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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regards the research of studies for electric vehicle’s environmental friendly, the results 

indicate that an electric vehicle, including CO2 from power plants, produce CO2 more than an 

internal combustion vehicle.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an error in the procedure of CO2

calculation in that it supposed the charging demand of electric vehicle is same as the amount of 

power by additional generation in power plant. According to this, in this paper, based on the 

“8th Basic Plan for Power Supply and Demand”, the demand supply program of power plant, 

valley filling method, is considered to calculate more accurate CO2 emission. In results, electric

vehicle’s CO2 emission is calculated about 25%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and the power

demand supply management shows the effect reducing CO2 emission. If various improved 

charging methods are developed, electric vehicle would be expected to extension of standing as

the main means of the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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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전기를 생산하

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로 인하여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오히려 많

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CO2를 산출하는 과정에

서 전력수요관리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고 전기자동차 충전수요를 순수한 첨두 발전량으로 가

정하고 있어, 실제 CO2 배출량과 상당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Valley Filling 전력수요관리 방식을 적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에 따른 실제적인 CO2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은 내연기관

차의 2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CO2 감축에 있어서 전력수요관리 방식이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다양한 충전방식 개

발을 통해 점차 친환경적 이동수단으로써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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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가솔린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를 시작으로 친환경적 이동수단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대두 되었다. 미국 GM사는 EV1이라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여 리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소비세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교토 의정서의 채택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 분야인 수송부문에서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적극적인 법 ‧ 제도적 지원 아래 기존 내연기관차 제

조사들이 도전적으로 전기자동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로 2008년 1회 충전 시 이동가능거리가 약 400km

에 달하는 테슬라사 최초의 전기자동차 로드스터가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이어 BMW, BYD 등이 전기자동

차를 앞다투어 출시하여 현재에는 연간 판매량 100만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다. 2016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협정은 국가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은 E-Mobility 정책

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도시지역에서의 내연기관 차량 비중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내연기관차량을 단

계적으로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감면, 구매보조금 지급, 무료주차, 전용차선 이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및 혜택을 제공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2015년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16-’20)｣을 발표하여 2020년 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지역을 포

함한 많은 국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결책으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최근 Canals(2016) 등의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보급 ‧ 활성화 정책추진과는 반대로 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전기를 생

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로 인하여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이 내연기관차 보다 오히려 많을 수 있다는 결

과를 발표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CO2 배출량 산출시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과 발전소의 

발전량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력생산은 부하관리, 효율향상 등 수요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 및 방식과 발전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관리 정책을 고려하여 Valley Filling 전력수급방식을 전기자동차 충전수요에 적용, 

발전소의 실제적인 CO2 배출량을 산출하고, 전기자동차 CO2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많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대

한 반론을 제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1. 현황

본 논문은 전력수요관리 방식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 산출 연구로써, 기존에 발표된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 분석 연구중 전력산업부문을 고려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로써 전력믹스 등 전력산업부문의 일부 측면이 고려된 연구이다. 먼저, McLaren(2016)는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 감소효과는 충전시간 및 장소, 전력원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기자동차와 플러그 인 하이

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거지 충전, 직장에서의 충전 등 4개의 충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석탄, 신재생, 천연가

스 등 전력믹스 비중이 다른 5개의 전력계통에서의 CO2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O2 배출량은 신재생에너

지원 비중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직장에서의 충전시설 가용도가 높을수록, 비첨두 시간을 이용하여 충전할수

록 CO2 배출량 저감 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Manjunath(2017)는 전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EVEI (Electric Vehicle Emissions Index) 지수를 적용한 산출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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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EVEI 방식은 전력믹스를 고려하여 CO2 배출량을 산출하며 저자는 미국의 각 지역단위로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력믹스 구성비율과 관련성이 매우 높았으며, 석탄화력발전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

우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이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량보다 많다는 결과를 보였다. Woo(2017)는 국가별 전력믹

스 비중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내연기관차와 비교분석 하였다. 석탄발전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원

자력비중이 높은 프랑스에 비해 약 7배 높은 CO2 배출량을 보이며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내의 경

