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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충전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거나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늘어나면 
전력수급 균형이 불안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의 전
력수요를 분산시키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여분의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중요해진다. 아직 국
내에서 스마트그리드가 전기자동차의 전력망 영향 관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량적 연구가 미
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기자동차의 전력망 영향 관리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의 전력망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전력시
장 구조와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전력수요, 에너지, 첨두부하

Abstract  The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could be off balance if several electric vehicles(EVs) were 
charged at the same time or at peak load times. Therefore, smart grids are necessary to flatten the EVs’ 
electricity demand and to enable EVs to be used as distributed storage devices as electricity demand from 
EV-charging increases. There are still few quantitative studies on the impact of smart grids on managing EVs’
electrical load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quantitative impact of smart grids on managing EVs’ electrical 
load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it is identified that smart grids can manage effectively 
EVs’ impact on electrical grids. The electricity market structure and regulatory framework should support the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smart gri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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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기자동차는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에 비해 온실

가스  오염물질 배출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인식되

고 있다. 한 기구입비용은 높지만 운 비용이 낮아 

장기 으로 볼 때 경제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다. 이에 미국, EU, 일본, 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 인

센티 뿐만 아니라 주차  충  편의성 부여, 차량 운행 

련 인센티  제공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높은 가격과 제한된 주행거리 문제로 기자동

차의 보 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IEA는 World Energy Outlook 2011의 국가

별 정책을 고려한 시나리오에서, 총 기자동차 수가 

재 약 5만 에서 2020년에 160만 에 달하고, 2035년에 

3,100만 에 달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 망은 2035

년이 되어서도 기자동차가 주행되는 모든 자동차의 

2%가 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자동차를 

운행하기 해 필요한 력은 2035년 총 력소비량의 

0.1%에 불과하다[2].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기자동차 보 에 있어 다른 

국가 비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일 망이다. 를 들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어느 곳에서나 기자

동차 충  인 라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정책목표를 실 할 경

우 기자동차가 이스라엘 력소비의 약 50%를 차지할 

망이다[4]. 그리고 기자동차 비용이 빠르게 하락하고 

정부의 지원이 증가한다면 기자동차 보 은 상보다 

빠르게 확 될 것이다. IEA는 국제 으로 지구 온도를 

섭씨 2도 이상 올리지 않는 데에 합의하는 시나리오에서

는 총 력소비에서 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 이 2035

년까지 약 1%에 달할 것으로 망하 다[3]. 

기자동차가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를 체하고 력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장기 으로 볼 때 더욱 높아

진다. IEA는 ETP(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0의 블루맵(BLUE Map) 시나리오(2050년까지 2005

년 수  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소)에서 기자

동차 보 의 가 른 확 로 기자동차의 력소비 비

이 2050년에 체 비 11%에 달할 것으로 망하 다. 

한편, 기자동차가 2050년까지 세계의 모든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체하는 가장 낙  가정에서는 기자

동차가 세계 력수요의 20%를 과하게 된다[4].

비록 단기 으로는 기자동차가 력망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 으로는 력부하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기자동차 충 이 특정 시

간 에 몰리거나 력수요가 높은 시간 에 늘어나면 

력수  균형이 불안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자동차 충

으로 인한 력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기자동차의 

력수요를 분산시키고, 기자동차 배터리의 여분의 

기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요해진다. 

기자동차의 력수요 리에 있어 스마트그리드의 

필요성은 체로 공감을 얻고 있다. 제주도 실증단지에

서도 ‘지능형 운송(smart transportation)’이 핵심 사업 분

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8]. 그러나 국내에서 스마

트그리드가 기자동차 력수요 리에 어느 정도 향

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정량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기자동차 력수요 

리 효과를 정량 으로 분석하고 정책  시사 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논의가 심층 으로 진행되지 

못하 으나 최근 들어 상용화 분 기가 형성되고 있는 

V2G(vehicle to grid)1) 기술의 효과를 반 하고자 한다.

