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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Operating Time of Li-polymer Secondary Cell with or Without Fl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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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run time of Li-polymer secondary cell with and without Active Balancing BMS is analyzed. The 

Active Balancing System using Flyback Converter with two-way power control facility, his designed for optimal characteristics 

of balancing. The run time of Li-polymer secondary cell is drastically increased employing the Flyback Convert Active 

Balancing BMS. The run time performance of Li-polymer secondary cell with or without Flyback Converter Active Balancing 

BMS is analyzed with the discharging and charging experiment of Li-polymer secondar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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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문제, 화석연료 고갈 그리고 정

부의 신에너지원의 개발정책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의 효율적

인 유지관리기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이차전지를 이용한 여러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다[1, 2, 3]. 제

안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 관리 시스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는 이차전지 배터리의 전압, 온도, 습도 등

을 고려하여 배터리를 관리한다. 또한 과전압, 과전류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배터리 각 셀 간의 전압 편차가 발생했을 경우 

셀 전압 편차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이다[4, 5, 6].

일반적 이차전지 배터리는 고전압의 출력을 얻기 위해 다수의 

배터리 셀을 직렬․병렬로 연결 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배터리 셀

을 연결한 것을 배터리팩이라고 한다. 배터리팩은 충 · 방전 사이

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 셀 간의 노화도에 의해 충전 · 방전 속

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충전 ‧ 방전 속도의 차이는 배터리 셀 

간의 전압 불평형을 야기한다. 셀 간 전압 불평형은 셀 간 충 · 방

전 전압 차로 인해 특정 셀의 과충전과 과방전이란 문제점을 야

기한다. 특히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7, 8, 9]. 또한 

이차전지 배터리 셀간의 전압 불평형은 이차전지 배터리 팩의 전

체의 사이클 수명 단축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이차전

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차전지 

가용시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팩의 배터

리 셀간 전압 불평형을 완화하기 위해 BMS 기술 중 Flyback 

Converter를 이용하여 Active Balancing BMS를 설계하고, 

Active Balancing BMS 적용 유․무에 따른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팩의 가용시간을 분석하였다.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

리팩 분석 결과 상기 Flyback Converter Active Balancing BMS 

적용 결과 배터리 팩의 배터리 셀간의 전압 불평형이 완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리튬폴

리머 이차전지 가용시간(Runtime)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팩

2.1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셀 사양

표 1은 본 논문에 적용 된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셀로 

'B사'의 'TB077170226mFF1' 사양을 보여준다. 표 1에 제시된 공

칭용량은 배터리 셀에 규정된 전류로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하여 

얻은 전기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칭용량은 배터리 종류에 따라 

분극이나 전압강하가 다르기 때문에 용량 차이가 있으며, 방전종

지전압과 방전율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 방전 전압은 배터리 

셀을 최대로 방전시킬 수 있는 전압을 의미한다. 방전 전압 이하

로 내려갈 경우 이차전지 배터리는 과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심

각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차

전지 배터리의 수명을 고려하여 배터리 셀 전압이 2.5V되는 시점

에 방전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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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사’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셀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Li-polymer secondary cell from 

company B

공칭용량 20,000 mAh

공칭전압 3.2V

허용 전압 2.0~3.6V

충전 전압 3.6V

방전 종지 전압 2.75V

방전 전압 2.0V

2.2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방전 특성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방전 특성은 시간 변화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며, 충․방전 횟수에도 영향이 크다. 배터리 방전 

시 방전 전류 또한 이차전지 수명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 이차전

지 배터리의 방전 곡선 기울기는 e기에 단시간에 급격한 하강 

기울기를 보이며, 중기는 장시간에 걸- 완만한 기울기를 나타낸

다. 방전 종료에 근접했을 때는 급격한 기울기 변화를 보인다. 

