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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에너지 위기 및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연료 자동차가 대두되었으며, 

그 중 지속가능성이 뛰어난 전기차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1회 

완전충전 주행가능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여 현저히 짧으며 충

전인프라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전기차의 도입 및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충전인프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전기차의 충전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

나, 주차행태에 기반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동 중 급속충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통행 중 급속충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입지 모형을 구축한다. 도시부 통행특성을 반영한 이용자

평형에 따른 통행배정을 적용하여 우회 및 통행시간기반 경로탐색을 도입하고 

출발지의 연료잔량을 확률적으로 가정하여 기술발전 및 수요패턴 변화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잔량을 확률적으로 가정하여 기존 연구에 비해 통행실패 

발생확률을 높여 충전필요차량수를 현실화하였다. 또한 우회와 다중할당이 가

능하도록 하여 통행 실패를 피하면서도 우회거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용자

의 행태를 모사할 수 있었다. 혼잡을 반영한 결과로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질

수록 도로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급속충전소를 입지시키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소규모 예제 네트워크 및 Sioux-Falls 네트워크에 적용하

여 모형의 차별성 및 합리성을 검토하였으며, 서울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전기차의 급속충전소 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모형을 통해서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입지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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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건 변화에도 주요 후보입지는 결정적으

로 선택되었으며, 본 결과를 통해 전기차 활성화를 추진하는 의사결정자의 방향

성에 따라 최적입지를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기 전기차 충전입

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전기차, 급속충전소 입지, 연료잔량, 이용자평형, 도시부 통행

학  번: 2005-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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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인류는 지난 백여 년 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주된 이동 수단으

로 사용하여 왔다. 화석연료 자동차는 이동성의 증대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인류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화석연료들의 매장량은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화

석연료의 사용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대체연료 자동차(alternative fuel vehicle)의 개발 및 도입이 이

어지고 있다(Boulanger et al., 2011).

대체연료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바이오디젤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실생활에 적용된 

것이 전기차(EV, electric vehicle)이다. 일반적으로 전기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차전지 전기자동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가 전기차를 대표하는 형

태로 알려져 있지만, 과도기인 현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실생활에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1) 

BEV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대체연료 자동차 중에서 배기가스 배출 수준이 충

분히 낮고 기술적 지원도 도입에 필요한 수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최종 보급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1) 2012년 전세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154만대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확대되었다.(강동

완, 신주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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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환경적 문제와 화석연료의 고갈이라는 주요 이슈들 때문에 전세계

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급을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1회충전 주행가

능거리(VR, vehicle range)2)가 아직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여 짧고, 차

량의 가격이 높으며 충전이 가능한 충전인프라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

에 도입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에 있어

서 장애물이 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규옥 외, 2012; 황상규 외, 2011; Chan, 2007; 

Lin and Greene, 2011; Wiederer and Philip, 2010).

전기차 보급 정책에는 전기차 기술 개발, 구매보조금 및 세제지원, 충전인프

라 구축,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같은 정책이 포함된다. 이들 정책 가운데 

교통 계획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충전인프라 구축이다. 효과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전기차의 VR 극복, 전기차 구입고객의 불안감 해소

와 같은 다양한 단점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인프라 구축은 전기차 보급 

정책에 있어서 핵심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기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은 시설이 필요한 입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시설이 입지하기 쉬운 곳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효율적인 입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전기차의 도입 목표차량 수에 

따라 필요한 충전시설의 수량 결정 등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고준호, 

2011). 즉,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입지결정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

이 제시되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일부 연구하여 의사결정에 참

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입지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용과 별도로 충전시설의 분류에 

따라 일부 진행되었다. 전기차의 충전시설은 충전 속도와 방식에 따라 완속충

전, 급속충전,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현재까지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완속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완속충전시설의 

2)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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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장시간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기반으로 출발지 및 목적지에서 도보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주자장의 위치를 선정하는 형태의 연구가 주된 흐름이었

다. 일부 급속충전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공공 충전시설3)의 입지를 결정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지역 간 통행을 대상으로 하여, 통행 행태를 포함한 충

전을 선택하는 특성을 충분히 모사하지 못하거나, 충전시설의 기술적 특성의 차

이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연구의 개선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전기차 도입 초기에 대상이 되는 도시부는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주차장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모든 전기차에 대하여 

각각의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의 주차장에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또한 쉽

지 않다. 전기차 사용자들이 완속충전시설이 충분히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

문에 출발지에서 각 차량의 배터리 충전상태(SOC, state of charge)가 완충되

지 않은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SOC에 따라서 각 차량이 통행을 성공할 수 있

는지, 아니면 통행을 할 수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로 상에 충전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된다. 결국 기존의 주유소와 같은 형태의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되어야만 전기차 구매자들이 가지고 있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에 대한 

불안감(range anxiety)을 감소시킬 수 있다(Wiederer and Philip, 2010).

기존의 충전시설입지 관련 연구에서는 VR 및 SOC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동일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갖는 모든 차량이 통행을 성공하는지를 판단하였다. 

하지만 실제 각 차량은 계기판에 나타난 연료잔량에 따라, 충전시설을 이용한 

통행 여부와 어떤 충전시설을 이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충전시설의 

위치에 따라 차량의 이용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단거리를 기반

3) Ip et al. (2010)은 BEV의 충전시설이 거주지의 차고나 근무지의 지정 주차장과 같은 사유시

설을 목표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사

유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장시간 충전시간이 소요되는 주차장에 충전시설의 설치가 어렵

기 때문에 공공 충전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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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과정을 반영할 수 없었다. 또 복

잡한 도시부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최단경로 뿐만 아니라 우회하여 충전시설

에 접근하는 충전 행태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은 별도

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지모형에 포함되어 통합된 모형으

로 개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충전시설의 입지모형 문제는 사전에 All-or-Nothing 기반 

통행배정을 수행 후 그 결과를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경유통행량이 많은 노드에 

입지시키는 방식으로 입지문제를 수식화하였다. 즉, 이동경로를 사전에 결정하

여 그 경로 상에 위치하는 충전시설입지가 해당 경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처리하

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기존연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행거리를 보이는 다

른 경로를 통과하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경로의 후보를 사전에 결정하는 과

정을 추가해야 하므로 모형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그 풀이과정상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여 최적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 경

로 상 충전시설입지문제에 대상이 되는 수단의 특성이나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

여 모형을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기존문헌의 한계를 개선하

여 수단과 시설, 충전행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안에 이용자평형 통행배정모형을 포함하여, 다양한 운전

행태 및 충전소 선택 행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러한 모형의 개발은 현실 적용성을 높여서 실제 입지 선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적용을 통해 실제 네트워크에서 실제 상황을 모사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성되는 모형은 조합 최적화 문제로 노드개수가 증

가할수록 풀이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대규모 네트워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 시간 내에 유효한 근사해를 산출하기 위한 적절한 알고

리즘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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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기차의 기반시설인 충전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그 충전시

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도입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을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분류된 각 특성 중 어떠한 특성이 가장 필요하며 기존연

구에서 부족하였는지를 판단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입지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모형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점으로 하여 전기차의 충전시설 입지모형이 구축되어

야 한다.

첫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대상과 지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

다. 도시부는 지방부에 비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크다. 또한 인구밀도

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수의 충전시설이 설치되더라도 도입초기에는 전기차의 

충전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입지는 도

시부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도시부, 지역간도로, 전국의 순으로 인

프라를 구축하는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부의 충전시설 입지가 우선되는 

다른 이유는 전기차의 연료인 전기의 공급망이 도시부에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시설의 입지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전기차 충전시

설의 초기입지는 그 효과 때문에 도시부에 집중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계획과 전력공급망의 여건이 충분되어 있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충전인프라의 종류도 도시부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전기차의 충전인프라는 주거지 주변의 장기간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에 완속충

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탄생하였다. 심야전기를 통해 자동차

를 충전할 경우 심야전력을 활용하여 전력 피크를 줄일 수 있어서 발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전기차를 도입 및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야

전력의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시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부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완속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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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어렵거나 있더라도 충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급속충전시설은 

향후 배터리기술의 발전으로 충전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되면 현재의 주유소와 

같은 형태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긴급 충전시설로서 급속

충전시설의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주요한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전기차의 

충전시설의 입지에 대한 연구 중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의 입지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입지모형

이 구축되어야 한다. 충전 및 주유시설의 입지모형에 대한 연구는 대체연료자

동차 전체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그래서 수소연료자동차를 중심으로 하여 

flow refueling location model(FRLM) 연구가 진행되었다. FRLM은 이동경

로 상에서 충전 및 주유를 처리하는 시설의 입지문제를 풀기 위한 모형으로 전

기차 충전시설 입지모형에 연계하기에는 그 가정이 상이하였다. 기존의 FRLM

은 이동경로 상에 위치하는 시설의 입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속충전시설

의 입지모형을 고려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다. 결국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고려

사항들이 FRLM에 결합되어 전기차의 급속충전시설입지에 적용될 수 있는 입

지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의 연료잔량(RFR, remaining fuel range)4)이 차량별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출발지 별로 전체 차량의 RFR은 확률적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존문헌에서는 연료잔량이 50%로 고정된 값을 갖는다고 가

정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갖는 모든 차량이 동일한 통행 행

태를 보였다. 이는 지역간 통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가정으로, 도시

부의 통근통행과 같은 짧은 통행을 고려하면 다양한 RFR을 가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운전자의 충전을 위한 통행행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4) 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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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한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행행태는 최단 경로에 배정된 차량이 경로 상

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각 차량이 연료잔량에 따라 주변의 충전소로 우회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이 크고 초기 수요가 많

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같은 수의 충전

시설로 더욱 많은 차량의 충전접근성을 높이는 현상을 모사 할 수 있게 되며, 실

제 충전 또는 우회를 할 의사가 있는 운전자들의 행동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

이고 있다. 결국 이는 RFR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에 따르며, 통행을 실패하지 않

기 위해서 충전을 하기 위해 최단 통행시간 경로에서 우회하면서도 각 차량의 

RFR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게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상

황을 모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문헌의 한계를 개선하여 이동경

로를 내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기존 연

구에서 이동경로를 외생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경로를 변경하는 충전행태

를 반영하는 문제의 확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전기차의 도시부 급속충전시

설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고려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문헌에서 외생

적으로 고려되었던 통행경로를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모형화 과정

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통행배정 과정을 이용자평형에 따라 고려한 입지모형이 필요하다. 전

기차 도입이 활성화된 이후 기존의 화석연료차량과의 혼재로 인하여 도로혼잡

을 가중시키거나 도로혼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도시부의 특성 

때문에 이와 같은 모형의 확장이 필요하다. 도시부는 도로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최단 통행거리 경로에 배정이 이루어졌던 기존연구와 달리 최단 통행시간 경로

에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로 도시부의 차량 운행은 최단 통행거리 경로가 아닌 최단 통행시간 경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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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 설계에서 시설입지를 결정하고, 수요노드를 시설입지에 할당

하는 문제는 정수계획 또는 혼합정수계획 문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실행 가능

한 전체 대안 중 목적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해를 찾아야 하는 조합 최적화 문

제이다. 문제의 규모가 작은 것은 전체열거법, 분지한계법 등을 이용하여 해를 

도출할 수 있으나, 문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최적해를 구하는 대신 합리적인 범

위 내에 존재하는 근사해를 얻는 다양한 휴리스틱 방법을 개발하여 해를 찾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 시설 입지모형에서 적용한 해법 알고리즘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충전소 입지 모형에 적합한 해법 알고리즘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1 연구의 전제 및 범위

전기차(electric vehicle)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모든 이동수단을 포괄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활용된다. 즉, 전기자동차 (electric car)와 전차

(electric train), 전기이륜차 (electric motorcycle), 전기비행기(electric 

aircraft), 전기선박 (electric boat) 등이 포괄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차 가운데, 화석연료를 연료로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HEV, 

hybrid electric vehicle)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를 제외한 이차전지전기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를 대상으로 한다. 다, 일반적으로 BEV가 전기차의 대표적인 형태이

며, 전기차(EV)가 BEV를 의미하는 용어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

되는 전기차는 BEV를 의미한다. <표 1.1>은 전기차의 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 9 -

광의의 개념 전기차의 분류

전기차

(Electric 

Vehicle)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모든 이동수단

전기자동차

(Electric 

Car)

이차전지전기차
(BEV, Battery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 자동차
(HEV,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전차 (Electric Train)

전기이륜차 (Electric Motorcycle)

전기비행기 (Electric Aircraft)

전기선박 (Electric Boat)

기타

<표 1.1> 전기차의 분류 (김규옥 외, 2011)

본 연구는 도시부의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의 

도입을 위해 추진되는 충전시설의 입지는 전 국가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점도시에 중점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김규옥 외, 2011). 

