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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따라 2030년에 전 세

계적으로 1억대의 전기자동차 도입이 목표되어 있다. 참여국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2012년 

기준 총 20만대도 되지 않던 전기자동차는, 2015년 120만대를 넘어서는 가파

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미국,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시장규

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파리 협정 참여국으로서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

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공공급속충전시설 구축을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게 되는 것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

내 전기자동차 보급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 전기자동차가 대중에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충전인프라 구

축의 미비함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시설의 밀집도가 높고 적재적소

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국

내에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부족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대형 전

력회사 혹은 국가 재원의 투자,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수익성 보장에 따

른 개인 혹은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혹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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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통해 전기자동

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전기자동차에 충전된 전

력을 방전하여 계통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소

비자에게 제공하는 전력은 기본적으로 계통으로부터 구매하며, 중장기적 관점

에서 전기공급 원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비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구비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에너지저장

장치, 태양광 발전설비의 용량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과 계통으로부터의 전력 구입량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설비용량 변화에 

따른 수익률 최적화 모델링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 기대수익을 얻기 위한 솔

루션을 제안함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참여 유인을 제공하며, 나아가 인프

라 확충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예산, 보유한 부지면적 제약 하에 전기자동차 충

전사업자의 설비 용량을 결정하여 사업기간동안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

적화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수익률 최대화 문제를 풀기 위해 혼합정수선형계획

법(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제안한 내용을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어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수익률 최대화, 설비용량 결정

학  번 : 2016-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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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지구 온난화 문제의 대두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세계 각국

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종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

동차와 다르게,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

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대의 전기자동차 도

입이 목표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수는 미국,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차량 시장의 23%, 네덜

란드는 차량 시장의 10%를 이미 전기자동차가 차지한다. 한국 역시 파

리 협정 참여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충전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게 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에 의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

여지지만,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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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PHEV 기준 약 60여대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2]. 아직 전

기자동차가 대중에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최대 주행거리 및 상대적

으로 긴 충전시간 등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충전인프라 구축의 미비함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시설의 수가 많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

이 없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에 그 수가 

2016년 12월 기준 11,767개로 적은 편이며 제주도에 6,080개가 밀집

되어 있는 등 분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3]. 이처럼 부족한 충

전설비와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시간에 비해 훨씬 긴 충전시간을 고려할 

때 충전인프라 확대 없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전기자동차 사

용자는 치명적인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부족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대형 전력회사 혹은 

국가 재원의 투자,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수익성 보장에 따른 개

인 혹은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가 있으며,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하였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보유한 충전설비로 소비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전기자동차에 충전된 

전력을 방전하여 계통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력은 기본적으로 전력판매회사인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약관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고 구매한다. 이는 전력시장에 참

여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전설비용량 50,000kW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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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므로, 전기자동차 1대의 충전전력이 3~22kW임을 고려할 때 

자격요건 충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4]. 이를 대신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공급 원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저

장장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비하여 전력을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생산 혹은 가격이 싼 시간대에 구매한 전력을 저장하여 가격이 비싼 시

간대에 공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에너지저

장장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설비용량에 따라 초기투자비용이 변화

하며, 동시간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기자동차의 수와 전력의 자체 생

산량 및 저장가능 용량이 다르게 결정되므로 지출과 수입 또한 변화한

다. 따라서 이에 따라 결정되는 수익률 또한 설비용량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설비용량 변화에 따른 수익률 최적화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 기대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임의의 설비용량을 결정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제공한다. 이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참여 유인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예산과 부지면적 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최적 설비용량을 구하는 최적화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최적 설비용량 결정

은 수익률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사

업자의 설비용량 비용은 단위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일정한 태양광 

발전 및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이 매일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단,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은 마진율에 의해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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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최적 설비용량 결정은 혼합정수 비선형 프로

그래밍(Mixed Integer Non-Linear Programming: MINLP)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5].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플러그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PHEV에 한정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를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의 계통 재판매는 기술 및 규정이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

문에 배제한다[6], [7].

본 논문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수익률 최적화를 위한 설비용량 결

정 모델링을 검증한다. 주어진 예산 및 부지면적 조건 하에서 설비용량

을 임의로 설정하여 최적 스케쥴링 시 수익률을 구하고,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모델링에서 도출한 수익률과 비교하여 모델링의 효율성을 증명한

다. 또한 다양한 예산 및 부지면적 조건 하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최적 

설비용량을 확인한다. 

