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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에 따른 연계계통의 

안정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Stability of the Electric Vehicles Connected Power System According 

to Charging Cost with Price Elasticity

김 준 혁 ․ 김 주 락* ․ 김 철 환**

(Junhyeok Kim ․ Joorak Kim ․ Chulhwan Kim)

Abstract Now we are facing sever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Due to these, the concerns about 

eco-friendly energy have been increased. Kyoto protocol and 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 are circumstantial evidence 

of it. With these trends, the interests for the Electric Vehicles(EVs) which do not emit any harmful gases have gradually been 

raised. Unfortunately, however, massive connection of EVs to the power system could cause negative impacts such as voltage 

variations, frequency variations and increase of demand power. To prevent the mentioned issues, KEPCO adopts Time- 

of-Use(ToU) price for EVs charging.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verify the propriety of the charging system. In this paper,

therefore, we used pre-introduced price elasticity concept to predict possible Demand Response(DR) on charging of EVs. And 

analyzed possible demand power increase according to various price elasticitie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given ToU based 

charging system would not enough to control the increase of demand power by EVs on the power system. It is concluded, 

therefore, additional methods and/or algorithm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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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

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교토 의정서와 코펜

하겐 기후변화회의 등이 이를 대변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정황에서 친환경 특성을 가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로 주행하

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소모하지 않으며, 주행 시 유해한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전기자동차

의 보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전력계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수의 전기자동차가 전력계통에 연계되어 충전을 

수행한다면, 전력계통에 전압변동, 주파수변동 그리고 수요전력 

증가와 같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2-10]. 이러한 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전력에서는 충전시간별로 요

금을 상이하게 부과하는 사용시간별 충전요금(Time-of-Use, 

ToU)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ToU 요금시스템의 목적은 최대부

하 시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경부하 시간에 상

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최대부하 시간의 전기자동

차 충전 수요를 경부하 및 중간부하 시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해당 요금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만일 현행 요금제가 전기자동차가 다수 보급된 조건 하에서 실효

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는 전력계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격탄력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현

행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2. 수요반응

재화의 공급가격이 상승한다면 소비자는 재화의 구매나 사용

을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재화의 공급가격이 인하한다면 재화의 

구매나 사용이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수요반응이

라고 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 또한 수

요반응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가 어느 시간에도 동일한 충전요금을 

부과하는 단일요금제로 설정되어 있다면,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은 

언제든 희망하는 시간에 충전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최대부하 시간에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연계되어 충전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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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만일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기인하

여 최대 수요전력이 상승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전력공급량을 증

가시켜야하므로, 경우에 따라 송배전 설비의 증설이 요구될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수요반응은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최소

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최대부하 시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

금을 적용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의 충전은 해당 시간을 피해 상

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이나 중간부하 시간에 충전

을 수행할 것이다. 

3. 가격탄력성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는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장려하고, 반대로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

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충전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서라도 해당 충전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한

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의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가격탄력성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가격탄력성이란 (1)에 

나타낸 것처럼, 재화의 공급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

는지를 수식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현행 요금제 시행 시 각 

요금제 구간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된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현행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

가하였다. 

∆
∆

                    (1)

여기서,  E  : 가격탄력성

△Q : 수요의 변화량

Q  : 초기 수요량

△P : 가격의 변화량

P  : 초기 가격      

3.1 기존의 연구

우리나라의 전력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

수 존재한다. 각 연구들에서 참고한 자료와 그에 따른 가격탄력

성을 표 1에 요약하였다[11].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전력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0.16

에서 -0.91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전기는 탄

력적이지 않은 필수재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탄력성을 가짐

을 확인할 수 있다.

3.2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와 가격탄력성

가격탄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간별로 상이하게 측정된 요

금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유추

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요금제의 가격변화에 대한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름철 저압에서 각 구간별 충전요금의 증

감률을 표 2에 나타내었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구분 연구자 참고자료 가격탄력성

횡단면분

석

권오상 (2014)
2004∼2012 

가계동향조사
-0.34∼-0.21

조진서 (2013) 2008년 설문자료 -0.75∼-0.72

임슬예 (2013)
2012년 8월 

설문자료
-0.68

유승훈 (2007)
2005년 5월 

설문자료
-0.25

시계열분

석

임소영 (2013)
1980∼2011 

연간자료
-0.30

박광수 (2006)
1981∼2005 

연간자료
-0.91

유병철 (1996)
1980∼1994 

연간자료

단기: -0.16

장기: -0.38

표    1 선행연구들의 전력수요 가격탄력성 분석결과 요약

Table 1 Summary of the preceding research on price 

elasticity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경부하 0 % 252.257 % 418.165 %