이는 무선 통신망의 도입이 주요 거점도시 망 구축, 지역간 통행로 상의 망 구

축, 전국적 확산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전기차

를 위한 충전인프라 또한 거점도시에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수요를 증대시킨 이

후 지역간 통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상 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부는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

가 지방부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전기차의 도입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전기차의 초기 도입이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도시부 도입을 고려하는 연

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부는 지방부에 비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전기차를 도입

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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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지방부에 비하여 

큰 것이다. 또, 도시부에서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적은 인프라에 대한 투

자로 더 많은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 동일한 수의 충전인프라가 설치되더라도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 창출도 더욱 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

기차 도입 초기에는 거점 도시에 투자가 집중되게 된다. 이와 같은 집중 투자는 

무선전화망이나 인터넷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신규 사업에서 공통적으

로 추진되는 방식이다. 즉, 도시부는 전기차 도입 초기에 그 필요성이 가장 큰 

곳이며, 그 효과도 가장 큰 곳이다. 그러므로 전기차 도입 초기인 현재에는 도시

부를 대상으로 한 입지결정 모형이 필요하다.

전기차의 충전시설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완속충전, 급속충전, 배터리교환

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완속충전시설은 완전히 방전된 차량을 완전충전하는 데

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6~8시간으로 다소 길다. 하지만 구축비용이 기당 약 

3~4백 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가정 내 심야 충전 방식에 적합하다. 급

속충전시설은 설치비용이 기당 약 3~5천만 원으로 크고 이차전지가 손실될 가

능성이 있지만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30분으로 짧기 때문에 긴급 충

전시설과 공공 충전시설에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교환시설은 배터

리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이내로 매우 짧지만 고중량의 배터리를 교환하

기 위한 대규모의 배터리교환소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배터리교환소는 

설치에 약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장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버

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특수차량에 적합하다. 이와 같은 충전 방식의 

비교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주차시설이 완비된 경우에는 전기차의 충전은 완속충전방식을 제공하는 것

이 유리하다.5) 하지만 도시부의 주차시설 부족 문제로 완속충전시설을 완비하

5) 가정내 심야충전방식은 전력사용의 peak를 완화하고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더욱 저렴한 전기

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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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부에서는 공공 충전시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며, 이동경로 상에 존재하는 시설이므로 급속충전시설이 위치하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항목 완속충전 급속충전 배터리교환

형태

소요시간 약 6~8시간 약 20~30분 10분 이내

인프라구성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배터리교환소

인프라구축비용

 (토지매입비용 

제외)

기당 약 3~4백만 원 기당 약 3~5천만 원 10억 원 이상

장점 구축비용이 적음.
충전소요시간이 

비교적 짧음.
충전시간이 매우 짧음.

단점
충전소요시간이 긴 편.

긴급 충전이 어려움.

구축비용이 높음.

이차전지 손실 

가능성이 있음.

구축비용이 높고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활용
가정 내

심야 충전방식

긴급충전방식

공공 충전시설

대중교통 

및 특수차량용

<표 1.2> 전기차 충전방식의 비교 (김규옥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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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구성 및 수행과정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전반적인 충전시설 입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고찰한다. 충전

시설 입지는 경로 상 충전시설의 입지에 대한 기존연구와 전기차 충전시설의 입

지에 대한 기존연구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입지는 

어떠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경로 상 충전시설 입지 모형을 통하여 어떠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연구에서 한계점을 도출

하고 연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통해 도출된 개선점을 적용하여 전기차의 

도시부 급속충전시설 입지를 모형화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비하여 다수의 

사항이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최종 모형을 

제시한다. 이동경로 상의 시설입지모형인 FRLM을 기반으로 도시부의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충전행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의 입지모형을 구성한다. 

4장에서는 모형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기존

의 입지모형의 일반적인 해법으로 활용된 알고리즘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 적합

한 simulated annealing method을 제시하며,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

한 방법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의 개선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모형

을 통한 적용결과를 기존문헌과 비교한다. 모형의 개선점 별로 비교를 시행하여 

각 개선점을 평가한다. 또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실제 도시부 충전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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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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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존연구 고찰

본 연구는 전기차의 특성과 운전행태를 반영하고 출발지 RFR의 불확실성과 

이용자 평형을 고려한 전기차의 충전시설 입지모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

러므로 전기차의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충전시설의 입지문제를 고찰하

여 입지모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충전시설 입지 모형은 대체연료 차량이 대두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

에 각 대체연료 차량의 특성에 따라 각각 진행되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체연료차량의 충전시설 입지모형은 차량이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 존재하는 충전입지를 결정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

다. 이와 같은 모형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급속충전시설의 입지에 적합한 모

형이지만 확장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어, 추가적인 모형의 확장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보급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연구와 급속충전시설 유

형 가운데 완속충전시설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결국 전기차의 

보급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충전소의 수준을 제시하거나, 충전소보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장시간 주차가 요구되는 완속충전시설의 

특성에 따라 출발지와 목적지의 도보범위 안에 포함되는 주차장의 입지 문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1절에서는 대체연료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경로 상 충전시설의 입

지에 대한 연구를 고찰한다. 2.2절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입지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이러한 기존문헌의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그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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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low Refueling Location Model (FRLM)관련 연구

충전시설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환경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역

할을 대신할 대체연료 자동차의 도입이 고려됨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대체연

료를 충전 또는 주입하는 시설의 입지 문제는 기존의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출발

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 존재하는 입지 후보지 중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기반이 된 연구는 Hodgson (1990)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충전시설의 입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편의점이나 ATM 시설이 이동경로 

상에 존재하는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경로 상에 위치하는 후보지에 시설

이 입지(location)하면 그 경로에 배정된 통행량(flow)이 할당(allocation)되어 

처리된다(capture)는 flow-capturing location-allocation model (FCLM) 

입지 할당 모형을 제시하여 충전입지 모형의 기반이 되었다. 

이 모형은 최대의 수요를 커버(cover)하도록 미리 결정된 수의 시설을 입지

시키는 maximum covering location model (MCLM)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기존의 MCLM에서 시설 후보지의 입지 여부를 나타낼 때에 활용되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뿐만 아니라, 통행량에 할당되어 처리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변수를 활용하여 모형을 구성한다. 이러한 문제를 25개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구현하였으며, NP-hard인 문제의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하여 greedy heuris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Hodgson (1990)이 제시한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max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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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
 ≥ ∀∈ (2.2)


∈
   (2.3)

∈ ∀ (2.4)

여기서,

 = 목적식

 = 최단경로에 배정된 O-D 쌍의 index

 = O-D 쌍의 집합

 = 에 배정된 통행량

 = 가 처리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시설입지 후보지의 index

 = 시설입지 후보지들의 집합

 = 에 시설이 입지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의 경로 상에 위치하는 시설입지 후보지의 집합

 = 입지할 시설의 수

식 (2.1)은 처리된 통행량의 수가 최대가 되게 하는 MCLM의 형태를 보인

다. 제약식 (2.2)는 에 대한 제약식으로, 임의의 O-D 쌍 간의 최단 경로 상에 

입지가 위치해야 그 통행량이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약식 (2.3)은 시설 

입지의 총량에 대한 제약식이다. 시설의 수를 외생적으로 결정된 로 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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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식 (2.4)는 이진변수인 와 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6)

Kuby and Lim (2005)는 Hodgson (1990)의 연구를 기반으로 충전시설의 

주요 특성을 결합하여 대체연료 자동차의 충전시설 입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신

규 충전시설의 입지에 고려되어야 할 특성으로 1회충전 주행가능거리(vehicle 

range)를 지적하고 모형에 결합하였다. O-D 쌍의 최단경로에 배정된 통행량이 

처리되기 위해서 편의점이나 ATM기, 은행과 같은 시설들은 경로 상에 시설이 

입지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충전시설의 경우는 연료의 잔량이 모두 소비되기 전

에 시설이 위치해야만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vehicle 

range에 따라 충전이 가능한 후보인지 여부를 충전시설 입지 조합

(combination)을 각 O-D쌍 별로 미리 결정하는 것을 통하여 모형에 포함하였

다. 이러한 문제를 flow refueling location model (FRLM)로 명명하였다. 

Hodgson (1990)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알

고리즘의 개선 역시 greedy heuris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

였다. FRLM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max 
∈
 (2.5)

subject to


∈
 ≥ ∀∈ (2.6)

 ≥ ∀∈     (2.7)

6) Berman et al (1992)에서는 Hodgson (1990)의 연구와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제약식

을 완화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추가하였으며 문제를 flow-intercepting location 

problem으로 정의하였다. 추후 관련 연구에서는 두 연구를 모두 연구의 시초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의 문제가 동일하므로 출판연도에서 앞서는 Hodgson (1990)의 

연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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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2.9)

여기서,

 = 최단경로에 배정된 O-D 쌍의 index

 = O-D 쌍의 집합

 = 에 배정된 통행량

 = O-D 쌍 의 통행량이 처리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시설입지 후보지의 index

 = 시설입지 후보지들의 집합

 = 에 시설이 입지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의 경로 상에 위치하는 시설입지 후보지의 집합

 = 입지할 시설의 수

 = 시설 조합의 index

 = 시설 조합의 집합

 = 시설 가 조합 에 포함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시설 조합 가 O-D 쌍 의 통행량을 충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조합 에 포함된 후보지가 모두 선택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식 (2.5)는 식 (2.1)과 동일한 목적식이다. 제약식 (2.6)과 (2.7)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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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과 같이 에 대한 제약식으로, 임의의 O-D쌍 간의 최단 경로 상에 입지

가 위치하고, 그 입지한 충전시설이 O-D쌍의 통행량을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제약식 (2.8)은 식 (2.3)과 동일한 시설입지의 수 제약이며 제약식 (2.9)

는 식 (2.4)에 의 특성을 추가한 형태이다.

Kuby and Lim (2007)은 충전소의 입지가 네트워크의 노드 상에 입지하는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의 링크상에 위치하고 그 위치

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목적식과 제약식은 FRLM을 활용

하였으며, 충전입지의 위치가 링크상에 위치하게 되면서 FRLM을 통하여 연산

된 최대 처리 교통량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를 비교 및 분석하

였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added-node dispersion problem (ANDP)으로 정

의하여 제시하였다. Vehicle range의 변화에 따른 그 영향도 소규모 네트워크

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Upchurch et al. (2009)에서는 충전시설의 용량제약이 추가적으로 고려되

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충전시설이 그 용량에 관계없이 통과하는 모든 통

행량을 처리한다고 가정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각 충전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였다. 기존의 FRLM을 용량제약 고정비용입지모형 (capacitated 

fixed-charge location problem)과 유사한 형태로 변형한 capacitated flow 

refueling location model (CFRLM)을 목적식으로 사용하였다. 미국 애리조나

의 실제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용량제약이 없는 경우의 

통행성공 확률에 비하여 용량제약이 있는 경우 통행에 성공하는 비율이 더 작은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2010)은 FRLM이 최단 경로 상에 위치하는 후보입지만을 선택하여 

운전자들의 충전행태를 모사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단경로가 아

닌 곳에 위치한 시설로 우회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deviation-flow refueling location model (DFRLM)으로 명명하였으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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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식과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Maximize




 (2.10)

subject to


∈
 ≤ ∀∈ (2.11)


∈

 ≥ ∀∈ ∈ (2.12)

 ≥ ∀∈ ∈ (2.13)


∈
   (2.14)

∈                    ∀∈ ∈ ∈ ∈ (2.15)

여기서,

 = 최단경로에 배정된 O-D 쌍의 index

 = 우회 경로의 index

 = 시설입지 후보지의 index

 = 시설 조합의 index

 = O-D 쌍의 집합

 = 모든 우회경로의 집합

 = O-D 쌍 의 우회경로의 집합

 = 시설입지 후보지들의 집합

 = 조합 에 포함된 시설입지 후보지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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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조합의 집합

 = O-D 쌍 의 우회경로 로 통행가능한 시설 조합의 집합

 = 입지할 시설의 수

 = 에 배정된 통행량

 = O-D 쌍 의 통행량 중 우회경로 로 우회하는 확률

 = 에 시설이 입지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O-D 쌍 의 통행량이 우회경로 에서 처리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조합 에 포함된 후보지가 모두 선택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상식적으로 우회를 고려하게 되면 더욱 높은 수준의 통행 성공확률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모든 차량이 우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

하는 거리에 따라 우회하는 통행량의 확률을 가정하여 표현하였다. 즉 우회할 

수 있는 경로의 거리에 따라 우회경로를 선택하는 확률이 특정 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우회 확률의 계산은 우회거리와 확률의 관계에 따라 선형 관계, 

반비례 관계, 지수함수 관계 등 5가지의 경우를 가정하여 그 각각의 결과를 제

시하였다. 5가지 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no decay  (2.16)

linear 


(2.17)

exponential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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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edistance  ⋅ (2.19)

sigmoid 


⋅ 


(2.20)

여기서,

 = 우회거리

 = 참조거리(함수 형태를 조정하기 위한 임의의 변수)

 = 우회 확률

Capar and Kuby (2012)는 기존의 FRLM에서 별도로 처리되었던 후보 입

지의 조합을 선정하는 과정을 제약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혼합이진정수문제

(MBIP, mixed binary integer programming model)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후보입지 선정 과정을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하여 별도로 발생시켜서 목

적식에 적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효율적인 문제를 구성하였다. 플로리다 대규모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성능을 평가하였으나, 기존연구에 비하여 사용하는 메모

리는 감소하였으나 실제 연산 속도가 더 오래 소요되었다.

