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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우리나라 기자동차의 잠재 력수요는 최 부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2008년말 재 우리나라 자동차 16,794,287
를 력부하로 환산해보면 1,887,017MW로서 우리나라 발 용
량(70,353MW)의 약27배로 나타난다. 다행히도 기자동차는 비
동시 부하이며 최 부하로 충 하지는 않으므로 동시에 그만한 
최 력수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간 공 가능한 
기에 지(GWh)를 밸리 필링(Vally Filling;여유 심야 력) 
력량으로 구해보면 약 50,151GWh/년이고, 기자동차의 에 지 
필요용량을 계산해보면 46,587GWh/년이 된다. 이 결과는 기자
동차용 에 지양이 기설 발 설비로 공 가능한 밸리 필링 력
량의 93%로서 기자동차의 수요를 당한 시간 로 유도하면 
재의 발 설비 용량으로도 기자동차에 에 지 공 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자동차가 45.9%를 차지
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의 력공 을 한 력 수송의 병목
상인 북상조류의 문제는 심화될 험이 있다. 하지만 기자동차
의 축 지를 계통에 연계하여 분산 원으로 운 한다면 계통의 
피크 력과 비 력, 주 수 조정 등에 이 을 가져올 수도 있
을 것이다.

1. 머 리 말

   일반 으로 기자동차가 증가하면 력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 가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무 심으로 응하고 있다. 그런데 최
근에 신문 방송을 통하여 발표되는 기자동차와 련한 축 지
의 기술발  속도는 기증을 일으킬 만큼 매우 빠르다. 기자
동차의 실용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충 시간 10분이내 운행거
리 400km이상 가능한 축 지가 이미 개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 우리가 휴 폰이 불과 몇 년 만에  국민이 소유하
게 될 것이라고 미처 상하지 못했듯이 기자동차가 수 년 안
에 증한다면 우리의 력산업은 과거 90년  반에 공 비
율 부족으로 비상사태를 연출했던 만큼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
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자동
차가 속도로 증가하 을 경우 력산업에 미치는 향에 하
여 심층 검토하여 사 에 비할 필요가 있다.

2. 전기자동차와 전력산업

  2.1 전기자동차의 전력수요 분석
   기자동차가 증할 경우에 력수요와 력계통에 미치는 
향에 하여 미국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황도 검토해 
보았다.

2.1.1 미국 전기자동차의 잠재 전력수요 분석 사례
   미국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주입형 승용 자동차를 기자동
차로 체할 경우 석유 체효과가 6.5백만 배럴에 이르며 이것
은 미국이 사용하는 오일량의 52%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동차는 발 설비 이용율의 10분의 1로 평가하며, kW당 비
용을 재의 가솔린자동차보다 10분의 1로 평가한다. 역으로 말
하면 발 기는 운 기간이 10배이상 길며, 이것은 kWh당 운
비용도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미국의 발 용량은 602GW이고 발 기 수가 
9,351기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는 1억 7천 6백만 , 승용형 차량 
1 당 평균 149hp(111kW)로 가정할 때, 이것을 력용량으로 
변환하면 19,500GW가 된다. 이것은 재 발 용량의 24배가 된
다.[1] 기는 생산과 수요의 동시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처럼 
엄청난 수요는 력계통에 매우 심각한 기상황이 올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에 지공 측면에서 미국 연구사례를 보면 
신규 투자없이 재의 발 용량으로 밸리 필링(Vally Filling)을 
잘 활용하여 기자동차 부하를 공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
다.[3]

<표 1> 미국 발전계통과 자동차의 비교[1]

