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96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 예상되는 선로 과부하
문제와 전압강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전지를 이용한 충전
Aggregator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충전Aggregator 알고리즘은 충전부하
투입 알고리즘과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전부하
투입 알고리즘은 충전부하 투입 전 선로전력과 전압강하를 예측하여 예
측 된 값들이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충전을 시작하는 알고리
즘 이고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은 전기자동차 충전 중 일반부하의 증
가로 문제 발생 시 충전부하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이다. 제안된 알고리즘
은 PSCAD/EMTDC를 이용해서 연료전지가 연계된 특정지역의 배전계
통을 모델링하여 검증하였다.

1. 서    론

전기자동차의 충전부하는 지역 및 시간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선로전력이 선로의 허용전력을 초과하거나 전압
강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문제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
다.[1]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을 이용
하여 충전부하를 제어하는 연구[2], DC배전망을 통해 전기 자동차를 충
전하는 연구[3] 충전기 컨버터의 역률을 제어하는 연구[4]등이 진행 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 예상되는 선로과부하 문제와 전압
강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료전지를 이용한 충전Aggregator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PSCAD/EMTDC를 이용해서 연료전지가
연계된 특정지역의 배전계통을 모델링하여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배전계통 모델과 연료전지 모델
  전기자동차의 충전부하가 집중될 도심의 배전계통과 전기자동차 충전
극대화를 위한 연료전지를 모델링하였다.
배전계통은 특정지역의 회선별 단선도와 부하곡선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특정지역의 배전계통을 PSCAD/EMTDC를 이용해 모델링하였
고 계통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배전 계통도

  연료전지는 PSCAD/EMTDC를 이용해 일정한 출력전압을 유지하며
60[Hz]의 전력을 발전하는 3상, 정격용량 50[kW], 정격전압 380[V]의 인
산염형 발전방식[5]을 모델링하고, 모델링된 연료전지 3개를 병렬로 연
결하여 사용하였다.

  2.2 충전 부하 모델

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는 충전방식에 따라서 홈, 완속, 급속 충전기
로 나눌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패턴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작 시
점과 충전기 용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2014년도 시간별 평균 교통량과
표 1의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충전기별 충전부하패턴을 도출하였다.

<표 1> 전기자동차 충전 시나리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서 냉방/
난방장치를 사용하는 여름과 겨울에 연비가 감소하여 1회 충전으로 주
행할 수 있는 거리가 감소하게 되므로 계절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
부하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충전Aggregator의
검증을 위해 전기자동차 연비의 큰 감소로 전기자동차 충전량이 많은
겨울의 충전부하패턴을 도출하였다. 충전부하패턴을 구하기 위해 전기자
동차 SM3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SM3의 배터리 용량은 22[kWh]이고 1
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123[km]이지만 난방장치의 사용으로 연비가
50% 감소한 겨울에는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61.5[km]이다. 배터리의
소모량은 연비와 1일 주행거리의 곱으로 구할 수 있고, 자가용과 사업용
자동차의 1일 주행거리는 각각 33.1[km]와 143[km]이다.
특정지역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500대이며 그 중 자가용 전기자동차의
비율은 90%, 사업용 전기자동차 비율은 10%로 가정하였다.

2.2.1 홈 충전 패턴
홈 충전기는 18시 ∼ 1시에 퇴근을 시작하여 1시간에 걸쳐 이동 후
귀가하고, 귀가 즉시 충전을 개시한다고 가정하고[7] 2014년도 시간별
평균 교통량의 변화량으로 충전개시 차량 분포를 계산하고 충전이 완료
될 때까지의 충전시간을 고려한 누적 충전량을 반영하여 충전부하패턴
을 도출하였다. 홈 충전기의 용량은 3.3[kW]이고 시간별 충전부하패턴
은 그림 2와 같다.

2.2.2 완속/급속 충전 패턴
완속, 급속 충전기는 충전시점의 난해성으로 인해 표 1의 시나리오에
따라 배터리가 일정량 소모되었을 경우 충전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였다.
시간별 충전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수는 다음 식을 통해 산정한다.

