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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E-REV의 요구 동력 성능을 고려한 동력원 용량선정  성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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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specifications of components included in the drive-train of vehicles at the 
initial design stage. In this study, component sizing process and performance analysis for Extended-Range Electric 
Vehicles (E-REV) are discussed based on the foundation of determined system configuration and performance target. 
This process shows sizing results of an electric driving motor, a final drive gear ratio and a battery capacity for target 
performance including All Electric Range (AER) limit. For E-REV driving mode, the constant output power of a 
Gen-set (Engine+Generator) is analyzed in order to sustain State of Charge (SOC) of the battery system.

Key words : Extended-range electric vehicles(주행거리 연장형 기자동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러그
인 하이 리드 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기자동차), All electric range( 기 주행 가능 거리), Component 
sizing(용량 매칭)

Nomenclature1)

 : required output power, W

 : feasible equivalent output power, W

 : vehicle base speed, m/s

 : target speed for acceleration performance, 

m/s
 : traction force of a driving wheel, N

  : minimum traction force line, N

 : target time for acceleration performanc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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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등의 문제로 인해 

체 에 지를 이용한 수송 시스템의 연구 개발이 

 세계 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1) 풍력, 태양 , 
수소 등의 체 에 지원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에

지로 변환할 경우 일반 으로 기에 지의 형태

로 최종 출력되며, 이를 차량의 동력용 에 지로 직

 사용하기 해서는 동력 달 시스템을 기화 

(Electrification)된 하  시스템으로 환해야 한다. 
따라서 기 에 지를 장시키기 한 용량 배

터리가 탑재되며, 이 기에 지를 차량의 구동력

으로 변환하기 한 구동 모터  인버터/컨버터와 
같은 기 장치가 요구된다. PHEV (Plug-in H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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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rol strategy for the E-REV

는 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는 기 
에 지를 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력 달계와 

소형 내연기 을 탑재하여 EV (Electric Vehicle)와 
HEV (Hybrid Electric Vehicle)의 간  특성을 갖는 

친환경 자동차로서, HEV보다 강화된 공해 성능
을 확보하고 EV의 제한된 주행거리를 확 할 수 있

는 자동차이다.2) Fig. 1은 E-REV의 표 인 배터리 

사용 방안을 나타내고 있다. 운행 기 시 완충된 배
터리 에 지를 이용하여 가능한 순수 기자동차와 

같은 형태로 주행을 한 후 배터리의 SOC (State of 
Charge)가 방  제한선에 이르게 되면 엔진을 구동

시켜 주행에 필요한 동력 보조를 수행하여 일반 

HEV와 같은 모드로 주행하게 된다.3)

EV나 HEV의 경우 승용부터 형 상용까지 다양
한 형태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으나 재까지 PHEV
로 개발  상용화된 차량은 승용차량에 국한되어 

있으며 Toyota사의 Prius PHEV나 GM사의 Volt가 
표 이다.4) 한 승용 PHEV에 한 연구  분석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SUV (Sports Utility 
Vehicle)  차량의 PHEV화에 한 연구  시스템 
해석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
문은 일반 SUV  차량을 PHEV 는 E-REV 형태로 
기 개발 시 반드시 요구되는 사양 선정을 한 과

정을 다루었으며 동력원의 최종 선택 후 시뮬 이

션을 통한 상 차량의 성능 분석을 수행하 다.

2. 기  요구 성능  차량 구조

2.1 요구 동력 성능

해석 상 기자동차 모델의 기 설계시 요구

되는 차량 목표 성능은 Table 1과 같다. 최  속도 

160km/h 이상, 0km/h부터 100km/h까지 가속시간은

Table 1 Target performance of the E-REV
Component properties and vehicle 

performance Note Value

Maximum speed - 160km/h 
Acceleration performance 0 to 100km/h 12sec 

Grade ability @ 30km/h 30% 
All electrical range (AER) - 100km

Fig. 2 Schematic of the vehicle model

12  이하, 기  주행 가능 거리(AER)는 100km로 
일반 으로 승용 차량에서 요구되는 동력 성능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범  내에서 선정하 다.
EV  E-REV 기능을 구 하기 한 동력 달계

