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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기자동차 보급 문제와 더불어 증가하는 전기가격

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의 전기자동차 배터리교환소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에서는 배터리교환소 내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ESS)로 활용하여 분산형전원에서 발전한 전력을 저장하고, 상용

계통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기존 스마트그리드의 응용분야 중 하

나인 Vehicle-to-grid(V2G)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터리교환

소 내 유휴 배터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Station-to-grid(S2G) 개념

을 정의하여 모델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전원의 구성 및 전력계통과의 연계방안에

따라 가능한 4가지의 경우에 대해 문제를 정의하여 이의 최적운영

을 위한 수리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비용을 최소화하

는 분산전원의 용량 및 발전계획, 배터리의 적정 보유수와 충·방전

스케줄이 제공된다.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배터리교환소 운영모델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스마트그리드 시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주요어 : 전기자동차, 배터리교환소,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분산전원, Station-to-grid(S2G)

학 번 : 2012 - 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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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 각종 환경문제

가 대두되고 있다. 2013년 9월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발표한 5차 보고서에서도 역시 온난화에 대해 강

력히 경고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2100년 우리나라의 경우 5.3도 상승하

며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의 가속화도

계속되고 있어 4차 보고서에서 발표한 21세기 말 해수면 상승 예측치를

4cm 가량 상향 조정하였다 (IPCC, 2013).

이러한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라는 요인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류, 과불화탄

소류, 육불화황, 오존, 수증기 등이 있는데, 국제기구협의회에서 이산화탄

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화불화탄소(HFCs), 과불화

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6대 온실가스로 지정했다. 이 중 지구온난

화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다

(Ehhalt, D et al., 2001; Grub, 2003).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대기 배출량은 1960년대에는

2.5PgC(Petagram of Carbon)이었지만 현재는 9.5PgC이다. 대기농도의

증가는 하와이 마우나로아를 비롯해 국립환경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

정확히 관측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800년대에 280ppm으로 추정

되었지만 1960년대에는 320ppm, 2000년에는 367ppm이 되었으며,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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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ppm을 넘어 400ppm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온실가

스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1980년대, 1990년대에 비

해 2000년부터 2010년에 걸쳐 상승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

세계는 기후변화문제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

화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어 선진국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부여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등

의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IPCC의 4차 평가 보

고서에 의하면 2004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46%에 달한

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비중이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앞으로의 온난화 대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대응해야 하는 문

제임을 보이고 있다 (IPCC, 2007).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

국에서 제외되었지만 2010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의

OECD회원국으로서 2차 의무이행 기간(2013~2017)부터는 배출감축의무

를 지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임근희, 2010).

2013년, 예상과는 달리 한국은 의무 감축 국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의무대상국가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

량을 줄이겠다고 당사국 총회에 보고했으며,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권 거래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석유가격의 계속되는 증가로

인해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석유

기반의 운송수단의 대체수단으로 전기자동차 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연

구와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기자동차가 기존의 내

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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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이며 해결해야할 과제는 전기자

동차 충전 인프라의 구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크게 배터리충전소와 배터리교환소로 구분

된다. 배터리 충전소에는 전기자동차에 플러그를 연결하여 충전하게 되

며 현재 일부 배터리 충전소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배터리

교환소는 전기자동차의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되어있는 배터리와 교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충전소의 오랜 충전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

하고자 Better Place에서 사업화하였다.

BetterPlace 외에도 Tesla Motors, Mitsubishi Heavy Industries 와

같은 회사들은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그들의 전기자동차에 배터리교환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개발해 오고 있다 (Blanco, 2009). 최근

Tesla Motors는 테슬라모델 S 차량에 대해 급속충전 뿐만 아니라 교환

방식도 선보였다 (Green, 2013; Siler, 2013).

충전 인프라 관련하여 기존 배터리 충전소와 더불어 배터리교환소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배터리교환소의 최적 운영 및 구축에 대한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배터리교환 방식의 장점은 1분 내외의 짧은 교체가 가능하고 배터리

를 운전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줄일 수 있다

(Better Place, 2012; Rogowski, 2013). 이 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교환소 내 배터리를 Vehicle-to-Grid(V2G)의 저장장치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교환소 내 배터리의 에너지저장장치

(ESS)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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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그리드 환경 하의 다양한 운영모델을 소개하고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

생에너지원을 포함하는 분산전원(Distributed Generation)을 고려한 배터

리교환소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영방식에 대한 수

리모델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중 하나인 배터리교환소의 운

영방안에 대해 다룬다. 특히 다가올 스마트그리드 환경 하에서의 가능한

여러 운영모델을 소개한다.

특히 배터리교환소 내 배터리들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능으로

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Vehicle-to-grid(V2G) 개념에 착안하

여 Station-to-grid(S2G)라는 개념을 정의하였고, 태양광 발전이나 연료

전지 발전 등의 분산전원(Distributed Generation)을 포함하는 배터리교

환소 모델을 제안하였다.

우선, Vehicle-to-grid는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로서 전

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이용해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수요가 낮을 때 충전

해 놓았다가 전기가격이 비싼 피크타임에 잉여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전송

하여 판매하는 개념이다, 이는 충전기에 연결된 주차중인 개인 소유의

차량에서만 가능하기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V2G개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배터리 교환소 내 배터리

의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을 통해 전기가격

이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peak time)에 상용 전력계통에 역송하여 판매

하는 개념으로 Station-to-grid(S2G)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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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배터리교환소에서는 분산전원으로부터 발전된

전력을 교환소 내 배터리에 저장 및 충전하게 되고, 앞서 제안한 S2G를

통해 상용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배터리교환소는 하나

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이루게 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단계

의 분산전원의 용량 및 필요한 배터리의 적정 보유수 결정에서부터 운영

단계에서 시간대별 배터리의 충전, S2G계획 및 분산전원의 발전계획을

결정하는 수리모델을 제안한다.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S2G 허

용여부에 따라 운영모델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 분산전원을 포함하지 않고 전력계통에 의존한 운영

- 전력회사로부터 전력 구매만 가능한 모델(PRBO)

(Power Rates Based Operation)

- Station-to-grid 가 가능한 모델(S2GBO)

(Station-to-grid Based Operation)

▪ 분산전원을 고려한 배터리교환소 운영

- 전력회사로부터 전력 구매만 가능한 모델(PRBO:DG)

(Power Rates Based Operation with Distributed Generation)

- Station-to-grid 가 가능한 모델(S2GBO:DG)

(Station-to-grid Based Operation with Distributed Generation)

위의 각각 모델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여 배터리교환소의 비용을 최소

화하는 운영방안과 이에 필요한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

다.



- 6 -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스

마트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전기자동차 특성

및 관련 동향과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관련

연구로 Vehicle-to-grid(V2G)의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의 한

계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배터리교환소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어 Station-to-grid (S2G)의 개념을 정의하

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배터리교환소의 운영모델에 대해 서술

하였다. 분산전원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전력계통 기반의 운영모델과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모델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모델에 대해 4장과 5장

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전력계통 기반의 배터리교환소

운영모델의 문제를 정의하였고 세부적으로 계통으로부터 구매만 가능한

모델과 S2G가 가능한 모델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배터리의 개수 및 시간대별 충전/S2G계획을 결

정하는 수리모델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분산전원을 고려한 모델에 대해

서술하였다.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계통으로부터 구매만 가능한 경우와

S2G가 가능한 경우로 구분하고, 제안한 각각의 수리모델에 대해 설명하

였다.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축단계에서 필요한 분산전원의

용량 결정문제도 고려하기 위해 각 모델을 2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6장에서는 주요 패러미터 추정과 실험설정 및 가정 사항을 설명하고

각 모델의 실험결과를 도출하여 제안한 모델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마지

막으로 7장의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 및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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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이론 및 관련 연구 현황

오늘날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 같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자원고갈 및 화석연

료 가격의 급등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유엔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인류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규정짓고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라 발표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는 에너지 사용을 폭발적으로 증

가시키고 있다. 특히 전기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및 TV의 확

대, 컴퓨터와 에어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의 피크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전력설비와 R&D에 대한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송

전선로 용량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고동수, 2011).

이러한 환경에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그리드가 제시되었다.

2.1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는 공급자 중심의 전기 공급구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

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에너지 생산 및 소

비를 최적화 시켜주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이는 전력망에 ICT(양방향 통

신, 센서,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여 전력 생산 및 소비 정보를 관리하고

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Farhang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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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출처 :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전력망 부문, 소비자 부문, 전기자동차 및 운송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그리고 전력 서비스 부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고동수, 2009).