비고 발전계통 자동차 자동차
25%적용시

대수 9,351 176,000,000 44,000,000

평균 출력[kW/대] 64,000 111 15

전체 출력[GW] 602 19,500 660

평균 사용율[%] 57 4 4

반응시간[최대부하] 수분에서 수시간 수초 수초

기기 수명[hour] 80,000~200,000 3,000 3,000이하

비용[kW당] US$1,000이상 US$60이상 US$10~200

전기요금
[US$/kWh] 0.02~0.09 0.05~0.5

  2.1.2 우리나라 자동차 현황 분석
   2008년말 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수는 통계자료에 의하
면 체 16,794,287 로서, 차종별 수와 비율은 <표2>와 같다. 
한, 승용자동차의 크기별 등록 수 황은 경형(800cc이하)이 
6.3%, 소형(801～1500cc)이 18.5%, 형(1501～2000cc)이 52.5%, 
형(2001cc～)이 22.6%로서 형이 7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등록 수는 7,708,389
로서 체의 4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계

차량수[대] 12,483,809 1,096,726 3,160,845 52,907 16,794,287

비율[%] 74.3 6.5 18.8 0.3 100

<표 3> 지역별 자동차 등록 현황

차종 서울 인천 경기 기타 합계

차량수[대] 2,949,211 870,322 3,888,856 8,849,270 16,794,287

비율[%]
17.5 5.2 23.2

54.1 100
45.9

출 처 :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자동차공업 회 (2008.12)

  2.1.3 전기자동차의 잠재 전력수요 분석
  먼  최 부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미국처럼 우리도 자동차의 
마력(hp)을 단순히 kW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표 인 형 승용차가 144～163hp이므로 자동차 
한 당 력부하를 100kW, 승합  화물차 등을 150kW로 가정
했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16,794,287 를 력부하로 환산해보면 
1,887,017MW로서 2008년말 재 우리나라 발 설비용량
(70,353MW)의 약 27배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
로 자동차의 잠재 최 력수요가 매우 큰 양임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기자동차는 비동시 부하이며 항상 최 부하로 충
하지는 않으므로 동시에 그만한 최 (Peak;피크) 력수요가 필
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에 지 양으로 분석해 보
기 하여 우선 연간 공 가능한 기에 지(GWh)를 개략 으로 
2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았다. 첫 번째 방법은 <그림1>의 밸리 필
링(Vally Filling)을 이용하 다. 그림에서 밸리 필링 력량은 약 
184,000MWh/일이며, 연간으로는 184,000MWh × 365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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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6(부하율고려)× GWh/1000MWh= 51,445GWh/년 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2008년도 력통계 데이타의 평균 공 비력 
5,725MW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5,725MW× 365일/년 × 
24Hour/일× GWh/1000MWh = 50,151GWh/년 이 된다. 그리고, 
기자동차의 에 지 장용량을 계산해보면 기자동차의 km당 
필요 에 지를 평균 0.19kWh/km로 하고, 하루 40km를 운행 평
균거리로 가정하여 산정해보면 0.19kWh/일×16,794,287  × 40km  
× 365일/년 = 46,587GWh/년 이 된다. 이 결과는 기자동차 에
지양이 재 발 설비로 공 가능한 밸리 필링 에 지양의 
91%～93%로서 기자동차의 수요를 당하게 분산하면 재의 
발 설비 용량으로도 에 지를 공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기자동차가 동시에 최  력으로 충 하지는 않
으므로 가능하며,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가 매우 많으므로 
필요 에 지량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재 우리나라의 원구성 
비율로 볼 때 부분의 밸리 필링 력은 LNG로 공 하여야 한
다는 것을 <그림1>의 일일부하곡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LNG로 발 하여 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LNG자동차보
다 조  더 경제 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정 한 비교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기자동차의 활성화를 
해서는 싼 력공 이 가능한 원자력발 이나 유연탄 석탄화력
발 소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 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자동차의 잠재 설비용량 및 에너지량

비고 발전설비 자동차 배수

용량[MW] 70,353 1,887,017 27배

에너지량[GWh]
51,445(여유)

46,587
0.91

50,151(여유) 0.93

<표 5> 에너지원별 발전량 (2008)