제 2 절 논문의 개요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최적 설

비용량을 구하는 최적화 모델링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

전사업자 수익 관련 국내 규정을 분석하였다. 제안한 최적화 모델링을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논문의 개요 및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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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관련 국내규정을 분석하고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모델링에 반영할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설비용량 변화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수익률 

최적화 모델링을 제시하였고, 해를 찾기 위해 혼합정수 비선형 프로그래

밍(Mixed Integer Non-Linear Programming: MINLP)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제 4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하여 최적화 모델링의 효율성을 검증하

였고, 여러 예산 및 부지면적 조건 하에서 최적 설비용량을 구하여 사례 

연구 결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후속연구 진행방향에 대하여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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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관련 규정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을 위해서는 설비 투자비용 및 

주기적 지출의 산정을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래 세

부 절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제 1 절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국내에서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으

로서 약관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거나,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구매하

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에 의해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직접구매하기 위해서는 수전설비용

량 50,000kVA의 단일장소 전기사용자로서 한국전력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여야 한다[4]. 전기자동차 1기의 충전전력이 3~22kW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전기자동차 2,400여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기자

동차 충전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

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구입 방법을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으로서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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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전기자

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전압 및 시간대별로 요금에 차등을 둔다[8]. 

구분

여름철

(6월 1일~8월 31일;

총 92일)

봄/가을철

(3월 1일~5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

총 153일)

겨울철

(11월 1일~익년 2월

말일; 총 120일)

경부하

시간대
23:00 ~ 09:00 23:00 ~ 09:00 23:00 ~ 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 ~ 10:00 09:00 ~ 10:00 09:00 ~ 10:00

12:00 ~ 13:00 12:00 ~ 13:00 12:00 ~ 17:00

17:00 ~ 23:00 17:00 ~ 23:00 20:00 ~ 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 ~ 12:00 10:00 ~ 12:00 10:00 ~ 12:00

13:00 ~ 17:00 13:00 ~ 17:00 17:00 ~ 20:00

22:00 ~ 23:00

표 1. 계절사용설비 및 사용시간 적용기준표 

구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시간대
57.6원 58.7원 80.7원

중간부하

시간대
145.3원 70.5원 128.2원

최대부하

시간대
232.5원 75.4원 190.8원

표 2.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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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시간대
52.5원 53.5원 69.9원

중간부하

시간대
110.7원 64.3원 101.0원

최대부하

시간대
163.7원 68.2원 138.8원

표 3.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를 고압전력 고객으로 상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kW당 2,390원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제 2 절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의 계절사용설비 및 사용시간의 적용을 받아 전력을 공

급받는 고객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최대수요전력 절감 등을 위

해 자가소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 주파수 조정 등 발전·송변전·배전시설에 사

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이

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인 방식에는 기본요금 할인과 전력량요금 할인이 

있다[8].

기본요금 할인은 에너지저장장치의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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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표고객의 기본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이 때 평균 최대

수요전력 감축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균최대수요전력감축량해당월평일일수시간

해당월평일 해당월평일
최대부하시간대최대부하시간대
방전량합계 충전량합계

전력량요금 할인은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을 위하여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의 10%를 할인한다.

기본요금 할인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전력

량요금 할인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

다. 본 논문에서는 20년간의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목적함수를 갖는 모

델링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력량요금 할인을 배제하고 기본요금 

할인만을 최적화 모델링에 반영한다.

제 3 절 시설부담금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

는 경우, 공급방식· 공급전압 등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한전의 공급설비

를 보강· 이용· 철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급설비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에 대해서

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설 및 보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급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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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설비의 신설 및 보강에 대해서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와 에너지저장

장치 설비용량 합에 해당하는 만큼의 최대부하만큼 새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기존 한전의 공급설비에 대한 신설 

및 보강을 요하게 되므로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9].

시설부담금은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신설거

리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거리시설부담금의 경우 신설거리가 설비용량

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모델링에 고압전력 고객 대상 기본시설부담금만을 반영하며, 거

리시설부담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공급방식은 지중공급 방식을 택

한다고 가정한다.

구분
금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저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220,000원 527,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86,000원 123,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17,000원 44,000원

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1. 기본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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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단상 삼상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39,000

원

43,000

원
60,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3,000원 110,000원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5,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0,000원 -

표 5.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2. 거리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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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설비용량 결정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수익률 최대화 모델링

본 장에서는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수익률을 정식화한다. 정식

화한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설비용량을 제한된 예산 및 부지면적 하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최적 일간 설비운영 스케쥴링 솔루션을 도출하는  

모델링을 제안한다.

