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최근 휴대폰 등 DC 가전기기의 증대와 에너지 시간 이동이

가능한 저장장치를 겸비한 스마트그리드 출현으로 에너지를 저

장하는 장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충전시간

이 많이 소요되는 정전압 충전 방식을 제거하고 정전류 충전방

식으로만 배터리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충전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정전류 충전에 필요한 배터리 파라미터를 실시간으

로 추정하여 배터리 전압을 추정할 수 있는 간략화된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1. 서론

석유자원 고갈 및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

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화석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부

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불

규칙한 출력을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안정화된 출

력을 계통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배터리가 대안이 되고 있

다.[1] [2] 본 논문에서는 충전시간을 단축을 위해 정전류 충전

방식만으로 충전을 완료하기 위해 정전류용 배터리 간략화 모

델링을 제한하고 그 파라미터 충전기법을 제안하였다.

2. 실시간 배터리 모델링 및 충전기법

2.1 정전류 충전용 배터리 모델링

배터리 내부전압(VOCV)과 SoC는 서로 선형관계가 있으며

정전류 충전 시 내부전압 추정을 위한 등가회로는 그림 1과

같이 간락화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의 내부 등가저항

은 직류성분에 대한 저항 값으로 충전모드에서 배터리의 내부

전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Rt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단자전압

과 전류검출에 의해 내부전압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배터리 저항 Rt 값과 내부전압 값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2레벨의 정전류 모드기법을 제안한다. 만일 2레벨 정전류

모드에서 각각의 단자전압 및 전류에 대한 Rt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그림 1 CC 모드의 등가 회로 모델

Fig. 1 Equivalent circuit model for CC Mode

   

  
  (1)

이때 배터리 내부전압은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2)

2레벨 정전류 충전모드에서 레벨 1은 기존 정전류 충전과

같으며 레벨 2는 배터리의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추종하기

위해 추가한 모드이다.

2.2 배터리 충전방식

그림2와 같이 전류 정전압 충전은 배터리의 성능에 나쁜

영향은 없으면서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충전 초기

에는 정전류 충전을 하면서 배터리의 충전시간을 단축시키고

충전 말기의 시점에서 정전류 충전 모드에서 정전압 충전 모드

로 전환하여 충전함으로서 배터리의 과충전을 방지한다. 배터

리 충전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단계 1에서 정전류(CC: Constant current) 충전으로 배터리의

전압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는 70% 정도까지 충전이

된다. 단계 2에서 정전압(CV: Constant voltage) 충전으로 배

터리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충전 전류는 서서히 감소한다. 이

부분은 배터리가 대부분 충전되는 일반적인 과정이다. 전압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전류가 정격 전류의 3% 이하로 떨어지거

나 수평을 유지한다. 그림3과 같이 정전류 충전은 충전 초기부

터 완료까지 항상 일정한 전류로 충전하는 충전방법으로 정전

류 충전의 충전전류의 값을 몇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충전 완

료까지의 시간이 다르며 정전류를 크게 설정하면 충전 완료까

지의 시간은 짧으며 작게 설정하면 길어진다. 정전류 충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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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충전법과 급속 충전법 2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일반 충

전법은 배터리를 낮은 전류로 장시간 충전하는 방법으로 급속

충전법에 비해서 충전 효율이 좋으며, 충전전류는 배터리 용량

(Ah)의 0.1[C] ~ 0.2[C] 사이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

속 충전법은 높은 전류로 단시간에 충전하며 충전효율이 낮고

배터리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제한적인 경우만 사용된다.

그림 2 CC-CV 모드 충전의 특성 곡선..

Fig. 2 Characteristic curves of CC-CV mode charging.

  그림 3 CC 모드 충전의 특성 곡선.

  Fig. 3  Characteristic curves of CC mode charging.

그림 4는 2레벨 단일 CC모드를 갖는 제안된 충전기 시스

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리드

전압영점을 계측하여 배터리에 인가되는 전압 전류를 윈도우

필터를 사용하여 리플를 제거하였으며, Timer2를 이용하여 2

레벨 정전류 제어기를 구성하였으며, 딜레이 함수에 의해 전류

레벨변동 시 콘덴서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또한 식(1) 및 식(2)

에 의해 추정된 배터리 내부전압과 설정된 내부전압이 일치하

는 경우 전원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4 단일 CC 모드로 배터리 충전기 구성.

Fig. 4 Configuration of battery charger with a single     

CC-mode.

3.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a)는 2레벨 정전류 모드시 배터리 단자에 입력되는 

전압 차이며, 그림 5(b)는 2레벨 정전류 모드시 배터리 단자에 

입력되는 전류 차이다. 그림 5(c)는 추정한 저항 값으로 설정

한 4[Ω]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d)는 배터리 내부전압

과 추정한 전압으로 모드 전환시 마다 양호하게 추정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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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뮬레이션 결과

Fig. 5  Simulation Circuits

4. 결론

본 논문은 에너지 저장장치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효

율적인 충전을 위한 정전류 충전에 필요한 간략화 등가를 기초

로하여 단일 정전류 충전방식으로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가형 충전장치를 이용한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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