는 Fig. 2와 같이 시리즈형 러그인 하이 리드 자

동차의 구조로 되어 있다. 배터리의 특정 사용 가능 
범  내에서는 순수 기자동차로 주행(EV mode)
을 하고 배터리의 SOC가 사용 제한 범 를 과하

게 되면 시리즈 하이 리드 형태로 환되어 내연

기 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제 이터를 통해 

요구되는 기  동력을 충족시킴으로써(E-REV 
mode) 총 주행 거리를 증  시킬 수 있다. 이 모드에
서 상  제어 략(Supervisory control strategy)은 배
터리 SOC를 일정한 수 으로 유지시키면서 차량의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기타 장치로는 주행 후 외부 원을 통해 배터리를 

충 시킬 수 있는 On-Board Charger와 기에 지

를 이용하는 보조기기류가 포함되어 있다. 

2.2 차량 제원  가정

상 차량의 배터리 용량  구동 모터의 설계상 

출력 워를 결정하기 한 외부 환경 라미터와 

차량에 한 기본 인 라미터는 Table 2와 같다. 
종감속 기어의 효율은 92%, 보조기기류에 의한 
기  손실 워는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400W로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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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tants for simulation
Property Unit Value

Air density,  kg/m3 1.293
Frontal area,  m2 2.73
Air drag,  - 0.405

Rolling resistance,  - 0.014
Tire radius,  m 0.34

Gravity,  m/s2 9.81
Final drive gear effi.,   % 92

Conventional vehicle mass,  kg 1780 (CVW)
Electrical power loss,  W 400

시뮬 이션에 용된 차량 무게의 경우 상 차

량이 기 동력 달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

존 차량의 CVW 무게에 단품 데이터  한 가정

을 통해 E-REV 차량의 무게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를 해 기존 엔진과 변속기, 련 장치의 무게를 제
외하고 E-REV용 소형 엔진과 Generator, 용량 배
터리, 구동용 모터의 략 인 무게를 합산하여 

E-REV의 CVW  GVW를 산출하 다. 여기서 
용량 배터리의 무게는 참고문헌

5-7)
을 통해 Table 3과 

같이 재 시  인 기 자동차의 배터리 무게 변

화로 부터 Fig. 3과 같은 선형 인 수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30kWh 의 경우 약 360kg, 40kWh 의

Table 3 Battery pack weight of conventional EVs
Vehicle model Capacity Pack weight

Nissan Leaf 24kWh 300kg
GM Volt 16kWh 198kg

HMC Blue-On 16.4kWh 200kg
Mitsubishi I-MiEV 16kWh 200kg

Toyota Prius PHEV 2012 4.4kWh 80kg

Fig. 3 Battery pack weight and linear regression

경우 470kg으로 가정하 다.
최종 으로 시뮬 이션을 해 가정된 차량의 무

게는 CVW의 경우 2150kg, GVW의 경우 2710kg으
로 용하 으며 각각의 기  동력 성능 해석을 

해  두 차량 무게를 히 사용하 다. 

3. 구동 성능 만족을 한 최소 출력 동력

3.1 최  속도 성능  등  주행 성능

2.1 에서 소개된 차량의 최  속도  등  요구 

성능을 만족하기 한 구동 모터의 최소 요구 워

는 식 (1)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8)

 







cos
sin 

 (1)

차량 무게는 GVW를 용하 으며 Fig. 4,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  최  속도를 만족하기 한 

구동 모터의 요구 워는 약 86kW, 등  성능을 충

족시키기 한 최소 요구 워는 약 73kW이다.

Fig. 4 Required power according to the maximum speed

Fig. 5 Required power according to the grade and steady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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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속 성능 

기  가속 성능을 만족하기 한 구동 휠의 출력

은 식 (2)와 같이 기  가속 시간, 와 모터의 Base 

speed, 에서 결정되는 차량의 속도 에 따라서 

달라진다. 