그림 1 ‘B사’ 이차전지 배터리 방전 특성 곡선

Fig. 1 Battery discharge curve of secondary cell from 

company B

2.3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팩 구성

본 논문에 적용한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팩은 표 1의 배터

리 셀을 그림 2와 같이 12S(Series) 2P(Parallel)로 배터리팩을 

구성하였다. 

그림 2 12S 2P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팩 구성

Fig. 2 Composition of battery pack of 12S 2P Li-polymer 

secondary cell

표    2 12S 2P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팩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battery pack of 12S 2P Li-polymer 

secondary cell

공칭용량 40,000mAh

공칭전압 38.4V

허용 전압 24.0V~43.2V

충전 전압 41.4V

방전 종지 전압 33.0V

방전 전압 24.0V

표 2는 12S 2P로 구성 된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팩의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배터리 셀 12개를 직렬연결 했으므로 전

압부에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12배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3. Active Balancing BMS 구성

3.1 Flyback Converter를 이용한 Active Balancing 회로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적용한 Flyback Converter를 이용한 

Active Balancing BMS를 나타내고 있다. 양방향으로 전력 제어가 

용이하며, 밸런싱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어 Active Balancing 

BMS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Flyback Converter를 이용한 Active Balancing BMS

Fig. 3 Active Balancing BMS using Flyback Converter

밸런싱 제어는 L사의 ‘LTC3300-1’의 칩을 회로에 적용하여 

제어하였다. 전압 측정은 L사의 ‘LTC6804-2’ 칩을 사용하였다.

그림 4는 Flyback Converter를 이용하여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12개 셀에 적용한 회로도이다.

그림 4 Flyback Converter를 적용한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회

로도

Fig. 4 Circuit diagram of Li-polymer secondary cell with 

Flyback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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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ctive Balancing BMS 방전회로

Fig. 6 Active Balancing BMS discharging circuit

그림 7 Active Balancing BMS 실험 장치 구성 (a) 전자부하 & 

데이터 로거, (b) Flyback을 이용한 Active Balancing 

BMS, (c) Active Balancing BMS 배터리 팩 구성 

Fig. 7 Active Balancing BMS experimental setup (a) Electrical

Load & Data Logger, (b) Flyback Active Balancing BMS,

(c) Battery Pack Active Balancing BMS experimental 

setup

   

그림 5 Active Balancing BMS 충전회로

Fig. 5 Active Balancing BMS charging circuit

3.2 Flyback Converter를 이용한 Active Balancing 충 ․ 방전 

회로

Flyback Converter를 이용한 Active Balancing 충 ․ 방전 회로

는 N-Channel MOSFET을 통해 충․방전이 이루어진다. 

그림 5는 Active Balancing 충전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배터

리팩의 N-Channel MOSFET 게이트 신호가 배터리 셀의 

N-Channel MOSFET 게이트 신호보다 먼저 On 신호를 투입하여 

배터리 셀과 연결되어있는 변압기의 기생인덕턴스에 자속을 저장

하게 된다. 일정 시간 또는 의 전압이 최대가 되었을 때 G1c

의 게이트 신호를 On에서 Off로 전환하고 배터리 팩의 G1p의 게

이트에 On 신호를 투입하면 배터리 팩 측으로 충전 전하가 흘러 

배터리 팩이 충전 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터리 셀 쪽

의 G1c의 게이트 신호를 On에서 Off로 전환하고 G1p의 On 게이

트 신호를 투입하지 않아도 충전 전하는 배터리 팩 측으로 흐르게 

된다. 하지만 다이오드를 통해 배터리 팩 측으로 충전 전하가 흐

르는 것 이므로 전압강하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전압 강하를 낮

추기 위해 G1p의 게이트 신호 또한 On을 해 준다. 