각각의 부문에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개념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에

너지저장장치, 충전 인프라 기술, V2G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외에도 스마트계랑기(AMI), 전력망 최적화, 수요 반응, 분산발전, 전

력저장, 전기자동차, 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며 특히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로써의 그 역

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력분야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SBI(2009)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그리

드 시장 규모는 2009년의 639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1,714억 달러 규모

로 연평균 20% 정도 성장하여, 2030년도에는 8,7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2010)의「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2030년까지 총 73.9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해외 수출 부문에서는 총 49.2조원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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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이크로그리드와 분산전원

2.2.1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와 수요반응(Demand Response)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수의 소규모 분산된 전원과 부하의 집합체로서

기존의 전력망과 연계하거나 혹은 분리하여 운전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

망으로 에너지 측면에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에너지공급 시스

템이다 (Moghaddam et al., 2011).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분산전원, 배전전력망, 통신 및 제어 기술 등

이 통합된 미래혁신적인 전력공급 분야의 기술로 수요지 근처의 신재생

에너지 전원, 가스 기반의 소형열병합발전, 그리고 전기와 열 저장시스템

을 결합하여 열과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함으로써 수용가와 전력회사에

송배전 손실저감과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는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Sanseverino et al., 2011; Siddiqui et al., 2005).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은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를 구성하

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최대 전력수요를 줄이고 시스템의 긴급상황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요금 및 인센티브 수단을 통해 소비자의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Rahimi & Ipakchi, 2010). 수요

반응은 보통 사전에 전력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전력부하를 언제 어떻게

감축시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상호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다.

시간대별 요금차별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사용 패턴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도록 고안된 경제성기반 수요반응(Economic-Based Demand

Response)을 스마트 그리드에 적용할 경우, 수요 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

치와 운영 특성을 전력시장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

기반 수요반응 관련정보는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각



- 10 -

화된 스마트 기기에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 및 선택권의 폭을 넓히

는 역할을 한다 (오재철, 2009).

2.2.2 분산전원(DG:Distributed Generation)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신재생에너지가 아무리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분산발전

의 자원들을 용이하게 통합해주는 스마트그리드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한 발전량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그리드가 전기에너지 저장능력과 방전 옵션 능력을 갖춘 장치와

결합하면 발전하는 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발전 시에는 전력을

저장하고, 과소 발전시에는 기존에 저장된 전력을 이용함으로써 재생에

너지원의 불규칙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을 향상시킨다 (Farhangi, 2010).

Siddiqui et al(2005)은 전력수요에 부합하며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

적인 분산전원과 계통연계의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는 DER-CAM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Customer Adoption Model)을 제시하였

다.

분산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수

적이다. 에너지저장장치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발전원의 간헐적 출력

특성을 단기적으로 안정화시키고 발전과 수요의 시차를 극복하기 때문이

다. Stadler et al(2011)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

하여 상용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배터리교환소 내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써의 기능

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 11 -

2.3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화석 연

료의 연소로부터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

의 특징으로는 가솔린을 사용하지 않아 주행 중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어

연비 및 이산화탄소 절감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며, 운영비용 및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다. 또한 소음도 아주 적은 장점이 있다. 전기자동차는

1834년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발명되었으나, 배터리의 중량과 충전시

간 등의 문제로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공해문제와 더불어

1970년대 이후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며 다시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다 (Chan, 2001).

2010년대에 들어와 GM, 르노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

기자동차 개발이 활성화되어 GM의 ‘Volt’, 닛산의 ‘Leaf’ 등이 상용화되

어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의 ‘블루온’ 등 전기자동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3.1 전기자동차의 구분 및 특성

전기자동차는 그림[2-2]과 같이 전기에너지의 사용률에 따라 배터리

로만 가는 순수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와 동력원으로는 전지

에 저장한 전기만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조그

만 내연기관을 가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 Plug-in Hybrid EV),

그리고 전기모터나 내연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엔진이 둘 이상인 하이

브리드 전기자동차(HEV : Hybrid EV 혹은 HEV), 연료전지가 배터리나

내연기관을 대체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 : Fuel Cell Electric

Vehicl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Canis, 2011; Ch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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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기에너지 사용률에 따른 자동차 분류

(출처 : 현대기아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수소연소엔진과 연료전

지, 천연가스와 가솔린엔진, 디젤과 전기모터 등 두 가지 이상의 구동장

치를 탑재한 자동차를 말한다.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동력원을 사용하

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모터를 같이 쓰는 경우이다 (최재원,

2012).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전기모터의 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하이

브리드 전기자동차(HEV)와, 외부의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가 있다 (Can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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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전기적, 기계

적 결합 방식에 따라서 직렬형, 병렬형, 혼합형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Ehsani, 200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는 화석연료와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유사하나, 보다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력망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배터리가 다 소모되었을 때에는 화석연료로

주행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PHEV)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준호, 2009).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배기가스의 감소로 친환경적이기에 기존의 자동차를 일정

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가솔린 엔진을 쓴다는 점에서 어디까

지나 과도기적 역할이며, 인프라 측면이나 시장 동향을 볼 때 결국 순수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것이다 (김경연, 2009).

[그림 2-3] HEV,PHEV,EV의 에너지원 특성 비교 (출처: 고준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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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결합으로 구동되었다면,

순수 전기자동차(EV)는 내연기관의 도움 없이 순수한 전기로 주행이 가

능한 자동차이다.

내연기관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행 중에 발생하는 배기가스

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력망을 통해 전기

를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 생산방식에 따라 화석연료를 원료로 생성된

전기를 사용할 경우 발전소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할 수 있다 (고준

호, 2009).

하지만 제조에서부터 처리까지 전생애주기를 대상으로 비교결과 순수

전기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air & Mahmassani, 2012).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정지 상태에서 최대토크를 얻는 데 더

유리하여 정지 상태에서 최고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더 빠르다. 배터리

성능과 가격, 충전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시장 진입에 실

패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제작을 꺼려했으나, 배터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이러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내연기관차가 평균적으로 한번 주유로

약 400km를 가는데 반해, 전기차의 경우 한번 충전으로 160km 주행이

가능하다.

최근 테슬라 S모델을 비롯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높은 전기자동

차가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는 주행거리의 제약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의 구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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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전기자동차 시장동향

전 세계적인 환경 및 이산화탄소 절감 이슈로 인해, 전기자동차 수요

에 대한 각국의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으며, 업계 또한 전기자동차 기

술 개발 및 확대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까지 판매된 전기자동차의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차량(HEV)이

다. 2010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GM Volt PHEV, 미쓰비시의 아이미브(I

MiEV)와 2008년부터 판매된 중국의 BYD의 F3DM PHEV가 예외적이

지만, 수치는 미미하다. SNE Research에 의하면 2000년에 2400대 가량

판매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10년 100만대에 가까운 94만대가 판매

되었으며, 이는 매년 44%씩 성장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이미 시장성을 확보하면서 판매량을 늘리

고 있다. 하지만 기술동향과 인프라 측면에서 순수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다. 전기자동차 시장은 2020년에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 선에 육박하면서, 1800만대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혜, 2011).

[그림 2-4] 전기자동차 시장전망(2011~2020) (출처 : S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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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 배터리교환소

전기자동차 보급의 최대 장애요인은 배터리의 가격으로 인한 높은 차

량가격과 1회 충전시의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로는 크게 배터리충전소와 배터리교환소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배터리 충전이나 교환소 모두 기존의 연료 네트워

크에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모델들이다. 배터리 충전의 경우 30분정도

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배터리 교환방식은 빠른 시

간 내 교환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교환소를 대상으로 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영방

안을 다루었다. 전기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가의 전

지와 차량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수용도를 높일 수 있어 그 확산

을 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리튬이온 전지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차량에 장착된 전지는 조만간 구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

이다 (김경연, 2009).

2.3.4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정책 및 인프라 구축계획

세계 각국은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

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충전

시설 등을 통해 타 산업에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표준 확

보를 위해 각국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이 협력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국의 전기자동차 도입제도와 지원책들은 초기의 고가 배터리 비용

을 경감해 주고, 배터리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빠른 속도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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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을 스스로 주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정부가 적극적

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여 이미 전기자동차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고동수, 2011).

미국은 세계 최초로 2015년까지 100만 대 도입을 선언하였는데, 플러

그인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구매보조금 제도를 2015년까지 실시하고 있다 (임근희,

2010).

일본은 2020년까지 50만 대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대당 139만 엔(약

1,8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솔린 자동차 산업에 뒤진 중국

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단계를 건너 뛰어 2020년까지 순수

전기 자동차 개발에만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미혜,

2011).

지식경제부는 2010년 전기자동차 등 그린카 발전 로드맵에서 2015년

까지 120만 대 생산, 90만 대 수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부터 강하

고 멀리 가고 저렴한 준중형급 전기자동차를 양산한다는 목표 아래

1,000억 원 이상의 지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1년 8월부터 현대차, 서

울대, 만도 등 44개 자동차 생산업체ㆍ연구기관ㆍ부품업체들이 컨소시엄

을 결성하여 모터, 공조, 차량경량화, 배터리, 충전기 등 전기자동차 5대

핵심 부품의 성능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1회 충전으로

200km 이상 주행, 최고속도 145km/h, 급속충전 시간 25분인 준중형급

전기자동차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준호, 2011).