 



 

 




 




 

(2)

 식에서 는 회  성의 향을 고려한 라

미터이며 1.05라고 가정하 다. 가속성능에서 고려
되는 목표 속도 는 27.778m/s (=100km/h) 이

며, 용된 차량 무게 는 CVW에 운 자 1인의 

무게 65kg을 합산한 값이다. 상 차량 모델의 와 

에 따른 휠 요구 워는 Fig. 6과 같으며, 가속시간 

12sec에 해당하는 휠의 구동 워는 에 따라 약 

87kW에서 162kW로 결정될 수 있다. 이 요구 출력 
범 와 종감속 기어의 효율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한 모터 용량을 결정하기 해서는 모터의 출

력 특성에 따른 구동력 선도를 분석해야 한다.
일반 으로 모터의 구동 특성은 정토크 역과 

정 워 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토크 역은 모

터의 속도가 0rpm에서부터 Base 속도,  rpm까지 일

정한 토크를 출력할 수 있는 역을 말하며 이때의

Fig. 6 Required output power for the target acceleration 
performance

모터 출력 토크가 최  토크 값이 된다. 부터는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  출력 워는 일정하게 유

지되면서 최  출력 토크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 구

간을 정 워 역이라고 하며 이러한 구동 특성은 

모터의 설계와 제어 방식, 입력 류  워 제한에 
따라 달라진다. 모터의 출력 토크  속도는 감속기
를 거쳐 식 (3), (4)와 같이 기자동차의 구동력과 
차량 속도로 변환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종감

속 기어비이다. 

 


 (3)

 


⋅


 (4)

주어진 기  가속 성능을 만족하기 한 모터의 

용량은 차량의 속도에 따른 구동력 선도의 특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Fig. 7은 일반 인 기자동

차의 구동력 선도를 나타내며 종감속 기어의 효율

이 정해졌을 경우 특정 가속 시간, 를 충족시키기 

해 선택될 수 있는 모터의 출력 워가 특정 범

 내에서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고 한 모

터의 용량을 어느 역 내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 다. 차량이 를 만족할 때까지 최  

토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 을 경우 목표 속도에 

도달하는 시 에서의 모터의 작동 은 모터의 출

력 특성과 워에 따라 다음과 같이 (a)~(c) 상태에
서 결정된다.

Fig. 7 Tractive force characteristic and operating points for 
acceleration



이 흥․정종렬․박 일․차석원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제21권 제2호, 2013140

(a) 모터의 정 워 역에서 목표 속도,  

도달 : 만족

(b) 모터의 Base 속도, 에서 목표 속도,  

도달 : 만족 

(c) 모터의 정토크 역에서 목표 속도,  

도달 : 이하에서 만족

와 같이 세 경우에 한 모터의 작동 을 가정

하 을 때 일반 인 기 자동차의 경우 (a) 역에
서 요구 가속성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

에 (b), (c)에 해당하는 출력 워는 과 출력으로 
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b)에서 작동될 수 있는 출력
워, 를 최  출력값으로 가정하 다.

은 를 만족할 수 있는 이론 인 최소 출

력 워이나 차량의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무한

의 구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 으로 용 불

가능한 출력 워이다. 은 휠의 슬립이 발

생하지 않는 최  구동력 에 한 구속 조건을 

용할 경우 결정될 수 있는 출력 워이며, 
는 목표 속도까지 모터의 정토크 역으로부터 종

감속 기어의 효율을 고려하여 의 구동력이 

달될 경우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출력 워가 
보다 크더라도 휠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이 보

다 작을 경우 - 모터 최  토크가 작거나 감속비가 

작은 상태 - 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며, 보다 

낮은 출력, 선도에 해 를 ′로 감소시켜 
에 가까운 구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경우 - 

모터 최  토크가 상 으로 크거나 감속비가 큰 

상태 - 가속시간은 이하에서도 결정될 수 있다.