그림 6은 Active Balancing 방전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동작 

원리는 위에서 언급했던 Flyback Converter를 이용한 Active 

Balancing 충전 회로와 유사하다. Flyback Converter Active 

Balancing 충전 회로는 배터리 팩의 N-Channel MOSFET의 게

이트 신호가 배터리 셀보다 먼저 On 신호를 투입하였다. 하지만 

Flyback Converter Active Balancing 방전 회로는 배터리 셀 측

의 N-Channel MOSFET G1c의 게이트 신호에 먼저 On 신호를 

투입하여 배터리 셀과 연결되어 있는 변압기의 기생인덕턴스에 

자속을 저장하게 된다. 또한 일정 시간 또는 의 전압이 최

대가 되었을 때 G1c의 게이트 신호를 On에서 Off로 전환하고 

배터리 팩의 G1p의 게이트에 On 신호를 투입하면 배터리 팩 측

으로 충전 전하가 흘러 배터리 팩이 충전 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터리 셀 쪽의 G1c의 게이트 신호를 On에서 Off로 

전환하고 G1p의 On 게이트 신호를 투입하지 않아도 충전 전하

는 배터리 팩 측으로 흐르게 된다. 하지만 다이오드를 통해 배터

리 팩 측으로 충전 전하가 흐르는 것이므로 전압강하가 크게 발

생하게 된다. 전압 강하를 낮추기 위해 G1p의 게이트 신호 또한 

On을 해 준다. 

4. 실  험

4.1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방전 실험 구성

그림 7은 Active Balancing BMS 적용에 따른 리튬폴리머 이

차전지 수명 분석을 위한 장치 구성이다. 배터리 팩에 디지털 부

하('W'사 'M9711')를 연결하여 배터리 팩 방전을 진행한다. 또한 

배터리 팩 전체의 상태 분석을 하기 위해 배터리 팩에 데이터로

거('G'사 'GL900')를 연결하였고, 배터리 각 셀 전압의 상태를 확

인하기 위해 Active Balancing BMS 보드 12개 채널 각각에 배

터리 셀을 연결하였다.

4.2 Active Balancing BMS 미적용 방전 실험

그림 8은 배터리 방전 실험 전 배터리 각 셀의 전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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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전 실험 전 배터리 각 셀 전압

Fig. 8 Voltage of each cell in battery before discharge 

experiment

그림 9 방전 실험 후 배터리 각 셀 전압

Fig. 9 Voltage of each cell in battery after discharge 

experiment

그림 10 리튬폴리머 배터리 팩 방전 곡선

Fig. 10 Discharge curve of Li-polymer battery pack

그림 11 Active Balancing BMS 적용 방전 실험 전 배터리 각 

셀 전압

Fig. 11 Voltage of each cell in battery with Active Balancing

BMS before discharge experiment 

그림 12 Active Balancing BMS 적용 방전 실험 후 배터리 각 

셀 전압

Fig. 12 Voltage of each cell in battery with Active Balancing

BMS after discharge experiment

배터리 팩의 전압은 39.38V, 배터리 셀 전압은 평균 3.2828V이고 

배터리 셀 최대전압 값과 최소전압 값의 편차는 0.0199V로 배터

리 팩이 균등전압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방전 종료 시점은 배터리 팩 내에 있는 12개의 배터리 셀 중

에서 2.5V 이하로 떨어지는 배터리 셀이 있을 경우 방전종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림 9는 배터리 방전 실험 후 배터리 각 셀의 전압을 보여준

다. 5번 배터리 셀 전압이 2.5V이하인 2.4983V가 됐을 때 8번 

배터리 셀은 2.9998V로 최대전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배터리 

셀의 편차는 0.5015V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데이터 로거를 통해 리튬폴리머 배터리 팩의 방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5번 배터리 셀이 2.5V이하로 떨어지는 시

점의 전압은 34.2297V로 방전 시점 인 39.38V 대비 5.1503V가 감

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방전 시간은 3시간 53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4.3 Active Balancing BMS 적용 방전 실험