2. 전기자동차의 전력망 영향 관리에서 

   스마트그리드의 역할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충 부하를 력수요가 높은 시

간 에서 낮은 시간 로 이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를 통해 일 부하곡선을 완만하게 하고, 발   력망 

투자 수요를 이는 데 일조하며, 력생산에서 발생하

는 CO2 배출을 최소화한다. 스마트미터(smart meter) 등 

첨단 계량장비(AMI, advanced metering equipment)는 

양 방향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와 력회

사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자신  

력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동차 충 (G2V, grid-to-vehicle)을 계획할 수 있게 

1) V2G(vehicle to grid)는 순수 전기자동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같은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이동형 
전력원이 되어 배터리에 남아있는 여분의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낸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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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 한, 원격 연결과 연결 해제를 가능하게 한다. 

가령, 력망 운 자는 력망 용량이 포화상태일 때, 재

충  인 기자동차들을 부분 으로 력망에서 분리

할 수 있다. 기 AMI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되지 않

겠지만, 기자동차 보 이 늘어나면서 상기 기능들이 

통합될 것으로 상된다.

장기 인 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통해 기

자동차가 분산형 장 장치가 되어, 체 인 력수요

가 과다할 때 기자동차 배터리의 력을 력망으로 

보냄으로써(V2G) 력망을 안정화할 수 있다. 이는 비용 

효과 인 순동 비력  첨두부하2) 감용으로 활용되

어 력시스템의 비용을 이는 데 기여한다. V2G 기술

을 통해 기자동차는 계통운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10]. 

력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출력이 간헐 인 

풍력, 태양  등의 재생에 지 발 도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력수요 증가 응과 력계

통 안정  품질유지를 한 자원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

게 되며, V2G의 잠재력에 한 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V2G 자동차는 배터리에 남아 있는 력을 이용하여 기

존 앙발  자원 비 력 수요자와 보다 가까운 지

에서 력망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3.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기자동차의 

   첨두부하 영향관리 효과

첨두부하 시간 에 기자동차 충  수요가 많아지

면 력망 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앞서 언 하

듯이 기자동차는 V2G를 통해, 즉 첨두부하 시간

에 배터리에 남아 있는 여분의 기를 력망에 보내 

력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V2G는 력

수  균형  첨두부하 감축에 수요자의 참여를 가능하

게 하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에 의해 실  가능하다. 이에 

기자동차가 피크수요에 미치는 향을 검토할 때, 

기자동차 보 에 따른 첨두부하 증가분에서 V2G 기술 

용에 따른 첨두부하 감축분을 차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1 전기자동차 충전용량

충 력은 충 기의 사양에 의해 좌우된다. 충 기의 

사양은 비교  간단하게 가정할 수 있다. 미국 DOE(에

지부)는 충 기 사양을 1.44kW, 3.3kW, 60~150kW로 구

분하 고, 랑스 력회사 EDF는 3kW, 6kW, 24kW, 

43kW, 150kW로 구분하 다. 용량 규모가 클수록 고속으

로 충 되는 방식이다[3]. 

그러나 고속충 은 빠른 시간 내에 충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상 으로 비용이 높으면서 배터리 수

명을 단축하기 때문에 보편 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

다. RWTH(2010)은 기자동차의 90%가 속으로 충

하고 10%는 고속으로 충 할 것이라고 망하 고, 

IEA(2011.8)는 이 망을 근거로 속충  3.7kW, 고속

충  40kW를 기 으로 삼아 평균 충 력이 7.3kW가 

될 것으로 추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추정치를 용

한다[2,11].

3.2 전기자동차 방전용량

기자동차가 방 을 통해 기자동차 배터리에 남아

있는 여분의 기를 력망으로 되돌려 보낼 경우, 그 방

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는 다소 복잡한 문제이다. 

방 량이 배터리 용량에 의해 제약을 받을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러그인 기자동차의 경우 엔진이 발 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에서 

에 지를 공 하는 V2G 서비스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Kempton(2005)은 식(1)과 같은 공식으로 기자동차

가 력망에 달할 수 있는 에 지를 정의하 다[5].