제 1 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수익률의 정식화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 발전설

비의 수명을 동일하게 20년으로 가정하고, 총 사업기간 20년간의 수익

률을 구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기자동차 소유주로부터 하루 동안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일간 

수입을 각각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에 대해 , , 로 

정식화한다. 이는 한국전력공사로가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이 계절별로 달라 이에 따라 일간 수입 또한 계절별로 달라지기 때문이

다.  



- 13 -

 
  



csc

 
  



csc  

 
  



csc 

csc은 충전소 전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용량에 해당하며, 는 

충전소 전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시간별 사용률을 뜻한다. 이에 시간

별 전력판매단가에 해당하는 ,  ,  를 각 수식에 곱하

여 24시간에 대해 모두 더하여 계절별 일간 수입을 구할 수 있다.



  








  



 




  



 


, , 는 계절별 일간 지출을 뜻하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 외 다른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한

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구입 시 전력량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 

, 
는 계절별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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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당 전력을 뜻하며, 이에 시간당 전력구매단가에 해당하는 , 

 ,  를 각각 곱하여 24시간에 대해 모두 더하여 일간 지출을 

구할 수 있다. 

  





csc

계절별로 일간 수입에서 일간 지출을 감한 값에 계절별 일수를 각각 

곱하여 모두 더하고, 충전소 전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용량에 매 월 

kW당 2,390원에 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 구입 시 고압전력 

고객 대상 기본요금인 를 곱하여 감한 뒤 에너지저장장치 기본요금 

할인 금액 을 더하면 연간 수익을 구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 기본요금 할인 금액은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에 

2,390원의 고압전력 고객 대상 기본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앞선 장에서 보인 것과 같이 최대부하시간대의 

방전량과 충전량의 차의 총합을 월 평일일수에 3시간을 곱한 것으로 나

누어 구한다. 최대부하시간대는 봄, 여름, 가을철에 해당하는 연중 245

일간 10, 11, 12, 13, 14, 15, 16, 17시에 해당하며, 이 집합을 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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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겨울철에 해당하는 연중 120일간 10, 11, 12, 17, 18, 19, 20, 

22, 23시에 해당하며 이 집합을 로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월 평일

일수를 22일로 가정한다.











20년간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20년간 수익을 구해야 한다. 

매 년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로 나타내어지는 연이율

이 복리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응용

한 현재가치 환산상수 를 구하여 연간 수익에 곱함으로서 20년간 

환산수익을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 연이율이 20년간 변동하

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csc

총 설비비용은 로 나타내어진다. 에너지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용량인 과 단위용량당 에너지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설비비용인 

의 곱,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용량인 과 단위용량당 에너지저

장장치 배터리 설비비용인 의 곱,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인 과 

단위용량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비비용인 의 곱,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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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인 csc을 단위용량당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비비용인 와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 시설부담금에 해당하는 를 합한 값에 곱한 값까지 모

두 합하여 총 설비비용을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용량의 150% 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계통 연계 설비 신설이 요구되며,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계통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전력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전기자

동차 충전사업자의 순부하가 태양광발전설비로부터의 전력 생산 없이 계

통으로부터의 전력 구입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충전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설비용량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여유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20년간 수익률 은 20년간 환산수익에서 총 설비비용을 감하여 

총 설비비용으로 나눔으로서 구할 수 있다.



- 17 -

제 2 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설비용량 결정 최적화

본 절에서는 앞선 절에서 정식화한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설비용

량 결정 최적화 모델링을 제안한다. 본 모델링은 제한된 예산 및 부지면

적 제약 하에서 최적 설비용량을 결정하고 주어진 태양광 발전패턴 및 

전기자동차 충전패턴 하에서 최적 설비운영 스케쥴링을 도출한다. 

