 SOC 보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동차 시스템은, BMS(1), 배터리(2), 전류센서(3), 냉각팬(4), 퓨즈(5), 메인 스위치(6), ECU

(engine controller unit, 7), 인버터(8) 및 모터제너레이터(9)를 포함한다.

먼저, 배터리(2)는 복수의 전지 셀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서브팩(2a ~ 2h), 줄력단자(2_OUT1), 출력단자(2_

OUT2) 및 서브팩(2d)과 서브팩(2e) 사이에 마련되는 안전스위치(2_SW)를 포함한다. 여기서 서브팩(2a ~ 2h)은 예시적

으로 8개로 표시되고 서브팩은 복수의 전지 셀을 하나의 그룹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안전 스위치(2_SW)는 서브팩(2d)과 서브팩(2e) 사이에 마련되는 스위치로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배터리에 대

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동적으로 온 오프할 수 있는 스위치이다. 본 제1 실시예에서는 서브팩(2d)

과 서브팩(2e) 사이에 안전 스위치(2_SW)가 마련되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력단자(2_OUT1) 및 출력

단자(2_OUT2)는 인버터(8)와 연결된다.

전류센서(3)는 배터리(2)의 출력전류 량을 측정하여 BMS(1)의 센싱부(10)로 출력한다. 구체적으로 전류센서(3)는 홀

(Hall) 소자를 이용하여 전류를 측정하고 측정된 전류에 대응되는 아날로그 전류 신호로 출력하는 Hall CT(Hall current

transformer)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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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팬(4)은 BMS(1)의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배터리(2)의 충방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열을 냉각하여 온도 상승으로 인

한 배터리(2)의 열화 및 충방전 효율의 저하를 방지한다.

퓨즈(5)는 배터리(2)의 단선 또는 단락에 의해 과전류가 배터리(2)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즉 과전류가 발생하면 퓨즈

(5)는 단선되어 과전류가 배터리(2)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메인 스위치(6)는 과전압, 과전류, 고온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BMS(1) 또는 자동차의 ECU(7)의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배터리(2)를 온오프 한다.

BMS(1)는 센싱부(10), MCU(Main control unit, 20), 내부전원 공급부(30), 셀밸런싱부(40), 저장부(50), 통신부(60), 보

호회로부(70), 파워온 리셋부(80) 및 외부인터페이스(90)를 포함한다.

센싱부(10)는 배터리 전체 팩전류, 배터리 전체 팩전압, 각 전지 셀전압, 셀온도 및 주변온도를 측정하여 MCU(20)에 전달

한다.

MCU(20)는 센싱부(10)로부터 전달받은 배터리 전체 팩전류, 배터리 전체 팩전압, 각 전지 셀전압, 셀온도 및 주변온도에

기초하여 배터리(2)의 충전상태(state of charging, 이하 SOC), 건강상태(state of health, 이하 SOH) 등을 추정하여 배터

리(2)의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를 생성하고 자동차의 ECU(7)에 전달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ECU(7)는 MCU(20)로부터 전

달된 SOC 및 SOH에 기초하여 배터리(2)의 충전 또는 방전을 수행한다.

내부전원 공급부(30)는 일반적으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여 BMS(1)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셀밸런싱부(40)는 각

셀의 충전상태의 균형을 맞춘다. 즉, 충전상태가 비교적 높은 셀은 방전시키고 충전상태가 비교적 낮은 셀은 충전시킬 수

있다.

저장부(50)는 BMS(1)의 전원이 오프될 때, 현재의 SOC, SOH 등의 데이터들을 저장한다. 여기서 저장부(50)는 전기적으

로 쓰고 지울 수 있는 비휘발성 저장장치로서 EEPROM일 수 있다. 통신부(60)는 자동차의 ECU(7)와 통신을 수행한다.

보호회로부(70)는 펌웨어(firm ware)를 이용하여 외부의 충격, 과전류, 저전압 등으로부터 배터리(2)를 보호하기 위한 회

로이다. 파워온 리셋부(80)는 BMS(1)의 전원이 켜지면 전체 시스템을 리셋한다. 외부 인터페이스(90)는 냉각팬(4), 메인

스위치(6) 등 BMS의 보조장치들을 MCU(20)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본 실시에에서는 냉각팬(4) 및 메인 스위치(6)만

이 도시되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CU(7)는 차량의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브레이크(break), 차량 속도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토크 정도를 결정하고,

모터제너레이터(9)의 출력이 토크 정보에 맞도록 제어한다. 즉 ECU(7)는 인버터(8)의 스위칭을 제어하여 모터제너레이터

(9)의 출력이 토크 정보에 맞도록 제어한다. 또한 ECU(7)는 BMS(1)의 통신부(60)를 통하여 MCU(20)로부터 전달되는 배

터리(2)의 SOC를 전달받아 배터리(2)의 SOC가 목표값(예컨대 55%)이 되도록 제어한다.