 

  ×   ×  (1)

여기에서 PVEH는 V2G(kW)를 통해 달할 수 있는 최

 력용량이다. Es는 인버터에 달할 수 있는 직류로

서 이용 가능한 배터리 장 에 지(kWh)이다. dD는 배

터리가 최 로 충 된 이후 운행한 거리(km)이며, dRB는 

운 자가 요구하는 최소 여유 주행거리(range buffer, 

km)를 의미한다. ηEV/PHEV는 기자동차  러그인 자

동차의 주행 효율성(kWh/km)이며, ηINV는 인버터에서 

배터리의 직류가 교류로 환할 때의 효율성이다. 그리

2) 첨두부하(peak load)는 1일 또는 특정 기간의 전력부하 중 최댓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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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tDISP는 기자동차의 장된 에 지가 력망으로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IEA(2011.8)에 따라 배터리 장용량 Es는 EV(순수

기자동차)가 30kWh, PHEV( 러그인 기자동차)가 

8kWh로 가정한다. 그리고 EV와 PHEV의 평균 주행효율

성(ηEV/PHEV)은 0.15kWh/km로 가정한다.3) 배터리가 완

히 충 된 이후 주행한 거리 dD는 운  행태, 차량 종

류, 운 자의 충 계획 등 다양한 특성에 의해 향을 받

는다. 국내의 경우 운 자 당 평균 하루 주행거리는 

28km이다[2].4)

운 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 여유 주행거리(dRB)는 자

동차의 특성에 따라 계산되는 공학  수치가 아니다. dRB

의 결정은 바로 운 자 는 자동차 운 업체가 하는데, 

를 들어 편의 이나 병원과 같이 기 하지 않았던 곳

으로의 운행을 해 필요한 여유 주행거리를 남겨놓게 

된다. Kurani et al.(1994)는 미국 캘리포니아 운 자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32km 정도(미국인 하루 주행거리의 약 

63% 수 )가 부분의 운 자들에게 최소 여유 주행거

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7]. Kurani et al.(1994)

의 조사결과를 토 로 국내 운 자 당 평균 하루 주행거

리의 70% 수 인 20km를 최소 여유 주행거리로 설정한

다. PHEV는 완  방 되더라도 항시 내연 엔진을 통해 운

행할 수 있으므로 PHEV의 dRB는 ‘0’으로 설정하 다. 그리

고 인버터의 효율성(ηINV)은 Kempton and Tomi (2005)

이 가정한 바와 같이 0.93으로 설정하 다[5]. 

<Table 1>은 의 공식을 이용하여 V2G를 통해 배터

리에서 력망으로 보낼 수 있는 방 부하(discharging 

load, 단 : kW)를 표시하고 있다. 

V2G를 통한 시간을 가리키는 tDISP는 순동 비력

(spinning reserve)용으로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첨두부

하 응용으로 몇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첨두부하는 하루 

 3~5시간 정도 나타나는데[2], 기자동차의 첨두부하 

향을 검토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tDISP의 시간을 3～4

시간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IEA 데이터에 따르면, EV

와 PHEV의 보 수는 비슷할 것으로 망된다. 이에 

EV와 PHEV의 V2G 용량(PDISCHG, discharging 

power(kW))은 EV와 PHEV의 평균치를 활용하 다. 이

러한 첨두부하 시간 가정 하에 <Table 1>에 따라 방

용량을 4kW로 설정하여 단순화하 다.

<Table 1> EVs’ discharge capacity through V2G

Categories EV PHEV EV PHEV EV PHEV EV PHEV

tDISP (h) 1 1 2 2 3 3 4 4

DD (km) 28 28 28 28 28 28 28 28

dRB (km) 20 0 20 0 20 0 20 0

ES (kWh) 30 8 30 8 30 8 30 8

ηINV 0.93 0.93 0.93 0.93 0.93 0.93 0.93 0.93

ηEV/PHEV
(kWh/㎞)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PVEH (kW) 23.30 4.09 11.65 2.05 7.77 1.36 5.83 1.02

PEV/PHEV (kW) 13.7 6.85 4.57 3.42

3.3 전기자동차의 첨두부하 영향 및 스마트그

리드 효과

첨두부하 기간에 력망에 연결된 기자동차의 비

(fEV)은 체 기자동차의 력망 부하에 큰 향을 미

친다. 보통 자동차는 하루 24시간  5%만 운행되고 나

머지 95%는 멈춰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첨

두부하 시간 에 자동차 운행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첨두부하 시간 에 력망에 연결되어 있

는 기자동차의 비 은 정차된 비 (95%)보다는 낮아

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첨두부하 시간 에 기자동

차의 40%가 력망에 연결된다고 가정한다.5)

스마트그리드는 첨두부하 시간 에 부분 으로 기

3) IEA(2011.8)에서는 주행효율성 기준을 0.2kWh/km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보도(2011.12.22.)에 따르면, 2011년 10
월 마련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에 따르면, 주행효율성이 0.2kWh/km보다 우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현재 국내 
르노삼성차의 SM3 ZE와 기아차의 RAY 전기차의 주행효율성이 각각 0.17kWh/km, 0.14kWh/km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의 주행효율성은 0.15kWh/km 수준으로 상향 설정한다[2].