(1) 목적함수

   



(2) 제약조건




csc  




 csc 




csc 

계절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계통으로부터 구입하는 시간당 전

력,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하는 전력 , 그리고 계절별 

에너지저장장치의 충방전 전력의 총합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전기

자동차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전력 csc과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전

력의 합과 일치하여 수급균형 평형식을 만족해야 한다. 이 때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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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변수를 줄이고 수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충전, 방전을 구분하지 않

고 시간당 에너지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출력인 의 음, 양의 값으

로 나타낸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하는 전력이 로, 전기자동차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력이 csc로 각각 나타내어지는 이유는 태

양광 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용량이 의사결정변수이기 때문

이다. 는 발전 가능 최대치 대비 시간당 태양광 발전량 비를, 

는 판매 가능 최대치 대비 시간당 판매전력 비를 각각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용량이 변화하더라도 전기자동

차 충전량은 그에 비례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보급

되어 충전 수요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을 가정하였다. 태양광 발전

량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에 비례하여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계절별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시간별 잔여 에너지량인 
, 


, 

는 최대치 대비 초기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충전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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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량 비인 와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설비용량의 곱에 계절별 에

너지저장장치의 충방전 전력의 총합을 감하여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을 0.1로 가정한다. 이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완전방전상태 도달이 

반복될 경우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수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에너지저장장치 잔여 에너지량 제약조건을 추가

함으로서 완전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케쥴링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에너지저장장치의 완전충전상태 도달은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수명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계절별로 하루 중 첫 시간의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잔여 에너지량은 

하루 중 마지막 시간의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
≤

≤
≤

≤
≤

계절별로 에너지저장장치의 시간당 충방전 전력의 절대값은 에너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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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치 전력변환장치 설비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계절별로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시간별 잔여 에너지량은 에너지저장

장치 배터리 설비용량의 10% 미만이 될 수 없으며, 최대 설비용량을 초

과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

총 설비비용은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

전사업자가 사업용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부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


csc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비면적 총합은 부지면적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접근하기 위해 전기자동

차가 충전사업 부지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을 부지면적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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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가정하며, 이에 따라 설비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부지면

적 중 나머지 절반으로 제한된다. 에너지저장장치 설비면적은 타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비용량에 따라 차지하는 면적 증가량이 매우 적으므

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본 논문에서는 부지면적 사용 효율 증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상이 아닌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상단 표면을 통해 이어지는 천장부

에만 설치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1kW의 출력을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설

비의 설치를 위해 13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비면적 총합은 전체 부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태

양광 발전설비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천장부에 설치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보여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배치 사례 

중 사례3과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1기당 가로 2.5m, 세로 5m의 부

지면적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1기의 충

전전력은 7.7kW로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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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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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와 달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총 용

량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1기 충전전력인 7.7kW의 정수배여야 한다.  

≤csc

시설부담금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총 용량의 1.5배 용량의 설비에 

대해 지불함에 따라, 계통으로부터 구입하는 전력은 이를 초과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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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정식화한 최적화 모델링을 바탕으로 전기자

동차 충전사업자가 최적의 설비용량을 결정했을 경우와, 최적화 모델링

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설비용량을 결정했을 경우의 수익률 차이를 보

여줄 것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소유주에게 제

시하는 요금제도에 따른 최적 설비용량 및 수익률 변화를 확인할 것이

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

기자동차에 즉시 공급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 혹은 상대적으로 전력 요금이 싼 시간대에 구입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방출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을 장

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비투자비용과 설비투자로 발생하는 

편익의 비교 여하에 따라 특정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수익률 관점

에서 좋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적화 모델링을 통해 보다 실용적

인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현실적인 각 설비의 단위용량당 설비비용을 

상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비비용이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각 

설비의 단위용량당 설비비용은 현재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표 6과 같이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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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용량당 설비비용

에너지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300,000원/kW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300,000원/kWh

태양광 발전설비 800,000원/kW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450,000원/kW

표 6. 단위용량당 설비비용

전기자동차의 충전패턴 및 태양광 발전패턴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매일 동일한 태

양광 발전패턴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전기자동차 충전패턴 역시 매일 

동일하게 존재하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판매 요금제 마진율 설정

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








는 마진율이 일 때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을 나타내며, 마진

율이 0%일 경우의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인 
를 마진율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 전기자동차 소유주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제공하는 요금제가 비쌀 경우 더 싼 요금제를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를 찾을 것이며, 이는 비싼 요금제를 제시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자의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요

금제와 전기자동차 충전패턴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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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앞선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용량 변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량이 그에 비례하여 변화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전기자

동차가 보급되어 충전 수요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을 가정하였다. 

태양광 발전량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에 비례하여 변화한다고 가정

하였다. 그림 2, 3에서 보이는 전기자동차 충전패턴 및 태양광 발전패턴

의 y축 값은 의사결정변수인 설비용량에 대한 비율로서 나타내었다.

