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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에 새로운 미래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V2G시스템은
EV의 배터리 전력 판매를 통해 부하의 분배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V2G시스템은 EV 소유자에게 비용을 발생하게 하며, 대표적으로 EV 배
터리의 열화비용 및 충전비용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EV 정지 비
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력 판매 수익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
며. 사례연구에서는 전력 판매 가격을 SMP로 적용하였다. 사례연구 결
과 SMP만으로는 EV 소유자의 편익 발생이 어려우며, 비용과 편익의
차를 보상하기 위한 적정 지원금을 비롯한 수익 보정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서    론

최근 탄소배출 감축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에너지산업의 패러
다임이 변화면서 EV(Electric Vehicle)에 관한 연구 및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EV의 에너지 저장능력을 활용한 V2G(Vehicle
To Grid) 시스템은 전력 판매를 통한 전력분배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1-3]
V2G 서비스는 EV 소유자에게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하게 하며, 이
비용들은 EV 소유자가 전력 판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선행연
구에서는 V2G 시스템에 활용되는 배터리의 열화비용을 상세히 모델링
하였고[4], 이러한 배터리의 열화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운영 기법
을 제안하였다.[5] 하지만 V2G 서비스의 취지인 전력 재분배를 위해서
는 EV 소유자가 충전량을 모두 판매하는 경우가 고려되어야하며, 이는
EV 정지로 인한 불편비용을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EV 정지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고려
한 EV 소유자의 전력판매 의사결정 과정을 고찰한다.

2. 본    론

  2.1 EV 소유자의 V2G서비스 참여 비용

  2.1.1 배터리 충전비용
표 1은 현행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표의 일부이다.

 <표 1>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KEPCO)

구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 (원/kWh)

저압 2,390

시간대 겨울철

경부하 80.7

중간부하 128.2

최대부하 190.8

표1을 이용하여, EV 배터리 충전비용 C 1은 식 (1)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C 1=(R C
C ×P

C
B/AT

C)+(R C
E×P

C
B) (1)

여기서, R C
C는 충전용량 기본요금, R C

E는 시간대별 충전 전력량 요금

이며, P C
B는 배터리의 충전 전력량을 의미하며, AT C는 기본요금을

시간당 요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1시간 완충 가정) 이다.

  2.1.2 배터리 열화 비용

배터리 열화비용 C 2는 식(2)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C 2=
V B

P T
B(D)

(2)

여기서 V B는 EV 배터리의 가격, D는 DOD(Depth Of Discharge)를

의미하며, P T
B(D)는 배터리의 전체 수명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전력량으로 식(3)과 같이 D의 함수로 표현된다.[4]

P T
B(D)= Cycle(D)×2×D×μ 2 (3)

여기서 Cycle(D)×2는 해당 DOD에서의 완전 충·방전 사이클을 표현

하며, μ 2는 충·방전효율을 의미한다.

  2.1.3 EV 정지 비용
본 논문에서는 EV 정지로 인한 불편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이에 상응
하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 중 지하철을 대체재로 선정하였다. 지하철의
정시성은 일정거리 마다 발생하는 구간별 추가요금을 통해 소요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EV 정지 비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표 2는 지하철의
기본운임과 구간별 추가운임을 이용하여 소요시간별 이용요금으로 환산
한 결과이다.

 <표 2> 현행 지하철 요금(서울도시철도공사)과 소요시간 별 요금

거리
(Km)

기본운임
(원)

추가운임
(원/Km)

편도
소요시간
(Hour)

해당거
리 (Km)

지하철
이용요금
(원)

0 ~ 10

1,050

0 0.5 20 1,250

10 ~ 40 20 1.0 40 1,650

40 초과 10 1.5 60 1,850

대체재의 이용요금으로 산정한 EV 정지비용 C 3는 식(4)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C 3=(R M
B+R M

A)×2 (4)

여기서, R M
B는 지하철 기본운임, R M

A는 일정 구간 이후 차등 가산되

는 지하철 추가운임을 의미하며, 2배하여 왕복 요금을 EV 정지 비용으
로 산정하였다.