Kuby and Lim (2005)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온 FRLM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maximum covering 문제를 기반으로 제시되었

다. 이는 외생적으로 결정된 입지의 수에 따라 처리하는 통행량을 최대화시키는 

형태의 문제이다. 이에 비해 Wang (2008)은 동일한 충전 입지와 관련된 문제

를 set covering 문제를 이용해서 표현하였다. Set covering 문제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모든 통행량을 처리하면서 그 입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

지의 위치와 입지의 수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 예로 연속류 도로에서 전기 오

토바이의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Wang and Lin 

(2009)은 이러한 모형을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하였으며, Wang and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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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에서는 set covering 문제와 maximum covering 문제를 함께 고려한 

다중 목적문제(multi objective problem)로 확장하였다.

2.2 전기차 충전시설 입지 관련 연구

대부분의 대체연료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입지는 기존의 주유소와 유사한 형

태를 보인다. 하지만 전기차는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전기차만의 충전시설 입

지에 대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기차의 충전시설

은 그 충전시간이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하여 다소 길며, 전기선이 연결된 곳이

라면 어느 곳이든 시설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 주변과 같이 장시

간 주차가 필요한 주차장이 주된 충전가능지역이 된다. 또 화석연료나 기타 대

체연료가 유조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 것에 비하여 전기는 전선을 비

롯한 기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충전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

양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특성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황상규 외(2012)는 세계 각국의 전기차 추진사례를 총괄적으로 조사하였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중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수준 및 보

급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된 국가에서는 충전소의 위치에 따른 효율

성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예산제약과 보급목표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준에 집중

하고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Greater London 

Authority(2009)에서는 런던시 전기차 보급 상황에 따른 인프라 구축전략을 

제시하였다. 충전인프라를 사적 인프라(private charging infrastructure)와 공

적 인프라(publicly accessible charging infrastructure)로 분류하여 구축전

략을 제시하였다. 사적 인프라는 가정과 직장에 설치되는 충전인프라를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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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주차장 비율과 승용차통행비율을 통해 지역별 필요량을 산정하였다. 공적 

인프라는 사적 인프라가 구축된 기반 하에 전기차 hotspot을 통해 가장 설치가 

필요한 행정구역을 결정하였다. 

Morrow et al. (2008)은 미국 전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의 보급 결과와 승용차 통행의 패턴분석을 통해 PHEV 충전인프라 구축과 배터

리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충전인프라 설치를 위한 비

용과 배터리 성능향상을 위한 비용의 비교를 통한 비용분석을 통해 충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더욱 효율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Efthymiou et al. (2012)은 

multi-criteria analysis(MCA) 분석법을 이용하여 그리스, Kalamaria 지역의 

최적 충전시설입지를 결정하였다. 지역의 인구, 관심도, 평균 수입, 주차장이격

거리 등의 GIS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을 grid형태로 구분하고 최적의 grid를 결

정하였다. 고준호 (2011)는 서울시에 그린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완속충전시설은 대규모 주차장에 일정비율 설치가 합리

적임을 제시하였다. 또 급속충전시설은 운전자들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이 최우

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간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은 각 도시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

기차 도입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보조요소로 사용된 연구들이었다. 

입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보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입지의 수를 결정하거나, 보급

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또는 운전자의 행태만을 고려하는 수준에 머물렀

다.  이러한 연구들 이외에 실제 입지 결정을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Ip et al. (2010)은 가정과 직장 주변의 충전시설이 아닌 공공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속과 완속충전시설에 대한 분류는 별도로 없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거 형태가 공공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 충전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도로 통행량을 나타낼 수 있는 도

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각 grid별로 포인트의 크기를 지정한 후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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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링 기법으로 지역을 세분화하여 대상지역의 수요와 비용을 고려하여 충전

소를 할당하였다. Hanabusa and Horiguchi (2011)의 대상은 별도의 지정이 

없으나, 통행 중에 충전을 한다는 가정으로 보아 공공 충전시설로 볼 수 있다. 

전기차의 충전에 소요되는 통행시간과 대기시간, 충전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 

통행에 소요되는 통행비용을 최소화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 각 충전소의 전

기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엔트로피 최대화 이론을 도입하여 문제를 구성하

였다.

Ge et al. (2011)은 통행수요, 통행요금, 통행거리, 통행시간을 고려하여 이

용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입지의 위치와 충전시설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격자형

으로 지역을 분할하여 각 구역을 입지후보로 가정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하

여 후보 입지를 선정하였다. Wang et al. (2011)은 배터리 교환시설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였다. 충전수요와 운영비용, 

고정비용을 고려하여 충전소 관리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문제를 구성하였다. 

Frade et al. (2011)는 완속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주차 시간 동안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밤에는 거주지 주변의 후보지가, 낮에는 근

무지 주변의 후보지가 선택된다. Maximum covering 문제로 문제가 정의 되었

으며,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Gradual Cover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결국 입

지의 수가 주어진 경우 각 충전소의 규모를 함께 결정하였다.

Chen et al. (2013)도 완속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시설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거주지의 주차시설은 제외하였다. 각 주차시설의 수요 및 

주차시간을 예측하는 모형을 도입하여 주차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충전시

설의 입지를 결정하였다. 주차 수요와 관련이 있는 인구구성, 주차비용과 같은 

지역대표지표와 주변도로 네트워크의 구성과 대중교통 정류장의 존재 여부, 차

종과 같은 교통지표와 통행활동지표를 통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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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충전소 입지문제 검토 및 본 연구의 개선 방향

충전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연구는 그 입지 대상과 방법론 등이 매우 다양하

게 발전되어 왔다. 다양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기호 내용

문제유형

MC Maximum Covering

SC Set Covering

MOC Minimum Operational Cost

EM Entropy Maximization

MUL Minimum Users' Loss

MNI Maximum Net Income

MAC Minimum Access Costs

입지대상

CS 편의점 (Convenience Store)

AF 대체연료차 충전시설(Alternative-Fuel)

NC 전기차 완속충전시설(Normal Charger)

BS 전기차 배터리교환소(Battery-Switch)

EV 전기차 충전시설(급속과 완속의 구분 없음.)

공간적 범위
INT 지역간(Intercity)

INN 도시부(Innercity)

출발지 연료잔량
D 고정 출발지 연료잔량(Deterministic)

S 확률적(Stochastic)

차량 

이동경로

EXO 외생변수(Exogenous), All-or-nothing 기반

ENDO 내생변수(Endogenous)

공통 - 해당사항없음

<표 2.1> 충전시설 입지에 관한 기존연구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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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 제시된 표기법을 이용하여 이전 장에서 검토된 연구들을 <표 

2.2>과 <표 2.3>에 제시하였다.

기존문헌 문제유형
입지

대상

공간적 

범위

출발지 

RFR
통행배정

Hodgson (1990) MC CS - - EXO

Kuby and Lim   

(2005)
MC AF INT D EXO

Kuby and Lim   

(2007)
MC AF INT D EXO

Wang (2009) SC AF - D EXO

Upchurch et al. 

(2009)
MC AF INT D EXO

Wang and Lin   

(2009)
SC AF INT D EXO

Kim (2010) MC AF INT D EXO

Wang and Wang   

(2010)

MC+SC

7)
AF INT D EXO

Kim and Kuby   

(2012)
MC AF INT D EXO

Capar and Kuby 

(2012)
MC AF INT D EXO

<표 2.2> FRLM에 관한 기존연구

7) Maximum Covering 과 Set Covering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다목적 모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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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문헌 문제유형 입지대상 공간적 범위

Ip et al. (2010) MOC EV -

Hanabusa and Horiguchi (2011) EM EV -

Ge et al. (2011) MUL EV -

Wang et al. (2011) MNI BS -

Frade et al.   (2011) MC NC INN

Chen et al. (2013) MAC NC INN

※출발지 RFR, 차량이동경로, 통행배정에 대한 고려는 없었음.

<표 2.3> 전기차 충전시설 입지 모형에 관한 기존문헌

기존연구들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체연료 자동차의 지역간 통행에 요구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연구는 

FRLM(Flow Refueling Location Model)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FRLM관련 연구는 Hodgson (1990)의 편의점 입지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기본 모형은 maximum covering 모형을 따르고 있으며, 제약식의 

추가를 통하여 충전시설의 용량제약, 입지의 위치이동, 경로우회 등을 구형하였

다. 하지만 대체연료 자동차의 지역간 통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

치게 단순화된 가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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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현실적인 가정은 모든 차량이 최단 통행거리 경로 상에 배정되고, 충

전시설의 입지가 최단 통행거리 경로에 위치하지 않으면 통행이 실패한다는 것

이다. 실제 통행은 대부분 통행시간을 기반으로 한 통행을 하고 동일한 O-D쌍

의 통행량이 모두 동일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드문 상황이다. 또 다른 가정은 

충전시설에 충전을 위해서 경로를 우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운

전자들은 연료의 잔량이 부족한 경우,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수정하여 우회하

는 운전행태를 보인다. Kim (2010)의 경우, 우회가 가능한 것을 고려하였으나, 

우회하는 확률을 가정하여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모든 차량의 RFR이 동일

하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차량의 RFR은 다양하며, 연료잔량이 부족한 경우와 

충분한 경우의 충전행태는 상이하게 된다.

둘째, 전기차의 충전시설 입지에 관한 연구는 전력사용량, 운영수익 최대

화, 비용 최소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도시부는 지방부에 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도입초기에 전기차의 충전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차 충전입지는 도시부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도시

부, 지역간도로, 전국의 순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부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완속충전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있더라도 충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긴급 충전시설로서 급속충전

시설의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연구 

중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기존문헌 고찰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상의 기존 문헌의 검토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개선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의 입지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기차의 

도입은 도시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전기차 충전입지는 도시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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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기차의 충전인프라는 주거지 주변의 장기간 주차가 가능

한 주차장에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탄생하였으나 도시

부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완속충전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있더

라도 충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긴급 충전시설로서 급속충전시설의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주요한 도시부 급속

충전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기존연

구와 본 연구의 관계는 <표 2.4>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간적 범위

충전시설종류

도시부 도시간 및 미분류

급속충전 본 연구 -

완속충전
Frade et al. (2011)

Chen et al. (2013)
-

배터리교환 - Wang et al. (2011)

미분류 -

Ip et al. (2010)

Hanabusa and Horiguchi (2011)

Ge et al. (2011)

<표 2.4>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관계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은 이동경로 중에 충전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기존연구는 FRLM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이는 전기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FRLM의 개발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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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연구의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가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부 급

속충전시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도시부는 혼잡이 심하기 때

문에 최단 통행시간 경로에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도시부 차량의 운

행은 최단 통행거리 경로가 아닌 최소 통행시간 경로를 통하여 통행이 이루어지

고 있다. 또, 최단 경로에 배정된 차량이 경로 상에 위치하지 않으면, 주변의 충

전소로 우회할 수 있게 가정한다. 같은 수의 충전시설로 더욱 많은 차량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는 현상을 모사 할 수 있게 되며, 실제 충전 또는 우회할 의사가 

있는 운전자들의 행동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RFR이 차량별로 다르며 출발지 별로 전체 차량의 RFR은 확률적 

분포를 따른다. 도시부의 통근통행과 같은 짧은 통행을 고려하면 다양한 RFR을 

가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출발지와 목적지의 차량이 서로 다른 충전

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통행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충전을 하기 위

해 최소 통행시간 경로에서 우회하면서도 각 차량의 RFR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 가장 적게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상황을 모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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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모형의 설계

본 절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통해 도출된 개선점을 적용하여 전기차의 

도시부 급속충전시설 입지를 모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입지모형에 이용

자의 합리적 통행행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main problem에 시설입지모형을 구

성하고, sub problem에 통행배정모형을 적용하여 bi-level model을 구성한다. 