구성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수력 기타 합계

발전량
[GWh] 150,958 172,554 72,615 17,247 5,567 5,482 424,423

점유율
[%] 35.6 40.7 17.1 4.1 1.3 1.3 100

밸 리 

<그림 1> 일일부하실적 곡선

  2.2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기자동차가 증할 경우에 운 과 력시장 운  등 력계통 
운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2.1 급전운영에 미치는 영향
    재의 발 용량에 비하여 기자동차의 최 력수요가 매
우 커지만 히 기자동차의 부하를 밸리 필링으로 분산한다
면 필요한 에 지를 공 가능 함을 앞에서 분석하 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수도권의 자동차가 45.9%를 차
지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의 력공 을 한 력 수송의 병목
상인 북상조류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망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수도권 인근에 규모 원과 그 발 량을 송 할 
력계통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표1>에서 
보듯이 평소에 자동차는 사용율이 4%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96%
의 시간 에 기자동차의 축 지를 계통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면 최 력(Peak Power), 비 력(Spinning Reserve), 주 수 
제어(Frequency Control) 등에 유용할 것으로 망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자동차의 축 지는 압 원의 역할을 하여 
말단부하의 압 유지에도 유용할 것으로 상된다.

  2.2.2 전력시장운영에 미치는 영향
  기자동차가 증하 을 경우에 심야 력을 활용하면 해결
되지 않을까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심야
력은 지 도 력산업의 큰 손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자동차를 심야 력으로 유도한다
는 것은 기요 체계를 수정하지 않는 한 매우 심각한 력산
업 부실화를 래할 험이 크다고 하겠다. 주간 피크 시간 에
서는 비싼 LNG발 이 력시장 가격을 결정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 에서는 싼 석탄화력이 가격을 결정하므로 손실 요인이 
크다. 그러므로, 기자동차의 실용화에 응하려면 용량 원
자력발 소나 석탄화력발 소의 추가 건설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존 LNG발 소의 매몰비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3 전력산업의 SWOT분석
  기자동차의 증가는 궁극 으로는 력산업에 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 그 변화는 력산업 내부 으로 
강 (S)과 약 (W)도 있고, 외부 으로는 기회(O)와 (T)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기자동차 수요 증시 우리나라 력산업 내부의 주요 강
(Strengths)으로는
   ① 국 인 매서비스망  송배 망 보유
   ② 부동산 다수 보유로 충 소 사업 시행 용이
   ③ 발송배  기술력 우수
   ④ 세계 최고 부하율의 력수  리능력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주요 약 (Weaknesses)으로는
   ① 기자동차 부하 증에 비한 장기 략 부재
   ② 기자동차 수요에 합한 기요 제도 미비
   ③ 신규 형 원자력/화력발 소 부지 선정 난
   ④ 수도권 부하 집 화에 의한 북상조류 증가 등이 있다.
 한  기자동차의 증가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력산
업의 주요 기회요인(Opportunities)으로는
   ① 기충 소 사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② 심야 력 활용으로 부하율 향상
   ③ 원자력, 신․재생에 지 확 를 통한 탄소형 원 구성
   ④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요인(Threats)으로는

   ① 심야 력요  용의 부하 증시 력산업 부실화
   ② 민원 등으로 인한 발송배  력설비 건설에 장기간 소요
   ③ 기요  제도 개편의 어려움 등이 있다.

3. 맺 는 말

    최근 이스라엘이 국가차원에서 '베터 이스 로젝트
(Better Place Project)'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고유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해 2011년까지 이스라엘 역
에 50만 군데의 기충 소를 확충하고 기자동차 2만 를 시
민에게 보 하기로 하 으며 련 산은 10억 달러에 이른다. 국
가 차원에서 화석연료차량을 기자동차로 환하는 세계 최
의 사례다. 이와 같이 기자동차는 폭발 인 성장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미래의 기자동차는 바퀴가 
달린 기 자제품으로서 세계 최고의 IT기업인 마이크로소 트
(MS)와 구 이 기자동차산업에 심을 가지고 일부 투자를 하
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에 한 정 한 검토와 분석 
 극 인 응이 필요한 시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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