그림 2. 전기자동차 충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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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양광 발전패턴

제 1 절 최적화 모델링 효과 검증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익률 최적화 모델링을 사용하여 

설비용량을 결정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는 사례 연구

를 통해 모델링의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한국

전력공사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에 10% 마진을 설정하여 전기자동차 소

유주에게 전력을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사례 연구를 위해 임의의 예산과 부지면적을 가정한다. 이 경우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의 가용면적은 부지면적의 절반,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

용면적은 부지면적에 해당한다. 이 때 각 설비의 용량은 주어진 예산과 

부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목적 하에 임의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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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
20년간

수익률

[%]

비고ESS PCS

[kW]

ESS 배터리

[kWh]

태양광

발전설비

[kW]

EV

충전설비

[kW]

0 0 10 61.6 -50.79

5 5 15 46.2 -2.62

0 0 20 46.2 15.84

5 5 20 38.5 31.48

0 0 25 38.5 49.08

25 25 22 30.8 52.3

17.38 34.77 23.08 30.8 56.45 최적

표 7. 예산 50,000,000원, 부지면적 300내 설비용량 결정에 따른 20년간 

수익률

설비용량
20년간

수익률

[%]

비고ESS PCS

[kW]

ESS 배터리

[kWh]

태양광

발전설비

[kW]

EV

충전설비

[kW]

0 0 80 246.4 -6.35

10 10 80 231 -0.15

0 0 90 231 7.52

10 10 100 192.5 30.98

0 0 110 192.5 38.47

60 60 100 154 47.75

92.04 184.08 76.92 107.8 52.63 최적

표 8. 예산 200,000,000원, 부지면적 1,000내 설비용량 결정에 따른 20년간 

수익률

표 7, 8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링을 통해 설비용량을 결

정할 때 임의의 설비용량을 결정할 경우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최적화 모델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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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을 결정할 경우, 이를 위해 설비용량을 변화시키며 수익률 민감

도 분석을 하더라도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최적의 기대수익률을 갖는 

설비용량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에 소요되는 시

간이 일반적인 컴퓨터 사양에서 1초 이내인 것을 고려할 때 설비용량을 

변화시키며 수익률 민감도를 분석하는 작업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예산 및 부지면적에 따른 설비용량 결정

본 절에서는 앞선 절에서 효과를 검증한 최적화 모델링을 사용하여 

주어진 예산 및 부지면적 제약 하에서 최적 설비용량을 결정하는 사례 

연구 결과를 보인다. 표 9의 사례 연구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에 10% 마진

을 추가한 요금제로 전기자동차 소유주에게 전력을 공급한다고 가정하였

다. 또한 표 10의 사례 연구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30% 마

진을 추가한 요금제로 전기자동차 소유주에게 전력을 공급한다고 가정하

였다. 표 9, 10의 요금제를 달리한 두 사례 연구를 통해 요금제의 차이

가 설비용량 및 수익률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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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원]

부지

면적

[]

설비용량
20년간

수익률

[%]

ESS 

PCS

[kW]

ESS

배터리

[kWh]

태양광

발전설비

[kW]

EV

충전설비

[kW]

50,000,000 100 33.03 73.39 7.7 23.1 26.76

50,000,000 300 17.38 34.77 23.08 30.8 56.45

100,000,000 400 48.12 106.93 30.77 46.2 47.4

100,000,000 800 16.68 33.36 61.54 69.3 70.61

200,000,000 1,000 92.04 184.08 76.92 107.8 52.62

200,000,000 1,800 19.68 39.36 138.46 138.6 79.29

500,000,000 4,500 44.79 89.58 346.15 354.2 79.65

표 9. 예산 및 부지면적 제약 하 최적 설비용량 및 20년간 수익률,

10% 마진 요금제

예산

[원]

부지

면적

[]

설비용량
20년간

수익률

[%]

ESS 

PCS

[kW]

ESS

배터리

[kWh]

태양광

발전설비

[kW]

EV

충전설비

[kW]