우 중국의 74% 수준으로 미국 및 독일과 비슷한 CO2 배출량을 보였다. 저자는 전력믹스 구성에 대한 중요성과 함

께 차량의 다운사이징, 매연 저감 기술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전기자동차의 CO2 베출량 산출 시, 배터리, 태

양광 패널 제작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CO2도 포함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Kim(2017)은 전원믹스를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원 확대, 원자력발전 

감축 등의 정책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 전기자동차 보급(100만대)에 따른 온실가스 

증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기자동차 보급에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BAU 배출량 대비 

0.1%를 감축하는데 그쳤으며 감축효과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원 등 저탄소 전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Table 1. Pilot study

Author (year) Consideration factors Demand management
McLaren(2016)

WTW, Power mix

None

Manjunath(2017)

Woo(2016)
Kim(2017)

Millo(2013)

Ruo-Yu(2017)
LCA, Power mix

Qiao(2017)

Teixeira(2018) None

전기자동차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력믹스 구성의 중요성에 더해, 능동적인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

차 충전 스케쥴링 관련 연구 및 정부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Adriana(2015), Ruoyang(2014), Lee(2013) 등의 연

구에서는 발전소의 경제적인 운영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스케쥴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V2X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스케쥴링 제어를 통해 전기수요 분담 및 전력피크 저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Lee(2013)는 운전자 중심 충전수요 이동을 위해 WiFi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전기자동차 

충전제어 방식을 제안하였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차량의 충전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대 및 요금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충전을 제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어방식을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로 충전유도가 가능하여 전력피크 저감 효과 볼 수 있었다. Edwin(2017)은 스마트그리드 구

축에 따른 스마트미터, 양방향 통신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충전소 운영자 및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효용 최대화를 

위한 스케쥴링 방식을 제안하였다. 운전자뿐 만이 아니라 충전소 운영자까지 전력수요관리의 주체로 포함하여 기존 

운전자 기반 스케쥴링 방식에서 개선된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차등화 정책을 추

진중이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Table 2와 같이 전압의 크기, 계절 및 시간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전요금

은 부하량이 높은 여름 ‧ 겨울철이 봄 ‧ 가을철 보다 높고 23시부터 오전9시(경부하)의 요금이 전력피크 구간대의 요

금보다 최대 약 3배까지 저렴하여 경부하 시간대로 충전수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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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ctric charging cost (Ⅰ)

Basic cost (won) Load
Cost (won)

Spring Spring, Fall Winter

2,390
(Low voltage)

Light  69.2 58.7  83.9
Heavy 135.5 70.5 116.4

Max 176.8 75.4 145.3

KEPCO, 2018.

2. 시사점

McLaren(2016)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CO2 배출량은 발전원에서의 전력생산 및 전력믹스 구성과 관

련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있다. 연구 가정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발전소 CO2 배출량 산출 시 전기자동차의 

충전 전력량은 발전소에서 생산해야하는 전력량과 동일시하였으며 총량배분 방식으로 전력믹스 비중을 반영하였

다. 그러나 실제 전력공급은 총량배분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전기자동차가 30kWh의 전력을 충전

한다고 할 때 발전소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30kWh의 전력을 순시로 생산하지 않는다. 전력수요는 특정기간의 

수급계획에 따라 예비율, 부하율, 발전소 가동률, 가동시간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및 관리된다. 최

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수요를 경부하대로 유도하기 위한 요금제 차등화 정책과, 주거지 충전을 위한 공동주택 충

전기 설치 의무화 정책 등을 도입하고,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관련기술의 도입에 따른 실시간 충전수요 제어 기술도 

전력수요관리 방식에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 분석 시, 연구결과의 정확성 및 실용성 제고

를 위해 실제 전력계통의 전력수요관리 방식과 충전수요 제어 기술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연구의 실용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의의 CO2 배출량 비교분석

1. 연구방법

1) 자료

정부의 법률 및 정책자료,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내연기관차의 CO2 배출량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내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사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 

사양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자료를 참고하였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별 전력공급 ‧ 수요 데이터 등은 한국

전력공사의 계통운영 정보를 활용하였다.