4) Kempton and Tomić(2005)는 운전자가 전기자동차 운행을 중단하고 다음날 운행을 위해 재충전을 하게 될 때까지 평균 하루 
주행거리의 절반을 운행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가정을 이용한다면 국내에서 운전자 당 전기자동차의 평균 일일 
주행거리는 14km이다. 그러나 2012년 현재 배터리용량 및 효율성 증대에 따라 1회 충전으로 일일 평균 주행거리의 약 3배 이상
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평균 주행거리를 하루 중 충전된 이후 주행한 거리로 설정한다[5].

5) IEA(2011.8)은 스마트그리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첨두부하 시간대에 전기자동차의 충전 대수를 최대 50%로 설정하고 
있고, 전력거래소(2009)는 30%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간 값인 40%를 채택한다. 여기에서 40%는 어디까지나 
가정이며, 실제로는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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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력망 연결을 해제하거나 충 율을 낮춤으로

써 부하를 일 수 있다. 기자동차 충 리 시장은 이

미 성숙한 기술 수 에 따라 곧 성장하기 시작할 것으로 

망된다. 

한편, V2G는 비용 집약 이며, 기자동차와 력망 

간 양방향 력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많은 인 라

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자동차 충 리 시장보다는 느

리게 성장할 망이다. V2G에 참여하는 기자동차의 

배터리는 그 지 않은 차의 배터리보다 성능 하

(degradation) 상이 빨리 오는데, 이러한 배터리 성능 

하에 한 비용이 력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가

격에 반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성능 하를 화

하기 쉽지 않다. 한, 소비자가 V2G에 참여하면 그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다시 충 을 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발생하여 G2V보다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자동차와 배터리 성능보장 문제로 자동차 제조업체

들이 V2G를 극 지지하기를 꺼려한다.

요 구조는 충·방  시간 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요 이 재와 같을 경우 

력망에 연결된 기자동차 비 을 40%로 가정하고 있다. 

만약 시간 별 는 첨두부하 시간에 차별 인 요 을 

부과한다면 첨두부하 시간에 G2V를 이고 V2G를 확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지능형 요 제가 스

마트그리드와 결합될 경우, 기자동차의 첨두부하 증  

효과를 보다 최소화할 수 있다. <Table 2>에는 3가지 시

나리오가 제시되어 있다. 스마트그리드 활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기 (BAU) 시나리오에서는 첨두부하 시간

의 G2V 비 이 40%인 반면 V2G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동요 제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하는 정

도에 따라 ‘SG(smart grid) Low-Utilization( 활용)’과 

‘SG High-Utilization(고활용)’ 시나리오로 구분된다[2]. 

<Table 2> Percentage of EVs connected to the 
electrical grid at peak load time(%)

Scenario fEV(G2V)(%) fEV(V2G)(%)

BAU 40 0

SG Low-Utilization 30 5

SG High-Utilization 20 15

주: fEV(G2V): 충 (G2V)을 해 력망에 연결된 기자동차 비

fEV(V2G): 방 (V2G)을 해 력망에 연결된 기자동차 비

‘SG Low-Utilization’에서는 첨두부하 시간 의 G2V 

비 이 30%로 축소되고, V2G는 5% 수 이다. ‘SG 

High-Utilization’에서는 첨두부하 시간 의 G2V 비 이 

20%로 축소되고 V2G는 15%로 확 되면서 기자동차

의 최  력부하 증  효과를 크게 완화한다. 본 연구에

서도 이 시나리오를 용한다.

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동차의 첨두

부하 향을 식(2)와 같이 공식화할 수 있다[2].

