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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 능동 셀 밸런싱 시스템 BMS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다수의 셀과 하나의 커패시터로 구성된 SSC(Single Switched Capacitor) 방식에서 사용되는 커패시터를 리튬이

온 배터리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이다. SSC 방식은 커패시터의 방향성으로 인하여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의 배터리에 대해 별도

의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작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커패시터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하여 셀의 순서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한 셀 밸런싱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은 BMS를 구현하여 실험 하였다. 실험 결과 셀 밸런싱이 기존의 SSC 방식보다 개선되어 효율성이 입증

되었다.

키워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리튬이온 배터리(Lithium Ion battery), SSS(Single Switched 

Capacitor), 셀 밸런싱(Cell Balancing)

I. Introduction

최근 배터리의 개발과 함께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배터리의 관리를 

담당하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는 가장 중요한 장치

이다. BMS는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한다. 

배터리의 정보에는 배터리의 전압, 온도, 전류, 내부저항, SOC(State 

Of Charge), SOH(State Of Health)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일은 

셀 벨런싱(Cell Balancing)이며 배터리의 상태와 수명, 잔여 용량을 

파악한다.[1][2] 셀 벨런싱은 Passive 셀 벨런싱과 Active 셀 벨런싱으

로 나누어진다.[3] Active 셀 벨런싱은 SC(Switched Capacitor)와 

SSC(Single Switched Capacitor)이 있다. SSC는 다수의 셀과 하나

의 커패시터로 구성되며 커패시터의 방향성으로 인하여 홀수 셀과 

짝수 셀을 따로 제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SC의 단점을 보완하여 커패시터을 니튬이

온(Lithium ion) 배터리로 대체하여 제어회로를 축소한 개선된 SSC

를 제안하였다.

II. Preliminaries

1. 셀 벨런싱(Cell Balancing)

셀 벨런싱은 배터리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기능으로 패시브(Passive) 벨런싱과 액티브(Active) 벨런싱으로 구분

된다.[5]

1.1 패시브 벨런싱

전압이 높은 셀에 연결되어 에너지를 소비하여 나머지 셀들의 

전압을 맞추는 방법으로 벨런싱 과정에서 저항이 소비한 에너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6]

1.2 액티브 벨런싱

커패시터가 셀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Switched capacitor, Single switched capacitor 방법이 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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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SC(Switched capacitor)

커패시터와 셀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커패시터가 운반하는 방법이

다. 멀리 떨어진 셀 간의 벨런싱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개의 커패시터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5][6]

   1.2.2 SSC(Single switched capacitor)

다수의 셀과 하나의 커패시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패시터의 방향

성으로 홀수 셀과 짝수 셀을 따로 제어하는 신호가 필요하다. 제어가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으나 셀의 수와 무관하게 커패시터는 하나이며 

가장 높은 전압의 셀에서 가장 낮은 셀로 커패시터가 운반하는 방식으

로 셀의 수에 제한이 되지 않아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2]

III. BMS of Active Cell Balancing System 

using Lithium Ion Battery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방향성이 있는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의 셀에 대해 별도의 제어장치를 필요로 하는 

능동 셀 벨런싱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방향성 커패시터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하여 제어 장치를 간소화시킴으로서 반응 속도와 배터리 

전체의 안정화를 추구한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회로 구성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Fig. 1. 제안한 방법

IV. Experiment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BMS를 구현하여 실험 하였다.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시간적인 차이와 전압의 변화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출력 전압이 유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Fig, 2. 실험 환경 Fig. 3. 실험결과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 능동 셀 밸런싱 시스템 BMS을 제안하였다.

BMS를 구현하여 효율성을 실험한 결과 셀 밸런싱이 기존의 SSC 

방식보다 개선되어 효율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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