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세계 각국은 석유의존경제의 탈피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기존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늘리고 있다 특히,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의 효율을,높이기 위해 배터리에 기반을 둔 하이브리드 동력제어 기술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존 의 배터리 용량을 증설하여 충전HEV

전력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의 상용화를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목전에 두고 있다.는 기존 하이브리드 동력제어 기술을 적PHEV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용량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거리를 배터리의 전력으로만 주행할 수 있다 따라서 내연기관의 구동.을 최소화 시켜 이에 따른 화석에너지의 사용을최대한 줄일 수 있다 반면에 는 배터리의. , PHEV충전전력을 외부전력망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기때문에 향후 가 대중화 되는 경우 발생하는PHEV충전전력의 수요 증가가 중앙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중앙 전력망이. , 2010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의 충전 전력을 얼마나 충분히 공급할PHEV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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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concerning issue of these days is the energy crisis by increasing threat of dependency on

foreign oil and its volatility itself. In the situations, the PHEV is drawing attention for the next

generation’s car which could give a chance to decrease the dependency on foreign oil. As well as, the

Korean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is a strategic national asset that is under utilized most of the time.

With the proper changes in the operational paradigm, it could generate and deliver necessary energy to

charge the PHEVs which could penetrate the market within few years. In doing so, it woul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mprove the economics of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reduce the energy

dependency. This paper investigate the technical potential and impacts of using the existing idle

capacity of the electric infrastructure in conjunction with the emerging PHEVs technology to meet the

majority of daily energy needs of the Korean LDV 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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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PHEV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요의 증가를 예측해보고 이에 따른 전력망 내 영향과 중앙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충전전력의 공급 한PHEV계를 의 주요 공략 시장인 국내 승용차 시, PHEV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링2.국내 승용차 시장 분석2.1년 월 통계치에 따르면 국내 승용차 등2007 12 ,록대수는 과 같이 약 만대로서 이는Fig. 1 1210 ,년도의 약 만대와 비교하였을 때 년만2001 880 , 5에 배 가량 신장된 수치이다 이러한 국내 승1.5 .용차 시장의 가파른 신장세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및 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가구 차량의 대중1 1 2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승용차 대수의 증.가는 고유가 시대에 국가 전체적인 오일 소비의증가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석유의존경제의굴레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한편 국내 승용차 시장의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 같이, Table 1과compact sedan mid-size sedan, full-size sedan,로 단계 분류하였다mid-size SUV, full-size SUV 5 .이때 라 함은 승용다목적형과 승용기타형으, SUV ,로 분류되는 승용차로서 이른바, CDV(car derived를 포함한다 는 의 분류에 따van) . Fig. 2 Table 1른 국내 승용차의 각 카테고리별 등록대수이다.

모델링2.2 PHEV 클래스 선택2.2.1 PHEV일반적으로 의 클래스 를 분류하는PHEV (class)데 사용하는 기준은 차량이 내연기관을 구동하,지 않고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만으로 주행할 수있는 최대거리로 한다 예를 들어 가 장착. , PHEV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만으로 최초 구동에서부터 마일 을 내연기관의 동력보조 없이 운20 (miles)전할 수 있다면 으로 통칭한다, PHEV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 분류기준 하에PHEV서 승용차의 전 차량을 으로 간주하여, PHEV33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는 년 월 현재 우리. 2007 12나라 승용차 사용자의 매일 평균주행거리가약 마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53km, 33 ,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시장에 침투PHEV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penetration)의 대중화 경향을 평균하여 분석하기 용이PHEV하기 때문이다.배터리 용량 설정2.2.2의 충전전력은 기본적으로 중앙전력망으PHEV로부터 공급받는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국내 승.용차 시장의 단계 클래스 분류에 따른 의5 PHEV

Table 1 Classification of passenger cars

Fig. 2 Ratio of the class in passenger cars in mil.Fig. 1 Number of domestic passenger cars