50,000,000 100 31.06 62.12 7.69 30.8 71.7

50,000,000 300 0 0 22.77 61.6 116.68

100,000,000 400 13.13 26.25 30.77 123.2 96.82

100,000,000 800 0 0 60.44 100.1 135.05

200,000,000 1,000 0 0 76.1725 269.5 107.49

200,000,000 1,800 2.02 4.05 138.46 169.4 145.76

500,000,000 4,500 0.64 1.28 346.15 431.2 145.87

표 10. 예산 및 부지면적 제약 하 최적 설비용량 및 20년간 수익률,

30% 마진 요금제

표 9, 10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

적화 모델링을 사용하여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수익률 최적화를 위한 

설비용량 결정 예시를 보였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설정하는 

요금제 마진율에 따라 최적 기대수익률을 갖는 설비용량이 다르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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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9에 나타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용량이 적고,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이 큰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요금제 마진율이 10%

로 크지 않아,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구입하거나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충전한 전력을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이 비

싼 시간대에 방전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통한 편익, 즉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에 나타난 결과는 표 9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용량과 적은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을 보인다. 이는 마진율이 증

가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패턴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제

공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과 전력 판매 수입 간의 차익이 에너지

저장장치 설비투자의 효용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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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해외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 경제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미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수 년간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은 매우 적은 수준을 벗

어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수익률의 최적화를 위한 설비

용량 결정 모델링을 제안하여 일반 기업 혹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전

기자동차 충전사업 설비투자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

차 충전사업자와 관련된 국내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내용을 모델

링에 반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안한 모델링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

용하지 않았을 경우 설비용량 결정에 따른 수익률을 비교 분석하여 모델

링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특정 예산 및 부지면적 제약 하에서 전

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요금제에 따른 최적 설비용량 및 수익률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링은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요금제

와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의 상관관계를 비교적 단순하게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진율 증가는 곧 수익률 증가로서 사례 연구 결과에 반영되

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 경쟁시장 구도에 놓이는 실제의 경우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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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전기자동차 충전패턴 간의 상관관계가 가질 함수의 형태에 대한 보

다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수익률 최대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마진율 선택의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에 

영향을 주는 주변 경쟁 사업자의 개수와 거리, 접근성, 주변 유동인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보다 현실을 반영한 수익률 최적화 모델

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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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ing Equipment Capacity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Operator for Rate of 

Profit Optimization

Sehoon Baik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Paris Agreement ratified in 2015, a hundred 

million electric vehicles are to be introduced worldwide until 

2030. Encouraged by financial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total number of electric vehicle throughout the world 

reached 1.2 million, achieving approximately 600% growth from 

2015 to 2015. Future growth is expected to be immensely high 



- 37 -

mainly in United States, China, and European countries. South 

Korea, as participating country of Paris Agreement, is also 

putting huge effort on national policy support in order to 

accomplish objective to reduce greenhouse gas exhaustion. 

Providing subsidy for electric vehicle purchase and establishing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on expressway service 

stations are such examples.

Even the substitution of electric vehicles for traditional 

internal-combustion vehicle is commonly accepted as necessary 

trend for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introduction of 

electric vehicle is still marginal in spite of various policy 

supports. Although electric vehicle is unfamiliar technique to 

public, the main reason of feeble introduction of electric vehicle 

is inadequate charging infrastructure. For case of 

internal-combustion vehicle, there is no inconvenience of use 

due to proper locations and high density of gas stations. 

However, electric vehicle drivers apodictically go through 

inconvenience because of insufficient number of charging 

stations. For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 introduction in near 

future, the problem has to be solved on the preferential basis. 

Investment made by large electricity company or government, or 

participation increase to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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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asis of profit guarantee can be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research focuses on providing inducement to individuals and 

companies through profit guarantee.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operator impose charge for 

providing charging service to electric vehicles, or offer 

infrastructure for electric vehicles to be able to resale energy 

charge in their batteries to the power system. Power provided to 

electric vehicles is basically purchased from electricity company, 

and charging station operators may equip photovoltaic generation 

facilities and energy storage system for reducing cost of power 

supply in long-term perspective. Power purchase from electricity 

company and capital spending could vary from equipment 

capacity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equipment, photovoltaic 

generation facilities, and energy storage system, which will 

influence rate of profit of charging station operators. Rate of 

profit optimization by determining equipment capacity will 

incentivise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participate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operation business, and contribute to 

expension of electric vehicle introduction.

This research suggests optimization modelling for profit 

maximization determining equipment capacity under  budget and 

area constraints. The suggest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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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s using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algorithm.

keywords :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operator, Rate of 

            profit optimization, Equipment capacity determination

Student Number : 2016-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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