이동 경로 상의 시설입지모형인 flow refueling location model을 기반으로 도

시부의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충전행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의 입지모형을 구성한다. 

3.1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모형화하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기본 가정을 검토하고, 모형 설계에 사용되는 기호를 정의한다. 3.2절에서는 전

기차 급속충전시설 입지모형을 구성한다. 먼저 확률적 RFR을 반영하기 위한 방

법론을 검토하고, 목적식을 설정한 후 제약식 및 하위모형을 포함한 전체 모형

식을 구성한다.

3.1 문제의 범위 및 전제

3.1.1 기본 가정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입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가정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기종점간 거리가 

VR보다 가까운 경우에 한하여 분석한다. 즉, 통행 중 충전횟수가 1회를 초과하

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본 가정은 일반적으로 통근목적통행이 전체 통행의 대부

분을 차지하며, 통근 통행자가 통행 중 여러 번 충전할 확률이 현저히 낮은 특성

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조사된 수도권 통행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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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평균통행거리가 12.89km로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차의 VR에 비하여 

크게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출발지의 RFR은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출발지의 RFR은 모

두 동일한 값이 아닌 다양한 값을 보인다. 이는 각 차량의 vehicle range 및 

state-of-charge 값이 다양함에 따른 것이다. RFR은 관측에 따른 분포를 따

르거나 특정 형태의 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 가정은 차량의 충전 특성을 반영하

기 위한 것이다. 기존 화석연료 차량의 경우 주유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으

므로 이동 중 주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발 시 연료잔량이 차량운행 여부 및 

경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반면 전기차의 경우, 도입 초기의 

수단으로서 충전시설이 부족하므로, 차량운행 여부 및 통행경로를 결정하는 주

요한 특성으로 반영된다.

셋째, 통행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하며, 이는 출발지에서의 RFR 및 통행

실패 패널티에 따라 결정된다. 출발지 RFR이 기종점간 통행거리보다 길 경우 

운전자는 중간 급속충전 없이 통행하게 되며, 이를 ‘충전불필요통행’이라 한

다. 출발지 RFR이 기종점간 통행거리보다 짧은 경우, 이를 ‘충전필요통행’이

라 하며, 이 중 통행 중 급속충전을 통하여 통행이 가능한 경우를 ‘충전성공통

행’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RFR이 짧아 충전소 경유가 불가능하거나, 우회거

리가 너무 먼 경우 전기차를 이용한 통행을 포기하고 타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

하는 것을 ‘충전실패통행’이라 한다. 즉, 출발지의 RFR에 따라 충전 여부 및 

전기차 통행 여부가 결정 되며 그에 따라 통행량이 세분화된다. 사용자가 충전 

시 겪는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하여, 사용자는 출발 시 전기차의 RFR에 따라 통

행 중 충전소 경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가정은 전기차 및 충전 행태 특성

을 반영한다. 이 때, 전기차 배터리의 소모는 통행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

한다. 냉난방, 음향시설, 조명과 같은 비동력 요소에 의한 전력소비, 신호와 혼

잡으로 인한 반복적인 정차와 가속으로 인한 전력소비, 도로의 구배로 인한 전



- 35 -

력소비와 같은 추가적인 전력소비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교통량 배정은 user equilibrium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각 통행

은 충전실패비용과 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택된 충전소를 경유하면

서도 본인의 통행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통행하게 된다. 

3.1.2 기호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으며, 그 주요 관계는 표 3.1에서 제

시한 바와 같다.

집합

 = 노드 집합 (indexed by )

 = 링크 집합 (indexed by )

 = 기종점간 경로 집합 (indexed by )

 = 기점 집합 (indexed by , ⊂)

 = 종점 집합 (indexed by , ⊂)

 = 후보지 집합 (indexed by  or ′, ⊂)

결정변수

 = 후보지 에 충전소가 입지할 경우 1, 그 외 0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통행 중 충전소 를 이용하는 비율. 

(≤ ≤)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통행 중 통행실패하는 비율

 = 가 출발지 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이면 1, 그 외 0

 = 링크 의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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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관련 변수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총 수요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충전 성공 수요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전기차 통행실패 수요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충전 불필요 수요

 = 후보지 에 충전소가 입지할 경우 1, 그 외 0

 = 가 출발지 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이면 1, 그 외 0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통행 중 충전소 를 이용하는 비율. 

(≤ ≤)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통행 중 전기차 통행을 포기하는 비율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통행 중 충전이 불필요한 비율

 = 기점 와 종점  간 최소 연료소모가 이루어지는 경로의 연료소모량

′ = 세 노드 , , ′에 대하여  ≤′이면 1,   ′이면 0

링크 관련 변수

 = 링크 의 통행량

 = 링크 의 통행시간

 = 링크 의 연료소모

노드, 링크, 경로 복합 변수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통행 중 경로 를 통행하는 통행량


  = 링크 가 기점 에서 종점 로의 통행 중 경로  상에 있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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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수 관련 변수>

 = 충전소 입지 개소

<가중치 관련 변수>

 = 통행실패 패널티, 통행실패로 인한 추가 통행비용

 = 


를 고려한 가중치

<RFR 관련 변수>

 = 1회충전 주행가능거리(Vehicle Range)

 = 연료잔량(Remaining Fuel Range)(≤≤)

 = 출발지 의 각 차량 연료잔량에 대한 확률분포함수

 = 의 누적분포함수

 = 기점 에서 종점 로의 통행 중 통행이 불가능한 비율 (= )

전체 충전 실패 불필요

 =  +  + 

1 = 


 +  + 

=·


 =·
=·

<표 3.1>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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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입지 문제 모형화

앞에서 밝혔듯이 전기차의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의 입지모형은 전기차와 충

선시설의 특성 및 충전행태를 반영하여 이동 경로 중에 위치하는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모형으로 제시된다. 기존연구에서 이동 경로 상의 시설입지모형으로 

제시된 flow refueling location mode(FRLM)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차별점을 

고려하여 모형화한다. 

그 중 통행 중 충전은 1회 이하에 한정된다는 가정을 통하여 기존 flow 

refueling location model (FRLM)에서 ‘충전소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대신 출발지의 연료잔량이 차량별로 상이하며 그 분포

는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그에 따라 각 차량은 출발지 연료잔량에 따라 전

기차 통행여부 및 충전여부를 선택한다는 가정, 그리고  각 차량은 user 

equilibrium에 따라 통행한다는 가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bi-level location 

model로 문제를 구성한다. 

본 모형의 의사결정 단계는 ‘입지 선정’, ‘충전소 선택’, ‘통행 배정’

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2, 3단계에서의 충전소 

선택 및 통행 배정 결과를 필요로 하며, 2단계 충전소 선택 단계에서는 1단계에

서 선정된 입지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3단계 통행배정 단계에서는 1, 2단계에 

의한 입지 및 충전소 선택 결과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모형은 상호 정보 교

환이 필요한 복합 모형으로 구축될 수 있다. 

3.2.1 RFR에 따른 통행량 산정 방법론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VR)를  , 배터리 충전율(state-of- 

charge: SOC)을 , 현 연료잔량(RFR)을 이라 하면,   ⋅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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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터리 충전상태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 비율값이므로, RFR 값은 0에서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각 차량의 연료잔량에 대한 확률분포함수

를 이라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





 

이 때, 의 누적분포함수를 이라 하면, 누적분포함수 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   (여기서, ≤≤)

 

  

각 차량이  이하의 RFR을 가질 확률() 및  이상의 을 가질 

확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3.1)

≥



   (3.2)

기점 에서 종점 까지 통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료소모량을 라 하면, 

 인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며, 그 비율은 과 같다. 이를 라 표현

한다.  , 간 통행하고자 하는 전체 통행량을 라 하면 충전 불필요수요 는 

 인 통행량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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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 간 직접 통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충전소를 경유하여 충전하게 된다. 충전

이 필요한 차량은 충전소 경유 가능여부에 따라 충전이 가능한 차량 와 충전

이 불가능한 차량 로 구분된다. , 간 수요 중 충전실패수요 는 기점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 에서 충전 불가능한 수요와 동일하다. 

 
 



 × (3.4)

충전 성공수요는 총 수요에서 충전 불필요수요와 충전 실패수요의 차로써 산

출할 수 있다. , 간 통행 중 충전소 에서 충전이 가능한 수요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5)

  × (3.6)

3.2.2 목적식 구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 간 수요 는 충전 성공차량, 충전 불필요차량, 통행 

실패 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충전 불필요 차량은 기점 에서 종점 까지 직접 

통행하게 되며, 이 때 간 수요는 user equilibrium에 의하여 각 링크에 배

정된다. 충전 성공차량은 기점 에서 충전소 를 거쳐 종점 까지 통행하게 되

며, 간 및 간 수요 또한 user equilibrium에 의하여 배정된다. 충전 실

패 차량의 경우, 전기차 대신 택시 등의 대체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수요는 충전 불필요 차량과 마찬가지로 기점 에서 종점 까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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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통행하게 되나, 통행비용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기차 보급단계에서의 충전소 설치는 최대한 많은 수요를 처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존 최적경로로 통행하던 차량들이 충전소를 경유하기 위

하여 우회할 경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통행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충전실패 

최소화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차량들의 우회거리가 증가하게 되며, 반대로 우

회거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 충전 실패 차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존 

혼잡한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충전하고자 하는 차량이 유입되어 혼잡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화석연료 소비 및 온실가

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것이므로, 혼잡 가중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전소를 건설함으로

써 충전실패로 인하여 가중된 통행비용 및 통행 가능 차량의 총 통행비용을 최

소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2.3 수학적 모형 제시

본 연구의 수학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MAIN PROBLEM

min







  


 (3.7)

subject to




  (3.8)

 ≤ ∀ (3.9)

 ≥
′
′′  ∀ (3.10)

 ≥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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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2)

 
′
′′ ≥   ∀ (3.13)

 ≥ ∀ (3.14)

   ∀ (3.15)

SUB PROBLEM

min





 (3.16)





   ∀ (3.17)





 



 ∀ (3.18)





 



 ∀ (3.19)

여기서,

    ∀ (3.20)

 







⋅

 







⋅

 







⋅

     ∀ (3.21)

본 모형의 목적식은 네트워크 총 통행시간과 통행실패의 가중 통행비용의 합

을 최소화하고자 한다(식 3.7). 식 3.8는 건설 가능한 충전소 수를 의미한다. 현

실적으로 건설 가능한 충전소 수는 건설비 등의 이유로 제약된다. 이 부분은 충

전소 건설 단가를 알고 있을 경우, 총 건설비 제약 등의 모형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식 3.11은 충전소가 입지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



- 43 -

약을 두기 위한 식이다. 

식 3.12은 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 를 탐색하기 위한 제약식이다. 만약 

기점 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라면, 를 포함하여 와 같거나 보다 먼 곳

에 입지한 충전소(    ,   )의 수는 개이다. 따라서 


의 

값이 과 같다면   , 만약 그보다 작다면   의 값을 갖게 된다. 

식 3.13는 통행 실패하는 비율인 를 정의하는 것이다. 만약, 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 (   )가 종점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가깝다면 (  ) 기

점 에서 충전소 까지 통행하지 못하는 비율인 가 통행실패비율이 된다. 반

면, 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종점보다 먼 곳에 존재한다면 기종점간 거리를 

통행할 수 없는 비율인 가 통행실패비율로 설정된다. 

식 3.14는 충전실패하는 비율 와 모든 충전소 에 대하여 충전성공하는 

비율의 합은 , 간 거리를 충전없이 통행할 수 없는 비율인 와 같아야 한다

는 제약식이다. 식 3.15는 어느 기점 와 충전소 에 대하여, 충전소 보다 가

까운 곳에 입지한 충전소를 이용하는 비율과 충전실패비율의 합이 충전소 까

지 도달하지 못하는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충전소 

가 종점 과 같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  )에는 충전소까지 운행하지 

못하는 수요()를 만족해야 하며, 만약 종점 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

(   and   )에는 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충전수요의 비율을 나타내는 와 충전실패비율 는 비음인 값을 가져야 

하며, 충전소 입지 변수 와 가장 가까운 충전소임을 나타내는 변수 는 0 또

는 1의 값을 가져야 한다. 

Sub problem은 이용자 평형 통행배정모형이다. 이 때, 충전소를 경유하는 

통행은 기점부터 충전소까지의 통행, 그리고 충전소부터 종점까지의 통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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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적용한다. 그 결과 네트워크 총 통행량은 충전성공 통행량만큼 증가하

게 된다. 