   ×     ×  × 

              

         [G2V]     [V2G]   (2)

 식에서 계수 δ는 첨두부하 시간 에 충 하고 있는 

자동차 비 과 자동차당 평균 충 력(kW)의 곱으로 

결정된다. 계수 ε는 첨두부하 시간 에 방 하고 있는 자

동차 비 과 자동차당 평균 방 력(kW)의 곱으로 결

정된다. 그리고  는 t시기에 보 되어 있

는 기자동차의 수이다. 한편, V2G 효과에서 AMI를 추

가로 고려하는 이유는 AMI를 통한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마련된 후에야 

V2G가 가능해질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AMI가 구축된다고 해서 곧바로 V2G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궁극 으로 V2G가 가능하기 해서는 먼

 V2G가 상용화되어야 하며, V2G 지원 기능을 갖춘 

AMI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모든 

가구에 스마트미터를 100% 보 할 계획이고, 2030년까

지 추가 인 계량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합리 인 에 지

소비를 한 수요반응 시스템을 최 화한다는 계획이다

[8]. 따라서 2030년까지 AMI 구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V2G 기술 상용화 시기가 언제인

지, V2G 지원 AMI 보 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AMI

의 V2G 향은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V2G 지원 

AMI 보 이 2017년부터 시작되고 2035년에 완료될 것이

며, V2G 지원 AMI가 구축됨과 함께 V2G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V2G 지원 AMI의 구축은 기에 지수함수 형태의 성

장을 보이다가 차 성장률이 둔화되고 최종 으로 부

분의 가정에 AMI가 구축되면서 성숙단계에 이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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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 이에 2017년부터 2035년까지 특정 연도의 

V2G 지원 AMI 구축 비 은 식(3)과 같은 공식으로 표

될 수 있다.




  ×    × ×   

(3)

계수 r은 최  AMI 보 률을 목표연도에 맞추기 한 

보정계수이다. STEP 함수는 AMI의 체 보  목표 시

에 도달하기 까지 AMI 보 률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은 국가 체 으로 V2G 지원 

AMI 구축이 완료되는 연도이며, 는 V2G 지원 

AMI 구축 당시의 연도를 의미한다. STEP 함수는 식(4)

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4)

지 까지 논의한 기자동차의 충·방  용량 입력자

료  기자동차의 첨두부하 향 산식을 토 로 분석

할 결과, 스마트그리드 활용 정도에 따라 기자동차가 

첨두부하에 미치는 향이 크게 달라졌다.  

최도  외(2012)에서는 세제 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

이 지속되고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국내 

기자동차 보  수가 2035년까지 약 476만 에 이른

다고 망하 다[1]. 본 연구에서는 최도  외(2012) 연

구결과를 용하여 기  첨두부하를 계산하 다. 계산 

결과 [Fig. 1]에서 보다시피, 스마트그리드 활용이 이루

어지지 않을 때, 기자동차로 인한 첨두부하 증가량은 

2035년 기  13.9GW에 달한다. 그러나 스마트그리드가 

극 으로 활용된다면, 즉 첨두부하 시간 의 G2V 비

이 20%로 축소되고 V2G 비 이 15%로 확 된다고 가

정하면, 2035년 첨두부하 증가량은 4.1GW에 머문다. 이

는 스마트그리드 활용  첨두부하 증가량에 비해 약 

10GW 낮은 것으로, 1GW  발 소 10기의 건설을 체

할 수 있는 용량이다.

[Fig. 1] The impact of EVs’on peak load with 
smart grid utilization

스마트그리드 활용 시 V2G를 포함할 때와 그 지 않

을 때를 보다 상세하게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아래 [Fig. 

2]와 같다. 첨두부하 시간  V2G에 참여하는 기자동차 

비 이 5% 수 에 머무는 ‘스마트그리드 활용’ 시나리

오에서는 V2G포함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

나, V2G에 참여하는 기자동차 비 이 15% 로 올라가

는 ‘스마트그리드 고활용’ 시나리오에서는 V2G 포함 여

부에 따라 첨두부하가 크게 달라진다. 스마트그리드 고

활용 시나리오라고 할지라도 V2G를 제외한 상황에서는 

첨두부하 증가량이 2035년에 약 7GW에 달하지만, V2G 

기자동차 비 이 15%에 달할 경우에는 첨두부하 증가

량이 4.1GW로 어든다. 즉,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기

자동차의 충 부하(G2V) 리와 방 부하(V2G) 리를 

함께 진행한다면 기자동차의 첨두부하 증가 향을 큰 

폭으로 일 수 있게 된다.