2)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연구목적 및 방향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기존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

행 연구에서 수행한 동일한 CO2 산출방법을 사용하여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비교 ‧ 분석 한다. 

전력수요관리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소요 전력량은 발전소에서 동일 한 전력량만큼 추가 

생산했다고 가정한다. 둘째 실제 전력계통 운영관점에서 전력수요관리 방식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산출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은 전력수요관리방식 중 하나인 Valley Filling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전력설비가 가장 효

율적으로 운용 및 제어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CO2 배출량을 비교하여 전

기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CO2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역할과 기대효과등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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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연기관차 CO2 배출량

CO2 배출량은 단위 주행거리 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 (g/km)를 의미하며 내연기관차의 CO2 배출량 산정 

시 차량은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허용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대상차량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 까

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출량 허용기준은 Table 3의 값을 준수한다. 전기자동차와 동등한 

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해 기준연도는 2017년, 차량중량은 공차 기준으로 1,440kg으로 하였다. 

Table 3. Acceptable permission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CO2 emission

Year Acceptable standards (g/km) Note

2016 127+0.0533 × (m-1421.8)

m>1,070kg
(m: vehicle weight)

*Empty vehicle

2017 123+0.0517 × (m-1421.8)

2018 120+0.0504 × (m-1421.8)

2019 110+0.0462 × (m-1421.8)
2020  97+0.0407 × (m-1421.8)

Ministry of Environment, 2017.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 산출을 위한 대상차량의 사양은 Table 4와 같다. 대상 차량의 단위 운행거리 당 소요 

전력량을 국내 발전원별 비중에 따라 구분하며, 발전원은 원자력, 석탄(유연탄), LNG, 신재생 등 전력거래소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실제 CO2를 발생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발전량 비중을 적용하여 석탄화력 발전으로 

충전되는 전력량을 산출한다. 발전량 비중은 Table 4의 산자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2017년도 전원구성 

전망 수치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소요된 전력량만큼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연료량

을 구하고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이드에서 제시한 산출 식에 따라 최종적인 CO2 

배출량을 구한다.

Table 4. Ionic electric specifications

Factor Specification

Fuel efficiency 0.159kWh/km
Battery capacity 28kWh

Weight 1,430kg

www.hyundai.com.

전기자동차의 단위 주행거리 당 소요전력량을 국내 발전원별 비중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Table 5의 전원 구성비 

전망 수치를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 방식에서 CO2 발생 기여도를 고려하여 유연탄만을 적용한다.

Table 5. 2017’s power source mix 

Factor Nuclear Bituminous coal LNG Renewable

Rated power (MW) 22,529 36,920 37,353 11,316 

Rate (%) 19.3 31.6 31.9 9.7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17.

Equation 1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의 단위 주행거리 당 석탄화력발전이 기여하는 전력량을 산출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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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c: 석탄화력발전량

Eunit: 단위 주행거리 당 소요 전력량 

Pi: i 연료의 비중

Equation 1로부터 산출된 전력량은 Equation 2에 적용하여 동일한 크기의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한 소요 열량으

로 변환한다.

 × (2)

여기서, Ekcal: 주행거리 1km 당 소요 열량

Equation 2에 따라 산출된 열량은 산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법 시행규칙｣의 유연탄 발열량을 적용하여 실제 소

요된 연료량을 산출한다. 전기자동차의 단위 주행거리 당 소요 연료량은 UN산하 국제 협의체 IPCC의 가이드에 따

른다. Equation 3은 IPCC에서 제안하는 CO2 배출량 산정식이며 기본 접근법을 이용한다. 연료의 산화계수, 탄소몰

입율은 IPCC의 데이터를 활용하며 배출계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활용한다. 비연료사용량은 고려하

지 않았다. 

