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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보급정책과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이근준**, 한승호 **, 이현철***, 윤용범****

충북도립대*, 한국전력연구원**주)그린넷파워***, 한국전력****

The  Effect of Electric Vehicle on Power System and related Policies

 Geun-Joon Lee*,  Sung-Ho Han** Hyun-Chul Lee***, Yong-Bum Yoon****

 Chung-Buk Provincial Collage*, KEPRI** . Green Net Power Co.***, KEPCO****

Abstract - Becoming effective on Kyoto protocol,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s an urgent concern of our world. 
Transportation, depending on fossil fuel, is required to transfer 
higher effiency and green tech. oriented one. Electric 
Vehicle-EV-is take attention with its ability not only to reduce 
CO2 emission in transportation, but also to support load levelizing, 
spinning reserve, increase power quality on microgrid. This paper 
presents the recent policy for EV diffusion and the effects on 
power system demand and local system power quality.

1. 서    론
 1.1 전기자동차의 종류와 특징
  재 출시되고 있는 기자동차  하이 리드차의 종류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종류
구성요소 연료

비고
전기 내연기관 전력망 연료

전기자동차(
BEV)

배터리,
모터

100%
현재 사용중이나, 

제한적임

PHEV하이
브리드차

배터리, 
모터

개솔린엔
진

플러그
인

30%
2010년 이후 실용화
BEV와 Hybrid 보완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 
모터

개솔린엔
진

충전 60%
현재 사용중, 플러그 

없음

  이  PHEV는 하이 리드차와 BEV와의 장 을 보완한 것으로 력
망에 연결되어 충 이 가능하며, 일정거리 이내에는 개솔린의 사용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가솔린의 소비를 폭 여 CO2, 
NOx의 배출 감이 가능하며, 실용거리를 재충 없이 운행이 가능하고, 
가정용 원설비로 충 이 되도록 개발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PHEV
의 개솔린차  하이 리드 차와의 기본 성능에 한 비교는 다음과 같
다[3].

차종
개솔린

차
하이브리

드차
PHEV20 PHEV60

엔진최대출력[kW] 127 67 61 38

모터 정격출력[kW] - 44 51 75

전지용량[kWh] - 2.9 5.9 17.9

전지에너지 밀도[Wh 
/kg]

- 39 5.9 17.9

전지출력[kW] - 49 54 99

전지출력밀도 - 652 700 550

차량중량[kg] 1682 1618 1664 1782

연
비 

가솔린주행 12.3 17.8 18.5 19.3

전기주행(가솔린
환산)

- - 49.8 48.4

표 2 중요한 구동계, 전지성능 파라메터

 주) PHEVx : x 마일을 배터리 원으로 달릴 수 있도록 제작된 차

 재 하이 리드차와 기차는 실용화되고 있지만, PHEV는 경차를 
심으로 2016~2020년에 실용화를 목표로 개발 에 있다[2]. 표3은 
재 유럽에서 운행되고 있는 기차의 기  특성을 나타낸다. 배터리 
용량은 체로 10~25kWh 이며, 야간에 충 되지만, 속충  시에는 
수 시간 정도에 충  가능하다.

제작자 모형
배터리용
량(kWh)

충전시간
(hour)

출력(k
W)

Th!nk Th!nk City 28 9.5~13 2.2~2.9

Reva Electric Car Co G-Wiz I 10 8 1.3

NICE Car Company MEGA City 10 8~10 1.0~1.3

Smith Electric Vehic Smith Amp 24 8 3

표 3 유럽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BEV와 제작회사

2. 본    론
 2.1 전기차들이 전력계통에 주는 영향
  기차들이 력계통에 미치는 향은 재로 무시할 정도이지만, 석
유가격의 가 른 상승과 배터리 가격의 하로 수 년내에 BEV와 
PHEV가 크게 증가할 망이다.  EU에서는 미래에 기차가 100%보
될 경우, 2020년 이내에 EU27의 기수요를 15%정도 증 할 것이라 
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PHEV를  차량의 10%정도를 유하