만약, 각 링크의 통행비용함수가 교통량에 대하여 독립적인 함수일 경우, 위 

bi-level 모형은 다음과 같은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으

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때, 는 에서 로의 통행 중 충전소 를 경유할 경우

에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min







   



 (3.22)

subject to




  (3.23)

 ≤ ∀ (3.24)

 ≥
′
′′  ∀ (3.25)

 ≥   ∀ (3.26)

 


 
 ∀ (3.27)

 
′
′′ ≥   ∀ (3.28)

 ≥ ∀ (3.29)

   ∀ (3.30)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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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알고리즘의 개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입지문제는 UE assignment problem을 하위문제로 

포함한 mixed integer non-linear programming (MINLP) 문제이다. 본 문제

에는 충전소 입지 결정변수 , 기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충전소 탐색변수 , 

전기차 통행실패비율  및 충전성공비율 , 각 링크 통행량  등의 5가지 

결정변수가 존재한다.

그 중 입지결정문제는 NP-hard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4개 변수는 

polynomial time 안에 최적해 탐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으로 입지문제의 근사해를 도출할 수 있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그 

sub problem으로 , , , 값을 도출한 뒤 목적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법 알고리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1절에서는 일반적인 시설입지문제 해결을 위

한 해법 알고리즘을 검토한다. 4.2절에서는 가 정해져 있을 경우, 를 계산하

고, , 를 도출하기 위한 LP문제를 구성하며, 링크통행량 를 도출하기 위

한 Frank-Wolfe algorithm을 검토한다. 4.3절에서는 sub problem을 포함하여 

를 결정하기 위한 modified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을 제시한다. 

4.1 알고리즘 관련 연구

시설 입지 선정문제는 대표적인 NP-hard 문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규

모 네트워크에 적용할 때에는 가능한 시간 내에 전역해 또는 근사해를 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지모형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greedy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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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이다. Greedy 알고리즘은 이전 단계의 최적해를 기반으로 현재의 최적해를 

탐색하는 방식이다. 개의 후보지 중 1개의 시설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의 복

잡도를 갖지만, 시설입지 개수가 증가할수록 복잡도는 ,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개의 후보지 

중 개의 시설입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의 복잡도를 갖게 된다. 

Greedy 알고리즘은 일 때의 최적해를 기반으로 일 때의 최적

해를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시설입지 개수가 증가할수록 복잡도는 

,  등으로 복잡도가 선형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

라서 전체 복잡도는 의 복잡도를 갖는다. Greedy 알고리즘은 복잡도를 획기

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나, 유일해를 가지지 않을 경우 국지해에 빠질 수 

있어 최적해 또는 근사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greedy adding and substitution algorithm, Myopic 

algorithm 등이 개발되어 있다(Daskin, 1995).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은 국지해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어 해의 성능을 보장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역 최적해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은 branch and 

bound algorithm, branch and cut algorithm (branch and bound algorithm 

using linear programming relaxation) 등이 있다. 이는 주로 작은 예제 네트

워크에 적용하여 수리모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거나, 휴리스틱 방법으로부터 

구한 해의 성능을 비교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전역 최적해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은 복잡도가 높아 네트워크 규모가 확

장되면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Lagrangian relaxation 

algorithm, column generation algorithm, Bender’s decomposition 

algorithm, Danzig-Wolfe method 등의 decomposition 알고리즘이 개발되었

다. 이는 복잡한 모형들을 비교적 풀기 쉬운 하위문제로 분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Heuristic Algorithm들과 비교해 비교적 전역해에 더 근사한 해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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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많은 경우 lower bound와 upper bound의 차이를 통해 전역해에 대

한 최대 오차를 구하여 해의 성능비교에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Lagrangian relaxation algorithm은 원문제의 풀이가 복잡도가 

높은 경우, 복잡도를 낮추는 기법이다. 제약식에 라그랑지 승수를 곱하여 목적

식에 더해줌으로써 완화문제를 생성한다. 완화문제의 최적해는 원문제보다 좋

은 목적식을 가지므로 원문제의 한계 값이 될 수 있다. 최소화 문제에서는 이 값

이 하한경계가 된다. 또한 완화문제에서 산출된 해를 기반으로 실행가능 근사해

를 도출하여 목적식 값을 계산하여 상한경계 값 또한 도출할 수 있다. 즉, 알고

리즘 수행 과정에서 목적식의 상한경계와 하한경계를 반복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일정 오차범위 내에서 근사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기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현실 네트워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대규모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Meta-Heuristic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대표적인 Meta-Heuristic 기법으로는 유전자 알고리즘, tabu search 

algorithm, simulated annealing method 등이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전역탐색법으로서, 자연세계의 진화과정을 기

초로 한 계산모델이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복수의 실행 가능해 집단 중 선택, 교

배, 돌연변이 등 유전법칙의 메카니즘을 적용하여 세대를 진행시킴으로써 최적

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유전자 알고리즘은 각 

세대의 우수한 모집단을 만들고 개선함으로써 병렬성을 내재하게 하는 기법이

다. 결국 우수한 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최적해의 공간적 탐색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Kuby et al.(2009), Capar and Kuby (2012) 등은 대규모 

네트워크에의 적용을 위하여 이와 같은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자 알

고리즘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소요하여 효율적으로 해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출한 해가 최적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해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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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tabu search algorithm은 크게 초기해 발견 과정과 초기해 개

선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해 발견 과정은 고객과 설비 사이 거리 구조를 

고려하여 비용 효율적인 초기해를 설정한다. tabu search algorithm은 해 이동

을 기본 연산자로 사용하며, 현재해로부터 한 번의 이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

웃해를 정의한다. 이웃해 중 이전에 탐색한 해를 다시 고려하지 않기 위하여 최

근에 탐색한 해를 타부리스트(Tabu List)에 저장한다. 결국 Tabu search 

algorithm은 검색하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타부리스트를 이용하여 해 탐색 과

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Glover and Laguna, 1997).

Simulated annealing method는 이웃탐색법을 개선한 알고리즘이다. 

simulated annealing이라는 용어는 금속공학의 담금질에서 왔다. Annealing은 

금속재료를 가열한 뒤 조금씩 냉각해 안정된 결정상태의 고체를 얻는 과정을 말

한다. 이 과정에서 그 금속재료의 자유에너지는 최소화된다. 온도가 높을 때에

는 액체상태로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 갈수록 점

점 일정한 구조로 배열하게 되며, 온도를 빨리 낮추면 가변적 안정 상태를 구하

게 된다. 

이웃탐색법에서는 좋지 않은 해로의 이동을 금지하였지만, simulated 

annealing method에서는 확률적으로 좋지 않은 해로의 이동을 허용하게 되는

데, 이 때 적용되는 개념이‘온도’이다. 초기에는‘온도’를 높게 하여 좋지 

않은 해로의 이동확률을 크게 하며, 탐색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온도를 낮추어 

좋지 않은 해로의 이동확률을 작게 만든다. 온도를 너무 급속히 낮추면 평형상

태를 이루어도 최소에너지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적으며, 너무 천천히 낮추면 최

소 에너지에 도달할 확률은 커지지만 많은 반복을 필요로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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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충전소 할당 및 통행배정 과정

4.2.1 충전소 할당 과정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전소 입지가 결정되면 는 식 4.5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 가 결정되고, 링크통행비용이 고정된 상태에서 원 

문제는 식 4.1-8과 같이 LP문제로 변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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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통행 배정 과정

본 연구의 통행배정과정은 Frank-Wolfe 알고리즘이라 알려진 convex 

combin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모든 반복단계에서 목적함수

의 선형근사를 기초로 하는 feasible descent method이다. 이는 매 반복에서 

함수의 강하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선형근사식을 도출해야하며, 하강 방향으

로의 이동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목적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값을 찾는다. 

초기단계는 모든 링크 통행량이 0인 상태에서 각 링크의 통행시간을 산출하

여 최단경로로 전량배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최단경로 알고리즘이 사용되

며, 앞서 후보 노선 집합 생성에 사용하였던 Floyd-Warshall 알고리즘을 사용

한다. 

1단계는 링크통행시간 재산출 단계이다. 현재 단계의 링크통행량 
을 기반

으로 링크통행시간을 계산한다. 2단계에서는 목적함수 강하방향을 탐색하기 위

하여 임시가능해를 산출하는데, 이 단계에서 현재 단계의 링크통행시간을 기반

으로 한 최단경로로 전량배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임시해를 
라 한다. 

3단계에서는 최적 값을 찾기 위한 선형탐색을 수행한다. 다음 해는 


   가 되며, 이는 

과 
를 연결한 직선을     비율로 

내분한 점에 해당한다. 
을 목적식에 대입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값

을 산정한다. 최적의 값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단일변수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

즘을 적용해야 한다. 본 목적식과 같이 목적함수의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분법은 매 반복마다 전체 구간의 50% 만

큼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4단계에서는 모든 링크 에 대하여 
   로 현재 해를 갱신

한다. 마지막으로, 수렴조건이 맞는다면 멈추고 
를 최적해로 산출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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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를 현재해로 놓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Frank-Wolfe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최적해가 나오면 그 때의 기

종점간 통행시간을 라고 한다. 이는 통행 실패 차량의 가중통행비용을 산출할 

때에 활용하게 된다. 

4.3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적용방법

시설입지문제는 입지의 이산적 특성 때문에 비볼록(non-convex) 최적화 

문제로 정의되며, 이러한 문제는 후보 집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우의 수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최적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정확해를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 시간 내에 근사

해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입지모형 등의 0-1 optimization 문제 연구에서는 simulated annealing 

method, tabu search algorithm 등 descent search 기반 알고리즘이 많이 사

용되었다. Descent algorithm이란 적절한 초기해에서 시작하여 현재 해의 근방

에서 해를 새로 만든 후, 새로 만든 해의 비용함수 값이 현재 해의 비용함수 값

보다 좋으면 새로 만든 해로 이동하여 현재를 갱신한 후 다시 새로운 해를 만들

게 되며, 만약 이와 반대로 현재 해의 비용함수 값이 더 좋다면 현재 해를 고수

한 채 새로운 해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해를 개선해 나간다.

<그림 4.1>은 일반적인 descent algorithm이다. 는 현재 해의 이웃해 집

합이며, 이웃해 중 목적함수의 값을 가장 좋게 만드는 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반복적 개선법은 현재의 이웃해 집합에서의 최적해만 산출하여 전역 최

적해가 아닌 지역 최적해를 산출하고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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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nd initial solution ∈;
Repeat 

  Generate solution ′, a neighbor of ;

  Calculate ′
  If ≤ then   ′;
until ′≥ for all ′ in the neighborhood of ;

<그림 4.1> Descent algorithm in pseudo-code

 

이러한 이웃탐색법이 국부최소점에 빠지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다

각도로 연구되었다. 그 중 Metropolitan algorithm은 비용함수가 좋아지지 않

은 경우에도 해의 이동을 확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해가 국

지해에 빠지지 않고, 다른 이웃해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상태 에서 

약간의 변동을 주어 다음 상태 ′을 만들고 그 목적함수의 차이가 0 이하이면 

변동을 받아들이고, 0보다 크면 변동을 확률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를 

Metropolis 기준이라고 부른다. 이는 식 4.9와 같다.

exp
′  (4.9)

이 때, Metropolis 기준의 값에 따라 좋지 않은 해로의 이동을 허용할 확

률이 달라진다. 값이 클수록 좋지 않은 해로 이동할 확률이 커지며, 값이 작

아질수록 그 확률이 작아진다. 값을 큰 상태에서 시작하여 그 값을 점차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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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해를 탐색하는 방식을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이라 한다.  

Simulated annealing이라는 용어는 금속공학의 담금질(annealing)에서 왔다. 

담금질은 금속재료를 가열한 뒤 조금씩 냉각해 안정된 결정상태의 고체를 얻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그 금속재료의 자유에너지는 최소화된다. 온도가 

높을 때에는 액체 상태로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 

갈수록 점점 일정한 구조로 배열하게 되며, 온도를 빨리 낮추면 가변적 안정 상

태를 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에서는 초기에는 ‘온도’

를 높게 하여 좋지 않은 해로의 이동확률을 크게 하며, 탐색이 진행될수록 서서

히 온도를 낮추어 좋지 않은 해로의 이동확률을 작게 만든다. 온도를 너무 급속

히 낮추면 평형상태를 이루어도 최소에너지상태에 도달할 확률이 적으며, 너무 

천천히 낮추면 최소에너지에 도달할 확률은 커지지만 많은 반복을 필요로 하므

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림 4.2>는 SA의 유사코드(pseudo-code)를 나타낸다 (Eglese, 1990). 

T는 담금질 과정에서의 온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컨트롤 파라메터로서, 좋지 않

은 해로의 이동확률을 결정해준다.