 ××× × × × (3)

여기서, E: CO2 배출량(Gg)

TA: 총연료사용량(천TOE)

FCS: 탄소몰입율

CF: 전환계수(순발열량/총발열량)

EF: 배출계수(ton C/TOE)

OF: 산화계수

i: 연료 유형

j: 부문

Equation 3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CO2 배출량 산출결과는 Table 6과 같다.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은 내연기관차의 배출량과 비교하여 약 15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Table 6. CO2 emission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 and electric vehicle

Vehicle type CO2 emission

Combustion vehicle 123.9g/km

Electric vehicle 195.5g/km

전력수요관리방식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 분석

발전소는 전력설비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운용을 위해 일간, 월간, 연간 등 특정기간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운

영된다. 따라서 연도별 전력수급 계획을 고려한 적절한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전기자동차 충전시간대의 집중을 막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충전을 유도한다면 추가적인 전력생산량, 즉 첨두 발전량을 낮추고 잉여 발전량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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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공급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수요 관리에 대표적인 Valley Filling 방식을 전

기자동차 충전에 적용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간대를 제어함으로써 전력설비 운영효율 개선에 따른 CO2 배출량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1. Valley Filling 충전

전기자동차의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유도하는 Valley Filling 충전방식은 전력계통의 전력수요관리방식을 적용한 

전기자동차 충전방식으로써, 실시간 충전이 아닌 전력수요에 따라 충전시점을 자유롭게 이동하여 충전하는 방식이

다. 본 방식은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예비율 불안정, 원자력발전소 축소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대규모 정전 등) 

등을 예방하는 전력수급 안정화 핵심방안으로써, 국내의 경우 폭염에 따른 최대전력수요 폭증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력피크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고 경부하 시간대로 유도하는 수요자원 거래제도(DR) 등을 Top-down 방식으

로 추진중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 본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기사용자가 전력수요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는 동시에 Kim(2017)에서 예측한 2030년 연간 29.2GW규모의 전기자동차 충전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소 증

축 등 설비용량 을 최소화에 따른 경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 적용되는 Valley Filling 방식은 Figure 1과 같이 경부하 시간대를 최우선으로 충전되며 동일한 

경부하 시간대일 경우에도 공급 대비 수요가 낮은 구간으로 유도하여 첨두발전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제어된다. 

Tc는 충전시간, Pt는 t에서의 전력수요, Pmax는 최대전력, PAVR은 평균전력을 의미한다.

Figure 1. Procedure of valley filling charging

2. Valley Filling 방식을 이용한 CO2 배출량 산출

Valley Filling 방식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 산출을 위해 전력설비 운영효율을 판단하는 지표인 부하

율 개념을 도입한다. 부하율은 전력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며 Equation 4와 같이 특정기간동안의 평균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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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Figure 2를 예로 들면, 먼저 h3기간 동안의 A, B로 구분된 2개의 전력수요는 총

량, 즉 면적은 동일하다. 발전기 용량이 P라고 한다면 A는 24시간동안 1대만 발전기만 가동해도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B의 경우 h1-h2구간은 발전기를 2대 가동해야만 이 시간대의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으며 발전기 기

동시간을 고려한다면 h1-h2 구간은 더욱 넓어진다. 결과적으로 B는 h1-h3에서 A에 비해 2배의 연료를 소모하며 

CO2 배출량은 연료소모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4)

여기서, P(t): 일간 전력량

PMAX: 일간 최대전력량

Figure 2. Load factor conceptual diagram

부하율을 이용하여 ’17년 전력수급계획 상 전기자동차 충전가능 수요의 범위를 정하고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의 내연기관차의 대체율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수준에 따른 CO2 감소효과를 분석한다. 발전소 가동

시간은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뿐만이 아니라 계절, 요일, 시간대에 따라 변화되는 전력수요를 고려하였으며, 수력, 

화력발전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가동 및 정지 시간을 제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은 

1,000MW, 기동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다.