중간부하 252.257 % 0 % 160.014 %

최대부하 418.165 % 160.014 % 0 %

표  2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의 여름철 구간별 가격변동

Table 2 Variation rate for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price system in summer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시간대 여름 봄·가을 겨울

저압 2,390

경부하 57.60 58.70 80.70

중간부하 145.30 70.50 128.20

최대부하 232.50 75.40 190.80

표    3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

Table 3 Electric Vehicle charging price system

4.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의 적정성 분석

앞서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이 –0.16에서 -0.91의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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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의 지역 배전계통 단선도

Fig. 1 Single line diagram of the trial distribution system

에서는 이러한 범위를 적용하여 각 가격탄력성 별 수요반응을 예

측하고 모의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4.1 전기자동차 대수 산정

모의의 정확성을 위하여 서울의 특정 동(洞)을 대상으로 전기

자동차 대수를 산정하여 모의를 진행하였다. 모의 지역은 일반적

인 주거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전기자동차 대수를 산정하기 위하

여 다음의 가정을 설정하였다.

① 모의 지역의 자동차 대수는 국토교통부의 2016년 통계자료

를 활용한다.

②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전기자동

차의 대수는 소 · 중형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0%로 설정

한다[12].

③ 본 연구에서 소 · 중형 자동차는 1500CC 이하의 차량으로 

가정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모의 지역의 전체 

차량대수는 84,076대이다[13]. 그러나 차종에 따른 데이터를 제

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차량 중 소·중형 자동차의 비율

을 계산하여 모의 지역의 소·중형 자동차대수를 산정하였다. 

서울시 전체 차량대수는 3,069,594대이며, 이중 1500CC 미만

의 차량대수는 345,659대이다[13]. 이는 전체 차량 중 약 11.26 

%가 소·중형 자동차임을 의미한다. 동일한 비율을 모의 지역에 

적용한다면, 해당 지역 소·중형 자동차의 대수는 약 9,467대임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 따라, 이 중 10%인 947대가 전기

자동차임을 가정하였다. 

모의 지역의 부하량의 크기와 비례하여 각 부하군별 전기자동

차의 대수를 계산하여 표 4에 정리하였으며, 모의 지역의 배전계

통 단선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위치 부하량 (kW) 부하 비율 (%) EV 대수 (대)

L1 1189 8.574 81

L2 382 2.754 26

L3 843 6.079 58

L4 1792 12.927 122

L5 565 4.074 39

L6 727 5.243 50

L7 1194 8.610 81

L8 1955 8.618 82

L9 1282 9.245 87

L10 305 2.199 21

L11 4392 31.674 300

합계 13866 100 947

표    4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

Table 4 Electric Vehicle charging price system

4.2 시간별 전기자동차 대수

앞서 각 부하군별 전기자동차의 대수를 부하 비율에 따라 계

산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전기자동차 대수의 산정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하여 시간별 자동차의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별 자동차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각 부하군의 시간별 전기자동차 대수를 계산하였다. 표 5에 

L11 부하군의 시간별 전기자동차 대수를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하기를 근거로 하여 평균 2시간의 주행을 한 

후에 충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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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6년 서울시 운행차량의 운행거리는 328,964,000 km이

며, 이 때 17,318,149시간이 소요되었다[14]. 

② 2016년 서울시 운행차량의 일평균 주행거리는 43.9km이다

[15].

③ 즉, 일평균 주행시간은 약 2.3시간이며 계산의 편의를 위하

여 2시간 주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간 교통량 (대) 비율 (%) 운행 EV (대) 충전 EV (대)

1 1979 0.89 3 7

2 776 0.35 1 4

3 378 0.17 0 3

4 245 0.11 0 1

5 170 0.07 0 0

6 1009 0.45 1 0

7 3023 1.36 4 0

8 7388 3.32 10 1

9 14370 6.47 19 4

10 12543 5.65 17 10

11 11811 5.32 16 19

12 13225 5.95 18 17

13 15022 6.76 20 16

14 11689 7.51 23 18

15 15027 6.76 20 20

16 15589 7.02 21 23

17 17443 7.85 24 20

18 18224 8.20 25 21

19 18378 8.27 25 24

20 13755 6.19 19 25

21 9881 4.45 13 25

22 7227 3.25 10 19

23 4932 2.22 7 13

24 2930 1.32 4 10

표    5 시간별 전기자동차 대수(L11)

Table 5 The number of EVs at each hour(L11)

4.3 모의 조건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모의를 수

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모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① 모의 계통: 그림 1의 모의 계통을 사용하였으며, 총 1.5km

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28.6 MW의 유효전력과 13.9 Mvar

의 무효전력을 부하에 공급하고 있다.

