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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interests in eco-friendly energy has increased, the interests in Electric Vehicles(EVs) are increasing as well. 

Moreover, due to the government's economic support for EVs, penetration level of it has rapidly increased. These sharp 

increases, however, induce various problems in distribution system, such as voltage/frequency variations, peak demand 

increasement, demand control, etc. To minimize these possible matters, lots of research have conducted. Nevertheless, most of 

it assumed extremely important factors, such as numbers and charging patterns of EVs. It inevitably results in errors in their 

research, and thus make it difficult to prevent the possible matters from EVs. In this paper, therefore, we use actual EVs 

charging data from KEPCO, and analysis and deduction of it were conducted. The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for four 

aspect(season, region,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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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

연스레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이하 EV)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EV 

활용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과 세재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기인하여 EV 보급률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력회사의 입장에서 예상하

지 못한 EV에 기인한 수요증가는 계통 운영 및 계획의 측면에

서, 전압 및 주파수 변동, 최대 수요 증가, 수요 관리 등의 심각

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EV

의 충전수요 및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1]

은 전기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순수 EV로 정의하고 모델

별 수명주기비용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수명주기비용을 기반으

로 EV 도입시점 및 수요를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예측하였다. 그

러나 회귀분석은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를 가정하므로,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기존과는 달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EV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

를 가지며, EV 수요 증가에 따른 계통의 수요전력 변동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2]는 서울시내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데이터 및 통계청의 EV 연도별 증가추이를 적용하여 EV 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 EV 충전설비 대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단순 증가추이를 기반으로 EV 대수를 산정

하고, EV 충전 역시 4개의 이용률만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3]은 특수일의 EV 충전부하 특성 방정식을 수

학적으로 도출하고, 확산곡선과 교통량을 이용하여 EV 부하가 포

함된 부하모델을 도출 및 분석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률을 

기반으로 EV 수를 산정하였고, 모든 EV가 동일한 충전패턴을 가

진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4]의 경우, 기상정보와 실제 교

통량 분포를 고려하여 EV 보급을 예측하고, 계절에 따른 주중/주

말 충전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초기 배터리 잔존용량(State 

of Charge, 이하 SoC)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분포를 기반으로 

임의설정 하였고, 활용된 교통량 정보 및 기상정보가 EV 충전 

패턴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5]에서는 

도심지 급속 충전소의 충전수요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교통량이 어떤 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오직 바로 

이전 시점의 교통량에 달려있다고 가정하는 마르코프 연쇄 교통

량 모델(Markov-chain traffic model)을 활용하여 충전소별 EV 

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전 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초기 SoC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없으므로 SoC가 0.2~0.3 사이라

는 가정을 전제하였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행패턴을 기반으로 

EV의 충전패턴을 추정하였다는 제약을 가진다. [6]은 확률분포를 

기반으로 EV 주행거리 및 초기 SoC를 예측하고, 시간별 요금제

(Time of Use, 이하 ToU) 기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EV 충전

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EV 주행거리와 SoC가 

표준분포를 따른다는 전제를 가정하였고, 개별 EV의 충전 개시 

시간을 임의로 설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7]에서는 확률적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EV 충전수요가 포함된 가정용 수요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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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서비스 운영시스템

Fig. 1 KEPCO’s EV charging service management system

을 예측하고, EV 보급률에 따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부하

증가, 전력손실, 전압변동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모든 EV의 충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임의로 설정된 

EV 충전 개시 시간에 각 가정 혹은 사무실에 오직 한 대의 EV

만 충전가능하다는 가정이 설정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기존의 연구들은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EV 연계 시 배전계

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접목시켜왔

으며, 이러한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연구 결과에 오차를 야기해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 이유는 EV의 충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다. 본 논문에

서는 한국전력 내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운영시스템”에서 축적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EV 충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

별/계절별/용도별 충전 패턴을 도출하였다. 

2. 본  론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실

제 EV 충전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정을 두고 데이

터를 생성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

력 전기차 충전서비스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실제 EV 충전데이터

를 수집하여 지역별/계절별/용도별 충전 패턴을 도출하였다.

2.1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서비스 운영시스템

한국전력에서 운영중인 “전기차 충전서비스 운영시스템”은 EV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포된 EV 충전소 

위치, 충전상태정보, 충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전기자동

차 대수, 충전소 개수, 충전기 개수 등과 같은 각종 정보도 제공

하고 있다. 특히 통계/분석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여, 사업자별/지

역별/시간별/충전종류별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실제 국내 EV 충

전데이터이다. 