 




××
(1)

 : 시간별 전체 전기자동차가 소모하는 에너지
 : 전기자동차 대수

 : 전기자동차 일일 평균 사용전력량

(연비의 역수와 1일 주행거리의 곱)
 : 시간별 자동차 운행패턴
 : 배터리 소모량 (배터리용량과 배터리 잔량의 차)

시간별 충전부하는 위에서 구한 에 충전기 용량을 곱하여 구한
다.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의 용량은 각각 7.7[kW], 50[kW]이고 시
간별 충전부하패턴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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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충전기
자가용 자동차의 100%가 사용한다고 가정

퇴근 후 1일 소모량만을 충전

완속 충전기
사업용 자동차의 50%가 사용한다고 가정
배터리 잔량이 30%인 경우 충전

급속 충전기
사업용 자동차의 50%가 사용한다고 가정
배터리 잔량이 10%인 경우 충전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597 -

<그림 2> 동계 시간별 충전부하패턴

  2.3 충전Aggregator 알고리즘
충전Aggregator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배전계통에 발생될 것으로 예
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부하를 제어한다. 충전부하를 제어하
기 위해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요청 시 충전부하 투입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전기자동차 충전 중 일반부하가 증가하여 배전계통에 문제 발생 시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2.3.1 충전부하 투입 알고리즘
그림 3은 충전부하 투입 알고리즘 흐름도 이다. 충전소에서 충전부하

투입을 위해 충전Aggregator에 충전요청을 하면, 충전Aggregator에서 2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충전을 승인한다. 첫 번째는 조류계산을 통해
예측된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예측된 선
로전력이 선로의 허용전력을 초과하지 말아야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극대화를 위해서 충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료전지를 투입하여 충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3> 충전부하 투입 알고리즘 흐름도  
  

  2.3.2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

그림 4는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 흐름도이다. 전기자동차 충
전 중 가정이나 회사에서 냉방/난방 장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
반 부하가 증가하여 선로전력이 허용전력을 초과하거나, 전압 강
하가 10%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자동차가 충전중인
충전소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선로에서 가까운 충전소에 충전부
하 제거요청을 한다. 충전소에서는 충전부하 제거 요청 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중에서 충전시작이 늦은 순서로 부하를 제거한
다.

<그림 4>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 흐름도

  2.4 사례연구
본 논문은 전기자동차 충전 극대화 및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 가능
한 선로과부하 문제와 전압강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료전지를 이용한
충전Aggregator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PSCAD/EMTDC을 사용하여 동계 22시 배전계통과 연료전지를 모델링
하고 충전부하패턴을 적용하여 충전Aggregator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2.4.1 충전부하 투입
표 2 및 3은 동계 22시 충전Aggregator의 충전부하 투입 알고리즘

적용 전/후의 충전차량대수와 배전계통 데이터이다. 동계 22시의 충전대
기차량은 완속 16대, 급속 3대이고 표 2와 같이 나누었다.

 <표 2> 충전부하 투입 알고리즘 적용 전/후 충전차량대수

충전소

알고리즘 적용 전
알고리즘 적용 후

연료전지 미사용 연료전지 사용

완속

[EA]

급속

[EA]

완속

[EA]

급속

[EA]

완속

[EA]

급속

[EA]

1 4 0 4 0 4 0

2 3 0 3 0 3 0

3 2 1 2 0 2 1

4 1 0 1 0 1 0

5 3 2 3 2 3 2

 <표 3> 충전부하 투입 알고리즘 적용 전/후 배전계통 데이터

선로

알고리즘 적용 전
알고리즘 적용 후

연료전지 미사용 연료전지 사용

선로

전력

[MVA]

전압

강하

[%]

선로

전력

[MVA]

전압

강하

[%]

선로

전력

[MVA]

전압

강하

[%]