3. 사례연구

1) 분석기준 설정

전기자동차 충전수요에 따른 일간 수요곡선 및 부하율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계획 데이터

를 활용하여 Figure 3의 연평균 일간 전력수요곡선을 도출하였다. 시간별 전력량은 ’17년 1-12월 동안의 평일, 주말

을 포함한 전력수요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시나리오는 전기자동차 대체율 및 충전시간에 따라 Table 7과 같이 구분한다. 대체율은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에 따른 0.23%와 ’17년도 일간 최대전력수요와 공급량을 고려하여 전기

자동차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충전장소 및 시간은 

통상적인 직장인의 일과시간을 고려하였으며, 충전은 심야충전을 우선으로 한다. 전기자동차는 Table 2의 아이오

닉 일렉트릭 차량의 사양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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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nual average of daily power demand curve

Table 7. Case study

Case Substitution rate (%) Charging time
Case 1 0.23

(Work) 09:00-18:00Case 2 5

Case 3 10
Case 4 0.23

(Residence) 21:00-07:00Case 5 5

Case 6 10

2) 분석결과

Case 1-3은 Figure 4와 같이 직장에서의 충전시간동안 대체로 평활한 전력수요를 유지하였지만 대체율이 높아

질수록 최대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부하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ure 4. Daily power demand curve (Case 1-3)

Case 4-6은 Figure 5와 같이 충전시간동안 평활한 형태로 전력수요가 형성되었으며 최대전력수요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부하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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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aily power demand curve (Case 4-6)

Case 별 부하율 산출 결과는Table 8과 같다.

Table 8. Results of load factor

Case Load factor
Case 1 0.9246

Case 2 0.9126

Case 3 0.8887
Case 4 0.9246

Case 5 0.9417

Case 6 0.9597

부하율 산출 결과에서 동일한 충전수요에서도 충전패턴에 따라 부하율의 편차를 보이며, 대체율 변화에 따른 부

하율 증감에 대한 경향도 다르다. 직장에서 충전하는 경우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부하율은 감소되었으며 주거지 충

전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충전보다 주거지에서의 충전이 전력수급 관점에서 더욱 효율

적으로 나타났다. 충전수요 증가에 따른 부하율 증가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충전수요가 일간 평균발전량을 초

과할 때 발생한다. ’17년도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할 경우의 전기자동차의 보급량은 Figure 6과 같이 전기내연기관차

의 10%를 대체하는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

Figure 6. Load factor by substitu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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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Case별 CO2 배출량은 Table 9와 같다. 직장에서의 충전을 가정한 Case 1-3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으로 

일간 필요전력량이 기존 전력수요곡선의 최대값을 모두 초과한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수요만큼 추가적인 발전기 가

동 및 전기공급이 필요하여 효율적인 전력수요의 관리가 어렵다. 반면, 주거지 충전을 가정한 Case 4-6은 Valley 

Filling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직장에서의 충전 시 배출되는 CO2량 보다는 낮았으나 기존 내연기관차와 유

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Valley Filling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존과 비교하여 약 120g/km 이상이 감소된 25% 수

준의 배출량을 보인다. 본 결과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소의 배출량을 포함하

여도,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 방식의 도입에 따라 친환경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9. Power requirement and CO2 emission

Case Demand (MW) Generation (MW)
CO2 emission (g/km)

Without VF VF

Case 1  1,251 - 135.5 -

Case 2 27,200 27,200 195.5 -
Case 3 54,400 54,400 195.5 -

Case 4  1,251 - 135.5 -

Case 5 27,200 19,000 168.3 39.5
Case 6 54,400 45,000 177.6 46.7

결론

전력수급은 국가적 사업으로써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

력수급운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력피크 저감 및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위한 Valley Filling 방식을 적용, 선행연구 

대비 CO2 배출량 분석의 실용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분석결과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은 기존 연구에서 산출한 

CO2 배출량보다 최대 25% 수준까지 감소되었으며 내연기관차의 CO2 배출량과 비교할 경우에도 31% 수준까지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CO2 배출량은 전력수요관리 이행으로 감축되는 것

을 확인 하였으며, 국내 전력산업에서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ICT 기반 수요관리 서비스

의 확산정책으로 향후 CO2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전기자동차 

친환경성 문제를 제기한 연구에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 입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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