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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f-Use 가격 및 실제 데이터를 고려한 전기 자동차 스마트 

충전기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Vs Smart Charging Scheme Considering Time-of-Use Price and Actual Data

김 준 혁 ․ 김 철 환*

(Junhyeok Kim ․ Chulhwan Kim)

Abstract - As one of the main trends in global industries is eco-friendly energy, the interest on Electric Vehicle(EV) has been 

increased. However, if large amount of EVs start to charging, it could cause rapid increase in demand power of the power 

system. To guarantee stable operation of the power system, those unpredictable power consume should be mitigated. In this 

paper, therefore, we propose a practical smart EVs charging scheme to prevent the rapid increase of the demand power and 

also provide load flattening function. For that we considered Time-of-Use(ToU) price and actual data such as driving pattern 

and parameters of distribution system.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proper load flattening 

function while preventing the rapid increase of the demand power of the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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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에 다수의 국가와 단체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제정하

는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 교토 의정서와 코펜하

겐 기후변화 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

름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해가스 또한 배출하지 않

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1]. 

전기 자동차는 주행을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며, 이는 주기적인 

충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다수의 전기 자동차가 

동시에 충전을 개시하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계통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야기하게 된다. 참고문헌 [2-10]은 전압 변동, 부하율 

저감, 전력 손실의 증가, 수요전력의 증가 등의 다양한 악영향을 

설명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보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보상 기기 등이 요구되지만 이 역시 별도의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해당 문제점에 착안하

여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적인 보상 기기의 설치 없이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전기법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

문헌 [11]은 특정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하여 스마트 전기 자동차 충전 프로파일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해당 문헌은 제안하는 스마트 충전기법이 고정되어 있어 특정 조

건하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12]는 

decentralized protocol을 이용하여 부하 평활화를 제공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법에서 제안한 

decentralized protocol의 경우, 다량의 전기 자동차가 존재하여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만 장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13]의 경우, 부화 평활화를 제공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법을 

제안하였으나, 이 역시 모든 전기 자동차가 동일한 용량으로 동

일한 시간 동안 충전을 수행한다는 가정을 설정하였다는 한계점

을 가진다.

본 논문은 기존의 논문과 비교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

려하여 보다 실제적인 충전기법을 제안한다.

전기 자동차 소유주의 운행 패턴: 운행 패턴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계통에 연계되었을 때, 배터리의 잔

존 용량이 달라지며 이는 곧 충전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충전기법에 대한 전기 자동차 소유주의 반응: 기존의 연구들

은 전력 계통 운영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전기 자동차 충전기

법을 다루고 있다. 즉, 해당 기법에서 제안하는 충전 및 방전 

신호를 전기 자동차 소유주들이 무조건 적으로 따름을 가정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Time-of-Use(ToU) 가격 기반의 충전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충전기법에 대한 전기 자동차 소유주의 반응

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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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테스트 배전계통의 단선도

Fig. 1 Single line diagram of test distribution system

그림 2 일일 부하량 (여름)

Fig. 2 Daily load profile (summer) 

표 1 각 부하군별 전기 자동차 대수

Table 1 The number of EVs at each load point

위치 부하량 [kW] EV 대수 [대] 부하 비율 [%]

L1 1189 77 8.574

L2 382 25 2.754

L3 843 54 6.079

L4 1792 116 12.927

L5 565 37 4.074

L6 727 47 5.243

L7 1194 77 8.610

L8 1955 77 8.618

L9 1282 83 9.245

L10 305 20 2.199

L11 4392 284 31.674

Total 13866 896 100

2. 일일 부하곡선 및 전기 자동차 충전 프로파일

2.1 일일 부하곡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정확한 전기 자동차의 

대수를 설정하기 위하여 서울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배전계통

을 선정하였다. 해당 계통은 총 1.5 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28.6 MW의 유효전력과 13.9 Mvar의 무효전력을 부하에 공급하

고 있다. 해당 배전계통 및 해당 배전계통의 일일 부하량은 그림 

1과 2에 나타내었다[14]. 