온도를 고정시키고 이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면 결국 고체의 상태분포가 다음

과 같은 볼쯔만분포(Boltzmass distribution)를 따르게 되어 평형에 도달함이 

알려져 있다 (김여근 외, 1997).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은 이와 같은 

이론적인 증명과 많은 실험결과들을 통하여 전역해로의 수렴성이 확인된 방법

이다. 

Simulated anneaing algorithm은 이론적으로는 전체 최적해에 수렴하는 방

법이지만, 실제 적용상에서는 수렴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론적 조건을 변경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적해가 아닌 근사해를 산출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수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행단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SA의 해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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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법, 초기온도 설정방법, 쿨링스케줄, 내부반복수 결정방법, 이웃해 탐색 과

정, 이웃해 수락기준, 종료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Select an initial solution ∈;
Select an initial temperature ;

Set temperature change counter   ;

Repeat

Set repetition counter  ;

  Repeat

  Generate state ′, a neighbor of ;

  Calculate ′;
  if  then   ′
    else if  exp then   ′;
   ; 

  until ;

  ;

 ;

until stopping criterior true.

<그림 4.2>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in pseudo-code

4.3.1 해집합 구성 및 지역 최적해의 갱신

본 연구의 입지모형에는 , , ,  등 네 가지 결정변수가 포함되어 있

다. 그 중 는 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한 가지 값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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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 고정된 상태에서 , 는 선형계획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다. 따라서 

탐색대상 해집합은 의 조합만으로 구성하며, 나머지 결정변수는 앞 절에서 검

토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은 무작위로 선택된 초기해(initial 

solution)부터 시작한다. 각 단계에서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은 현재

의 해에서 미리 설정된 이웃해 집합으로부터 이웃해를 선택한다. 만약 다음 해

의 목적함수값이 현재 해의 목적함수 값보다 좋다면 이웃해는 다음해로 받아들

여진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확률로 받아들여진다. 

exp
′  (4.10)

여기서,  : 해 의 목적함수

′ : 이웃해

 : 현재해

여기서 는 temperature라는 제어계수를 의미한다. 이 과정은 종료기준이 

만족될 때까지 가 서서히 감소되면서 반복된다. 

4.3.2 초기온도 설정

초기온도()는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시작해야 좋지 않은 해 

탐색이동을 수용할 수 있다. 초기′ 값은 해 와 이 값의 이웃해 

′에 대한 목적함수값으로 계산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초기실험을 통해 비용분

포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초기온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나, 해의 이동을 받아들

이는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 경

우와 인 경우의 목적식을 계산한 뒤 그 범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초기

온도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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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쿨링스케줄과 내부반복수

로 시작하여 온도는 개의 연속적인 각각의 단계 내에서는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그때 각 단계들 이후에 고정계수 를 곱하여 단계 이

후 온도를 서서히 낮춰간다. 값은 시간에 대한 비증가함수 형태를 가지게 되

며,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좋지 않은 이웃해 탐색이동을 제외하기 위해

서 설정된 것이다. 

냉각계수)와 반복횟수) 값들은 연산시간과 관련된다. 반복횟수는 온도

값이 낮아질 때 현재 해의 모든 이웃해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웃해 개수의 배수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웃해 집합의 후

보노선 개수가 최대 개 하면, 반복횟수 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4.11)

여기서 는 문제에 따라 적절한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모형의 계산시간이 오래걸리므로, 반복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

라서   로 설정한다. 이로 인하여 국지해에 빠지는 확률을 줄이기 위하여 온

도를 충분히 천천히 냉각시키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쿨링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4.12)

4.3.4 종료기준

이론적으로는 온도가 충분히 낮을 때에 반복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야 한다. 그러나 초기온도에서 시작된 온도갱신은 적어도 몇 회까지는 필수적으

로 수행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후의 온도갱신은 연속적으로 해의 갱신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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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횟수가 일정횟수 이상 발생하면 정지하여 수행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 이

를 통하여 초기온도를 충분히 높여 탐색하더라도 수행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성능이 좋은 해를 찾을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 상기 알고리즘을 모두 종합

하여 다음과 같은 modified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을 제시한다. 

Calculating 

Finding 
(Solving LP)

Finding 
(Solving sub problem)

Objective function evaluation

Initialization
(Initial trial solution)

Variable settings
(Initial temperature, cooling schedule, 

iteration number)

Satisfying the 
Metropolitan criteria?

No

No

Yes

Satisfying the 
stopping criteria for 

cooling? 

Yes

No

Searching for a new trial 
solution

Satisfying the 
stopping criteria for 

annealing?

Solution update

End

Yes

Cooling down the temperature

Start

<그림 4.3> Modified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in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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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검증 및 사례 분석

5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모형이 추가적으로 고려한 가정

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소규모 및 대규모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모형의 연산은 최적화 프로그램 패키지

인 GAMS/CPLEX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5.1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예제 네트워크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9-node의 소규모 네트워크, 24-node의 중규모 네트워크, 그리고 78-node의 

대규모 네트워크 등 세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5.2절에서는 모형 및 해법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5.3절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5.4절에서는 본 연구를 활용하여 분

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적용 결과를 제시한다. 

5.1 적용 네트워크

5.1.1 소규모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Hudgson (1990), Kuby and Lim (2005), Kapar and 

Kuby (2012), Kim and Kuby (2012) 등에서 충전소 입지 선정 모형의 검증

에 사용한 예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의 네트워크

는 25개 노드, 43개의 양방향 링크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절에서는 그 중 9개

의 노드, 15개의 양방향 링크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구조 및 

각 링크의 길이는 <그림 5.1>과 같으며 네트워크의 주요 특성과 기종점 통행량

은 <표 5.1>과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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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NODE 9개

후보입지 9개

Link 15개(양방향)

총링크연장 66km

총 OD량 5,488대

기종점간 최대거리 12km

Vehicle Range 20km

<표 5.1> 기종점 통행량

<그림 5.1> 소규모 예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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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1 2 3 4 5 6 7 8 9 합계

1 - 513 62 71 103 5 11 65 18 847 

2 513 - 363 328 102 6 21 185 58 1,575 

3 62 363 - 92 29 2 6 52 37 643 

4 71 328 92 - 142 4 20 175 22 854 

5 103 102 29 142 - 6 14 62 9 467 

6 5 6 2 4 6 - 4 12 1 40 

7 11 21 6 20 14 4 - 82 3 162 

8 65 185 52 175 62 12 82 - 54 687 

9 18 58 37 22 9 1 3 54 - 203 

합계 847 1,575 643 854 467 40 162 687 203 5,478 

<표 5.2> 기종점 통행량

5.1.2 중규모 네트워크

Sioux-Falls 네트워크는 LeBlanc et al. (1975)에서 처음 활용된 네트워크

로 도로의 연장 및 용량이 제시되어 있어서 도로 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네트

워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기종점간 최대 거리가 12.1km로 실

질적인 Vehicle Range인 100km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본 모

형의 특성을 잘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ioux-Falls 네트워크의 링크 거리를 확장하여 수정된 Sioux-Falls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중규모 네트워크로 활용한다. 네트워크의 구조와 주요 특성은 다음

의 그림과 표와 같다. 그림에서 각 링크 옆의 숫자는 링크의 ID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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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NODE 24개

후보입지 24개

Link 76개

총 링크연장 504km

총 OD량 360,600대

기종점간 최대거리 60.5km

Vehicle Range 100km

<표 5.3> 기종점 통행량

<그림 5.2> 중규모 예제 네트워크



- 63 -

Link Length Cap. Link Length Cap. Link Length Cap.

1 2 1,800 27 1 1,800 53 7.5 2,200

2 1.5 2,200 28 16 1,800 54 14.5 1,800

3 5 2,200 29 6.5 1,800 55 3 1,800

4 1 1,800 30 2.5 2,200 56 1.5 1,800

5 16 1,800 31 1 2,200 57 5 2,200

6 1 1,800 32 3 1,800 58 3.5 1,800

7 0.5 1,800 33 3 1,800 59 4.5 1,800

8 2 1,800 34 1.5 2,200 60 2.5 1,800

9 2 1,800 35 5.5 1,800 61 14.5 1,800

10 1 1,800 36 3 1,800 62 4.5 1,800

11 8.5 1,800 37 1.5 1,800 63 8 1,800

12 8.5 1,800 38 9.5 2,200 64 1.5 1,800

13 16 1,800 39 4.5 2,200 65 2.5 1,800

14 8.5 2,200 40 1.5 1,800 66 8 1,800

15 1.5 2,200 41 2.5 1,800 67 2 2,200

16 4.5 1,800 42 14.5 1,800 68 3.5 1,800

17 2.5 1,800 43 3 1,800 69 2.5 1,800

18 1 2,200 44 2.5 1,800 70 1.5 2,200

19 8.5 2,200 45 6 1,800 71 3.5 2,200

20 16 1,800 46 6.5 1,800 72 1.5 1,800

21 1.5 1,800 47 6 1,800 73 6 1,800

22 5.5 1,800 48 8 1,800 74 1.5 1,800

23 1.5 1,800 49 1 2,200 75 2 1,800

24 1 1,800 50 3 1,800 76 2 1,800

25 2.5 1,800 51 3 1,800

26 2.5 1,800 52 1 2,200

<표 5.4> 중규모 네트워크의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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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현실 네트워크

현실 네트워크는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3개 구를 이용하여 구

성하였다. 수도권교통본부에서 배포한  MTA 2차 OD의 네트워크와 통행량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통과교통량을 제외한 내부 통행량만을 고려하였다. 네트

워크의 구조와 주요 특성은 다음의 그림과 표와 같다.

수요NODE 72개
후보입지 18개 / 72개

Link 1596개
총 링크연장 450km

총 OD량 88,615대
기종점간 최대거리 14km

Vehicle Range 20km

<표 5.5> 기종점 통행량

<그림 5.3> 현실 예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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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급속충전소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충전소 입지 여부에 대

한 결정변수 와, 충전 실패 및 충전소 선택 비율을 나타내는 결정변수  를 

정의하고 모형식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이 적정함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 

O-D 쌍에 대하여 입력변수 및 제약식 변화에 따른  의 변화를 분석하고, 

또한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의 변화에 따른 값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본 모형의 해를 결정하기 위한 solution algorithm을 검토하고,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을 수정 제시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유의한 근사해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2.1 모형의 검증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네트워크의 72개 OD쌍 중 1

번 노드로부터 8번 노드로 통행하는 1개의 OD쌍을 선정하였다. 본 OD쌍은 통

행량이 65통행이며, 기점과 종점간 3개의 최단경로가 존재한다. 

<그림 5.4> 1-8 OD쌍의 최단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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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flow refueling location model에서는 경로를 사전에 입력하기 때문에, 

3개의 최단경로 중 1가지 만을 선택하여 입력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경로를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UE를 하위모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로를 내생변수

화 함으로써 충전소가 입지한 노드를 능동적으로 탐색하여 통행경로를 수정하

는 행태를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번 노드 입지 5번 노드 입지

기존 FRLM

본 연구

주1) 1개 OD쌍 (1→8), 통행량 65

주2) RFR: uniform distribution, 링크통행비용: 통행거리에 비례함을 가정

<표 5.6> 통행경로 내생변수화에 따른 경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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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용자의 통행경로는 충전 필요 여부 및 충전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충전소 할당 변수는 노드 간 연료소모함수에 의하여 제약된다. 

또한 통행실패하는 차량수나 충전을 필요로 하는 차량수는 기점에서의 RFR 함

수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Kim and Kuby (2012), Capar and Kuby (2012) 등의 기존연구에서는 

기점에서 모든 차량의 RFR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차량의 RFR이 확률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RFR을 상수 이라 가정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예제에서는 Capar and Kuby (2012)의 가정과 같이 ×라 가정한다. 

이를 Constant 함수라 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RFR의 분포가 확률분포에 따

른다고 가정하며, 균등분포를 따르는 함수를 Uniform 함수로 명명한다. 선형 

증가하는 함수는 Increase 함수라 하고,  선형 증가 및 선형 감소하는 함수의 

조합을 Cone 함수라 한다. 각 함수의 누적분포함수는 다음과 같다.

 

Constant 함수:   i f ≥
 i f  (5.1)

Uniform 함수:  


× (5.2)

Increase 함수:  




× (5.3)

Cone 함수:    














× i f≤






×





×  i f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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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Uniform (균등분포)

Increase (선형증가)

Cone (선형증가 및 선형감소)

<표 5.7> RFR 가정에 따른 함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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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FR 함수는 함수의 형태 및 VR값에 따라 영향을 받

는다. 다음 표는 RFR 함수 및 VR에 따라 충전소를 선택하고, 경로전환이 이루

어지는가를 검토한 것이다. 