2011년 10월 지식경제부는 전기자동차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는데,

2012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1대당 최대 420만 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지원 대상은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인 저속 전기자동차

와 그 이상인 고속 전기자동차로 나눠 연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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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주유소, LPG 충전소, 공공기

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추진

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대수는 2013

년에는 200대, 2014년에는 4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주요 도

시에 승용차의 10%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까

지는 전국 도시에 승용차의 20%에 해당하는 충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세

우고 있다 (고동수, 2011).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은 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인 2014년까지는 충전기는 정부가 구축하고 민간사업자는

부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고준호, 2009).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전기공급자인 한전, 충전소 설치 업체, 그리고 전기 판매업체 등에 대한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한전이 전기 판매

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

은 상태이다. 즉, 전력산업에서 경쟁적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않은

현실이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사업 분야인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2.3.5 Vehicle-to-grid : V2G

V2G(Vehicle-to-grid) 기술이란 전력망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양

방향으로 연결하여 서로 간에 전력을 전송하거나 역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실시간 전기요금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계통 연계 및 운용 방

안을 구축하는 기술이다 (Guille & Gross, 2009).

우리나라의 경우 V2G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V2G용 PC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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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ing System) 기술이나 양방향 충․방전을 위한 계통 연계 및

운용 기술의 경우, 현재는 단방향 충전 기초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양방

향 충․방전 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별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집합소(aggregator)를 통한 계통 연계, 장소에 따른 (주거

용, 상업용, 공공용) 계통 연계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요청에 따른 전력망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계통 부하 평준화를 위한 실시간요금제 실시 기술이

필요하나, 아직 관련 기술 및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동수, 2011).

미국의 PJM은 Google 등 다수의 기업과 함께 전기자동차를 실시간

계통에 연계하여 V2G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전기자동차의 V2G 서비

스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Kempton et al., 2008).

V2G 기술을 적용한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급속도로 증가하는 에

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망에 접속하자마자 가동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의 순동예비력(spinning reserves)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empton & Tomić, 2005b). 또한 전기자동차 소유주는 전기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잉여 전력을 전력망으로 전송하여 전기 가격

이 비싼 피크타임에 유틸리티 회사에 판매하거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

너지저장시스템에 연결해 활용할 수 있고 그림[2-5]과 같이 부하평준화

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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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부하 평준화

크라이슬러와 넥스트 에너지는 2011년에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양방향

전력전송이 가능한 24kWh 배터리로 구동하는 4대의 타운 앤 카운티 미

니밴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구축하였다. 실시간 정보를 이용해 V2G 기

술을 적용한 전기자동차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기자동차 시스템

(Independent System Operators, ISO)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Grasman, 2011).

Kempton and Tomić(2005a)은 전력 부하 평준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지원을 위한 V2G의 활용과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Guille and

Gross(2009)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V2G

의 통합 모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PHEV의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

치로 사용함에 있어 그 경제성도 분석되었다 (Peterson et al., 2010).

Sortomme and El-Sharkwai(2012), Battistelli et al(2012)는 제어 및 최

적화 단계로 내려와 이익 극대화를 위한 V2G 스케줄을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의 V2G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Shumei et al(2011)은 V2G 개념을 마이크로그리드와 연계한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Stadler et al.(2011)은 상용건물에서의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한 V2G 연계 및 분산전원의 발전 스케줄을 제공하였고 이

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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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터리교환소 운영모델 소개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 극복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인프라로 배터리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소가 있다.

충전 방식의 경우 긴 충전시간이 큰 단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Better Place사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서 배터리 교환

소를 사업화 하였다.

BetterPlace 외에도 Tesla Motors, Mitsubishi Heavy Industries 와

같은 회사들은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그들의 전기자동차에 배터리교환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개발해 왔다 (Blanco, 2009)

최근 Tesla Motors는 테슬라모델 S 차량 소유주를 위한 전용 충전소

를 소개했으며,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급속충전 뿐만

아니라 S모델에 대해서는 교환방식까지 제공하게 된다 (Green, 2013;

Siler, 2013).

[그림 3-1] 배터리교환소 (출처: Bette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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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환소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분 내로 빠른

배터리 교환이 가능하다 (Udasin, 2011; Rogowsky, 2013). 또한 운전자

가 배터리 교환을 위해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고 운전자가 배터리를 소

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배터리 가격, 유지비 등에 대한 비용

을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Better Place, 2012). 그리고 전기자동차

의 배터리들을 Vehicle-to-Grid(V2G)의 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und & Kempton, 2008).

본 연구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배터리교환소의 배터리들을 V2G의

저장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Station-to-Grid 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3.1 Station-to-grid : S2G

Vehicle-to-grid(V2G)는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주차중인 개인소유

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참여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2G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배터리교환소에 적

용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3-2]과 같이 Station-to-Grid(S2G)를 제안하여,

이를 배터리 교환소(Station)에서 보유중인 배터리의 전력을 전력계통

(Grid)과 연계하여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을 통해 전기가격이 비싼

시간대에 역송하여 판매하는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그림 3-2] Station-to-grid(S2G)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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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터리교환소 모델 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운영모델은 분산전원(DG : Distributed

Generation)을 보유한 배터리교환소에서 자가 발전 및 전력계통과 연계

하여 운용되는 모델이다. S2G(Station-to-grid)를 통해 그리드 판매가 가

능한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3-3]과 같다.

[그림 3-3] 분산전원 포함하는 배터리교환소 모델

제안한 모델에서 배터리교환소 내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로 활용된다. 분산전원을 통해 생성된 전력은

교환소 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되며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운

영된다. 따라서 배터리교환소는 하나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이루게 되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리모델을 제안하였다.

3.2.1 모델 구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운영모형에 대한 분산전원 참여의 경제적 효과

를 파악하기 위해 모델을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산전

원의 유무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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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모형은 계통에서 구매만 가능한 구매기반의 단순연계 모델과

앞서 제안한 S2G를 고려한 경우로 구분하여 총 4가지 모델로 나누었다.

S2G를 허용하는 경우의 운영모델은 S2GBO(S2G Based Operation :

S2GBO),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시간대별 차등 전력요금에 따라 최선의

운영을 하는 PRBO(Power Rates Based Operation : PRBO)이다.

▪ 전력계통 기반 운영모델

- 전력구매 기반 단순연계(PRBO : Power Rates Based Operation)

- S2G연계(S2GBO : Station-to-grid Based Operation)

▪ 전력계통 및 분산전원을 고려한 운영모델

- 분산전원을 고려한 단순연계(PRBO:DG)

- 분산전원을 고려한 S2G연계(S2GBO:DG)

3.2.2 전력계통 기반 운영모델

전력계통 기반의 운영모델은 배터리교환소가 상용 전력계통과 연계하

여 운영되는 일반적인 모델이다. 그림[3-4]과 같이 전력회사로부터 전력

을 구매하여 운영하거나 앞서 제안한 S2G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림 3-4] 전력계통 기반 단순연계 및 S2G 모델 (PRBO, S2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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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전력계통 및 분산전원을 고려한 운영모델

전력계통 및 분산전원(DG : Distributed Generation)을 고려한 모델은

앞의 전력계통 기반 모델에서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배터리교

환소에서 자가발전이 가능한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의 분산발전

을 보유한 경우이며,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3-5]와 같다.

이 역시 S2G를 허용하지 않고 시간대별 차등 전력요금에 의해 구매

만 가능한 경우와 S2G를 통한 그리드 판매가 가능한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그림 3-5] 전력계통 및 분산전원 기반 운영모델

(PRBO:DG, S2GBO: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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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계통 기반 운영모델

전력계통 기반의 운영모델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방식으

로 배터리교환소가 상용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모델이다. 전력

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운영하는 모델(PRBO : Power Rates

Based Operation)과, 교환소로부터 상용 전력계통으로 역송이 가능한

S2G(Station-to-grid :S2G)를 허용하여 함께 고려하여 운영하는 모델

(S2GBO : S2G Based Oper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모델들은 전력

회사의 수요반응(Demand Response)에 최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운

영비용을 최소화하며 배터리교환소가 가져올 전력부담을 줄일 수 있다.

4.1 계통 구매 기반 단순연계 모델

[그림 4-1] 전력계통 구매 기반 모델 (P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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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PRBO : Power Rates Based Operation

전력계통 구매 기반 모델 PRBO(Power Rates Based Operation)는

그림[4-1]과 같이 상용 전력계통으로부터 전력 구매만 가능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계절별, 시간대별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3가지로 나뉜다 (한국전력공사, 2013).

따라서 배터리교환소에서는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회사에

서 제공하는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을 활용하여 수요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전기요금이 낮은 경부하 시간대를 이용하여 충전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 기반의 배터리 충전 스케줄

과 함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배터리의 개수를 결정해주는 모델을 제

안하였다.