배터리 용량 설정은 중앙전력망으로부터 수전을요구하는 매일의 충전전력량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이 의. , Table 2 PHEV33배터리 용량을 compact sedan, mid-size sedan,에 따full-size sedan, mid-size SUV, full-size SUV라 설정하였다.각종 손실2.2.2중앙전력망으로부터 로의 충전전력을 공PHEV급하기 까지 발생하는 여러 손실 요인 및 충전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설정한다.배터리 충전기의 효율(efficiencies for the battery은 배전시스템에서의 손실charger) 87%, (loss in은 주행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8%,전후의 배터리 사이클 충전율(charging rate over a은round-trip of full charge and discharge cycle)로 가정하였다85% .중앙 전력망2.3 발전원 분석2.3.1 는 년 월의 발전 설비 용량을Table 3 2007 12 6개의 대표적인 에너지원별 설비 용량으로 계절별분류한 것이다 겨울철은 년 월 년. 2007 12 , 2008 1월 월의 발전단 데이터를 평균하여 이용하였다, 2 .

여름철은 년 월 월 월 개월간의 데이2007 6 , 7 , 8 , 3터를 이용하였다.이러한 설비 용량은 이른바 이용률(capacity로 보정되어 본 연구에 적용된다 계절적factor) .요인 또는 정비일정 발전 설비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전설비용량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100% ,현실적인 를 설정하여 여름과 겨울capacity factor의 실질 발전 용량을 구한다 는 여름과. Table 4겨울의 에너지원별 와 이에 따른 실capacity factor질 발전 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2.3.2 Valley-filling model은 현재 존재하는 전력망의Valley-filling model추가 발전 또는 발전소의 추가 증설이 없다는 가정 하에 특정 시간 내 사용가능한 잉여전력을,계산하여 현재의 전력망이 최대한으로 공급할 수있는 를 위한 충전전력을 산출하는 방법이PHEV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전력망이 충전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대수를 순수한 기술적 조건만PHEV으로 도출한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의 적valley-filling용대상을 크게 두 개의 시간 시스템에 주목하24였다 이는 년 즉 시간을 모두 시뮬레이션. 1 , 8760하고 최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고도의 모델링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여름과 겨.울의 전형적인 피크전력 발생일의 부하양상을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이 두 조건은 전체 중앙전력,망이 연중 가장 낮은 예비율을 갖게 되는 가혹조건이다 이 두 조건은 잉여전력이 비교적 증가하.는 이외의 날들을 포함하여 현재의 전력망으로공급할 수 있는 의 충전수요에 대한 한계능PHEV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봄과 가을의 전력 부하는 통상적으로 여름과 겨

Table 2 Battery size for PHEV33

Table 3 Facility capacity of whole power-grids by varying the energy sources

Table 4 Capacity factor of whole power-grids by varying the energy sources



울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봄과.가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비율을 갖는다.전력 예비율의 두 관점2.3.3여름과 겨울에 피크전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력예비율을 보는 관점은 크게 긍정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optimistic view) (conservative view)으로 나눌 수 있다.긍정적 관점은 중앙전력망이 공급하고 있는,전 전력량 중에 시스템의 순 부하를 제외한( )全모든 잉여전력량을 의 충전전력으로 공급할PHEV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현실적 관점.은 중앙전력망이 공급하고 있는 전 전력량 중에,시스템의 일일 순부하 중 피크 전력치를 용량한계영역 의 상한으로 설(capacity limit of safe zone)정하고 이 피크전력치 이하의 잉여전력을, PHEV를 위한 충전전력의 가용량으로 가정한 것이다.이는 전력망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율을 확보하여 급작스런 부하의 변동에 대비하고,전체 전력망의 전력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과 는 을 여름철Fig 3 Fig 4 valley-filling model에 대하여 긍정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에서 적용한 것이다.

충전시간대 설정2.3.4본 연구에서는 의 사용자가 충전을 시도PHEV하는 시간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시간 전 시간대의 잉여전력을 충전에 사24 PHEV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사용자의 이상이 충전을 시도할 것으PHEV 70%로 예측되는 취침시간대 즉 오후 시부터 익일, 6오전 시까지의 시간대로 가정한다6 .