2.2 EV 충전데이터 분석 개요

수집한 EV 충전데이터는 표 1과 같은 형태를 가지며, 충전소 

관할정보, 충전소 위치정보, 충전종류, 충전개시시간, 충전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본부 사업소 충전소 충전기 충전기ID

서울 강북성북 강북성북 완속01 47

주소 충전구분 최대용량 충전량 충전시간

서울시중구 완속 7kWh 1.04kW 0:20:00

날짜 충전시작 충전종료

2016-01-01 13:15:00 13:35:00

표    1 EV 충전데이터 예시

Table 1 Example of EV charging data

수집 EV 충전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아래에 대표적인 분석기준과 방법을 정리하였다.

1) 용도별 분석: 주소지 정보를 기준으로 충전기가 설치된 장

소를 분류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기준으로 EV 용도를 구분

할 수 있다. 가령 아파트나 주택에 설치된 충전기라면 가정용으

로 사용되는 EV의 충전데이터로 고려될 수 있으며, 마트나 시청

에 설치된 충전기라면 각각 상업용, 공공용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계절별 분석: 날짜 정보를 기준으로 각 충전이 수행된 시점

의 계절을 분류할 수 있다. 계절을 분류함에 있어서 현재 한전에

서 적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를 기준으로, 3~5월 봄, 

6~8월 여름, 9~10월 가을, 11~2월 겨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지역별 분석: 본부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충전기가 설치된 

지역을 분류할 수 있다. 제공된 EV 충전데이터는 강원, 경기, 경

기북부, 경남, 경북, 광주전남, 남서울, 대구, 대전충남, 본사, 부산

울산, 서울, 인천, 전북, 제주, 충북, 특수의 총 17개 항목으로 구

분되나,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데이터는 광주전남과 통합

하여 분석하였으며, 서울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등의 특수 항목은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양을 보유하지 못한 항목이므로 

분류항목에서 제외하였다.  

4) 시간별 분석: 충전량, 충전시간, 충전시작, 충전종료 정보를 

활용하여, 각 충전에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얼마나 진행되었는

지 분석하였다. 다만 충전시작과 충전종료 정보는 충전기 케이블

이 충전기에 연결 및 해제된 시간이 기준이므로, 실제 충전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분석결과는 2.6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분석 측면에서의 제한/종작/종속 변인을 표 2에 정리하

였다.

2.3 전처리(Pre-processing)

수집한 EV 충전데이터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패턴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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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한변인
§ EV 충전시작 및 종료 시간정보만 존재

§ 해당기간동안 충전세부정보 없음

조작변인

§ 충전방식

1) 전체 기간동안 균등 충전

2) 충전기 최대충전용량 충전

종속변인 § 충전방식에 따른 시간별 충전수요

표    2 EV 충전특성 분석 변인

Table 2 The variables for analysis of EV charging characteristics

조건 목적

누락데이터 존재여부 누락데이터 확인

‘충전구분’=‘최대용량’ 
급완속 충전정보 일치여부확인

(7/7.7kWh: 완속/50kWh: 급속)

5m≦‘충전시간’≦24h
이상데이터 분류

(5분이하, 24시간 이상 충전)

0 < ‘충전량’ ≦ 60kW
이상데이터 분류

(충전량 0 또는 60kW 초과)

‘충전량’/‘충전시간’ ≦ 

‘충전기 최대용량’

이상데이터 분류

(시간당 충전량>최대 충전용량)

표    3 데이터 전처리 조건 및 목적

Table 3 The condition and purpose of data preprocessing

강원 경남 남서울 본사 인천 충북

12,857 18,008 15,081 3,947 12,608 11,597

경기 경북 대구 부산울산 전북 특수

18,174 5,576 30,761 13,954 5,450 214

경기북부 광주전남 대전충남 서울 제주 합계

10,318 22,145 18,259 16,626 84,974 300,549

표    4 EV 충전데이터 지역별 통계

Table 4 Statistics of EV charging data by regions

2016 2017 2018 합계

23,394 129,886 147,269 300,549

표    5 EV 충전데이터 연도별 통계

Table 5 Statistics of EV charging data by year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111,494 38,796 32,438 117,821 300,549