예를 들면 MCU(20)로부터 전달된 SOC가 55% 이하이면 인버터(8)의 스위치를 제어하여 전력이 배터리(10) 방향으로 출

력되도록 하여 배터리(2)를 충전시킨다. 이때 팩전류(I)는 '-'값이 된다. 한편, SOC가 55% 이상이면 인버터(8)의 스위치를

제어하여 전력이 모터제너레이터(9) 방향으로 출력되도록 하여 배터리(2)를 방전시킨다. 이때 팩전류(I)는 '+'값이 된다.

인버터(8)는 ECU(7)의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배터리(2)가 충전 또는 방전되도록 한다.

모터 제너레이터(9)는 배터리(2)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ECU(7)로부터 전달되는 토크 정보에 기초하여 자동차를 구동

한다.

결국 ECU(7)는 SOC에 기초하여 충방전 할 수 있는 파워만큼 충방전함으로써 배터리(2)가 과충전이나 과방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배터리(2)를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배터리(2)가 자동차에 장착된 후에는 배터리

(2)의 실제 SOC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BMS(1)는 센싱부(10)에서 센싱한 팩전류, 팩전압 등을 이용하여 SOC를 정확

하게 추정하여 ECU(7)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SOC를 출력할 수 있는 MCU(20)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

른 BMS의 MCU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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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MCU(20)는 적산 SOC 산출부(21), 적산전압 산출부(22), 기전압 산출부(23), 유효범위 판정부

(24), SOC 보정부(25)와, SOC 출력부(26)를 포함한다.

먼저, 적산 SOC 산출부(21)는 공지 공개된 적산 용량에 의한 SOC 추정 방법에 의해 SOC를 산출한다. 예컨대, 적산 SOC

산출부(21)는 센싱부(10)에서 제공하는 충방전시의 전류를 측정하여, 그 전류값을 파악한다. 이때 전류값은 충전시 마이

너스값을 가지고, 방전시 플러스값을 갖는다. 적산 SOC 산출부(21)는 전류값을 파악하면, 이 전류값에 충전 효율을 승산

하고 그 승산값을 설정 시간 기간(설정 이전 시간부터 현재 시간)에 걸쳐 적산하여 적산 용량을 계산한 후 이 적산 용량에

기초하여 SOC를 산출한다.

즉, 적산 SOC 산출부(21)는 전회의 적산 SOC에 이번까지의 전류량을 가산하여 SOC를 산출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예컨데, 측정되는 전류가 "I"이고 전회로부터 이번까지의 시간이 t(통상, 제어루프의 1사이클 시간)이면, 산출식은 (현재

적산 SOC= 이전 적산 SOC + (I*t))가 된다.

적산전압 산출부(22)는 SOC 대비 배터리 전압값(OCV: Open Circuit Voltage) 테이블(이하, 'OCV 테이블'이라 한다)을

저장하며, 적산 SOC 산출부(21)로부터 수신된 SOC를 OCV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당 적산전압(Vsoc)을 산출(파악)한다.

여기서, OCV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도 3의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기전압 산출부(23)는 센싱부(10)에서 제공하는 배터리 전체 팩전류, 배터리 전체 팩전압, 셀전압, 셀온도 및 주변온도 등을

이용하여 현재의 배터리 기전압(Vo)을 산출한다.

기전압(Vo)이란 배터리의 출력전압으로부터 배터리 내부 저항(R)에 기인하는 전압 강하(drop)를 감산하고 그 때의 배터

리 전류의 영향을 배제한 전압을 의미한다. 예컨대, 배터리 전압(V)은 전류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이 증가분은 배터리

내부 저항(R)×전류(I)로 결정되는 내부 저항(R)에 수반하는 전압 강하분이고, 이에 따라 전류(I)에 대하는 배터리 전압(V)

의 변화는 저항(R)과 같아진다. 이 배터리 전류가 "0"일 때 배터리 전압을 기전압(Vo)라 한다. 따라서 기전압 산출부(23)는

센싱부(10)의 출력으로부터 (기전압(Vo)=배터리 전압(V)+RI)를 이용하여 기전압(Vo)을 산출한다. 이때 기전압 산출부

(23)는 수신된 전압, 전류 및 온도를 통해 내부 저항(R1)값을 추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내부 저항값을 산출한다.