4.1.2 수리 모델

변수 정의

모델에 사용되는 패러미터와 결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 패러미터

 : t 시점의 전력요금

 : t시점의 배터리 교환 수요

 : 배터리유지비

 : 배터리 용량

 : t시점의 교환소 보유 전력(충전상태 : State Of Charge)

 : 분산전원 갯수

 : time horizon(=24)

 : Depth of Discharge

 : 송전용량



- 28 -

▪ 결정변수

 : t시점의 전력계통 구매 전력량

 : 초기 배터리 보유량

 : 배터리교환소의 에너지 저장능력(  × ) ; 종속변수

목적함수

 
  



․  ․

제약식

 ≤      (4.1)


  

  

 ≥
  



․․    (4.2)


  



․․ ≤ 
  



 (4.3)

    ․․   

      ․․    (4.4)

 ≤ ≤     (4.5)

 ≥    (4.6)



- 29 -

≥  (4.7)

목적함수는 배터리교환소의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전력구매

에 대한 전기요금과 배터리의 유지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시간대별로

다른 전기요금에 대해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최대한 가격이 낮은 시간대

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 스케줄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터리의 개수가 도출된다.

제약식 (4.1)은 전력계통으로부터 구매 가능한 전력량은 배터리교환

소의 가용한 에너지저장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고, (4.2)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교환수요를 만족시키는 제약이다. (4.3)은 배터리교환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말시점에 충전상태를 회복시키는 제약이다.

(4.4)는 각 시점에서의 배터리의 충전상태를 표시하며, (4.5)는 계통 전력

구매량 제한, (4.6)은 교환소 내 배터리의 충전상태(SOC)는 비음의 값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약식 (4.7)은 보유 배터리의 개수에 대한

정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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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2G통한 계통연계 모델

[그림 4-2] 전력계통 구매 및 S2G 모델 (S2GBO)

4.2.1 S2GBO : Station-to-grid Based Operation

계통기반의 S2G(Station-to-grid)를 허용하는 모델 S2GBO는 그림

[4-2]와 같이 기존의 전력구매만 가능한 경우에서 나아가 교환소의 잉여

전력을 계통으로 역송이 가능한 모델이다. 따라서 S2G를 통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전기 요금과 수요에 따라 시간대별 계통 구매량과 S2G 역송

전력량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수리모델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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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수리모델

변수 정의

모델에 사용되는 패러미터와 결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기존 PRBO에

서 S2G관련 변수들이 추가되었다.

▪ 패러미터

 : t 시점의 전력요금

 : 역송전력 요금

 : t시점의 배터리 교환 수요

 : 배터리유지비

 : 배터리 용량

 : t시점의 교환소 보유 전력(충전상태 : State Of Charge)

 : 분산전원 갯수

 : time horizon(=24)

 : Depth of Discharge

 : 송전 및 역송(S2G) 용량

▪ 결정변수

 : t시점의 전력계통 구매 전력량

 : t시점의 전력계통 역송 판매 전력량

 : 초기 배터리 보유량

 : 배터리교환소의 에너지 저장능력(  × ) ; 종속변수

목적함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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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식

 ≤      (4.8)


  

  

 ≥
  



․․     (4.9)


  



․․ ≤ 
  



 (4.10)

    ․․    

      ․․ 

  

(4.11)

 ≤ ≤     (4.12)

 ≤ ≤     (4.13)

 ≥    (4.14)

≥  (4.15)

목적함수는 배터리교환소의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PRBO모델에서와 같이 전기사용 비용과 배터리 유지비용이 포함되며

S2G를 통해 얻는 판매수익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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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식 (4.8)은 전력계통으로부터 구매 가능한 전력량에 대한 제약으

로 (4.1)과 동일하며, (4.9)는 배터리교환소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으로 (4.2) 제약식에 대응된다. S2GBO모델에서는 S2G를 고려하기

때문에 수요에 S2G전력량이 더해지게 된다.

(4.10)은 배터리교환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말시점에 충전상태를

회복시키는 제약으로 (4.3)에 대응되는 제약식이다. (4.11)은 교환소 내

배터리의 충전상태를 표시하며, (4.4)에서 S2G를 통해 판매되는 전력만

큼 충전상태에서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4.12),(4.13)과 (4.15)는 시간당 계통 전력구매량과 SOC의 비음조건, 배

터리 갯수의 정수조건으로 각각 (4.5),(4.6),(4.7)과 동일한 제약이다.

제약식(4.13)은 S2G 송전용량 제약으로 시간당 역송 가능한 S2G 용량

에 대한 상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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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계통 및 분산전원을 고려한 운영모델

전력계통 및 분산전원(Distributed Generation: DG)을 고려한 배터리

교환소 운영모델은 상용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운영되지만 태양광이나 연

료전지 등의 분산전원을 포함한다.

제안한 모델에서 배터리교환소는 분산전원을 보유하여 자가발전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이루게 된다. 마이크로그리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비용의 절감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산전원의

발전계획 및 계통연계를 통한 경제적인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계통연계에 있어서는 전력구매만 가능한 모델과(PRBO:DG), S2G를

허용하는 모델(S2GBO:DG)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4장과 달리 분산

전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소 내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로써

최대한 활용된다. 또한 초기 교환소에 분산전원 설치시 설비용량을 결정

하기 위한 의사결정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5장의 모델에서는 1단

계 구축모형(Setup Design)과 2단계 운영모형(Optimal operation)으로 나

누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산전원을 고려한 경우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배터리교환소 운영에 필요한 적정 배터리의

보유수와 분산전원 설비용량은 수요에 따라 매번 재설정해 줄 수 없으

며, 운영단계에서 분산전원의 초기 설비비용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어

렵기 때문에 구축모형과 운영모형의 두 단계로 나누었다.

▪ 1단계 : Setup design (구축모형)

▪ 2단계 : Optimal operation (운영모형)



- 35 -

1단계는 배터리교환소의 초기 구축단계에서 필요한 배터리의 수와분

산전원의 설비용량을 결정하여 준다.

2단계 운영단계에서는 1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의 수와 분산

전원 설비의 용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 및 교환수

요에 따라 운영비용을 최소로 하는 분산전원의 발전계획과 배터리의 충

전 및 S2G 스케줄을 제공한다.

[그림 5-1] 2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구축 및 운영모형

5.1 분산전원을 고려한 계통 구매 기반 모델

5.1.1 PRBO:DG (Power Rates Based Operation with Distributed

Generation)

분산전원을 고려한 계통구매 기반의 운영모델 PRBO:DG(Power

Rates Based Operation with Distributed Generation)은 PRBO모델에서

분산전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5-2]과 같다. 분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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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부터 발전한 전력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계통으로부터 구매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운영이 가

능하다. 하지만 초기 분산전원의 설비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설비

용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 구축모형(Setup design)의 목적함수는 배터리교환소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운영할 배터리의 개수와 분산전원의 설비용량을 결

정한다. 2단계 운영모형(Optimal operation)에서는 이를 입력 변수로 받

아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는 발전계획과 시간대별 전력구매량이 결정된

다.

[그림 5-2] 분산전원을 고려한 계통구매 기반 모델 (PRBO: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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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수리 모델

￭ PRBO:DG 1단계 - 구축모형(Setup design)

변수 정의

모델에 사용되는 패러미터와 결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분산전원의 발

전단가 및 설비투자비용, 발전계획, 발전효율, 그리고 인센티브 패러미터

가 추가되었다.

▪ 패러미터

 : t 시점의 전력요금

 : t시점의 배터리 교환 수요

 : 분산전원의 발전단가

 : 분산전원의 초기 설비투자비

 : 분산전원 의 설비용량 상한

 : 분산전원 의 설비용량 하한

 : t시점의 분산전원 의 발전효율

 : 배터리유지비

 : 배터리 용량

 : t시점의 교환소 보유 전력(충전상태 : State Of Charge)

 : 분산전원 갯수

 : time horizon(=24)

 : Depth of Discharge

 : 운영기간

 : 송전 용량

▪ 결정변수 –1단계 구축모형

 : 분산전원의 발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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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배터리 보유량

 : t시점의 전력계통 구매 전력량

 : t시점의 분산전원 의 발전량

 : 배터리교환소의 에너지 저장능력(  × ) ; 종속변수

목적함수 (PRBO:DG - 1단계 : Setup design)

 
  



․․․ 


  



․․․
 



․

1단계 구축모형의 목적함수는 배터리교환소에서 운영기간 동안 분산

전원의 사용을 통한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전력 사용

량과 상용 계통 구매량과의 차이를 통해 얻은 분산전원 발전의 이익에서

발전비용 및 배터리유지비, 설비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하여 이를

최대화하도록 하였다.