102 7.30 2.48 7.24 2.46 7.15 2.44

103 6.30 3.41 6.24 3.38 6.16 3.35

127 5.60 5.22 5.55 5.17 5.46 5.12

105 4.97 7.59 4.92 7.52 4.83 7.42

119 2.95 9.59 2.90 9.48 2.82 9.32

116 0.96 10.03 0.91 9.90 0.83 9.70

136 0.15 10.06 0.15 9.92 0.07 9.71

202 9.30 3.18 9.30 3.18 9.31 3.19

203 7.94 4.35 7.94 4.35 7.96 4.37

227 7.03 6.62 7.03 6.62 7.05 6.65

205 2.51 9.68 2.51 9.68 2.52 9.71

219 3.67 8.91 3.67 8.91 3.68 8.95

216 1.17 9.41 1.17 9.41 1.18 9.45

236 0.19 9.44 0.19 9.44 0.19 9.48

표 2와 3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는 충전대기차량이 전부 충전
을 시작하여 116, 136선로에서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한다. 하지만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을 경우, 연료전지 미사용 시에는 알고리즘 적용전과
다르게 충전소 3의 급속충전차량 1대의 충전이 승인되지 않아 전압강하
가 10%를 초과하지 않고, 연료전지 사용 시에는 충전이 되지 않았던 충
전소 3의 급속충전 차량도 충전이 되고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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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충전부하 제거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도중 난방의 사용량이 늘어 일반부하가 3%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4 및 5는 동계 22시에 일반부하 증가 하였을 경우 충전Aggregator충
전부하 제거 알고리즘 적용 전/후의 충전차량대수와 배전계통 데이터이
다. 동계 22시의 충전차량은 표 4와 같이 나누었다.

 <표 4>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 적용 전/후 충전차량대수

충전소

알고리즘 적용 전

충전 차량 대수

알고리즘 적용 후

충전 차량 대수

완속

[EA]

급속

[EA]

완속

[EA]

급속

[EA]

1 3 0 3 0

2 3 0 3 0

3 2 1 2 1

4 4 2 4 0

5 3 0 3 0

 <표 5>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 적용 전/후 배전계통 데이터

선로

일반부하 증가 전

일반부하 증가 후

알고리즘 적용 전 알고리즘 적용 후

선로
전력
[MVA]

전압
강하
[%]

선로
전력
[MVA]

전압
강하
[%]

선로
전력
[MVA]

전압
강하
[%]

102 7.25 2.46 7.25 2.46 7.25 2.46

103 6.25 3.39 6.25 3.39 6.25 3.39

127 5.55 5.18 5.55 5.18 5.55 5.18

105 4.92 7.52 4.92 7.52 4.92 7.52

119 2.90 9.48 2.90 9.48 2.90 9.48

116 0.91 9.90 0.91 9.90 0.91 9.90

136 0.15 9.93 0.15 9.93 0.15 9.93

202 9.35 3.20 9.53 3.26 9.43 3.23

203 7.98 4.37 8.17 4.46 8.07 4.41

227 7.07 6.66 7.25 6.81 7.15 6.73

205 2.59 9.75 2.76 10.04 2.67 9.88

219 3.62 8.92 3.63 9.09 3.63 9.00

216 1.13 9.40 1.13 9.57 1.13 9.48

236 0.19 9.43 0.19 9.60 0.19 9.51

표 4와 5에서 일반부하가 증가 되었을 때 충전부하 제거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전에는 205선로의 전압 강하가 10%를 초과하지만,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에는 전압강하를 보상하기 위해 205선로와 가장 근접한 충전
소 5의 급속충전차량 2대가 제거되어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은 전기자동차 충전 극대화 및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 가능
한 선로과부하 문제와 전압강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료전지를 이용한
충전Aggregator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충전Aggregator 알고리즘을 적
용하면 전기자동차 충전부하를 투입하거나 전기자동차 충전 중 일반부
하 증가 시에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부하를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충전Aggregator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배전계통에

추가적인 증설 없이 전기자동차의 보급률 이 증가하더라도 배전계통의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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