고, 이를 심야 23시부터 충 할 경우 2001년 7월 부하 기 으로, 약 
30GW(최 수요 180GW의 1/6)의 심야부하 증가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3]. 그 결과 력산업과 련하여 1) 력망 보강, 2) 첨두부
하에 비한 발 력 보강  수요 리, 3) 충  인 라의 구축, 4) 배
터리 산업의 활성화, 5) 에 지 장장치로서 력계통안정화( 압안
정도)와 력품질 향상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2 각국의 개발/보급 현황과 정책
2.2.1 미국
  미국 력회사들은 탄소 인 라를 구축하기 하여 기수송시스
템, 스마트그리드, 탄소발 , 지역 력망 등을 력네트워크로 연결하
는 것을 기반으로 미국 역에 걸쳐 기자동차 개발  보 에 참여하
고 있다[5].  이와 련하여 배 계통에 한 향을 악하기 해 
ConEd, AEP, Hydro-Quebec, Dominion, TVA, Southern, NU, BC 
Hydro 등의 력회사들이 EPRI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단기 기계통을 

으로 차량의 시장진입효과, 충 요 , 요 부과의 수  등을 연구하
고 있다. 
 연방정부의 PHEV 지원제도[6]
  PHEV가 가격에서 재래식 ICE(internal Combustion Engine)에 비해 
불리한 을 극복하고 기시장에 진입하기 한 지원제도로서, 최근 
EIEA 2008에서는 최소한 4kWh의 배터리 용량(PHEV-10에 해당)을 
갖는 PHEV에 해서는 $2,500의 세액 공제를, 경량 PHEV에 보다 큰 
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1 kWh 당 $417의 추가 공제를 하여 최  
$7,500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공제는 PHEV가 250,000
가 팔리거나, 2015년까지 먼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는 정책을 펴고 있
다. 
2.2.2 유럽
  유럽에서는 EUELECTRIC이  기자동차들의 력산업 도입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하여 련 이해 계자들인 시장, 기후 약, 정치여

론, 구매자  자동차회사들과의 다양한 조정역할을 맡고 있다.  , 다
수의 력회사들의 EV의 도입에 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을 요
약하면 표 4와 같다.  
 정책지원[7]
  영국 :  2008년에서 2013년도 간에 EV 100 를 시범도입하기 해 
11백만유로를 지원할 정이며, 추가로 녹색차량개발을 해 22백만유
러를 지출할 계획에 있다. 
  노르웨이 :  EV에 부과되는 차량가격의 24% 부가세를 면제하고, 자
동차세도 면제해주고 있다. 
  덴마아크 : 2010년 이 에 코펜하겐에 100 의 EV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로젝트에 32백만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세  수입면
세로 2020년까지 20%의 차량을 기화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독일 : 2020년까지 1백만 의 EV를 목표로 배터리 연구와 자동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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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들에게 인센티 를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포르투갈 :  2011년부터 공공 차량 구입의 20%를 Zero Emission화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EV 도입을 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회사의 조치  관련 회사

충전 인프라의 설치 EDP, RWE, DONG

충전 및 요금 정책을 조사하고 통신기술을 시험 Endesa, E.ON UK

충전 위치에 대한 표준화 조건들을 토의 Essent, Nuon

배터리 대여 옵션- 배터리 소유와 대여를 위한 재정 및 
기술적 타당성 모형 개발

Essent

차량과 전력망간의 기회에 대한 연구 수행 중 EDP, SSE

무역 협회들과 지방 정부간에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설정 중 

E.ON UK, SSE

EV의 재충전 요구조건시험을 위한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 Iberdrola, EDF

표 4 EV 와 관련된 전력회사들의 활동

2.2.3 일본
일본의 기자동차 개발 략과 인 라 개발 략은 다음 표와 같다. 

현재 상태
개선된 

배터리(2010)
개선된 배터리

(2015)
혁신 배터리

(2030)

구현될 
자동차

전력회사용 
소규모 EV

업무용통근 EV
고성능 HEV

가정용통근 EV
FCV, PHEV

전체 EV

성능 1 1 1.5 7

가격 1 1/2 1/7 1/40

개발 산업체 주도 산업체 주도 산-관-학 협력 대학 및 연구소

표 5 일본의 연구 개발 전략 [4]

평가기준,표준및 가이드라인의 확립
-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험 방법
- 배터리 성능평가 시험방법
- 충전소 표준화

