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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단점(긴 충전시간 및 짧은 주행거리)을 극복하기 위한 배터리 교환식 모델을 도입 

 운전자가 전기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교환소에 들어오면, 교환소에서는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 

 운전자에게 싼 가격이나 무상으로 배터리를 임대하고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 창출 

 방전된 배터리의 충전 및 회수, 충전된 배터리의 공급 방법, 배터리 물류 등의 추후 연구가 필요 

 

BetterPlace_배터리 교환소 

China 

Israel 

Australia  

Denmark 

USA(California) 

Japan 

Canada(Ontario) 

USA(Hawaii) 

배터리교환식 도입 국가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작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 금년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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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니혼 코츠(도쿄 최대 택시회사)와 함께 전기택시 운영  
• 베터플레이스, 일본 환경성과 함께 도쿄에 배터리 교환 시스템 설치 
• 요코하마에 설치된 배터리교환소의 경우, 샤프의 태양열 시스템으로 전력 공급 

 
 이스라엘 

• 베터플레이스, 도르 알론 에너지(이스라엘 주유 체인업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환소 설치 운영 
• 르노 자동차를 국가적으로 공동 구매하여 배터리 표준화 마련 

• 태양열, 풍력발전으로 전력 공급  
 

 덴마크 
• 친환경 에너지 차량에 세금 면제, 非친환경차량에는 200%의 징벌세 부과 
• 르노자동차의 배터리 공급, 동에너지(Dong Energy, 덴마크 에너지업체)의 풍력에너지 공급 

덴마크_배터리 교환식 차량 일본_배터리교환소 일본_전기택시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작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 금년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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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2010. 

구 분 차 종 양산 계획 

전기차 소형 BlueOn ‘11년 본격양산 

경CUV ‘11년 개발 완료 후 ’12년 양산 

중형 ‘11-’13년 개발 후 ‘14년 양산 

교체형 ‘12-’13년 개발 후 ‘14년 양산(타당성인정시) 

교체형버스 ‘14년까지 개발후 ’15년 양산(타당성인정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중형 ‘11년까지 개발완료하고 ’12년 말 양산 

하이브리드차 중형 ‘11년 중형가솔린 하이브리드 양산  

범 정부 그린카 양산 계획 

 현재, 국내에는 상업용 배터리 교환소가 없으나 신속한 배터리 교환 시간의 이점으로 관심 증대 

 배터리 교환식 모델 도입 시, 배터리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용화 추진이 쉬운 택시, 버스 등에 우선 적용 가능 

 현재, 국토해양부 “전기자동차 교통안전융합체계 기술개발 사업” 진행 중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작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 금년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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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시티 

• 1회 충전 시 120 km 주행 가능 

• 최고 속도는 100 km/h 가능 

미국프로테라전기버스 

• 10분 충전으로 40~60km 주행 

• 버스 제동 시 90% 수준의 회생제동 기능 

화이바전기버스(서울 남산 운행) 

• 1회 충전 시 20 -30km 이내 단거리 노선 투입 

중국 BYD 전기버스 

• 4시간 충전으로 250km 운행가능 

호주틴도전기버스 

• 전기버스 1회 충전 최대 200 km 주행, 최고 80 km/h 

• 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을 통해 집전된 전기 사용 

• 자료출처 : 2012 차세대 전기버스 합동세미나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기술개발 및 활성화 방안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작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 금년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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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주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프로젝트 

• 13개 산ㆍ학ㆍ연 기관 참여 / 총 연구기간 3년 

 

프로젝트 개요 

• 전기버스 용 교환형 배터리 개발 

• 배터리 교환을 위한 배터리 교환소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 전기버스 관리, 돌발상황지원 등 운영 시스템 개발 

• 전력, 교통 연계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주요 내용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배터리 충전소 

정보관리/조회 

전기 버스 

전기 버스 

배터리 교환소 

배터리 폐기소 배터리 폐기 

대용량 배터리 충전소 

배터리 공급망 돌발상황 지원 

전력 공급설비(Grid) 

MCS 차량 

전력 공급 

배터리 교환 

전기 버스 

전기 버스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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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류장과 버스 간 배터리 

교환정보 통신 

② 배터리 교환을 위한 

정류장 진입 

③ 버스 상단부에  위치한 배터리 교환 

2.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시스템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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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시스템 개발 개요 

배텨리 교환 정류장 배텨리 교환 정류장 구조 

교환형 배텨리 교환형 배텨리 내부 교환형 배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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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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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관리시스템 구조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관리시스템 구성요소 