구축모형은 구조상 목적함수에 시간대별 전력 구매량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영단계의 문제도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운영

모형의 경우 순수 운영비용만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초기 분산전원의 투

자비용에 대해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구축모형에서 설비용량

및 배터리의 개수가 정해지며, 이 값들은 2단계 운영모형에 입력변수로

사용되어 분산전원의 발전계획과, 시간당 전력 구매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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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BO:DG 2단계 – 운영모형(Optimal operation)

▪ 결정변수 –2단계 운영모형

 : t시점의 전력계통 구매 전력량

 : t시점의 분산전원 의 발전량

목적함수 (PRBO:DG – 2단계 : Optimal operation)

 
  




  



․  ․   ․

2단계 운영모형의 목적함수는 교환소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다. 따라서 4장의 PRBO의 목적함수와 유사하지만 분산전원의 사용량에

따른 발전비용이 운영비용에 더해진다.

제약식

 
 



 ≤      (5.1)


  

  

 
  

  


  



 ≥
  



․․    (5.2)


  



․․ ≤
  



 
  



 (5.3)

    ․․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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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5)

 ≤ ≤     (5.6)

 ≤ ≤     (5.7)

 ≥    (5.8)

≥  (5.9)

제약식 (5.1)은 전력계통으로부터 구매 가능한 전력량과 분산전원으

로부터의 발전량은 당시의 교환소의 가용한 에너지저장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다. (5.2)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환수요를 만족시키는 제

약이고, (5.3)은 배터리교환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말시점에 충전

상태를 회복시키는 제약이다. (5.4)는 각 시점에서의 배터리의 충전상태

를 표시하며, (5.5)는 분산전원 발전량에 대한 상한과 하한을 둔 제약이

다. (5.6)은 송전용량을 고려하여 시간당 구매할 수 있는 전력량에 대한

제약이다.

제약식 (5.7)의 경우 구축모형에 사용되는 제약으로 분산전원의 설비

용량에 대한 상한이다. 그 외 (5.8)과 (5.9)는 교환소 내 배터리의 충전상

태(SOC)는 비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과 보유 배터리의 개수에 대한 정수

조건으로 각각 (4.14), (4.15)에 대응되는 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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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산전원을 고려한 계통 구매 및 S2G통한 계통

연계 모델

[그림 5-3] 분산전원을 고려한 계통 구매 및 S2G 모델 (S2GBO:DG)

5.2.1 S2GBO:DG (Station-to-grid Based Operation with

Distributed Generation)

분산전원을 고려한 S2G(Station-to-grid) 기반의 계통연계 운영모델

S2GBO:DG(S2G Based Operation with Distributed Generation)은 기존

S2GBO에서 분산전원을 포함한 모델이다. 따라서 분산전원을 통해 배터

리를 충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2G를 통해 계통으로 재판매가 가능

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중 가장 확장된 형태를 지닌다.



- 42 -

5.2.2 수리 모델

위 모델도 PRBO:DG와 같이 구축 및 운영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 S2GBO:DG 1단계 - 구축모형(Setup design)

변수 정의

모델에 사용되는 패러미터와 결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PRBO:DG에서

사용되는 변수에서 S2G 판매가격과 역송 전력량이 추가되었다.

▪ 패러미터

 : t 시점의 전력요금

 : 역송전력 요금

 : t시점의 배터리 교환 수요

 : 분산전원의 발전단가

 : 분산전원의 초기 설비투자비

 : 분산전원 의 설비용량 상한

 : 분산전원 의 설비용량 하한

 : t시점의 분산전원 의 발전효율

 : 배터리유지비

 : 배터리 용량

 : t시점의 교환소 보유 전력(충전상태 : State Of Charge)

 : 분산전원 갯수

 : time horizon(=24)

 : Depth of Discharge

 : 송전 및 역송(S2G) 용량

▪ 결정변수 –1단계 구축모형

 : 분산전원의 발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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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배터리 보유량

 : t시점의 전력계통 구매 전력량

 : t시점의 전력계통 역송 판매 전력량

 : t시점의 분산전원 의 발전량

 : 배터리교환소의 에너지 저장능력(  × ) ; 종속변수

목적함수 (S2GBO:DG – 1단계 : Setup design)

 
  



․․․ ․


 



․․ ․
 



․

S2GBO:DG 1단계 구축모형의 목적함수는 PRBO:DG와 같이 교환소

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력회사로부터 구매만

가능한 PRBO:DG와는 달리 S2G로 계통에 역송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익을 추가하였다.

￭ S2GBO:DG 2단계 – 운영모형(Optimal operation)

1단계의 결정변수 중 분산전원의 용량과 배터리의 개수는 입력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2단계 운영모형의 결정변수의 개수는 1단계에 비해 적

어진다.

▪ 결정변수 –2단계 운영모형

 : t시점의 전력계통 구매 전력량

 : t시점의 전력계통 역송 판매 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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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시점의 분산전원 의 발전량

목적함수 (S2GBO:DG – 2단계 : Optimal operation)


  




 



․  ․  ․ 
 ․

2단계 운영모형의 목적함수는 교환소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다. 하지만 PRBO:DG와 달리 S2G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기 때

문에 비용에서 감소시켰다.

제약식

 
  



 ≤      (5.10)


  

  

 
  

  


 



 ≥
  



․․ 

  

(5.11)


  



․․ ≤ 
  



 
 



 (5.12)

    ․․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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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14)

 ≤ ≤     (5.15)

≤ ≤     (5.16)

 ≤ ≤     (5.17)

 ≥    (5.18)

≥  (5.19)

제약식 (5.10)은 (5.1)과 동일한 제약으로 계통으로부터 구매 가능한

전력량과 분산전원으로부터의 발전량은 당시의 교환소의 가용한 에너지

저장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다. (5.11)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

환수요 및 S2G를 만족시키는 제약으로 (5.2)와 대응된다. (5.12)는 (5.3)

과 대응되는 제약으로 배터리교환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말시점의

충전상태를 회복시키는 제약이다. (5.13)은 (5.4)와 같이 각 시점에서의

배터리의 충전상태를 표시하지만 S2G에 의해 빠져나가는 전력량을 고려

하였다.

제약식(5.14)는 분산전원 발전량에 대한 상한과 하한 제약이며,

(5.15),(5.16)은 송전용량을 고려한 시간당 구매 전력량과 S2G 역송량의

제약이다. (5.17)~(5.19)는 각각 (5.7), (5.8), (5.9)에 해당하는 제약으로 설

비용량에 대한 상한과 배터리의 충전상태의 비음조건, 그리고 배터리 개

수의 정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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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및 결과

6.1 패러미터 추정 및 실험설정

본 연구에서는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대

해 각각 계통 구매기반의 운영모형과 S2G(Station-to-grid)를 허용하는

경우 총 4가지의 경우로 모델을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6-1] PRBO, S2GBO 모형

[그림 6-2] PRBO:DG, S2GBO:DG 모형



- 47 -

6.1.1 패러미터 추정

주요 패러미터 추정 및 설정값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의 일일 운영비용(), 배터리용량()

일일 배터리 운영비용은 기존의 V2G관련 문헌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Kempton & Tomić, 2005a).

      ·

배터리 평균수명()은 미국의 환경부에서 2020년에는 20년이 될 것이

며, 2021년의 배터리 가격()은 그림[6-3]과 같이 $5,000

으로 떨어질 거라 전망하였다.

  = $5000,  = 20 years

배터리의 용량()은 현대자동차의 ‘블루온’ 모델과 닛산의

‘Leaf’를 참조하였다.

  

[그림 6-3] 전기자동차 배터리 가격 전망

(출처: U.S. DOE Vehicle Technologi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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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전기자동차 배터리 평균수명 전망

(출처 : U.S. DOE Vehicle Technologies Program)

▪시간대별 전기요금()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2013년 1월14일에 시행한 전기자동

차 충전전력요금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시간대별로 경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3가지로 구분되며, 계절에 따라 부하의 시간대와

가격이 달라진다 (한국전력공사, 2013).

부하의 시간대별 구분은 아래 표[6-1]와 같다. 시간대별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표[6-2]과 같다.

시간대별 여름/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시간대 23:00 ~ 09:00 23:00 ~ 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 ~ 11:00

12:00 ~ 13:00

17:00 ~ 23:00

09:00 ~ 10:00

12:00 ~ 17:00

20:00 ~ 22:00

최대부하 시간대
11:00 ~ 12:00

13:00 ~ 17:00

10:00 ~ 12:00

17:00 ~ 20:00

22:00 ~ 23:00

[표 6-1] 부하의 시간대별 구분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13.1.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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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여름철(원/kWh) 겨울철(원/kWh)

0 50.9 67.7

1 50.9 67.7

2 50.9 67.7

3 50.9 67.7

4 50.9 67.7

5 50.9 67.7

6 50.9 67.7

7 50.9 67.7

8 50.9 67.7

9 107.3 97.9

10 107.3 134.5

11 158.6 134.5

12 107.3 97.9

13 158.6 97.9

14 158.6 97.9

15 158.6 97.9

16 158.6 97.9

17 107.3 134.5

18 107.3 134.5

19 107.3 134.5

20 107.3 97.9

21 107.3 97.9

22 107.3 134.5

23 50.9 67.7

[표 6-2]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2013.1.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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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의 개수(=2)

그림[6-2]의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모델의 경우, 현재 많이 쓰이고 있

으며, 건물에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 발전을 고려하였다.