유효범위 판정부(24)는 적산 SOC 산출부(21)의 출력인 적산 SOC에 오차 성분이 있는지, 있으면 그 오차 성분이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정한다. 이를 위해 유효범위 판정부(24)는 적산전압 산출부(22)의 출력인 적산전압(Vsoc)과 기전압 산출

부(23)의 출력인 기전압(Vo)을 수신하고, 동일 시점에 입력된 적산전압(Vsoc)과 기전압(Vo)의 차이로 오차 성분(이하, '

적산 오차'라 한다)를 산출하고, 산출한 적산 오차를 설정된 유효범위와 비교한다.

적산 오차(ㅿVo)를 산출하는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결국, 적산 전압(Vsoc)이 기전압(Vo)보다 크면 양의 값을 가진 적산 오차(ㅿVo)가 산출되고, 적산 전압(Vsoc)이 기전압

(Vo)보다 작으면 음의 값을 가진 적산 오차(ㅿVo)가 산출된다.

상기 유효범위 판정부(24)의 유효범위는 λ< ㅿVo < α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하, 상기 α를 최고 임계치라 하고, λ를 최저

임계치라 하며, 최저 임계치(λ)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최고 임계치(α)와 최저 임계치(λ)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최저 임계치(λ)가 최고 임계치(α)보다 크도록 한다.

이는 차량 운행 관점에서 볼 때, 실제치(Vo)보다 적산치(Vsoc)가 낮은 것보다는 실제치(Vo)보다 적산치(Vsoc)가 클 경우

에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제 표시되는 양(적산치)이 실제치보다 큰 경우 남은 SOC의 양이 바닥인데도 많이 남

아있다고 표시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결국, 유효범위 판정부(24)는 적산 오차(ㅿVo)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 적산 전압(Vsoc)이 기전압(Vo)보다 많이 커서 적

산 오차(ㅿVo)가 최고 임계치(α)를 초과하는지 또는, 적산 전압(Vsoc)이 기전압(Vo)보다 많이 작아서 적산 오차(ㅿVo)가

최저 임계치(λ)보다 작은지를 판정하며, 이러한 판정 결과에 따라 출력을 달리하여 SOC 보정부(25)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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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보정부(25)는 유효범위 판정부(24)의 출력에 따라 적산 SOC 산출부(21)로부터 수신한 적산 SOC의 보정 여부를 결

정하고, 보정 결정시 적산 오차에 대응하여 설정된 보정 SOC를 이용하여 SOC 보정을 수행한다.

즉, SOC 보정부(25)는 적산 오차(ㅿVo)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최고 임계치(α)를 초과한 경우 설정된 보정

SOC(β)를 적산 SOC에 감산하는 보정을 하고, 최저 임계치(λ)를 초과한 경우에 보정 SOC(β)를 적산 SOC에 가산하는 보

정하여 이 보정 결과를 출력한다.

SOC 출력부(26)는 SOC 보정부(25)에서 출력하는 SOC를 ECU(7)에 출력하여 초기 SOC 리셋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도 3은 SOC 대비 OCV 테이블에 대응하는 SOC와 OCV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곡선을

이용하면 전압 즉, 적산 전압(Vsoc)을 알거나 기전압(Vo)을 아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SOC를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적산

SOC나 추정 SOC를 아는 경우 전압(Vsoc, Vo)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OC 보정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터리의 SOC 보정방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적산 SOC 산출부(21)는 센싱부(10)로부터 수신되는 설정 시간 동안의 전류값을 적산하여 적산 전류를 파악하고 이 적산

전류를 이용하여 적산 SOC를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한 적산 SOC를 적산전압 산출부(22)와 SOC 보정부(25)에 제공한다

(S401).

이와 동시에 기전압 산출부(23)는 센싱부(10)로부터 수신되는 배터리 전체 팩전류, 배터리 전체 팩전압, 각 전지 셀전압,

셀온도 및 주변온도를 이용하여 내부 저항(R) 및 전류(I)를 파악하고 (Vo=V+IR)을 기반으로 기전압(Vo)을 산출한다

(S402).

