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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ny countries concern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they have made regulation for mandat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Electric Vehicles(EVs) are one of the most
effective counterproposals for it. EVs are usually charging for it by
using actual distribution system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However, it could cause adverse effects such as
increase of the power demand and voltage variation on the
distribution system. To reduce adverse effects for demand power side,
in this paper, charging for EVs by using PV(Photovolatic Power
Generation) connected with ESS(Energy Storage System) are modeled
by using Electro Magnetic Transient Program(EMTP). And then, the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with EVs that are connected to the
distribution system of KEPCO for using charge.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 발효 이후, 많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 특히,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
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운
행을 위해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가진다. 즉, 전기
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해 배터리의 충전이 요구된다[2].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 배전 계통에 연계하여 충전을 한다. 그
러나 이 경우, 수요전력 증가로 인해 계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이용하여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새
로운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EMTP/ATPDraw를 이용하여 모델링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Power Generation)의 원리
태양광 어레이(Array)는 단일 태양광 셀의 직렬 및 병렬의 결합 형태
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광 셀의 등가회로는 그림 1과 같으며 하나의 태
양광 셀의 출력전압 VC는 식 (1)과 같다.

<그림 1> 태양광 셀의 등가회로

 



      (1)

여기서,
e : 전하량(Electro charge) (1.602×10-19 [C])
k : 볼츠만 상수(Boltzmann constant)(1.38×10-23 [J/K])
IC : 셀의 출력전류 [A]
Iph : 태양광전류 [A]

Io : 다이오드 역포화 전류 [A]
RS : 태양광 셀의 직렬저항[Ω]
TC : 태양광 셀의 온도 [K]
VC : 태양광 셀의 출력전압[V]
A : Curve fitting factor

태양광 어레이는 단일 태양광 셀이 직렬 및 병렬로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이므로,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전압은 직렬로 연결된 태양광 셀의 수
에 하나의 태양광 셀의 출력전압을 곱하고,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전류는
병렬로 연결된 태양광 셀의 수에 단일 태양광 셀의 출력전류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태양광에 의해 생성된 태양광전류
Iph 에 의하여 직류전압 VC가 발생하게 된다[4].

  2.2 ESS의 개요
태양광 혹은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계절 등에 따라 출력
이 변한다[5]. 이로 인해 일정한 에너지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력 저장장치가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헐적인 태양광 발전 출력을 ESS에 저장하였다가, 공급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대부하시간의 피크전력을 저감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제시하였다.

  2.3 ESS의 충/방전 알고리즘
ESS는 충전상태(SoC : State of Charge)에 따라서 충전 및 방전이 가
능하다. 단위는 퍼센트(%)를 사용하며, 0∼100%로 나타낼 수 있다.
100%를 1로 가정하였을 때, 0.9이상은 과충전 상태, 0.1미만은 부족충전
상태로서 ESS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범위는 제외하였다. 태양광 발전
과 연계된 ESS의 충/방전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태양광발전과 연계된 ESS 충/방전 알고리즘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안한 알고리즘은 ESS의 충전상태를 가
장 먼저 확인한다. 이는 SoC가 0.1보다 작은 경우 방전을 수행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또한 SoC가 0.1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부하시간이
아닌 경우, 과충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전을 수행한다. 충전을 수행
함에 있어 ESS의 충전은 오직 태양광 발전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최대부하시간인 경우, 제안한 알고리즘은 ESS에 저장
된 에너지가 0.1보다 작아질 때까지 방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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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는 SoC가 0.1이상 0.9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수요가 많아지는 최대
부하시간에만 방전을 시작하며 태양광 발전의 출력이 있는 시간에만 충
전이 시작된다. 알고리즘에서 ESS가 더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
우, 전기 자동차가 배전 계통에 연계되어 충전을 하게 된다.

  2.4 모의 및 결과 분석
  2.4.1 모의 조건
사례 연구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전 실배전 계통을 이용하였으

며, 해당 계통의 단선도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6]. 태양광 발전과 ESS
의 설치 위치는 변전소 측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통에 연계되는 전기 자
동차의 수는 참고문헌 [7]을 참고하여 산정 하였다. 모의 조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모의조건

변수 값

태양광 전류(Iph) 5 [A]

다이오드 역포화 전류(Io) 0.0002 [A]

셀의 직렬 저항(RS) 0.001 [Ω]

셀의 동작 온도(TC) 20 [°C]

직렬 셀의 개수 72

ESS 용량 4000kWh

  2.4.2 모의 결과 및 분석
제안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설정

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 자동차 비-연계
② 전기 자동차 비-제어 충전
③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전기 자동차 충전

그림 4는 모의를 통해 얻어진 수요전력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 4> 시간에 따른 수요전력 비교 그래프

그림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기 자동차가 계통에 연계되어 충전을
수행하는 경우, 계통의 수요전력은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제안한 알
고리즘 적용 시 최대 수요전력이 1.027MW에서 0.957MW로 약 70kW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S의 용량을 4000kWh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감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지만 대용량의 ESS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최대 수요
전력 감소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는 PV와 연계된 ESS를 적용하여 최대 수요전력 경감 효과가 나
타나는 15시부터 23시까지에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모의결과 : 시간에 따른 수요전력 비교

시간
EV 연계 계통의
수요전력[MW]

EV 및 PV가 연계된 ESS
연계 계통의 수요전력[MW]

15시∼16시 0.973 0.889

16시∼17시 0.973 0.894

17시∼18시 1.025 0.95

18시∼19시 1.027 0.955

19시∼20시 1.026 0.957

20시∼21시 0.923 0.851

21시∼22시 0.825 0.748

22시∼23시 0.764 0.689

모의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PV와
연계된 ESS를 이용하여 최대 0.084MW의 수요전력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향후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전기 자동차가 배전
계통에 연계되어 충전을 수행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계통의 수요전력이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요전력 증가
에 따른 계통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과 ESS를 사
용하여 충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EMTP/ATPDraw를 이용하여 검
토하였다.
모의 결과 태양광발전과 연계된 ESS를 사용하여 전기 자동차를 충전
할 시, 기존의 충전 방식 보다 최대 84kW의 수요전력이 줄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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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V가 연계된 ESS와 연계된 모의 계통의 단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