2.2 전기 자동차 대수 산정

만일 참고문헌 [15]에 의하면, 2012년 해당 지역의 소형차는 

총 8,961대이다. 대한민국은 소형차의 10%를 전기 자동차로 대

체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총 전

기 자동차를 896대로 설정하였다[16]. 일반적으로 많은 가구수가 

존재하는 지역이 더 큰 부하량을 가지므로 각 부하군별 전기 자

동차의 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하량이 큰 지역에 많은 전기 

자동차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시간별 전기 

자동차의 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실시간 교통량 데이터를 적용

하였으며, 이를 표 1과 2에 나타내었다[17]. 해당 정보를 이용하

여 각 시간별 교통량의 비율을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여기서, : k 시간의 교통량 비율

    : k 시간의 자동차 대수

    : 전체 자동차 대수  

표 1과 2를 이용하여 각 부하군별 그리고 시간별 전기 자동차

의 대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산식은 (2)와 같다. 그림 2

에 계산 결과에 따른 L1지점과 L11지점의 시간별 전기 자동차 

대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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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용도에 따른 일평균 주행거리

Table 3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for each purpose

표본 평균(km) 표준 편차 범위(km)

공공기관용 28,354 31.2 21.5 199.8

개인용 4,746,297 38.8 21.9 384.2

사업용 400,416 157.5 97.8 777.0

표 2 각 시간별 목적의 따른 자동차의 교통량 및 비율

Table 2 Traffic volume and ratio of vehicles at each hour

시간 통근 개인 통학 비즈니스 Total
비율

[%]

0 672 437 159 710 1979 0.89

1 255 172 11 339 776 0.35

2 135 63 1 179 378 0.17

3 114 19 2 110 245 0.11

4 103 32 0 35 170 0.07

5 732 197 4 75 1009 0.45

6 2230 465 29 299 3023 1.36

7 4974 1645 224 545 7388 3.32

8 6713 5495 1041 1121 14370 6.47

9 3988 5772 1003 1780 12543 5.65

10 1696 6886 1027 2202 11811 5.32

11 1079 8624 966 2556 13225 5.95

12 1230 9764 682 3346 15022 6.76

13 1913 10100 901 3775 11689 7.51

14 1754 9360 666 3247 15027 6.76

15 2298 9652 558 3081 15589 7.02

16 3791 9845 658 3149 17443 7.85

17 4886 9031 596 3711 18224 8.20

18 5740 7469 764 4405 18378 8.27

19 3004 5361 826 4564 13755 6.19

20 1563 3981 492 3845 9881 4.45

21 1096 2688 515 2928 7227 3.25

22 886 1560 352 2134 4932 2.22

23 846 806 15 1263 2930 1.32

Total 51699 109424 11492 49398 222012 100

그림 3 시간별 전기 자동차 대수 (L1, L11)

Fig. 3 The number of EVs at each hour (L1, L11)

  ×                             (2)

  여기서, : k 시간에 j번째 부하군의 EV 대수

         : k 시간에 j번째 부하군의 총 EV 대수

2.3 전기 자동차 초기 SoC 산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기 자동차 소유주에 따라 운행 패턴

이 달라지고, 이는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계통에 연계되

었을 때 초기 SoC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의 운

행 패턴을 확률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우시안 

분포를 적용하였으며, 운행 거리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는 표 

3[17]과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18].

 






  

                       (3)

  여기서, : 평균 주행 거리

       : 주행거리에 대한 표준편차

       : 실제 주행 거리  

식 (3)을 통하여 계산된 주행거리를 이용하여 전기 자동차의 

초기 SoC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식 (4)에 나타내었다[18].