▪ 태양광 발전비용(), 효율( ), 설치비용()

태양광의 발전비용은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한

2020년의 발전단가와 설비비용을 사용하였다.

[그림 6-5]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현황 및 전망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2)

 = 110원/kWh

 = 1,190 $/kW

태양광의 발전의 효율은 보통 일조량 예측을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으

며, 실험을 위해 표[6-3]값을 사용하였다.

▪ 연료전지 발전비용(), 효율( ), 설비비용()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용으로 가장 용이한 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를 선택하였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발전단가를 사용

하였다.

 = 0.11 $/kWh (120원/kWh)

연료전지의 설비비용은 1909 $/kW이고 발전효율은 대략 50%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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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tadler, 2011).

 = 0.5

연료전지의 경우 수명주기가 10년이므로 배터리교환소의 운영기간 

에 맞게 재설정해주었다. 본 연구에서 배터리교환소의 운영기간()은 20

년으로 설정하였기에, 추정된 연료전지의 설비비용은 아래와 같다.

 ·   

시간 PV(kW)/installed(kW)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008

8 0.150

9 0.301

10 0.418

11 0.478

12 0.956

13 0.842

14 0.315

15 0.169

16 0.022

17 0

18 0

19 0

20 0

21 0

22 0

23 0

[표 6-3] 태양광 발전효율()

(출처: Moghadda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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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실험 설정

실험을 하기 위한 설정 및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배터리의 충전이 시작되면 1시간 내 완충된다.

▪ 사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용량()은 25kWh이다.

▪ 배터리 교환시 방전된 정도(Depth of Discharge : DoD) 는 80%이다.

따라서 배터리 1개 교환시 필요한 전력량은 25*0.8 = 20kWh이다.

▪ 모델에 사용된 분산전원은 태양광발전과 연료전지 발전 2가지를

고려하였다(  ).

▪ 배터리교환소의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의 상한()

은 500kW, 연료전지발전의 상한()은 600kW,

하한()은 설비용량()의 5%로 제한한다.

▪ 분산전원의 발전단가 및 배터리 비용은 2020년 전망치로 계산한다.

▪ 송전 및 역송(S2G) 용량()은 1500kWh이다.

▪ 배터리교환소에서 전력계통으로 역송(S2G)시 판매가격()

은 t시점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의 90%이다.

▪ 분산전원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구축모형에서 사용되는 배터리교환소

의 운영기간()은 20년이다.

▪ 시간대별 발전계획 및 충전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모형에서의

time horizon은 24h로 총 24개의 time period를 이용하여 일일 운영

비용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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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 결과

6.2.1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기반 실험결과

앞서 설정한 상황 하에서 한전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을 기반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제안한 4가지 모델의 실험결과는 ILOG CPLEX를 통해 도출하였으

며, 각각의 충전/발전계획 및 세부 결과는 표[6-4] ~ 표[6-7]와 같다.

(시간 옆의 ‘*’는 최대부하 시간대를 의미, 시간 외 항목의 단위 : kWh)

시간
전력수요

(교환 전력수요)
계통 구매량

보유 전력

(SOC)

0 260 260 3590

1 240 0 3610

2 240 480 3370

3 240 240 3610

4 240 240 3610

5 280 280 3570

6 380 380 3470

7 540 540 3310

8 800 800 3050

9 740 740 3110

10 980 980 2870

11* 580 0 3270

12 560 1140 2710

13* 580 0 3270

14* 800 0 2470

15* 820 0 1650

16* 620 10 1030

17 1040 1500 0

18 840 0 660

19 540 540 120

20 660 430 0

21 420 1500 10

22 360 1500 1150

23 300 1500 2350

[표 6-4] PRBO 모델 실험결과 (배터리 개수=154, 3850kWh; 1,283,4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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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력수요

(교환 전력수요)
계통 구매량

역송 판매량

(S2G)

보유 전력

(SOC)

0 260 260 0 3615

1 240 240 0 3635

2 240 240 0 3635

3 240 240 0 3635

4 240 240 0 3635

5 280 280 0 3595

6 380 380 0 3495

7 540 540 0 3335

8 800 800 0 3075

9 740 740 0 3135

10 980 980 0 2895

11* 580 0 1500 2920

12 560 1500 0 2360

13* 580 0 1500 3280

14* 800 0 875 2480

15* 820 0 0 1660

16* 620 0 0 1040

17 1040 1500 0 0

18 840 1500 0 660

19 540 1500 0 1620

20 660 0 0 2460

21 420 0 0 2040

22 360 995 0 1680

23 300 1500 0 2375

[표 6-5] S2GBO 모델 실험결과 (배터리 개수=155, 3875kWh ; 1,270,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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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력수요

(교환 전력수요)

계통

구매량

태양광

(PV)

연료전지

(FC)

보유 전력

(SOC)

0 260 0 0 25 2090

1 240 450 0 25 1875

2 240 0 0 25 2110

3 240 430 0 25 1895

4 240 215 0 25 2110

5 280 255 0 25 2070

6 380 355 0 25 1970

7 540 515 0 25 1810

8 800 775 0 25 1550

9 740 715 0 25 1610

10 980 955 0 25 1370

11* 580 0 0 25 1770

12 560 1090 0 25 1235

13* 580 0 333 244 1770

14* 800 0 124 244 1547

15* 820 0 66 244 1095

16* 620 3 8 244 785

17 1040 815 0 25 0

18 840 515 0 25 0

19 540 635 0 25 0

20 660 395 0 25 0

21 420 335 0 25 0

22 360 1100 0 25 0

23 300 1500 0 25 825

[표 6-6] PRBO:DG 모델 실험결과

(배터리 개수=94, 2350kWh ; 태양광 396kW, 연료전지 488kW ; 1,258,3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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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력수요

(교환

전력수요)

계통

구매량

역송

판매량

(S2G)

태양광

(PV)

연료전지

(FC)

보유전력

(SOC)

0 260 0 0 0 25 2515

1 240 0 0 0 25 2300

2 240 0 0 0 25 2085

3 240 880 0 0 25 1870

4 240 215 0 0 25 2535

5 280 0 0 0 25 2495

6 380 0 0 0 25 2140

7 540 400 0 0 25 1625

8 800 1500 0 0 25 1250

9 740 170 0 0 25 2035

10 980 1500 0 0 25 1250

11* 580 0 1500 286 250 695

12 560 1500 0 573 31 671

13* 580 0 175 505 250 2020

14* 800 0 0 189 250 1975

15* 820 0 548 101 250 1046

16* 620 0 0 13 250 777

17 1040 815 0 0 25 0

18 840 1500 0 0 25 0

19 540 1500 0 0 25 985

20 660 0 0 0 25 1850

21 420 0 0 0 25 1455

22 360 405 0 0 25 1120

23 300 1500 0 0 25 1250

[표 6-7] S2GBO:DG 모델 실험결과

(배터리 개수=111, 2775kWh ; 태양광 600kW, 연료전지 500kW; 1,202,0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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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BO 모델의 결과인 표[6-4]를 보면 운용배터리의 개수는 154개로

결정되어, 교환소가 보유할 수 있는 총 에너지 저장 용량은 154*25kWh

인 3850kWh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간대별로 계통

전력 구매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배터리 충전계획이 수립할

수 있으며, 제안한 모델은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요금이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11~12시, 13~17시)에는 전력구매를 최소화 한다.

S2GBO 모델의 경우, 기존 PRBO에서 역송 판매(S2G)가 가능한 경

우이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교환소의 에너지 저장 용량은 3875kWh이

다. 표[6-5]의 결과를 보면 PRBO모델과 같이 전기요금이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의 계통구매를 최소화함을 알 수 있고, 시간대별 계통 역송 판매

량이 결정되어 S2G 계획이 수립된다. 시간대별 S2G 역송 판매량을 살

펴보면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가격 역시 가장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에 계통으로 S2G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모델의 경우에 대해 1단계 구축모형(Setup

design)을 통해 분산전원의 용량과 적정 배터리의 개수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2단계 운영모형(Optimal operation)에 적용하여 운영비용을 최

소화 하는 시간대별 배터리 충방전 스케줄 및 분산전원의 발전계획을 제

공하였다.