Fig. 8은 본 논문의 상 차량에 한 구동력 선도
를 나타낸다. 가속 시간 12 를 만족하기 한 휠의 

요구 워는 약 87kW에서 162kW의 등동력 선도, 
 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Base 속도에 따른 최

소 구동력은 이다. 여기서 과   역 

내에서 과 교차하는 등동력 선도를 종감속 기

어의 효율로 나 면 구동 모터의 출력 워가 결정

된다.
결과 으로 용 가능한 구동 모터의 최  출력

은 base 속도에 따라 104.7kW에서 175.7kW의 범

Fig. 8 Tractive force line according to the vehicle base speed 
for acceleration performance 

Fig. 9 115kW PM motor efficiency map

내에서 정해질 수 있으며 가능한 작은 용량을 선정

하는 것이 비용이나 무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 근 하면서 구동력을 

낮출 수 있는 115kW  모터를 선정하 으며 모터

의 출력  효율 특성은 Fig. 9와 같다.
출력 기 으로만 본다면 해당 구동 모터는 최  

속도 성능과 등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

4. 종감속 기어비와 배터리 용량의 선정

3 에서 논의된 구동 모터의 용량은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출력 워만을 기 으로 선정되었

다. 그러나 요구 워를 만족한다고 해서 그 출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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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모터를 임의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
터의 출력 토크 특성과 최  속도 제한 등의 물리  

특성을 고려하여 종감속 기어비를 하게 선정한 

후 최종 인 시뮬 이션을 통해 모든 동력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본 에서는 Fig. 9와 같이 결정된 모터 데이터를 

이용해 동력성능 만족을 한 종감속 기어비를 제

시하 으며, 목표 AER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
을 분석하 다. 종감속 기어비에 따른 동력 성능 해
석의 경우 Matlab/Simulink 기반의 차량 모델을 개발
하여 해석 결과를 도출하 으며, 배터리 용량  연
비와 련된 해석은 Matlab 코딩을 통해 Backward 
방식의 시뮬 이터를 구성하여 해석 결과를 도출 

하 다. 

4.1 종감속 기어비에 따른 동력 성능 해석

정해진 모터 출력 특성에 해 기어비 변화에 따

른 기  동력 성능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용된 차
량 무게는 가속 성능의 경우 CVW에 운 자 1인의 
무게를 고려한 값이며, 최  속도와 등 성능은 

GVW를 기 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가속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기어비는 7 이상, 최  속도 

성능은 9.5 이하, 등 성능은 8 이상일 때 해당 구동 
모터로부터 차량의 기  성능을 만족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어비의 범 는 8에서 9사이의 범  내에

서 결정될 수 있다. 만약 기  성능을 만족할 수 있

는 기어비의 범 가 넓을 경우 각 기어비에 해 에

지 소모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어비로 최

화해야 한다. 이는 각각의 기어비에서 여러 주행사

Table 4 Performance results with respect to the final gear ratio

Final gear
ratio

Accleration
(sec) 

Max. speed 
(km/h)

Grade ability 
(%)

CVW+65kg GVW GVW
6.5 12.35 177 23.6
7 11.97 175 25.7

7.5 11.65 173 27.8
8 11.38 171 29.9

8.5 11.16 169 32.2
9 10.96 165 34.4 

9.5 10.81 159 36.6
10 10.69 150 38.9

Fig. 10 Acceleration and maximum speed results with 
respect to gear ratio

Fig. 11 Vehicle performance results for gear ratio 8.5

이클을 용한 에 지 소모 결과의 평균 값 비교를 

통해 최  종감속 기어비를 선택하는 과정이 포함

된다. 본 논문의 상 차량과 모터의 경우 용 가능
한 기어비의 범 가 상 으로 작기 때문에 최종 

종감속 기어비를 8.5로 선정하 다.
Fig. 10은 종감속 기어비에 한 가속성능과 최  

속도 성능의 경향을 나타내며 Fig. 11은 종감속 기어
비 8.5에 한 차량의 구동 성능을 보여 다.