• QTPE-BUS : Quick Top Pick E-BUS 

• QCM : Quick Change Machine 

• MCS : Mobile Charging System 

• IBMS : Intelligent Batter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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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서버 영역 

• QCM 스테이션 관리서버 : QCM 스테이션의 현황과 운영상태, QCM 스테이션 내부 시스템의 상태 정보 통합 관리 

• QTPE-BUS 관리서버 : QTPE-BUS 운행 현황, QTPE-BUS의 배터리 상태, QTPE-BUS 내부 시스템 상태 정보 관리 

•  MCS 관리서버 : MCS의 운행 현황, MCS 내 배터리 상태, QTPE-BUS의 긴급 충전 현황 정보 관리 

 배터리 교환 시스템 

• QCM 에이전트 시스템 : 배터리 교환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과 데이터 관리 

• QCM 충전 시스템 : 교체된 배터리 충전 기능 수행 

• QCM 영상처리 시스템 : 배터리 교환을 위한 위치 정보와 좌표 정보를 생성 및 관리 

• QCM 시스템 : 배터리 교환 및 이동 수행 

• QCM 감시 시스템 : QTPE-BUS의 위치와 QCM의 동작 현황, 배터리 교환시스템 내 장치들의 동작 현황 모니터링 

 QTPE-BUS 

• QTPE-BUS 정보단말 : QTPE-BUS의 운행 상태와 QTPE-BUS 내부 시스템 정보관리 및 외부 통신 수행 

• QTPE-BUS QTP 모듈 : 배터리 고정을 위한 장치와 QTPE-BUS에 전력공급과 정보 전달을 위한 장치로 구성 

• 배터리 시스템 : QTPE-BUS의 내부 장치 동작을 위한 동력 제공 

 MCS 

• MCS 정보단말 : MCS의 운행 상태와 장착된 배터리의 정보관리 및 외부 통신 수행 

• IBMS : 2개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 수행 

• 배터리 시스템 : QTPE-BUS에 비상 충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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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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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F : Service Interface 

• OIF : Operatio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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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환순위정렬 
배터리충전 

배터리 

교환순위정렬 
배터리교환 

배터리교환 

대기 

배터리 충전 

배터리교환 

대기 

충전모듈, 배터리 충전상태 관리 충전모듈, 배터리 충전상태 관리 

QTPE-BUS, 예약/교환 관리 

QTPE-BUS 통신관리 

QCM 상태관리, 서비스 연동관리 

QCM 스테이션 내부영역 QCM 스테이션 외부영역 QCM 스테이션 외부영역 

주행 

무선탐색 

진입대기 

무선연결 
진입 교환 진출대기 

주행 

무선탐색 

주행 

무선탐색 

돌발 

상황 

돌발상황모니터링 

비상 

충전 

돌발상황처리 

MCS 충전 

 QCM 스테이션 외부 동작 영역과 QCM 스테이션 내부 동작 영역으로 구분 

• QCM 스테이션 외부영역에서 배터리 충전 및 상태관리 

• QCM 스테이션 내부 영역에서 배터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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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M 에이전트 논리 구성도 QCM 에이전트 Physical 구성도 

 QCM 에이전트는 QCM 스테이션의 전체 상태관리 및 배터리 교환을 위한 관리를 수행 



  
3.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관리시스템 구현 및 적용 

15 

  