② 모의 계절: 요금제의 적정성 분석을 위하여 최대 수요전력

과 최소 수요전력의 편차가 가장 크고 수요전력의 변동이 

빈번한 여름철을 모의 계절로 설정하였다[16].

② 전기자동차 충전제어: 충전요금제만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의 충전제어는 수행하지 않는다.

③ 전기자동차 연비: 전기자동차의 연비는 상용 전기자동차인 

RAY 모델의 연비와 동일하게 5km/kW로 설정하였다.

④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은 주상용 변압

기의 용량을 고려하여 3kWh로 설정하였다. 

⑤ 전기자동차 충전시간: 평균주행거리와 전기자동차의 연비 

그리고 충전전력을 고려하여 3시간동안 충전을 수행함을 

가정하였다.

⑥ 가격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0.1에서 –0.7까지의 가격탄

력성만을 고려하여 모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0.7 이상의 

가격탄력성을 적용하는 경우, 중간부하 및 최대부하 시간에 

충전을 희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가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

을 개시하기 때문이다.

⑦ 적정성 분석: 전기자동차 충전 시 모의 계통의 최대수요전

력과 부하율을 통하여 충전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4 모의 결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의를 통하여 가격탄력성에 따른 현

행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시간별 

충전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의 대수를 산정하였고, 충전요금과 

가격탄력성의 변화에 따른 충전 수요의 변화를 적용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모의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가격탄력성 변화에 따른 수요전력

Fig. 2 Demand power with different price elasticity

그림 2에서 BaseCase는 전기자동차가 연계되지 않은 계통의 

수요전력변화를 나타낸다. 모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 평균 수요전력은 증가하지만 최대 

수요전력의 상승폭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격탄

력성이 높은 경우 평균 수요전력은 상당히 제한되나 경부하 시간

에 급격한 수요전력의 증가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충전요금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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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경부하 시간대의 충전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부하 시간대가 시작하는 23시에 전기자동차 충전수요가 집중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의 결과를 통하여, 충전개시 시간은 가격탄력성에 민감

하게 반응하지만, 충전이 개시된 후에는 가격탄력성의 영향이 상

당히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현행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

대부하 시간대로 변경될 때 수요변화는 ‘가격탄력성×0.60014’를 

따르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P2 : 수요 변화량

P1 : 초기 수요량

E  : 가격탄력성

각 가격탄력성별 평균 수요전력, 최대 수요전력 그리고 부하율

을 표 6에 나타내었다.

구분
가격탄력성 Base

Case-0.1 -0.2 -0.3 -0.4

평균수요전력 
(kW)

591.80 574.83 559.50 550.97 477.40

최대수요전력 
(kW)

910.02 1,129.28 1,355.34 1,463.08 556.99

부하율 (%) 65.03 50.90 41.81 37.66 85.71

-0.5 -0.6 -0.7

평균수요전력 
(kW)

543.67 538.69 540.37

최대수요전력 
(kW)

1,554.40 1,639.72 1,792.61

부하율 (%) 34.98 32.85 30.14

표    6 가격탄력성에 따른 모의결과 요약

Table 6 Summary of the simulation results with different 

price elasticity

일반적인 경우, 전력공급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산정된

다. 달리 말해, 전기자동차의 충전으로 인하여 최대 수요전력이 

계통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송배전설

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가격탄력성이 –0.7인 경우, 최대 수요

전력은 1,792 kW로 전기자동차 비-연계 계통의 최대 수요전력인 

556.99 kW의 3배 이상을 가진다. 이는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증

가 시 현행 충전요금제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결  론

현재 한국전력의 경우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장려하고 최대부하 시간대에 충전을 제한하고자 사용시간대별로 

상이한 충전요금을 부과하는 충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

나 해당 요금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므

로, 향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한 상황에서 해당 요금제가 

얼마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요금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가격탄력성 개

념을 도입하였다. 분석과정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전력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적용하였다. 모의 결과, 가격탄력

성이 증가할수록 부하율이 심각하게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는 최대부하 시간대와 중간부하 시간대의 충전이 제한되

면서 대부분의 충전이 경부하 시간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충전개시 시간은 가격탄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충전이 개

시된 후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하여, 향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된 환경에서 현행 요

금제만으로는 전력수요를 제한하고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향후,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 충전제어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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