기전압 산출부(23)는 산출한 기전압(Vo)을 유효범위 판정부(24)에 제공한다.

적산 전압 산출부(22)는 적산 SOC를 수신하면 수신한 적산 SOC를 저장된 OCV 테이블에 적용하여 적산 전압(Vsoc)을 파

악하고, 적산 전압(Vsoc)을 유효범위 판정부(24)에 제공한다(S403).

유효범위 판정부(24)는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되는 적산전압(Vsoc)에 기전압(Vo)을 감산하는 연산을 수행하여 적산

오차(ㅿVo)를 구한다(S404).

그런 다음, 유효범위 판정부(24)는 적산 오차(ㅿVo)를 유효범위와 비교하기 위해, 우선 적산 오차(ㅿVo)가 최고 임계치(α)

보다 큰지를 판단한다(S405).

유효범위 판정부(24)는 이 비교(S405)에서, 적산 오차(ㅿVo)가 최고 임계치(α)보다 크면 SOC 보정부(25)로 양의 초과신

호를 출력한다. 양의 초과신호가 출력된 경우, SOC 보정부(25)는 설정된 보정 SOC(β)를 적산 SOC 산출부(21)로부터 현

재 수신된 적산 SOC에 감산(즉, 적산 SOC-보정 SOC)하는 보정을 수행하고, 보정 결과 SOC를 SOC 출력부(26)에 제공한

다(S406).

한편, 적산 오차(ㅿVo)가 최고 임계치(α)보다 작은 경우, 유효범위 판정부(24)는 적산 오차(ㅿVo)와 최저 임계치(λ)를 비

교하여, 최저 임계치(λ)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S407).

유효범위 판정부(24)는 상기 판단(S407)에서, 적산 오차(ㅿVo)가 최저 임계치(λ)보다 작으면 SOC 보정부(25)로 음의 초

과신호를 출력한다. 음의 초과신호가 출력된 경우, SOC 보정부(25)는 설정된 보정 SOC(β)를 적산 SOC 산출부(21)로부터

현재 수신된 적산 SOC에 가산(즉, 적산 SOC+보정 SOC))하는 보정을 수행하고, 보정 결과 SOC를 SOC 출력부(26)에 제

공한다(S408).

그리고 유효범위 판정부(24)는 상기 판단(S407)에서 적산 오차(ㅿVo)가 최저 임계치(λ)보다 크면 정상이라고 판단하여

SOC 보정부(25)로 정상 신호를 출력하고, 이에 SOC 보정부(25)는 적산 SOC 산출부(21)로부터 수신된 적산 SOC를 그대

로 SOC 출력부(26)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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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효범위 판정부(24) 및 SOC 보정부(25)의 동작을 도 3을 참조로 설명한다. 도 3에 도시된 적산 오차(ㅿVo)의 범

위가 유효범위라고 하는 경우에 적산 SOC가 적산 오차(ㅿVo)에 대응하는 유효 SOC(ㅿSOC) 범위를 벗어나면 보정 SOC

(β)를 더하거나 빼주어 적산 SOC가 ㅿSOC 범위내에 있게 한다.

여기서, 보정 SCO(β)는 설정 오차 이상을 가진 적산 SOC를 유효범위 SOC 범위(ㅿSOC)내에 있도록 보정하는 값인데, 일

반적으로 전류 적산법에 의한 SOC 추정은 시간에 따라 그 오차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보정 SCO(β)를 설정할 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정의 주기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보정 SCO(β)를 크게 하

고, 보정의 주기 시간을 짧게 설정하면 보정 SCO(β)을 작게 하는 것이 양호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장치 및 방법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에 대응

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

명한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

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이 발명의 실시예에서, 적산 용량에 의한 SOC 추정 방법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발생되는 SOC의 참값과

추정값과의 오차를 적산 전압과 기전압을 통해 파악하고 파악한 오차만큼을 보상하여 정확한 배터리의 SOC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발명은 오차에 대한 SOC 보정시 오차에 대한 허용범위를 두어 시스템의 프로세스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하는 효과

가 있다.

또한 이 발명은 배터리의 추정 SOC가 실제 SOC보다 적을때 보다 배터리의 추정 SOC가 실제 SOC보다 많을 때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의 추정 SOC가 실제 SOC보다 많은 경우에 대한 임계값을 적게 하여 보상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BMS의 MCU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SOC 대비 OCV 테이블에 대응하는 SOC와 OCV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터리의 SOC 보정방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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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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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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