QCM 에이전트 – 버스 데이터 

QCM 에이전트 – QCM PLC 데이터 

QCM 에이전트 – 충전모듈 데이터 

QCM 에이전트 SW 구성 QCM 에이전트 메시지 구조 

구분 명령어 Direction 

초기화 
초기화 시작 요청 QTPE-BUS←QCM Agent 
초기화 시작 응답 QTPE-BUS→QCM Agent 

버스 관리 
버스 통신 요청 QTPE-BUS→QCM Agent 
버스 통신 응답 QTPE-BUS←QCM Agent 

외 8개 메시지 

상태 정보 
QCM 상태 요청 QTPE-BUS→QCM Agent 
QCM 상태 응답 QTPE-BUS←QCM Agent 

외 2개 메시지 

완료 상태 
QTP Emergency Command QTPE-BUS←QCM Agent 

외 20개 메시지 

구분 명령어 Direction 

초기화 
초기화 시작 요청 QCM Agent→로봇모듈 
초기화 시작 응답 QCM Agent←로봇모듈 

Door,  
Bellows 

관리 

Door Open 요청 QCM Agent→로봇모듈 
Door Open 응답 QCM Agent←로봇모듈 

외 6개 메시지 

로봇 관리 
카메라 좌표 계산 요청 QCM Agent→로봇모듈 
카메라 좌표 계산 응답 QCM Agent←로봇모듈 

외 8개 메시지 

상태 정보 
로봇 정보 요청 QCM Agent→로봇모듈 
로봇 정보 응답 QCM Agent←로봇모듈 

외 2개 메시지 

완료 상태 
QTP Emergency Command QCM Agent←로봇모듈 

외 12개 command 

구분 명령어 Direction 

정보 요청 

충전모듈 정보 요청 QCM Agent →충전모듈 

충전모듈 정보 응답 충전모듈←QCM Agent 

외 4개 메시지 

충전 관리 

충전 시작 요청 QCM Agent →충전모듈 

충전 시작 응답 충전모듈←QCM Agent 

외 2개 메시지 

구분 Type Size Description 

HDR 

Send Date BCD 7 전송 일시 

SNO HEX 2 Sequence Number 

Type HEX 2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타입 

QCM ID HEX 10 
대분류 2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2자리, 

기타 2+2자리 

Bay ID or 
ARM ID 

HEX 2 충전 모듈(Bay) ID (or QCM ARM ID) 

INS HEX 2 명령어 코드 

ML HEX 2 데이터 길이 

Data HEX N Variable Data 

CRC HEX 2 HDR와 DATA Check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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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연동실험 시설 구축(자동차안전연구원) 

 위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주행시험장(경기도 화성시) 

 시험장 내 QCM 스테이션 설치 (철골 구조물 및 QCM 장치 설치완료) 

연동실험 공간 연동실험 내용 

• QCM 스테이션 : 15m(L) x 7m(W) x 6.05m(H) 

• 전기버스 및 MCS 운행을 위한 주행로 : 46m 

• QCM 스테이션 운영 테스트 
• QTPE-BUS 주행시험 
• QCM과 QTPE-BUS 간 연동시험(자동 배터리 교환 등) 
• MCS와 QTPE-BUS 간 연동시험(비상충전 등)  

 



  
3.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관리시스템 구현 및 적용 

 Smart e-Bus 포항시 시범운영 확정 

[시범운영 대상 ]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노선  

3개 정류소 약 22km  

전기버스 2대  

배터리 교환시설 1개 

배터리 6개 지원 

2012.10.1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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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목표 및 내용 

 

   EV 배터리 관리 시스템 

    - BMS에서 셀의 DATA를 모니터링 

      하여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전송  

  배터리 수명관리 서버 

     - BMS로부터 전송 받은  

       셀들의 DATA를 분석 

  셀 에이징 시스템 

    -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분석한 셀 

       DATA와 동일하게 새로운 셀의 충전 및 

방전 사이클 

  배터리 셀 

    - 새로운 셀은 셀 에이징 시스템에

서 사용중인 다른 셀들과 동일한 

상태(SOH)로 변경 

  EV 배터리 

    - 에이징된 셀(모듈)로 교체 후  충전, 

방전을 통해 밸런싱 검증  

4.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배터리 관리시스템 

 배터리 팩 수명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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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목표 및 내용 

 

4.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배터리 관리시스템 

 배터리 팩 수명관리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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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전기자동차 교통안전융합체계 기술개발 

주   관   기   관  : 한국항공대학교 

주관연구책임자  : 김 원 규 

연구개발과제(연구단) 

 연구교수 1인 

 상임연구원(석사급) 1인 

- 행정전담 연구원 2인  

연구단 사무국 

한국항공대학교 (외 2개 기관) 

1 세부과제 

(주관 연구기관) 

자동차부품연구원 (외 7개 기관) 

2 세부과제 

(협동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1개 기관) 

3 세부과제 

(협동 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김원규) 외 22명 

책임급 7명, 수석급 1명, 

선임급 3명, 원급 12명 

참여연구원 

협동연구책임자(문희석) 외 90명 

책임급 15명, 수석급 8명, 전임급 4명, 

선임급 20명, 원급 28명, 기타 16명 

참여연구원 

협동연구책임자(유종걸)외 13명 

책임급 4명, 선임급 3명, 

원급 7명, 

참여연구원 

협력 / 지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구분 기관수 인원수 총 인원수 

산업계 6 64 

128 대학 3 36 

출연(연) 4 28 

 전기자동차 교통안전 융합체계 기술개발 연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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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현황 

•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표준 5건 진행 
•  설비 설치 ∙ 운영 관련 표준 7건 진행 
•  통신기구 접속 관련 표준 13건 진행 
•  시험인증관련 표준 4건 진행 

KS표준 국제표준 

 스마트 e-버스 포럼 구성 

• 자료출처 : 스마트 e-버스 포럼 (www.sebus.kr)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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