4.2 목표 AER 만족을 한 배터리 용량 선정

일반 으로 주행가능 거리는 운 자의 주행 특성 

즉, 고려되는 주행 사이클이나 차량 무게, 소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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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동력, 외부 온도 등에 따라 동일한 배터리 용량
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9)

따라서 다양한 주행 사이클과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배터리의 상태 등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정확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TP75 
cycle 주행과 상온이라는 가정 하에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회생제동 비율에 따른 배터리의 용량

을 산정하 다. 회생제동 비율은 식 (5)와 같으며 해
당 주행 사이클의 최  제동 워에 한 기  제

동 워의 사용 비율로 정의된다.10)

 


×   (5)

주행 상황에 한 최종 SOC 변화량은 Fig. 12와 
같이 가정된 배터리 모델의 충방  압과 내부 

항의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배터리 용량이 30kWh에서 40kWh의 범  사이에

서 변할 때 이에 따른 차량의 무게와 단  거리당 주

행에 지 결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뮬 이션 시 용된 차량 무게는 CVW+ 
65kg과 GVW로 고정하 다. 사용된 SOC의 범 는 

0.9에서 0.2까지이며 이에 한 배터리 체 용량 결
과는 Fig. 13과 같다.
이 0%에서 100%까지 변함에 따라 CVW의 

경우 38.6kWh에서 30.89kWh의 총 배터리 용량이 
요구되며, GVW의 경우 45.11kWh에서 35.49kWh의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Target AER

Fig. 12 Battery characteristic with respect to SOC

(a) Battery capacity required for vehicle mass, CVW+65kg

(b) Battery capacity required for vehicle mass, GVW
Fig. 13 Battery capacity according to the regeneration ratio

Line'은 에 따라 주행거리 100km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 배터리 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용량의 감소비율이 작아지고 있

으며 따라서 의 증가에 따른 배터리 용량 감소 

효과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으로 배터리 용량은 을 50%로 가정

하 고 차량의 무게 변화를 고려하여 36kWh
(330V, 110Ah)으로 결정하 다. 이 배터리 용량에 
한 AER은 CVW, GVW에 따라 각각 109.4km, 

94.72km로 분석되었다.

5. 충  상태 유지를 한 Genset의
정 출력 동력

Genset은 엔진과 발 기가 통합된 형태의 기동

력발생 장치로서 직렬형 HEV나 E-REV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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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차량 구동이나 배터리 충  시 필요한 기

 동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나의 
동력원으로써 략 인 용량의 범 를 결정하기 

해 특정 주행 상황에 요구되는 Genset의 출력 워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Genset은 배터리의 
SOC가 20%로 감소했을 때 CS mode로 주행하는 상
황에서 일정하게 기 동력을 출력한다고 가정하

으며 용된 FTP75 cycle 종료 시 최종 SOC가 20%
로 유지될 수 있는 출력에 한 결과를 분석하 다.

Table 5는 GVW를 용한 차량의 다양한 시뮬
이션을 토 로 Genset으로부터 출력되는 일정 동력
에 따른 연비, SOC  기타 결과를 나타낸다. Genset
으로부터 약 9.31kW의 기  동력이 일정하게 출

력될 경우 최종 SOC가 20%로 유지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엔진 출력 워나 연비 결과는 30kW
 소형 엔진과 15kW  발 기의 효율 데이터를 

용한 결과이며 엔진과 발 기의 용량은 추 후 상  

제어 략 개발과 최 화 과정을 통해 보다 하

게 결정될 수 있다.
CVW를 용했을 때의 Genset 출력 워는 

8.102kW로 약 500kg의 무게 차이에 해 1.2kW의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Fig. 14 (a)~(c)는 FTP75 cycle에 한 구동 모터, 
엔진, 제 이터의 작동 을 나타낸다. 구동 모터
의 운 상태  회생 제동 시 을 50%로 설정하