표    6 EV 충전데이터 계절별 통계

Table 6 Statistics of EV charging data by season

급속 완속 합계

225,408 75,140 300,549

표    7 EV 충전데이터 충전종류별 통계

Table 7 Statistics of EV charging data by charging types

2016 2017 2018 합계

23,394 129,886 147,269 300,549

표    8 EV 충전데이터 용도별 통계

Table 8 Statistics of EV charging data by purpose

에서는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몇 가지 조건을 설명하여 

데이터를 전처리(pre-processing)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

건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 것과 같이, 누락데이터 발견 및 이상데

이터로 판별 시 해당 충전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다음 충전데이터

를 활용하도록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위의 전처리 과정에서 충전

시간 및 충전량과 관련된 이상데이터의 경우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으며, ‘충전구분’과 ‘충전기 최대용량’ 정보가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충전기’ 정보와 ‘충전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

정 후 재활용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기

존 444,048건의 EV 충전데이터 중 300,549건의 충전데이터만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약 67.68%의 

데이터 신뢰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2.4 구성 및 통계

EV 충전데이터 분석 및 패턴 도출에 앞서, 전처리 후 데이터 

구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별/연도별/계절별/충전종류별/용도별 통

계를 표 4~8에 정리하였다.

지역별 통계에서 제주도의 경우, 약 8.5만 건의 충전데이터로 

가장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였으며, 그 뒤를 약 3만 건의 충전데이

터를 가지는 대구가 뒤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도별 EV 충

전데이터의 경우, EV의 보급률 급증에 따라 2018년 EV 충전데이

터가 5월까지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총 충전데이터 

건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절별 충전데이터의 경우, 

봄과 겨울의 데이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이는 수집된 EV 충전데이터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

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또한, 충전종류에 따른 통계에서 급속 

충전의 비중이 완속 충전을 크게 앞서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는 주거용 목적보다는 공공용 또는 상업용 목적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용도별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용/상업용/주거용 충전데이터는 전체 300,549건의 데이터 중 

237,595건으로 약 79.05%를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2.5 샘플링(Sampling)

각 분석의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샘플링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는 각 조건에 따른 데이터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가

령, 제주와 전북의 데이터는 각각 84,974건과 5,450건으로 직접

적인 비교가 적절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지는 프로그램인 R을 활용

하여 각 조건에 따른 데이터를 산출 후 무작위로 섞고 이 중 특

정 개수의 데이터를 취하는 샘플링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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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 subset(filename, filename[1]=='지역명')

 #설정지역 데이터 추출

 idx = sample(1:nrow(r), nrow(r), replace = FALSE) 

 #데이터 비복원 섞기 

 data = r[idx,] 

 #데이터 프레임 구축

 sam_r = data[(1:2000),(8:13)] 

 #전체데이터 중 임의 2000개 데이터의 8∼13열 추출

표   9 R을 활용한 비-복원 샘플링 코드 일부

Table 9 Code for sampling without replacement using R

코드를 표 9에 나타내었다.

또한, 지역별 데이터에 ‘본사’로 명시된 데이터의 경우,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를 의미하므로 ‘광주전남’ 지역의 데이터 포

함시켜 분석을 진행하였고, ‘경남’과 ‘경북’을 ‘경상도’로 ‘경기’와 

‘경기북부’를 ‘경기도’로 통합하는 등 전체 지역구분을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부산울산, 서울, 인천, 제주의 9개로 재구성하였

다. ‘특수’의 경우, 표 3에서 확인 가능한 것과 같이,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6 EV 충전특성 분석

2.5.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샘플링을 수행한 후 샘플링된 데이

터를 활용하여 각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계절/용도에 따른 시

간별 EV 충전특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도별 분석은 2018년

의 데이터가 5월까지의 데이터이므로 증가추이를 분석하기에 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데이터

의 ‘충전시작’과 ‘충전종료’는 실제 충전의 시작과 종료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충전케이블의 연결 및 해제를 의미하므로, 본 연

구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1) Case 1: 전체 충전시간 동안 전체 충전량이 균등하게 충전됨

을 가정하는 방식. 2시간 동안 10kW가 충전된 경우 시간별 

5kW 충전.

                                    (1)

여기서,

 : n 시간의 EV 충전 전력 : 충전개시 시간

 : 총 충전량 : 충전종료 시간

2) Case 2: 충전시작 직후부터 충전기 최대 충전량으로 충전됨을 

가정하는 방식. 2시간 동안 10kW가 충전되고, 충전기 최대 

충전량이 7kWh라면 1시간 동안 약 1시간 30분 후 충전이 완

료되고 나머지 30분 동안 충전량 없음.