진흥 수단
- 구입 인센티브 (자동차 및 충전기)
- 사용시 인센티브(자동차 및 충전기)
- 홍보 및 실증 프로젝트(차량 및 충전소)

법규 개정
리튬이온배터리의 국제적인 운송규정

자원의 안보
자원 개발과 저장

표 6 일본의 인프라 개발전략

인센티브 제도
일본은 차세  차량의 기투자비를 감소시키고 사용시 인센티 를 증
시켜 개솔린 자동차와 비교하여 총 비용 측면에서 장 을 부각시키기 
해 세제  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구입시 차액의 반까지 보

조 의 지원, 개인용도로 충 설비 설치시 설치비용의 반액을 지원하는 
한편, 녹색세제로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고, 탄소차량에 해 취득세
를 면제하고 있다. 한, 특정지역에 인센티 와 인 라 개발을 집 화
함으로써 EV 진흥을 기하고자, 국가 는 지방정부와 자동차  에 지 
회사등과 력하여 충 설비의 제공, 무료충 의 실시, 구입시의 인센티
 제공등을 하여 탄소 차량 특정지역의 국  확산을 기하고 있다.

2.3. 우리나라 전력계통 상의 영향
2.3.1 EV에 의한 전력수요 추정
우리나라에서 기자동차를 도입한 경우 력계통에 미치는 향을 검
토하기 해 다음 조건을 가정하 다. 

항목 값 항목 값

승용차대수 12483809대(2009년) 충방전 효율[%] 90

전기차 비율[%] 10 충전시간[H] 7

배터리용량[kWh] 10.5 급속충전비율[%] 30

  그 결과 기차에 의해 발생하는 력수요는 7시간 균등충 시 
2,080[MW]로 산출되었으며, 기차 , 10%를 1시간 속충 을 하는 
경우로 가정하면 3,329[MW]의 수요증가를 래한다. 재, 우리나라의 
2008년 최 수요 력은 62,794MW로서 수요증가  차량증가의 비율
이 동일한 것으로 상정하면, 기자동차에 의한 부하증가비율은 략 
최  3.3%~ 최 5.3%이 될 것으로 상된다. 재 우리나라의 평균 부
하율이 77%로 높은 수 임을 감안하면, 심야 력에 의해 충 할 경우, 
부하평 화의 정책은 신 하게 취 되어야 하며, 이를 충당하기 한 
추가발 원(신재생 등)의 도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3.2 에너지저장장치로서의 역할
충분히 충 된 EV를 출퇴근용으로만 활용하는 경우, 운휴시간동안 력
망에 속하면, BESS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한 정책으로 활용
하게 되면, 계통의 부하가 속히 상승하는 하계 첨두부하 시에 계통의 
압안정화를 한 순동 비력  무효 력 보상용으로, 는 마이크로 
그리드상의 력품질 향상용으로도 활용가능하다. 
2.3.3 마이크로계통에 대한 전력품질 향상 효과 검토
 도심에서 떨어진 원도시에 EV가 보 된 경우, EV의 원에 의한 배
계통의 력품질향상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해당 도시는 2000호 정도

의 규모로서 22.9kV에 의해 수 받고 있으며,  800 의 EV가 220V 
배 계통에 러그인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0.3 간 순간고장이 발생
한 후 3  후 복구에 성공한 경우에 EV가 0, 50%, 100%, 150% 연결
된 경우 그 효과를 모의하 다. 

그림 1 EV의 전력품질향상 효과 모의

  그 결과 원도시의 압이 EV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조속한 차단과 체  안정화제어장치가 병행되는 
경우, EV에 의한 자립운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기자동차는 가까운 미래에 수송산업 뿐만 아니라 력산업의 요
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상되어 이를 수용하기 한 력 정
책  연구- 력정책  계통안 성분야-가 필요하며, 이에 세계 인 
기자동차 보 정책과 력계통에 한 향을 조사, 검토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진제국에서는, 인 라 조성  기술발 과 시장의 선 을 하여 
국가 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력회사와 차제작사간의 력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EV는 력망에 해 수요의 증가, 부하평 화, 력망의 개선  
비력의 보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동분야에 한 연구와 가
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가상 시스템에 한 모의로 EV가 지역계통의 력품질향상  
압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EV의 한 활용은 우리나
라 계통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력품질  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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