  2.2 EV 소유자의 V2G서비스 참여 수익

EV 소유자가 V2G 서비스에 참여하고 얻는 편익 B 1은 식(5)와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B 1=SMP×P D
B (5)

여기서, SMP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이며, P D
B는 판매를 위해 방전하는 배터리 전력량을 의미한다.

EV 소유자의 전력 판매를 통한 편익은 수요자원 시장의 참여 또는
V2G 서비스 참여자의 지원금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의
사결정 과정 모의를 위해 EV 배터리 소유자를 일반 발전사업자로 가정
하고 SMP만을 고려하였다.

 2.3 EV 소유자의 V2G서비스 참여 의사결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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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EV 소유자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V2G 서비스에 참여
의사결정 하는 단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1> EV 소유자의 V2G 서비스 참여 의사결정 과정

[Step 1]에서는 EV 배터리의 충전 및 열화 비용과 전력 판매 수익을
비교하여 EV 소유자는 배터리 전력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여기서, 판매 수익이 크거나 같을 경우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을 진행하
며, 비용이 큰 경우 ‘EV 운영’만을 고려하게 된다. 전력 판매를 결정한
EV 소유자는 [Step 2]에서 EV 정지를 고려한다. 이때, EV 소유자는
EV 정지로 인한 불편 비용 포함하여 전력 판매 수익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 결과에 따라 ‘EV 운영 후 잉여전력 판매’ 또는 ‘EV 정지 후 전력
판매’를 결정한다.

 3. 사 례 연 구

EV 소유자의 전력판매 의사결정 과정을 모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 EV 배터리 : 용량=24 kW (SM3 EV), V B=654천원

○ 충전비용 C 1 : 현행 EV 중전전력요금의 연간 평균값

○ 열화비용 C 2 : D=0.8, Cycle(D)=1000, μ=0.9

○ 정지비용 C 3 : <표2>의 소요 시간별 지하철 요금

○ 전력판매수익 B 1 : SMP=140 원/kWh (2015년 1월 평균)

그림 2와 3은 각각 [Step 1]과 [Step 2]의 기준이 되는 ‘V2G 서비스
참여 수익-비용’을 전력 판매량별로 비교한 그래프이며, 충전된 용량 중
판매로 사용되는 양이 많을수록 손해를 보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가
정한 SMP만으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며, 현 수익구조로는 EV의
전력 판매 없이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EV 소유자의 V2G 참여 수익-비용 [Step 1]

<그림 3> EV 소유자의 V2G 참여 수익-비용 [Step 2] (1시간 정지)

그림 4는 [Step 2]에서 ‘V2G 서비스 참여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소요
시간 별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충·방전량은 평균
값을 적용하였으며, EV 정지 시간에 따라 비용만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
었다. 이는 판매수익은 배터리의 용량에 제한적인 반면, EV 정지에 따
른 불편 비용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MP와 같은
한계가격 뿐만 아니라, 용량가격을 포함한 정산이 이루어져야하며, V2G
참여 지속시간에 따른 수익 보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EV 소유자의 V2G 참여 소요시간 별 비용, 편익 [Step 2]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V 배터리의 충전 및 열화 비용, 그리고 대체제인 지
하철 운임으로 산정한 EV 정지 비용을 고려하여 EV 소유자의 전력판
매 의사결정 과정을 고찰하였다. EV 배터리 소유자를 일반 발전사업자
로 가정하고 SMP만을 편익으로 고려한 결과 V2G 서비스 참여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원 시장 형태의 수익 보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V2G 서비스의 목적인 효율적인 전력분배를 기대하기 위
해서는 제안한 EV 정지 비용 산정 방법의 보완과 더불어 전력판매 수
익 구조에 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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