RFR

함수형태
VR=20 VR=40

Constant

Uniform 

(균등분포)

Increase 

(선형증가)

Cone (선형증가 

및 선형감소)

<표 5.8> RFR 함수 가정에 따른 경로전환 검토 (3번 노드에 입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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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최단경로 중 1가지를 사전 선정하여 입력변수로 사용하였

으므로 충전소 입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경로를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충전소 

입지에 따라 충전소 선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제약   인 경우,   인 경우

Given path

(기존문헌)

최단경로

우회 허용,

Nearest 

station에 할당

우회 허용,

우회최소 

station에 할당

주1) RFR: uniform distribution, VR=20 가정

<표 5.9> 이용가능 경로 제약에 따른 경로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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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의 목적식은 충전실패 비용과 네트워크 비용 등 두 가지 비용을 가중

평균 한 형태이다. 가 1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충전실

패비용에 의하여 해가 결정되며, 가 1의 값을 가지면 우회비용은 전혀 고려되

지 않고 충전실패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해가 결정된다. 이는 Upchurch et al. 

(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performance index와 동일하다. 이와 반대로 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충전실패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방

향으로 해가 결정된다. 

 0.0 0.1 0.2~0.9 1.0

배정결과

통

행

비

율

충전실패

()
0.65 0.40 0.35 0.35

3번노드 

충전()
0.00 0.00 0.05 0.30

4번노드 

충전()
0.00 0.25 0.25 0.00

충전

불필요()
0.35 0.35 0.35 0.35

통행실패비용

(veh·km)
549 338 296 296

총통행비용

(veh·hr)
845 845 855 904

<표 5.10> ω에 따른 경로선택 및 목적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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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 0의 값을 가지면 충전실패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회비용만 

최소화하도록 해가 결정된다. 이 경우 충전소 경유를 위한 통행이 전혀 발생하

지 않으므로, 충전이 필요한 모든 차량이 통행실패하게 되어 비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의 값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에 

따른 경로 선택 변화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5.2.2 알고리즘의 적정성 검토

먼저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의 구동 행태를 검토하였다.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은 내부 반복(annealing)과 외부 반복

(cooling)으로 이루어진다. 내부 반복에서는 매번 새로운 해를 탐색하여 임시해

를 만들고, 임시해를 채택하여 해를 개선하거나 (improved), 혹은 해가 개선되

지 않더라도 확률적으로 임시해로 이동하거나 (moved), 혹은 임시해로의 이동

을 거절하게 된다 (rejected). 외부반복에서는 임시해로의 이동여부를 결정짓

는 파라미터인 온도를 점차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외부 반복에서 온도가 점

차 낮아짐에 따라 좋지 않은 해로의 이동 확률이 점차 낮아지며, 이로 인하여 임

시해를 거절하는 횟수가 점차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패턴은 그림 5.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목적식의 변동을 살펴보면, 반복 초기에는 좋지 않은 해로의 이동 확률이 높

으므로 목적식이 큰 폭으로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반복이 계속될수록 목적식의 

편차가 점차 줄어들게 되며, 반복수가 충분히 많을 경우 온도가 아주 낮아지므

로 목적식이 작게 진동하다가 해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하위모형으로 복잡한 NLP문제인 UE 배정모형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적절히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림 5.8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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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내부반복시 임시해 채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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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반복횟수에 따른 목적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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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과 greedy adding 

algorithm, greedy adding and substitution algorithm을 비교 검토하였다. 

greedy-based algorithm은 빠른 시간 안에 해를 탐색할 수 있으나, 지역해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simulated annealing은 cooling 과정과 

annealing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구동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연산 복잡도가 polynomial 하므로, NP-complete problem에 접근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의 중규모 네트워크에 적용한 

바, 입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본 연

구에서 적용한 알고리즘의 구동시간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SA는 복잡도가 작은 경우 최적해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전역해 탐색이 어려운 복잡도가 큰 경우에도 해를 도출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 성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7, 5.8>. 

<그림 5.7> 알고리즘 수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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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입지수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목적식 변화

5.3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입지모형의 변형

본 연구의 모형은 전기차의 특성과 충전행태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구축하

기 위하여 두 가지 주요 전제를 가정하였다. 첫 번째는 각 차량의 출발시 RFR

은 확률적 분포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각 통행은 user equilibrium

의 원칙에 따라 배정된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각 가정을 제약하거나 완화할 

경우 해와 목적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5.3.1 확률적 RFR 적용 가정 검토

앞서 확률적 RFR을 가정함으로 인하여 각 통행의 경로선택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살펴보았다. 도시부 통행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종점간 거리가 보다 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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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RFR을 상수로 가정할 경우에는 충전소가 2개 이상만 설치되어도 모든 차

량이 통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존 연구와 같이 RFR을 의 절반 수

준으로 가정할 경우 도시내 필요 급속충전소 개수가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 그림에서 제시된 충전 실패 차량 대수의 그래프를 통해

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5.9> RFR 함수에 따른 입지수별 충전실패량

5.3.2 User equilibrium 통행 가정 검토

Capar and Kuby (2012)에서는 기종점간 최단경로 상에 충전소가 입지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Kim and Kuby (2012)에서는 우회거리

에 대한 확률함수에 따라 일부 우회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연

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경로를 사전에 정의하여 입력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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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sub problem으로 user equilibrium assignment를 포함하여, 모형 

내부에서 이용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종점간 거리보다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입지할 경우,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회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우회를 허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대하여 충전실패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우회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약식을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다. 만약 간 통행 중 충전소 를 경유할 때의 우회거리가 0보다 크면

(  ), 그 충전소는 선택되지 않는다(  ). 또한, 충전소가 선택된다면

(  ), 그것은 충전소 가 간 최단경로 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5.5)

우회를 허용할 경우, 우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통행실패량과 통

행실패거리가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0> 우회 허용에 따른 통행실패량



- 78 -

<그림 5.11> 우회 허용에 따른 통행실패 거리

<그림 5.12> 우회 허용에 따른 네트워크 통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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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용 결과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한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효과를 이전 절에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그 개별적인 효과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모형과 기존문

헌을 비교하여 그 복합적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실제 네트워크에서의 적

용성도 판단하여 향후 전기차 도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 되어야할 지향점

을 판단하여 보도록 한다.

5.4.1 기존연구와의 비교

기존연구와의 비교는 소규모, 중규모 네트워크에서 모두 판단하여 보도록 한

다. 이전 절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RFR의 포함여부에 따라 충전실패량은 큰 차

이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는 RFR의 차이에 따라 통행량이 분류되어, 도로에 배

정되는 통행량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기존연구는 동일 경로의 RFR

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통행량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어 효과를 

명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출발지 RFR은 동일하게 가정한 상황에서 본 연구와 

기존연구를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다. 또 각 차량의 통행 배정 또한 동일한 환경

을 가정하기 위해서 통행비용이 각 링크의 통행량에 대한 증가함수임을 가정하

는 환경 하에서 비교하도록 하겠다. 

기존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충전 행태를 무시하고 경로 상에 위치하는지 여부

만으로 충전 여부를 파악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회가능 충전소를 검색하고 우

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차량의 

배터리 잔량과 주변 충전소 안내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텔레메

틱스가 전기차량에 완비되는 현상도 반영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11은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비교한 결과이다. 우회를 통한 통행실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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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다중 할당을 통한 우회비용 감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기존연구(RFR 포함) 본 연구

선정 입지 및 

통행배정 결과8)

통행실패량 (veh) 775 717

통행실패율 (%) 14.1% 13.1%

통행실패비용

(veh·km)
4,660 4,375

총 통행비용

(veh·min)
22,341 22,301

통행실패비용 및 전체 

네트워크 비용의 평균
4,610 4,570

<표 5.11> 기존연구와의 비교 (소규모 네트워크, P=2)

8) 노란색(또는 음영) 표시된 노드는 선정된 입지를 의미. 링크의 굵기는 교통량, 색은 혼잡도를 

의미. (짙을수록 용량상태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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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는 중규모 네트워크에서의 기존연구와의 비교 결과이며 그 결과는 

소규모 네트워크의 결과와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구분 기존 연구의 최적입지 본 연구의 최적입지

선정 입지및 

통행배정 결과9)

통행실패량 (veh) 17,175 17,227

통행실패율 (%) 7.3% 4.8%

통행실패비용

(veh·km)
54,139 58,824

총 통행비용

(veh·min)
9,122,844 8,520,199

통행실패비용 및 전체 

네트워크 비용의 평균
4,588,492 4,289,512

<표 5.12> 기존 연구와의 비교 (중규모 네트워크, P=4)

9) 각주 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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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RFR함수 변화에 대한 적용성 검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입지모형은 EV 보급량의 증감, 배터리 성능 개발 

등 다양한 외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형태로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외

부 여건의 변화를 본 모형이 합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먼저, 외부 여건에 따라 각 노드별 RFR 분포함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특정 지역에 완속충전기가 충분히 설치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EV는 SOC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RFR 함수는 다른 지

역의 RFR 함수에 비하여 오른쪽으로 치우쳐있을 확률이 높다. 혹은 지역별로 

분포한 EV의 평균 VR이 서로 다를 경우, RFR 함수 또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림 5.13)10).

(a) 모든 노드의 RFR함수가 동일한 경우 (b) 노드 별로 RFR함수가 상이한 경우

<그림 5.13> RFR 함수 변경에 따른 해의 변화

10) 각주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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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규모 예제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의 RFR함수가 uniform함수라고 가정

했을 경우와 도시 중심부(10, 15, 16, 17, 19번 노드)의 RFR 함수가 증가함수

의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할 경우를 비교한 결과 적정 입지가 다소 달라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13). 전자의 경우 적정 입지에 22번 노드가 선정

되어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 보다 외곽에 입지한 23번 노드가 선정되었다. 도시 

중심부의 충전정도가 더욱 양호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적정 입지가 외곽으로 

이동한 것은 합리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RFR함수가 단순한 uniform 함수나 increasing 함수가 아닌, 복잡한 형태인 

경우에도 무리없이 해를 탐색할 수 있었다. 즉, 실제 RFR 함수를 조사하여 적용

할 경우에도 본 모형 및 solution algorithm이 적절히 구동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4).11) 

(a) uniform distribution (b) mixed distribution function

<그림 5.14> RFR 함수 변경에 따른 해의 변화

11) 각주 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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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배터리의 성능은 외부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온도가 낮

아질 경우 주행가능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ulanger et 

al.). 또는 주행지역의 종단경사나 운전자의 감가속 행태에 따라서 주행가능거

리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 그래프는 중규모 예제 네트워크인 Sioux-falls 네트워크에서 인 

경우 vehicle range에 따른 목적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vehicle range가 

커질수록 통행실패비용 및 네트워크 통행비용으로 구성된 목적식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V 보급량이나 차종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계절에 

따라 충전소 입지가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모형이 이를 분석하는 데에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5> VR 가정에 따른 목적식 변화 (Sioux-Falls N/W,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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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교통량 변화에 대한 적용성 검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기존 모형과는 달리 도로의 혼잡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첨두시 및 비첨두시와 같이 혼잡상태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상이한 해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부 시설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17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첨두시인 경우와 비첨두시인 경우 모두 

10번 노드와 22번 노드를 적정노드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의 

입지는 서로 다른 곳을 선정하였으므로, 입지 선정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충전소 입지가 점차 늘어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분

석을 통하여 필수적인 입지를 미리 선정하는 데에 본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a) 첨두시 (일교통량의 15%) (b) 비첨두시 (일교통량의 4%)

<그림 5.16> 첨두시 및 비첨두시 적정 입지 변화 (P=4)

12) 각주 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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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형은 전기차의 통행량만을 입력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석연료 

차량의 통행량에 따른 적정입지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본 모형에서는 

충전이 필요한 차량과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구분하여 통행량을 산정하

고 있으므로, 화석연료 차량을 충전불필요 차량에 포함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전기차의 통행이 화석연료 차량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5.18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석연료 차량의 통행량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시설입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모형의 목적식에 온실가스 배

출량이나 화석연료 소모량, 배기가스 배출량 등을 포함할 경우, 환경에의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모형 선정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전기차 100%, 화석연료 차량 0% (b) 전기차 100%, 화석연료 차량 100%

<그림 5.17> 화석연료 차량 비율에 따른 입지 변화 (P=4)

13) 각주 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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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현실 네트워크에의 적용

본 모형의 현실 네트워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강남지역의 네트워크

를 일부 추출하여 본 모형에 적용하였다. 통행배정에 사용되는 링크의 개수가 

많아서 하위모형 구현 시간이 증가하므로 상용 프로그램인 EMME/3를 활용하

였으며, 입지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reedy adding 

algorithm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입지는 <표 5.13>에 제시된 바와 같

다. 