  


×                      (4)

  여기서, : 전기 자동차의 초기 SoC

        : 최대 주행 가능 거리

       : 충전 사이클(1일 1회 충전 시 1)

       : 실제 주행 거리

3. 전기 자동차 충전기법

3.1 Time-of-Use 가격 기반의 충전기법

Time-of-Use 즉, ToU 충전기법이란 시간대에 따라 상이한 

충전 요금을 설정한 후에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희망하는 시간에 

따라서 충전 요금을 부과하는 충전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

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에 따라서 상이한 전기 자동차 

충전요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표 4에 나타내었다[19].

참고문헌 [20]에 의하면 전기 요금이 100% 변화할 때, 약 

20%의 고객이 반응한다. 이는 다시 말해 전기 자동차 충전 요금

이 100% 인상된다면, 약 20%의 고객이 다른 시간대에 충전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경부하: 경부하 시간에 충전을 수행하는 고객은 다른 시간

대로 충전시간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

② 중간부하: 중간부하 시간에 충전을 수행하는 고객 중 50%

는 경부하 시간대로 충전시간 변경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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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전기 자동차 충전 요금

Table 4 Electricity price for EV charging in Korea

전기 자동차 충전 요금 (원/kWh)

시간대
여름

(7∼8)

봄/가을

(3∼6/9∼10)

겨울

(11∼2)

경부하 55.80 56.90 78.20

중간부하 140.80 68.30 124.20

최대부하 225.30 73.10 184.90

그림 4 전기 자동차 스마트 충전 알고리즘

Fig. 4 Smart EV charging algorithm

최대부하: 최대부하 시간에 충전을 수행하는 고객 중 

80%는 경부하 시간대로 충전시간 변경을 희망한다.

2.2절에서 계산한 결과와 상기의 가정을 이용하여 각 시간별로 

충전을 희망하는 전기 자동차의 대수를 산정할 수 있다.

3.2 제안하는 스마트 충전기법

ToU 가격 기반의 충전기법의 경우, 경부하시에 허용대수 이상

의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희망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충전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반면 제안하

는 충전기법의 경우, 계통의 수요전력을 고려하여 전기 자동차 

충전을 제어하고 이를 통하여 부하율을 향상시키는 역할까지 수

행할 수 있다. 제안하는 충전기법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

된다.

① 수요전력 측정: 제안하는 충전기법은 수요전력만을 사용하

여 제어를 수행한다.

                                  (5)

여기서, : k번째 부하군의 수요전력

       : k번째 부하군의 전압

       : k번째 부하군의 전류

② 충전 시간대 고려: 전기 자동차의 충전시간 변경을 고려하

고 있는 전기 자동차 소유주는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시간대에 충

전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경부하시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

행한다.

   경부하시   중간부하및최대부하시               (6)

여기서, : k번째 부하군의 충전 제어 신호

③ 각 시간별 충전희망 전기 자동차의 충전 상태 추정:  본 

과정을 통하여 각 시간별로 충전을 희망하는 전기 자동차의 대수

를 산정한다. 여기서 모든 전기 자동차는 정전류 충전을 수행하

고, 100% 충전이 될 때까지 충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가정

을 설정하였다. 각 시간별 충전희망 전기 자동차의 대수는 행렬

형태로 저장하였으며, 이는 식 (7)과 같다.

  
  



  












 ⋯ 



⋮ ⋱ ⋮



⋯



 
   ≤≤ 

 
   ≥  or 

             (7)

여기서,  : 전기 자동차 충전상태 행렬

        : n시간에 충전하는 모든 전기 자동차의 충전

상태

         
 : y시간, x번째 전기 자동차의 충전상태

        : n시간, x번째 전기 자동차의 충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 시간 (1시∼24시)

        : n시간에 충전을 개시하는 전기 자동차의 총 

대수

n시간에 충전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총 대수는 식

(8)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


 
  


 

 

         (8)

여기서,  : n시간의 총 전기 자동차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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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시간에 충전을 희망하는 전기 자동차의 총 

누적 대수

④ 부하 평활화를 위한 필요 전기 자동차 대수 산정: 앞선 과

정은 각 시간별로 충전을 희망하는 전기 자동차의 대수를 계산하

는 과정이다. 그러나 부하 평활화를 위해서는 충전을 희망하는 

전기 자동차 중 현재 계통의 수요전력을 고려하여 전체 혹은 일

부만 충전을 하도록 제어해야 한다. 부하 평활화를 위하여 필요

한 전기 자동차의 대수를 계산하는 식은 (9)와 같다. 