 











  ≥ ×

  ×   × and   ×
   ×

 (2)

여기서, 

 

 : n 시간의 EV 충전 전력  : 충전기 최대 충전량

 : 총 충전량

2.6.1 지역별 충전특성

수집데이터의 ‘본부’ 조건을 활용하여 지역별 분석을 수행하였

다. 샘플링은 각 지역별로 2,000건을 추출하였으며, 샘플링 데이

터의 시간별 평균 충전량 및 상관분석을 통해 지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2~3에 각 방식에 따른 시간별 평균 충전량을 

나타내었으며, 표 11~12에 지역별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첨부하

였다.

그림 2 지역에 따른 시간별 EV 충전 전력량(Case1)

Fig. 2 Hourly EV charging demand by regions(Case1)

그림 3 지역에 따른 시간별 EV 충전 전력량(Case2)

Fig. 3 Hourly EV charging demand by regions(Case2)

그림 2와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역에 따른 충전

패턴을 분리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별 충전패턴은 유사성을 

보인다. 상관분석 결과 역시 경상도와 인천, 인천과 제주도, 전라

도와 인천, 강원도와 인천 정도를 제외한다면 0.7 이상의 상관계

수를 가지며, 통상적으로 표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0.7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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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부산

울산
서울 인천 제주

강원 1

경기 0.903 1

경상 0.909 0.824 1

전라 0.912 0.868 0.913 1

충청 0.898 0.913 0.862 0.877 1

부산

울산
0.921 0.910 0.895 0.893 0.936 1

서울 0.897 0.880 0.868 0.893 0.891 0.921 1

인천 0.685 0.844 0.573 0.678 0.814 0.784 0.781 1

제주 0.915 0.813 0.932 0.913 0.855 0.903 0.863 0.600 1

표   11 지역에 따른 EV 충전 상관분석 결과(Case1)

Table 11 Corelation results of EV charging by region(Case1)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부산

울산
서울 인천 제주

강원 1

경기 0.874 1

경상 0.881 0.828 1

전라 0.879 0.833 0.885 1

충청 0.856 0.880 0.838 0.846 1

부산

울산
0.892 0.896 0.883 0.877 0.900 1

서울 0.855 0.849 0.851 0.853 0.849 0.898 1

인천 0.695 0.832 0.603 0.705 0.786 0.790 0.763 1

제주 0.890 0.808 0.917 0.888 0.837 0.894 0.848 0.624 1

표    12 지역에 따른 EV 충전 상관분석 결과(Case2)

Table 12 Corelation results of EV charging by region(Case2)

Case 1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1

여름 0.882117 1

가을 0.861462 0.937384 1

겨울 0.900973 0.930129 0.927585 1

Case 2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1

여름 0.874426 1

가을 0.848649 0.918557 1

겨울 0.870836 0.908974 0.9033 1

표    13 계절에 따른 EV 충전 상관분석 결과

Table 13 Corelation results of EV charging by season

상관계수는 높은 상관도를 의미하므로 지역별 특이성이 없다고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별 분석에도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Case 2의 

경우 Case 1보다 지역별 상관계수가 약간 더 높게 계산됨을 확

인할 수 있다.

상관계수 상관도 상관계수 상관도

± 0.9 이상 아주 높음 ± 0.2~0.4 상관관계 미약

± 0.7~0.9 높음 ± 0.2 미만 거의 없음

± 0.4~0.7 다소 높음

표    10 상관계수에 따른 상관도

Table 10 Corelation by corelation coefficient

그림 4 계절에 따른 시간별 EV 충전 전력량(Case1)

Fig. 4 Hourly EV charging demand by season(Case1)

그림 5 계절에 따른 시간별 EV 충전 전력량(Case2)

Fig. 5 Hourly EV charging demand by season(Case2)

2.6.2 계절별 충전특성

수집데이터의 ‘날짜’ 조건을 활용하여 계절별 충전데이터를 분

석하였다. 샘플링은 동일하게 각 계절별로 2,000건을 추출하였으

며, 샘플링 데이터의 시간별 평균 충전량 및 상관분석을 통해 계

절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4~5에 각 방식에 따른 시간별 

평균 충전량을 나타내었으며, 표 13에 계절별 상관계수 분석 결

과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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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용도에 따른 시간별 EV 충전 전력량(Case1)