[Fig. 1] The impact of EVs’ on peak load with 
smart grid utilization(including V2G)

4. 결론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기자동차의 충 부하 리  

V2G가 가능하게 되면 력수요가 높을 때 기자동차의 

여유 배터리 력을 력망에 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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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동차의 첨두부하 증  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력수 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

는 력시장 구조와 규제 임워크가 스마트그리드 기

술의 실증과 상용화 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특

히,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가격제도는 첨두부하 시간

에 기자동차 충 을 이고 첨두부하 시간  는 계

통운  보조서비스가 요구될 때 V2G가 활성화되도록 뒷

받침해야 한다.

기요  구조의 변화와 함께 기술개발, 표 화, 보안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요하다. 제1차 지

능형 력망기본계획(2012.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

년까지 기자동차 보 계획과 연계하여 15만기의 기

자동차 충 기를 보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기차를 

이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해 기자동차 통합 운

  연계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기차를 발 자원 

는 수요자원으로 활용하기 한 V2G 계통연계  운

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운송 역

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한 표  개발  합성 평가시

스템 구축,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자동차 운행에 따른 도로법, 기자동차 충 소 

련 건축법  안 규정 등 기자동차 련 법규  규정

의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9]. 이러한 계획이 성실

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

진의 일 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n 2012.

REFERENCES

[1] D.Y. Choi, C.K. Park, S.Y. Kim, Analysis of Effects 

of Electric Vehicles on the Energy Demand and 

Supply in Korea, KEEI, 2012.12.

[2] IEA, Impact of Smart Grid Technologies on Peak 

Load to 2050, 2011.8

[3] IEA, Technology Roadmap: Electric and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2011.6

[4] ITF(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Smart Grids 

and Electric Vehicles: Made for Each Other?, 2012.

[5] Kempton, W. and J. Tomic, Vehicle-to-grid power 

fundamentals: Calculating capacity and net revenue, 

Journal of Power Sources, 2005.

[6] KPX(Korea Power Exchange), “Impact of Electric 

Vehicles on the Electric Power Supply and Demand 

and Implications, 2009. 11.

[7] Kurani, K., T. Turrentine, and D. Sperling,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in hybrid households: an 

exploratory analysis, Trans. Policy 1, pp: 244-256, 

1994.

[8] MKE(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Korean Smart Grid Roadmap, 2010.1.25.

[9] MKE, The 1st Basic Plan for Korean Smart Grids, 

2012.6.

[10] Pike Research, Vehicle to Grid Technologies, 2011.

[11] RWTH(Rheinisch-Westfӓ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Grid for Vehicles, 2010.

박 찬 국(Park, Chan-Kook)
․2002년 2월 국민 학교 행정학과

(행정학학사)

․2005년 2월 KAIST-ICC IT경 학

과(IT경 학석사)

․2005년 2월 ～ 2008년 10월 IT 략

연구원 책임연구원

․2008년 10월～ 재 에 지경제연구

원 부연구 원

․ 심분야: 에 지-ICT 융합, 력

․E-Mail: green@keei.re.kr

최 도 영(Choi, Do-Young)
․1993년 2월 건국 학교 경제학과

(경제학학사)

․1995년 2월 건국 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2004년 8월 ～ 재 건국 학교 경

제학 박사 수료

․1995년 4월 ～ 재 에 지경제연

구원 연구 원

․ 심분야: 에 지수 측, 력

․E-Mail: dychoi@keei.re.kr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기자동차의 전력망 영향 관리 효과

774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Nov; 11(11): 767-774

김 현 제(Kim, Hyun-Jae)
․1985년 2월 부산 학교 경제학과

(경제학학사)

․1987년 2월 부산 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1990년 9월 ～ 1995년 12월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1996년 8월 ～ 재 에 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 원

․ 심분야: 스마트그리드, 력, 에 지

․E-Mail: hjkim@keei.re.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