PRBO:DG의 경우, 계통으로 구매만 가능한 PRBO모델에서 분산전원

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1단계 구축모형에서 분산전원의 용량과 배터

리의 개수가 먼저 결정되는데, 실험결과 태양광 발전용량은 396kW, 연

료전지의 용량은 488kW로 도출되었으며 보유 에너지 저장 용량은

2350kWh이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운영모형을 통한 세부 발전계획 및

계통구매량은 표[6-6]과 같다. 시간대별 세부결과를 보면 최대 부하시간

에는 충전전력요금보다 분산전원의 발전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최대한 분산전원의 발전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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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GBO:DG 모델은 PRBO:DG과 같이 1단계에서 분산전원의 용량과

배터리 보유수가 결정된다. 실험결과 태양광발전과 연료전지 발전 모두

상한치에 해당하는 600kW, 500kW로 결정되었고, 배터리 수는 이전보다

증가한 111개로 에너지 저장 용량은 2775kWh가 도출되었다. S2G를 통

해 계통으로 역송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여 분산전원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구축모형에 의해

태양광과 연료전의 설비용량이 계통 구매만 가능한 PRBO:DG모델보다

더욱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모형을 통해 나온 시간대별 세부 발전계획 및 계

통 구매, S2G판매량은 표[6-7]과 같다. 이 경우 역시 충전전력요금보다

분산전원의 발전단가가 낮은 최대부하시간에는 계통 구매를 하지 않고

분산전원에 의존한다. 또한 보다 높은 설비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

부하 시간대에 S2G를 통해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모델의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6-8]와 같다.

분산전원유무 미포함 포함

모델 PRBO S2GBO PRBO:DG S2GBO:DG

태양광

설비용량(kWh)
0 0 396 600

연료전지

설비용량(kWh)
0 0 488 500

배터리 개수 154 155 94 111

계산 소요시간

(sec)
0.10 0.18

1단계 : 0.30

2단계 : 0.11

1단계 : 0.34

2단계 : 0.13

운영비용(원) 1,283,483 1,270,640 1,258,392 1,202,081

[표 6-8] 모델별 실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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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분산전원(태양광, 연료전지)을 포함하는 경우의 모델

S2GBO:DG, PRBO:DG모델이 분산전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 중 최소의 운영비용을 나타낸 것은 S2GBO:DG모델로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환경에서 S2G(Station-to-grid)를 허용한 경우이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보다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단가가

저렴한 최대부하 시간대에 분산전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

서도 S2G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역송 판매를 하는 경우, 얻어지는 수익

으로 인해 더욱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전원이 없는 경

우에도 일반적으로 계통에서 구매만 해서 운영하는 PRBO 모델 보다

S2G를 통해 계통과 상호 연계가 가능한 경우, 배터리를 더욱 많이 보유

하더라도, 판매수익을 통해 보다 경제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단일

배터리교환소에서 피크 시간대 전력계통으로의 S2G 역송량은 하루

2000kWh 이상이다. 따라서 여러 배터리교환소가 구축된다면 제안한

S2G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전기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험에 적용한 분산전원의

발전단가는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의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사이

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최대 부하

시간대에 분산전원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추후 계속해서 발전단가가 더욱 낮아지거나 전기요금이 상승하여 분

산전원 발전이 중간부하 시간대의 요금보다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분산

전원의 참여 및 활용이 더욱 극대화 될 것이다. 특히 수요관리형 선택요

금제중 하나인 CPP(Critical Peak Pricing)요금제가 시행되면 피크일의

경우, 최대부하의 요금이 현행의 계시별 차등요금(TOU : Time of Use)

과 차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상황에서의 분석이 더욱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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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CPP(Critical Peak Pricing) 요금 기반 실험결과

실험에 앞서, 한전에서 발표한 여름철의 CPP요금은 아래와 같다.

시간 부하 피크일 비피크일

0 경부하 40.8 40.8

1 경부하 40.8 40.8

2 경부하 40.8 40.8

3 경부하 40.8 40.8

4 경부하 40.8 40.8

5 경부하 40.8 40.8

6 경부하 40.8 40.8

7 경부하 40.8 40.8

8 경부하 40.8 40.8

9 중간부하 80.1 80.1

10 중간부하 80.1 80.1

11 최대부하 605.1 132.1

12 중간부하 80.1 80.1

13 최대부하 605.1 132.1

14 최대부하 605.1 132.1

15 최대부하 605.1 132.1

16 최대부하 605.1 132.1

17 중간부하 80.1 80.1

18 중간부하 80.1 80.1

19 중간부하 80.1 80.1

20 중간부하 80.1 80.1

21 중간부하 80.1 80.1

22 중간부하 80.1 80.1

23 경부하 40.8 40.8

[표 6-9]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Ⅰ(CPP-선택Ⅲ), (2013.11.21. 시행)



- 61 -

한전에서 시행한 CPP요금제는 지정된 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을 현행 요금보다 약 4배 가량 높이고, 그 외 시간대의 요금은 기존의

0.8배 수준으로 낮추었다. 기존의 4가지 실험을 한 동일한 상태에서 CPP

요금제가 도입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
전력수요

(교환 전력수요)
계통 구매량

보유 전력

(SOC)

0 260 260 3590

1 240 240 3610

2 240 240 3610

3 240 240 3610

4 240 240 3610

5 280 280 3570

6 380 380 3470

7 540 540 3310

8 800 800 3050

9 740 0 3110

10 980 1500 2130

11* 580 0 3050

12 560 1360 2490

13* 580 0 3270

14* 800 0 2470

15* 820 0 1650

16* 620 10 1030

17 1040 1500 0

18 840 0 660

19 540 1500 120

20 660 0 960

21 420 970 540

22 360 1500 1150

23 300 1500 2350

[표 6-10] 피크일 CPP요금제 기반의 PRBO 모델 실험결과

(배터리 개수=154, 3850kWh; 1,01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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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력수요

(교환 전력수요)
계통 구매량

역송 판매량

(S2G)

보유 전력

(SOC)

0 260 220 0 3615

1 240 0 0 3595

2 240 0 0 3355

3 240 0 0 3115

4 240 0 0 2875

5 280 0 0 2595

6 380 0 0 2215

7 540 1500 0 1675

8 800 1500 0 2375

9 740 740 0 3135

10 980 980 0 2895

11* 580 0 360 2935

12 560 1500 0 2375

13* 580 0 0 3295

14* 800 0 15 2480

15* 820 0 0 1660

16* 620 0 0 1040

17 1040 1500 0 0

18 840 1500 0 660

19 540 0 0 1620

20 660 0 0 960

21 420 995 0 540

22 360 1500 0 1175

23 300 1500 0 2375

[표 6-11] 피크일 CPP요금제 기반의 S2GBO 모델 실험결과

(배터리 개수=155, 3875kWh ; 835,22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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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력수요

(교환 전력수요)

계통

구매량

태양광

(PV)

연료전지

(FC)

보유 전력

(SOC)

0 260 235 0 25 2090

1 240 215 0 25 2110

2 240 215 0 25 2110

3 240 215 0 25 2110

4 240 215 0 25 2110

5 280 255 0 25 2070

6 380 355 0 25 1970

7 540 515 0 25 1810

8 800 775 0 25 1550

9 740 0 0 25 1610

10 980 1500 0 25 655

11* 580 0 0 25 1600

12 560 1260 0 25 1065

13* 580 0 333 244 1770

14* 800 0 124 244 1547

15* 820 0 66 244 1095

16* 620 3 8 244 785

17 1040 1500 0 25 0

18 840 0 0 25 685

19 540 465 0 25 170

20 660 395 0 25 0

21 420 1435 0 25 0

22 360 0 0 25 1100

23 300 1500 0 25 825

[표 6-12] 피크일 CPP요금제 기반의 PRBO:DG 모델 실험결과

(배터리 개수=94, 2350kWh ; 태양광 396kW, 연료전지 488kW ; 1,036,036.8원)



- 64 -

시간

전력수요

(교환

전력수요)

계통

구매량

역송

판매량

(S2G)

태양광

(PV)

연료전지

(FC)

보유전력

(SOC)

0 260 0 0 0 25 2515

1 240 0 0 0 25 2300

2 240 0 0 0 25 2085

3 240 880 0 0 25 1870

4 240 215 0 0 25 2535

5 280 0 0 0 25 2495

6 380 0 0 0 25 2140

7 540 400 0 0 25 1625

8 800 1500 0 0 25 1250

9 740 170 0 0 25 2035

10 980 1500 0 0 25 1250

11* 580 0 1500 286 250 695

12 560 1500 0 573 31 671

13* 580 0 175 505 250 2020

14* 800 0 0 189 250 1975

15* 820 0 548 101 250 1046

16* 620 0 0 13 250 777

17 1040 815 0 0 25 0

18 840 1500 0 0 25 0

19 540 1500 0 0 25 985

20 660 0 0 0 25 1850

21 420 0 0 0 25 1455

22 360 405 0 0 25 1120

23 300 1500 0 0 25 1250

[표 6-13] 피크일 CPP요금제 기반의 S2GBO:DG 모델 실험결과

(배터리 개수=111, 2775kWh ; 태양광 600kW, 연료전지 500kW; 62,361.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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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0] ~ 표[6-13]은 앞에서 제안한 4가지 모델에 피크일의 CPP요