Fig. 6 Hourly EV charging demand by purpose(Case1)

그림 7 용도에 따른 시간별 EV 충전 전력량(Case2)

Fig. 7 Hourly EV charging demand by purpose(Case2)

Case 1 공공용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1

주거용 0.139687 1

상업용 0.950855 0.198937 1

Case 2 공공용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1

주거용 0.188782 1

상업용 0.924891 0.256696 1

표    14 용도에 따른 EV 충전 상관분석 결과

Table 14 Corelation results of EV charging by purpose

그림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계절별 상관계수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실제 가장 낮은 상관계수가 Case 2의 봄과 

가을 사이의 상관계수로 약 0.85임을 고려한다면, 계절에 따른 

특이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2.6.3 용도별 충전특성

수집데이터의 ‘주소지’ 조건을 활용하여 용도별 충전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샘플링은 동일하게 용도별로 2,000건을 추출하였으

며, 샘플링 데이터의 시간별 평균 충전량 및 상관분석을 통해 계

절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6~7에 각 방식에 따른 시간별 

평균 충전량을 나타내었으며, 표 14에 용도별 상관계수 분석 결

과를 첨부하였다.

공공용과 상업용 충전수요는 오후 3시경 최대수요가 발생하고 

오후 늦게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충전수요가 매우 낮게 유지된다. 

반면 주거용 충전수요는 오후 11시경 최대수요가 발생하고 해당 

충전수요가 오전 5시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용 

및 상업용 충전수요는 일과 중 활용을 위하여 대부분 낮 시간에 

발생하고, 주거용 충전수요는 퇴근 후 충전요금이 가장 저렴한 

오후 11시에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간별 충전전력량 및 상관계수분석을 통하여 공공용 및 상업용 

EV 충전패턴과 주거용 EV 충전패턴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충전패턴의 차이는 단순히 충전패턴 자체의 다름을 의미하

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행 ToU 기반 충전요금제는 공공용 및 상

업용 EV 충전수요 제어에 한계를 가짐을 시사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서비

스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실제 EV 충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계절별/용도별 EV 충전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신

뢰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오·결손 데이터를 삭제 및 보정하는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각 분석 조건에 따라서 비복원 임의 

추출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충전시

작’, ‘충전종료’ 정보는 충전기에 케이블이 연결 및 해제되는 시간

을 의미하므로, 전체 시간동안 전체 충전량이 균등하게 충전되는 

방식과 충전개시 시각직후 충전기 최대 충전량으로 충전되는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의 결과, 지역별 EV 및 EV 충전시설 보급에 차이가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이 충전패턴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별 EV 충전패턴의 경우에도 봄에 다소 최대수요 

발생시간이 늦어지나 큰 차이를 가지지 않기에, 계절별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용도별 분석결과, 즉각적인 충전을 

요하는 공공용 또는 상업용 EV 충전패턴은 일과시간에 집중되며 

특히 12~17시 사이에 최대충전수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반

면, 주거용 EV 충전패턴은 20~23시에 최대충전수요가 발생한 후 

다음날 오전 5시경 최저수요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23시부

터 가장 저렴한 EV 충전요금과 출근 후 충전수요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분석결과를 근거하여 현행 EV 충전

요금제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실

제 전체 용도별 데이터의 19.69%를 차지하는 주거용 EV 충전수

요의 경우 충전요금이 저렴해지는 23시 경에 최대수요가 발생함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80.31%를 차지하는 공공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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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EV 충전수요의 경우 낮 시간에 대부분의 충전수요가 집

중되며, 특히 최대부하시간에 최대수요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공공용 또는 상업용 EV의 활용 특성에 기인하여 요금제 

기반의 충전수요제어가 어렵다면, 새로운 EV 충전제어기법을 적

용하거나 ESS를 활용하여 최대수요 발생시간을 제어하는 등 추

가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EV 충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계절별

/용도별 EV 충전수요 패턴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연구로서 

이에 기반을 둔 각 케이스별(용도별/충전종류별 등) EV 충전수요 

대표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표 EV 충전수요 모델을 도출함으

로써, 배전운영의 측면에서는 갑작스런 EV 충전부하의 증가에 대

비할 수 있을 것이고, 배전계획의 측면에서는 EV 증가 추세와 

대표 EV 충전수요 모델을 활용하여, 설비증설 등의 계획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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