그림 11은 배터리 방전 실험 전 배터리 각 셀의 전압을 보여

준다. 배터리 팩의 전압은 39.32V, 배터리 셀 전압은 평균 

3.2772V이고 배터리 셀 최대전압 값과 최소전압 값의 편차는 

0.0061V로 배터리 팩이 균등전압 상태로 Active Balancing BMS 

미적용 방전 실험 e기 상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배터리 방전 실험 후 배터리 각 셀의 전압을 보여

준다. 10번 배터리 셀 전압이 2.5V이하인 2.4994V가 됐을 때 3

번 배터리 셀은 2.5711V로 최대전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배

터리 셀의 편차는 0.0717V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데이터 로거를 통해 리튬폴리머 배터리 팩의 방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10번 배터리 셀이 2.5V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의 전압은 30.1958V로 방전 시점 인 39.32V 대비 9.1242V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방전 시간은 4시간 38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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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ctive Balancing BMS 적용 유‧무에 따른 배터리 전압 

최소 셀과 다른 셀과의 전압 편차

Fig. 15 Voltage deviation of each cell in battery with or 

without Active Balancing BMS

그림 16 Active Balancing BMS 적용 유‧무에 따른 배터리 팩 

방전 그래프

Fig. 16 Discharge graph of battery pack with or without 

Active Balancing BMS

그림 13 Active Balancing BMS 적용 리튬폴리머 배터리 팩 방

전 곡선

Fig. 13 Discharge curve of Li-polymer battery pack with 

Active Balancing BMS

그림 14 방전 종료기준 Active Balancing BMS 적용 유‧무에 따

른 배터리 각 셀 전압

Fig. 14 Voltage of each cell in battery with or without Active 

Balancing BMS at the end of discharge experiment 

4.4 방전 실험 분석

그림 14는 방전종료기준 Active Balancing BMS 적용 유 ․ 무

에 따른 각 셀의 전압 상태를 보여준다. 방전 종료 기준 Active 

Balancing BMS 적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전압의 배터리 셀과 최

대전압의 배터리 셀의 편차는 약 0.5V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

에 반해 Active Balancing BMS을 적용한 경우 최저전압의 배터

리 셀과 최대 전압의 배터리 셀의 편차는 약 0.07 V로 Active 

Balancing BMS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기준 약 84%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는 방전종료기준 배터리 셀 전압 2.5V 이하인 배터리 

셀 기준 다른 배터리 셀과의 전압편차를 보여준다. Active 

Balancing BMS 적용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보

이며 편차의 값을 평균화했을 때 0.3863V를 보였다. Active 

Balancing BMS 적용했을 경우 편차 면적은 Active Balancing 

BMS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보

였으며 편차의 값을 평균화했을 때 0.0184V로 0.3863V를 100%

로 봤을 때 약 4.76%로 나타났다. 따라서 Active Balancing 

BMS를 적용한 경우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대비 95.24% 평균 편

차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6은 배터리 팩의 방전 그래프를 비교한 것으로 Active 

Balancing BMS를 적용한 경우 방전 시간 즉 배터리 가용 시간

(Runtime)은 Active Balancing BMS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

해 약 19.6%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의 Active 

Balancing BMS 적용 유․무에 따른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방전시간, 셀 간 전압편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Active 

Balancing BMS을 적용한 경우 리튬폴리머 배터리 셀의 최대전

압과 최소전압의 편차가 Active Balancing BMS을 적용하지 않

은 경우보다 약 84%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전 

후 리튬폴리머 배터리 셀의 전압이 2.5V 이하로 내려간 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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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다른 셀과의 전압 평균 편차를 비교 했을 때 Active 

Balancing BMS을 적용한 경우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95.24%의 평균 편차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리튬폴리머 이차

전지 배터리 가용시간은(Runtime) 약 19.6%가 연장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배터리 방전 시간이 연장은 방전 시에 

발생하는 배터리 셀 간의 불평형이 Active Balancing BMS에 의

해 완화된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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