시뮬레이션 결과3.잉여전력량3.1여름철과 겨울철의 잉여전력량은 앞서 절2.3.4에서의 서로 다른 충전 시간대 조건에 따라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잉여전력량 산Table 5 .정에는 앞서 절의 배전망 시스템 내 송배전2.2.2손실 를 고려하였다8% .이러한 잉여전력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텔리전트 전력망에 기반을 둔 스마트충전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저장할 수 없.다는 전력의 특성과 시스템 부하가 매시간 일정,패턴을 갖고 시시각각 변함에 따른 잉여전력량의변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 PHEV

Fig. 3 Optimistic view of valley-filing model in summer

Table 5 Surplus capacity in power-grid by varying the cases



용자의 전력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남는,잉여전력을 충전전력으로 적절히 활용할PHEV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충전PHEV패턴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유해야 할뿐만 아니라 충전 전력 수요의 효과적인PHEV분산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되어야한다. 의 충전 전력량3.2 PHEV앞서 절과 절의 국내 승용차 시장과2.1 2.2의 배터리 용량 데이터를 이용하여PHEV33 Table와 같은 매일의 충전전력 수요를 산출하였다6 .필요전력량 은 국내 승용차(needing power) 1,210만대의 전량 이 현재와 같은 클래스 비율을( )全量갖고 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PHEV33필요로 하게 되는 매일의 충전전력 수요이다(MWh/day) .중앙전력망의 기술적 가능성3.3 충전을 위한 중앙전력망의 기술적 가능PHEV ‘성 이란 앞서 절의 중앙전력(technical potential)’ , 3.1망 내 잉여전력량을 이용하여 절의 충전수요3.2을 조달하기 위한 기술적 한계범위를 파악하기위한 것이다 결과로 도출되는 수치는 중앙전력.망의 잉여전력으로 충전시킬 수 있는 의 대PHEV

수를 현재의 국내 승용차 등록대수인 만대, 1,210를 로 기준하여 비율 로 나타낸 것이다100% , (%) .은 긍정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에서Table 7 각각24-hour valley-filling, 6pm~6am valley-filling에 대해 여름과 겨울의 충전을 위한 전력PHEV공급 능력의 기술적 한계범위를 나타낸 것이다.여름과 겨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긍정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 모두에서 여름보다 겨울에 PHEV의 충전전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잉여전력량이 여름보다 겨울에.감소하기 때문이다.전력망에 무리를 주지 않는 현실적 관점으로중앙전력망의 겨울철 잉여전력을 계산할 경우,충전수요의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PHEV 70%되는 오후 시부터 오전 시까지의 시간대에는6 6현재 승용차의 만이 로 대체가능하다31% PHEV .즉 전체 승용차의 만이 충전전력을 충분히31%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가 대중화됨에 따라 발생PHEV하는 전력수요의 증가는 현재의 중앙전력망이 보유한 잉여전력으로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계절 및 시간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결 론4.본 연구에서는 의 등장과 대중화로 인한PHEV충전 전력 수요의 증가를 예측해 보고 이에 따,른 전력망 내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시장 중 의 주요 시장인 승용차PHEV시장을 분석하였고 년 월 현재의 승용차, 2007 12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 현재의 승용, PHEV차를 대체할 때 기존의 중앙전력망이 버틸 수,있는 충전 전력 수요의 공급한계를 계산하였다.겨울과 같이 잉여전력이 적은 계절에는 현(1)　

Table 6 Needing power for PHEV charging

Table 7 Technical potential of PHEV penetration by varying the cases



승용차 등록대수의 만이 로 대체되어31% PHEV도 중앙전력망의 잉여전력을 소진하게 됨에 따,라 의 원활한 충전전력 공급이 불가능할 우PHEV려가 있다.향후 의 대중화로 인하여 폭발적인(2) PHEV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충전 전력PHEV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발전 설비의,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의 시장 형성. PHEV속도에 따른 전략적인 설비확충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저장할 수 없는 전력의 특성상 충전(3) PHEV을 위한 중앙전력망 내 잉여전력의 효과적 분배및 공급을 위하여 인텔리전트 전력망과 스마트충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후 기본 연구는 차세대 연료전지 통합시스템의 지능형 운전 및 열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NRL)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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