기 때문에 감속시 구동 휠로부터 모터까지 입력

되는 토크의 크기는 주행 사이클의 최  제동력의 

50%만 입력된다. 따라서 회생 제동에 의한 모터의 
기 발생을 한 토크는 약 80Nm 이하에서 생성이

Table 5 Genset ouput power for charge sustaining mode
Regeneration [%] 50
Genset Output Power [kW] 8 9 9.31 10 11
Engine Power Out [kW] 10.1 11.4 11.8 12.6 13.9
Fuel Economy [km/L] 11.0 9.9 9.6 9.0 8.3
Engine Efficiency [%] 33.5 33.9 34.2 34.3 34.6
Total Fuel [L] 1.62 1.79 1.85 1.97 2.15
Energy Consumption [Wh/km] 38.9 9.1 -0.2 -20.6 -50.1
SOC Initial [%] 20 20 20 20 20
SOC Final [%] 18.1 19.6 20.0 21.0 22.5
Required wheel energy [kWh] 2.5 2.5 2.5 2.5 2.5
Consumed battery energy [Wh] 690.7 161.0 -2.6 -365.6 38.8

(a) Driving motor operating points

(b) Engine operating points

(c) Generator operating points
Fig. 14 Operating points of each driving component

되며 체 으로 효율이 낮은 부분에서 작동됨을 

알 수 있다. 엔진과 제 이터의 경우 CS mod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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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Battery performance for driving on FTP75 cycle

서 일정한 동력을 출력하면서 엔진의 효율을 기

으로 출력 워에 해 가장 효율이 좋은 운 에

서 작동하는 상황을 시뮬 이션 했기 때문에 엔진

의 작동 은 OOL 선상에 치하게 되며 그에 따른 
제 이터의 작동 은 효율이 약 78% 부근에서 작
동하게 된다. 

Genset으로부터 9.31kW의 일정 출력을 보조 동력
으로 이용할 경우 배터리의 출력상태는 Fig. 15와 같
으며 운행 종료 시 SOC가 20%로 일정하게 유지되
며, 구동에 필요한 요구 동력이 작을 시 배터리에 일
정 류가 계속 으로 충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은 일반 내연기  차량을 E-REV 차량으
로 개발 시 반드시 요구되는 워트 인의 용량 선

정과 용된 동력원에 따른 차량의 성능 해석을 수

행하는 과정을 보 다. 최  속도, 등 , 가속 성능, 
AER과 같은 동력 성능 기 이 정해지면 간단한 수

학식과 Backward simulation 방법을 통해 한 구

동 모터와 배터리의 용량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 
동력을 이용한 주행 가능 거리, E-REV mode 주행 시 
Genset으로부터 요구 되는 출력 동력 등을 측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상 차량의 경우 SUV 에 한 CVW와 GVW의 

차량 무게를 히 가정하여 동력 성능에 필요한 

구동용 모터를 115kW 으로 선정하 으며, 기  

구동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종감속 기어비 8.5를 
용하 다. 이에 한 차량의 성능은 최  속도 

169km/h, 등 성능 32.2% (@30km/h), 가속 성능 
11.16sec로 측되었으며, 목표 AER을 만족하기 
한 배터리의 총 에 지는 SOC 사용 범 를 90%에
서 20%로 설정하고 Regen. Ratio를 50%로 가정하
을 때 36kWh 의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 CS mode 주행 시 SOC를 일정하게 유지하
기 한 Genset의 출력 워는 차량의 무게에 따라 
약 8.1kW에서 9.3kW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연비는 
약 9.6km/L가 될 것으로 측되었다.
엔진의 연료 소모량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해서는 엔진과 제 이터가 통합된 Genset의 
체 효율을 분석하여 고 효율 역에서 작동되도록 

운 을 결정해야 한다. 추후 이러한 사항이 고려
된 상  제어 략 수립을 통해 CS mode에서의 연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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