                   (9)

   여기서, : n시간의 k번째 부하에서 부하 평활화

를 위해 필요한 전기 자동차 대수

          : n시간의 k번째 부하에서 기준 수요전력

          : 단일 전기 자동차의 소비전력

상기에 언급한 일련의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성하여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4. 사례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제적인 분석을 위하여 국내 실제 교통량과 

요금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또한 가장 가혹한 상황에서 모의를 진

행하기 위하여 부하가 빈번히 변하고 최소 수요전력과 최대 수요

전력의 차가 가장 큰 여름을 기준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4.1 Time-of-Use 가격 기반의 충전기법

ToU 가격 기반의 충전기법이 적용되었을 때, 해당 기법은 최

대부하 시간대에 수요전력의 증가를 상당부분 제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충전 기법은 전기 자동차 

소유주에게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을 하도록 권고할 뿐 별도의 제

어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경부하 시간에 전

기 자동차 충전이 집중될 수 있으며, 최대부하 시간대에 수요전

력 증가를 제한하지만 여전히 부하율 향상을 보장하지 못한다. 

4.2 제안하는 스마트 충전기법

제안하는 전기 자동차 스마트 충전기법과 기존 ToU 가격 기

반 충전기법의 가장 큰 차이는 경부하 시간대에서 충전을 희망하

는 전기 자동차의 분배이다.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 계통의 수요

전력을 고려하여 전기 자동차 충전 대수를 제한한다. 스마트 충

전기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통의 최대 수요전력이 제한되며, 시간

별 수요전력의 평활화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부하율도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모의 결과는 그림 5, 6 그리고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충전기법에 따른 모의 결과

Table 5 Simulation results with different charging schemes

Base case ToU 충전기법 스마트 충전기법

평균 수요전력

(kW)
477.4004 666.08 686.05

최대 수요전력

(kW)
556.99 885.2 733.77

부하율(%) 85.71077 75.25 93.50

그림 5 충전기법에 따른 계통의 수요전력

Fig. 5 System demand power with different charging 

schemes

그림 6 충전기법에 따른 시간별 전기 자동차 충전 대수

Fig. 6 Number of charging EVs with different charging 

schemes

5. 결  론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전기 자동

차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영

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전기 자동차

의 대중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수의 전기 자동차가 계통에 연

계된다면,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수요전력 증가, 부하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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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방

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수요전력 증가

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기 자동차 충전기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제안된 충전기법의 경우, 전력계통 운영자의 입장

만을 고려하거나 실제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ToU 가격 기반의 충전기법을 적

용하고, 실제 교통량 데이터와 가우시안 분포를 적용하였다. ToU 

가격 기반의 충전기법의 경우, 요금제에 대한 전기 자동차 소유

주의 반응을 반영하며, 실제 교통량 및 가우시안 분포를 적용하

여 전기 자동차의 초기 SoC를 실제적으로 계산하였다. 

제안된 스마트 충전기법은 먼저 ToU 가격 기반의 충전기법을 

적용하여 각 시간대에 충전을 희망하는 전기 자동차의 대수를 산

정하고, 그 후 계통의 수요전력을 측정하여 적절히 전기 자동차

의 충전 대수를 제어한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기법이 1)

계통의 최대 수요전력을 제한하면서 2)시간별 수요전력의 평활화

를 수행하여 3)부하율 역시 개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부하율은 최대 수요전력과 평균 수요전력 사이에 큰 차

이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전력원이

나 기기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충전기법을 

적용할 경우, 부하율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제안된 전기 자동차 충전 기법은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공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기 자동차 충전 시 위험요소 중 하나를 보완 

및 완화함으로써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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