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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how to charge an
electric vehicle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of interest in the
electric vehicle in recent years. The charging of an electric vehicle
with a solar power is way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grid and to
supplement the grid power demand. In this paper, the EMTP /
ATPDraw presents a method of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in
connection to the grid and the solar power system, and analyze the
trends in supply power from the solar power system according to
changes in temperature and irradiation.

1. 서    론

현 시대에 자동차는 우리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운송수단이 되었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대기오염의 문제와 화석연료 의
존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1997년 기후변화 협약에서 채택되
고 2005년 2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교토의정서와 2012년 카타르 도하에
서 열린 제 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합의로 인해 전
세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
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의 주 연료인 화석연료의 부존량이 점차 줄어듦
에 따라 유망한 대체자원인 전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필요성이 중요해짐으로써 전
기자동차의 다양한 충전방법 역시 크게 조명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전력계통만을 이용한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은 계통의 최대수
요전력의 증가와 전기자동차의 불규칙한 충전패턴, 전기자동차의 충전으
로 인한 계통의 전압강하 등으로 인해 계통의 안정성에 잠재적인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및 보급에 따라 전기자
동차의 충전패턴 및 전압강하,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태
양광 발전 시스템을 기존의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함
으로써 계통의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고 계통의 안정성 또한 증가시킬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력계통과 태양광 발
전 시스템은 EMTP/ATPDraw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온도와 조사
량의 변화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전력공급 변화추이를 확인
하였다.

2. 본    론

  2.1 태양광 셀
태양광 어레이는 단일 태양광 셀의 직/병렬 결합 형태이다. 태양광 어
레이를 구성하는 단일 태양광 셀의 등가회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태양광 셀의 등가회로

등가회로에서 태양광 셀의 출력전압의 크기 VC 는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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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e=전하량(1.602×10-19C), k=볼츠만 상수(1.38×10-23J/K), Ic: 셀의
출력전류(A), Iph: 태양광전류(A), Io: 다이오드 역포화 전류(A), Rs: 직렬
저항(Ω), T: 태양광셀 온도(K), Vc: 출력전압(V) 이다.
태양광 어레이는 단일 태양광 셀이 직/병렬로 다수가 연결된 형태이
므로,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전압은 직렬로 연결된 태양광 셀의 숫자에
하나의 태양광 셀의 출력전압을 곱하면 되고,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전류
는 병렬로 연결된 태양광 셀의 숫자에 단일 태양광 셀의 출력전류의 크
기를 곱해주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태양광에 의해 생성된 태양
광전류 Iph 에 의하여 DC전압 Vc가 발생하게 된다[1].

  2.2 3상 PWM 인버터
태양광 셀로부터 생성된 DC전원은 3상 PWM 인버터를 통해 3상 전
원으로 변환된다. 3상 PWM 인버터의 개략적인 형태는 그림2와 같다.

<그림 2> 3상 전압원 PWM 인버터 회로

3상 전압원 PWM 인버터는 3상 교류 정현파 기준신호를 삼각파와 비
교하여 스위치를 On/Off한다. 스위치의 On/Off 과정을 통해 출력되는
전압의 크기와 주파수를 모두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인버터에 비해
고조파를 감소시키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준 정현파를 Va, Vb,
Vc 라 하고(위상차 120°), 삼각파를 Vtri라고 하면, 3상 출력전압 Vao,
Vbo, Vco를 얻기 위한 스위치의 On/Off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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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상 PWM 인버터의 스위칭 과정을 통해 DC전원이 3상 전원
Vao, Vbo, Vco 으로 변환되고, 변환된 3상 전원은 전력계통과 연계된다.
  
  2.3 PV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 충전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적용한 충전 알고리즘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행 시 가장 먼저 계통
에 충전을 희망하는 전기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충전을 희망
하는 전기 자동차가 존재하고 태양광 발전의 출력이 있다면, 태양광 발
전을 통해 전기 자동차의 충전을 수행한다. 반면 태양광 발전의 출력이
없는 경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통에 연계되어
충전을 수행한다.

  2.4 모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기 자동차 충전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의 모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의 계통,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 또한 태양광 발전의 조사량과 온도 변화에 따른 충전 알고
리즘 적용 시 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4.1 모의 계통
모의 계통은 IEEE 13 Node Test Feeder를 사용하였다. 해당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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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노드들은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선로정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IEEE 13 Node Test Feeder에서 전기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부하
의 전력사용량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EMTP/ATPDraw로 구
성한 모의 계통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연계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3>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 알고리즘

<그림 4> EMTP/ATPDraw로 설계한 전기자동차 충전모델

  2.4.2 태양광 발전
태양광 어레이 4기와 인버터를 결합한 태양광 발전모델을 통해 발전
한 3상 전원을 모의계통에 연결하였다. 표본에 해당하는 표 1의 월 평균
일사량과 온도를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계통에 공급되는 최대전력량과 충전 가능한 최대 전기자
동차 대수를 비교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적용한 2013년 서울특별시의
평균 수평면 일사량과 온도이다.

월 1 3 5 7 9 11

일사량

()
84 171.03 197.99 103.58 142.29 90.25

온도(℃) -3.4 5.1 18.2 25.5 21.8 6.2

<표 1> 서울특별시 1,3,5,7,9월의 평균일사량과 평균온도[2]

  2.4.3 모의 결과
표 1의 데이터를 제안한 전기 자동차 충전모델에 적용시켜 평균기온
과 평균 일사량의 크기에 따른 전기 자동차 충전 대수를 분석하였다. 월
별 태양광 발전의 최대 출력 전력은 표 2 및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해당
모의를 통하여 온도와 일사량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충전모
델의 전력 공급량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온도와 일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모델이 공급하는 전력량이 증가하였고, 온도와 일사량이 감소
함에 따라 충전 모델이 공급하는 전력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1 3 5 7 9 11

공급전력(Mw) 0.79 1.04 1.17 1.01 1.09 0.86

<표 2> 태양광 발전모델을 연계한 계통이 공급하는 전력

<그림 5> 충전모델의 전력공급량 변화

또한 상기의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제안한 전기자동차 충전모델에서
충전 가능한 최대 전기 자동차 대수는 표 3 및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단, 본 논문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전력은 약 3.3KWh의 충전기의 사용
함을 가정하였다[3].

월 1 3 5 7 9 11

충전 대수(대) 238 316 354 305 330 259

<표 3> 태양광 발전모델을 연계한 계통으로 충전 가능한 전기자동차
의 최대 대수

<그림 6>충전가능한 전기자동차 최대 대수 변화

표 3 및 그림 6에서와 같이, 충전 가능한 전기자동차의 최대 대수는
온도와 일사량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도와 일사량
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최대 대수가 증가하고,
온도와 일사량이 감소함에 따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최대 대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표 2와 그림 5의 월별 최
대 공급전력과 유사한 경향을 가진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계통에 연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으며, 온도와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 제안한 충전모델이 계
통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과 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최대 충전 가능
대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모의를 통하여 온도와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여 제안한 전기자동차 충전 알고리
즘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서훈철 윤영민, 김선룡, 이시봉, “Matlab/Sinulink를 이용한 계통연계
형 태양광 발전 모델링”,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추계학술대
회 논문집, pp92~94, 2008.11.7

[2] 기상청, “2013년 기상연보”, pp 59, 2013
[3] 김철우, 한승호, 송택호, 정문규, “전기자동차 보급 전망에 따른 배전
계통에서의 영향 평가”,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p256~257, 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