금제를 도입한 경우의 실험 결과이다. CPP요금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비

교를 위해 기존 분산전원의 용량은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기

존 TOU 기반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을 바탕으로 한 실험결과와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6] 현행 TOU 기반 충전전력요금과 피크일의

CPP요금 적용시 실험결과 비교(CPP기반 S2G요금)

[그림 6-7] 현행 TOU 기반 충전전력요금과 비피크일의

CPP요금 적용시 실험결과 비교(CPP기반 S2G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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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6], 그림[6-7]은 각각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에서 실시

한 실험결과와 피크일, 비피크일의 CPP 요금을 적용하였을 때의 일일

운영비용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피크일의 CPP 요금과 비교하였을 때

S2GBO:DG 모델의 경우 가장 커다란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분

산전원을 포함하지 않는 PRBO, S2GBO 모델이 분산전원을 포함하는

PRBO:DG모델보다 더 경제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사용되는 전력요금에 따라 분산전원의 참여에 대한 trade

off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4가지 모델 모두 기존 TOU

기반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을 적용하였을 때 보다 CPP요금제를 도

입하였을 때 더욱 운영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PP요금제의 경우 피크일과 비피크일에 따라 최대부하가 걸리

는 시간대의 요금의 차이가 크며, 이때의 S2G 역송 판매요금 설정에 따

라 결과는 달라진다. CPP요금 적용시 S2GBO:DG 모델의 운영비용이 크

게 감소한 것은, 피크시간대의 비싼 CPP요금을 기반으로 S2G 역송 판

매요금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CPP요금이 적용되더라도 S2G

역송 판매요금은 기존 요금 기반의 판매요금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S2G 역송 판매요금을 기존 요금제의 판매요금과 동일하게 변경 후, 두

요금제 상황에서의 일일 운영비용의 변화는 그림[6-8], 그림[6-9]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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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현행 TOU 기반 충전전력요금과 피크일의

CPP요금 적용시 실험결과 비교(TOU기반 S2G요금)

[그림 6-9] 현행 TOU 기반 충전전력요금과 비피크일의

CPP요금 적용시 실험결과 비교(TOU기반 S2G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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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8], 그림[6-9]와 같이, S2G요금을 기존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기반으로 산정한 경우도, 4가지 모델에 대해 각기 다른 결과를 나

타냈다. 좀 더 보수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음에도 두 경우 모두 기존의 요

금체계 보다 CPP요금이 시행될 때 더욱 낮은 운영비용을 나타냈다.

반면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분산전원의 참여에 있어서는 S2G의

허용여부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분산전원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S2G를 허용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며, 상용 전력계통으로부터 구매만

가능한 PRBO:DG의 경우에는 CPP요금제 도입시, 타 모델에 비해 높은

운영비용이 도출되었다.

제안한 4가지 모델이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지만 CPP요금 도입시,

피크일과 비피크일 모두에 대해 기존의 전력요금을 기반으로 실험한 경

우보다 더욱 비용절감효과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산전원

의 참여에 대해서는 S2G허용 여부 및 요금제에 대해 trade off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교환소의 운영방식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6.2.3 분산전원의 발전단가 변화에 따른 결과비교

본 실험에서는 태양광 및 연료전지의 발전단가로 2020년 예측 전망치

를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전원의 참여의 효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분산전원의 발전단가는 신재생에너

지의 참여 및 전체 운영비용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따라서 Weight 값

조정을 통해 분산전원의 발전단가 변화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결

과 그래프는 그림[6-10]과 같다.

배터리의 개수는 분산전원이 없는 경우에 도출된 결과와 같은 155개,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발전용량은 각각 300kWh로 설정하였다.



- 69 -

[그림 6-10] 분산전원 발전단가 변화에 따른 결과비교

그림 [6-10]은 2020년 전망치를 토대로 현재 수준의 단가수준에서부

터 그리드패리티 이하 수준까지의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이다. 이를 통

해 분산전원 발전단가에 따라 변화하는 일일 운영비용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드패리티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

아지는 시기를 말한다 (Bhandari & Stadler, 2009). 그리드패리티는 유동

적이나 태양광의 경우 70원 정도로 산정되었으며 이 값을 실험에 사용하

였다 (EIA, 2008; Yang, 2010).

그림 [6-10]에서 2020년 예측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PRBO:DG,

S2GBO:DG 모델의 그래프가 급격히 꺾이는 것은, 이 시점부터 분산전원

의 참여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이전의 구간에는 높은 발전단

가로 분산전원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분산전원 설치용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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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발전량 제약으로 인해 PRBO, S2GBO 모델보다 높은 운영비용을

나타낸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계속해서 발전단가가 내려갈수록 운영비용을 최

소화하도록 분산전원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PRBO:DG, S2GBO:DG 모델

의 비용절감효과는 더욱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S2G를 허용하는 경우

더 낮은 운영비용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6-11]은

S2GBO:DG모델의 2020년 수준 발전단가 및 그리드패리티 도달 시 분산

전원의 발전량을 비교한 것이다.

두 발전량의 차이는 결국 분산전원의 발전단가가 낮아질수록 더욱 많

은 양의 전력을 역송하여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

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 경우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림 6-11] S2GBO:DG의 분산전원 발전단가 변화에 따른

분산전원 발전량 비교



- 71 -

7. 결론

7.1 요약 및 연구의 의의

석유가격 증가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기

술이 각광받고 있으나, 현실적인 충전 인프라 문제로 보급 및 확산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중 하나인 배

터리교환소의 운영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스마트그리드 환경 하에서의 가능한 운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배터

리교환소 내 배터리들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능으로서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Station-to-grid(S2G)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태양광 발전

이나 연료전지 발전 등의 분산전원(Distributed Generation)을 고려하였

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단계의 필요한 배터리의 적정 보유수

및 분산전원의 용량 결정에서부터 운영단계의 시간대별 배터리의 충전,

S2G계획 및 분산전원의 발전계획을 결정하는 수리모델을 제안하였다.

가능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4개의 모델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전기요

금 체계에 따라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세부 운영계획이 도출되었다. 다

양한 조건의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S2G와 분산전원을 함께

고려한 운영모델이 가장 최소의 운영비용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석유가격의 상승과 함께, 배터리가격의 하락 및 용량의 증가로

전기자동차가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면 제안한 모델을 통해 더욱 경제적

인 배터리교환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초기 교환소에서 보유해야

할 적정 배터리 재고량과 분산전원의 용량을 결정하여 줌으로써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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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경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S2G를 통해 전기자동차 시대의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7.2 한계점 및 추후 연구 과제

현재 배터리교환소는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단계이며, 확산을 위

해서는 배터리의 표준이나 운영지원 등의 더 높은 단계의 의사결정과정

이 필요하다.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이나 충전 인프라 사업의

보조금 정책 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모형이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교환소에서의 Station-to-grid(S2G)를 제안하여

운영모델에 적용하였다. 하지만 소규모 Vehicle-to-grid(V2G)의 경우도

다수의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면 그 참여의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과제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V2G 및 S2G가 전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배터리의 잔량 및 수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과 더불어

교환소 사업주의 배터리 추적 및 회수에 대한 운영방안의 연구가 필요하

다. 이를 통해 단일 교환소뿐 아니라 네트워크화 된 배터리교환소의 경

제적인 효과와 상용계통과 연계되었을 때의 전력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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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perational models

for electric vehicle battery

switch stations in smart grid

environment

Donghyun Kim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increasing cost of petroleum and growing acceptance of

global climate change as a critical environmental problem, policy

makers, engineers and business leaders are searching for alternative

energy solutions.

Re-electrification of automobile transportation and enhancement of

the existing power system grid is one such solution. With technology

advances, automotive companies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EV).

However, the essential requirement for EV supplying is to

construct and operate recharging infrastructure.



- 81 -

This paper deals with operational models for EV battery switch

stations in smart grid environment. The battery switch station is

considered as a microgrid consisting of distributed generation(DG)

facilities includ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and EV batteries

which is used not only as switching products but also as an energy

storage system(ESS). In the proposed system, EV batteries in switch

stations store the power generated through the DG and it is

connected to power-gri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as an ESS system,

Station-to-grid(S2G) concept is proposed and 4 models(PRBO,

S2GBO, PRBO:DG, S2GBO:DG) are developed to minimize the cost of

battery switch station for diverse conditions. With these models,

optimal DG capacity, generation plan, the number of beginning

inventory(e.g. the number of EV batteries, capacity of energy storage)

and hourly charging/S2G schedules are provided.

Simulation experiments are conducted unde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posed models. With the

results, battery switch stations can be set up and operated

economically. and it will also contribute to electric utility load leveling

through S2G.

keywords : Electric Vehicle(EV), Battery switch station,

Smart grid, Energy Storage System(ESS),

Distributed Generation(DG), Station-to-grid(S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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