입지수가 증가할수록 통행실패율이 감소하며, 통행실패비용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 또한 입지수가 증가할수

록 점차 감소하였다.

입지 수 1 2 3 4 5

선택 입지 역삼1동
역삼1동

송파2동

역삼1동

송파2동

잠실본동

역삼1동 

송파2동

잠실본동

양재1동

역삼1동

송파2동

잠실본동

양재1동

논현1동

FR 15.9% 13.4% 12.9% 12.4% 12.0%

FC 75,519 60,674 58,356 55,827 53,873

TC 2,477,468 2,175,374 2,083,499 2,005,217 1,943,127

FR: failure ratio, 통행실패율

FC: failure cost, 통행실패비용 

TC: total cost, 총 목적식

<표 5.13> 현실 네트워크 적용시 선정 입지 및 performa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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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현실 네트워크 적용 결과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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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1 결론

전기차를 필두로 한 대체자동차의 도입은 화석연료 자동차의 한계를 극복하

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낮은 기술

개발 수준과 여건 부족으로 인하여 전기차의 도입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충전시설 확충은 가장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충분한 충전시설은 화석연

료 차량에 비하여 짧은 vehicle range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수준의 충전시설 확충은 도입초기에 불과한 전기차 시

장의 여건상 불가능하다. 결국 한정된 충전시설을 어느 곳에 효율적으로 입지하

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을 기반으로 전기차 활성화 초기에 도시 내 통

행 중 급속충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입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급

속충전시설 입지를 통하여 충전시설 확충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완속

충전시설의 입지를 위한 주차장 위치 선정 문제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행배정과정을 이용자평형을 기반으

로 결정하고, 출발지의 연료잔량을 확률적으로 가정하여 기술발전 및 수요패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점을 적용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동경로를 내생변수로 변경하여 모형의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기존 연

구에서는 이동경로를 외생변수로 가정하고 모형을 구축하여 동일한 비용을 가

진 경로가 2개 이상 존재할 때에도 사전 입력한 경로만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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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발지 연료잔량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RFR함수를 생성하여 

입력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FR함수를 impulse distribution, 

uniform distribution, increasing distribution, triangular distribution 등 네 

가지로 가정하고 해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통행실패량을 과소추

정하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VR변화, 배터리 연식으로 

인한 VR 감소, 완속충전소 보급으로 인한 RFR 증가 등으로 인한 영향 또한 

RFR 함수 개선을 통하여 적용가능하다. 이러한 RFR의 함수는 실제 각 지역의 

연료잔량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더욱 현실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개선점은 user equilibrium 통행배정을 포함하도록 모형을 개선한 것

이다. 기존 연구에서 최단경로만을 이용하도록 한 비현실적 가정을 완화하여 실

제 충전을 위하여 우회하는 통행을 모사하였으며, 통행실패비용와 통행시간비

용 간의 trade-off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통행실패비용과 통행시간의 비중에 

따른 해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통행실패비용에 대한 가중치가 커질수

록 우회거리가 먼 곳의 충전소를 선택하는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우회를 허용할 경우에는 충전실패량 및 충전실패거리가 감소하여, 우

회를 통해 충전실패를 줄이고자 하는 행태를 적절히 모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user equilibrium 통행배정을 포함함으로써 충전을 위한 통행이 혼잡

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요 개선점을 통하여 충전시설을 선택하고 경로를 결정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행태를 반영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충

전 행태를 무시하고 경로 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만으로 충전 여부를 파악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회가능 충전소를 검색하고 우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차량의 배터리 잔량과 주변 충전

소 안내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텔레메틱스가 전기차량에 완비되

는 현상도 반영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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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모형은 조합최적화문제를 포함한 MINLP문제로서 다항시간 

내에 해를 구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으로 해를 탐색하기 위하여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을 수정 적용하였다. Modified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의 검증을 위하여 소규모 네트워크의 축소적용을 통하여 모형의 

validation을 시행하였다. 또 복잡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의 알고리즘 활용 가

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남지역의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 모형의 확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도시부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의 초기 입지를 결정하는 데

에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연료잔량의 다

양성과 user equilibrium 기반 입지모형이라는 차별성으로 인하여 향후 경로기

반의 다양한 시설의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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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전기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활용하여 충전인프라에 대한 투자규모 및 적정 위

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비용과 입

지의 지가 등과 같은 비용이 제외되어 있다. 비용항목 추가를 통하여 실제 전기

차 충전시설 입지에 보다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발지의 배터리 잔량을 확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

였다. 이 과정에서 완속충전기 보급을 급속충전기 보급과 함께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향후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동시에 고려한 입지선정 모형으로 

확장하는 연구를 통해 충전기 성능 및 설치비용에 따른 적정 시설투자 규모를 

가늠하고 합리적 입지를 선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본 모형에서 RFR을 통해 지역적 특성으로 제시된 완속충전시설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부 급속충전시설의 입지모형으로 개발되었지만 이동경로 상 

입지모형의 연구 흐름에 있어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우회로 인한 시설 할당 

방식, 다중할당을 통한 우회비용 최소화와 같은 부분은 기존의 FRLM에서 고려

되지 못한 부분이다. 즉, 본 연구의 모형을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의 입지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적용성을 판단하는 과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의 가정을 확장하는 것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배터리 소모가 통행 거리에 비례함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배터리 전

력 소모는 자동차의 기계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즉 차량의 감속 및 가속에 따

라서 전력소모가 큰 차이를 보이며, 혼잡 또는 신호에 의해서 정지와 가속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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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면 전력소모량이 늘어난다. 또 도로구배에 따라서 전력의 소모율이 달라일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 냉난방, 조명과 같은 비동력 요소로 인한 전력소모도 

실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전력소모를 모형화함으로써 더욱 현실 적

용성이 높은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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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 주요 약어의 정의

부록 2 – 예제 네크워크 개요

부록 3 - psuedo code for greedy-ba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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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약어의 정의

1. VR : Vehicle Range 완전충전 된 상태에서 주행가능한 거리

2. SOC : State-of-charge 배터리의 잔량 (%)

3. RFR : Remaining Fuel Range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주행가능한 거리

         RFR = VR ×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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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
         a       Link    /A1*A22/
         p       path    /K1*K13/
         n       Node    /N1*N7/

Alias (n,i,j,k,h,r,s);

*초기통행시간

Table    dist(i,j)  distance in km
      N1    N2    N3    N4    N5    N6    N7 
N1    0     4     7     8     5     10    10 
N2    4     0     3     4     7     12    9  
N3    7     3     0     4     7     12    9  
N4    8     4     4     0     3     8     5  
N5    5     7     7     3     0     5     5  
N6    10    12    12    8     5     0     3  
N7    10    9     9     5     5     3     0  

Table q0(r,s)     Total Demand
     N1   N2   N3   N4   N5   N6   N7 
N1   0    513  62   71   103  5    11
N2   513  0    363  328  102  6    21
N3   62   363  0    92   29   2    6 
N4   71   328  92   0    142  4    20
N5   103  102  29   142  0    6    14
N6   5    6    2    4    6    0    4 
N7   11   21   6    20   14   4    0 

parameters Q(r,s), qik(r,s), qkj(r,s);
qik(r,s) = 0;
qkj(r,s) = 0;
Q(r,s) = q0(r,s) + qik(r,s)+ qkj(r,s);

parameter

부록 2. 예제 네트워크 개요

1) 소규모 네트워크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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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a) initial travel time 
 /A1 4,
A2 4,
A3 3,
A4 3,
A5 4,
A6 4,
A7 5,
A8 5,
A9 5,
A10 5,
A11 3,
A12 3,
A13 5,
A14 5,
A15 3,
A16 3,
A17 4,
A18 4,
A19 5,
A20 5,
A21 4,
A22 4
/;

parameter
 cap(a) link capacity 
 /A1 500,
A2 600,
A3 500,
A4 600,
A5 100,
A6 100,
A7 100,
A8 100,
A9 100,
A10 100,
A11 250,
A1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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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100,
A14 100,
A15 100,
A16 100,
A17 600,
A18 500,
A19 100,
A20 100,
A21 100,
A22 100
/;

parameter 
delta(r,s,a,p) link-path incidence matrix
/N1.N2.A1.K1 1,
N1.N2.A7.K2 1,
N1.N2.A11.K2 1,
N1.N2.A18.K2 1,
N2.N1.A2.K1 1,
N2.N1.A17.K2 1,
....생략...

N6.N7.A13.K2 1,
N6.N7.A10.K3 1,
N6.N7.A11.K3 1,
N6.N7.A19.K3 1,
N7.N6.A16.K1 1,
N7.N6.A14.K2 1,
N7.N6.A9.K2 1,
N7.N6.A20.K3 1,
N7.N6.A12.K3 1,
N7.N6.A9.K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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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
         a       node     /N1*N72/;

Alias (a,b,i,j,k,h);

set      sol(k)
         notsol(k)
         k1(k)
         k2(k)
;
notsol(k) = k(k);

parameter Q(a,b)     Total Demand
/N1 . N1    409
N1 . N2    57
N1 . N3    177
N1 . N4    43
N1 . N5    7
N1 . N6    76
N1 . N7    43
N1 . N9    0
N1 . N10   20
N1 . N11   12
... 생략 ...
N72. N59   102
N72. N60   52
N72. N61   14
N72. N62   17
N72. N63   37
N72. N65   15
N72. N66   30
N72. N67   13
N72. N68   47
N72. N69   13
N72. N70   46
N72. N71   6
N72. N72   111 /;

2) 현실 네트워크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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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ist(a,b)  distance in km
/N1 . N2    2
N1 . N3    2.9
N1 . N4    2.8
N1 . N5    4.3
N1 . N6    5.1
N1 . N7    3.9
N1 . N8    4.4
N1 . N9    4.3
N1 . N10   5.1
N1 . N11   5
... 생략 ...
N72. N59   3
N72. N60   4.2
N72. N61   2.8
N72. N62   2.6
N72. N63   3.6
N72. N64   5.9
N72. N65   6.4
N72. N66   6.2
N72. N67   5.1
N72. N68   5.5
N72. N69   5.6
N72. N70   5.2
N72. N71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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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 네트워크 노드 설명

노드명 동명 노드명 동명 노드명 동명

N1 서초1동 N25 청담2동 N49 마천1동

N2 서초2동 N26 삼성1동 N50 마천2동

N3 서초3동 N27 삼성2동 N51 방이1동

N4 서초4동 N28 대치1동 N52 방이2동

N5 잠원동 N29 대치2동 N53 오륜동

N6 반포본동 N30 대치3동 N54 오금동

N7 반포1동 N31 대치4동 N55 송파1동

N8 반포2동 N32 역삼1동 N56 송파2동

N9 반포3동 N33 역삼2동 N57 석촌동

N10 반포4동 N34 도곡1동 N58 삼전동

N11 방배본동 N35 도곡2동 N59 가락본동

N12 방배1동 N36 개포1동 N60 가락1동

N13 방배2동 N37 개포2동 N61 가락2동

N14 방배3동 N38 개포3동 N62 문정1동

N15 방배4동 N39 개포4동 N63 문정2동

N16 양재1동 N40 일원본동 N64 잠실본동

N17 양재2동 N41 일원1동 N65 잠실1동

N18 내곡동 N42 일원2동 N66 잠실2동

N19 신사동 N43 수서동 N67 잠실3동

N20 논현1동 N44 세곡동 N68 잠실4동

N21 논현2동 N45 풍납1동 N69 잠실5동

N22 압구정1동 N46 풍납2동 N70 잠실6동

N23 압구정2동 N47 거여1동 N71 잠실7동

N24 청담1동 N48 거여2동 N72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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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psuedo code for greedy-based algorithm 

1) greedy adding algorithm

// Add one facility at a time until we reach TotalNumberOfFacilities to
// be selected.
for p = 1 to (TotalNumberOfFacilities - TotalNumberOfFixedFacilities) do
{

Initialize CurrentMinObjectiveValue to 0

// Look for all facilities and find the next facility that decreases
// the objective value the most.
for FacilityIndex = 1 to MaxNumberOfFacilities do
{
if (FacilityIndex not in SelectedFacilities)

{
TempFacilities = SelectedFacilities;
Add FacilityIndex into TempFacilities;

// Calculate the objective value
CurrentObjectiveValue = Objective value generated 
byTempFacilities

// If adding this facility improves the objective value, 
// remember it.
If (CurrentObjectiveValue < CurrentMinObjectiveValue)
{

CurrentMinObjectiveValue = CurrentObjectiveValue
CurrentMinFacilityIndex = FacilityIndex

}
}

}
// Add the facility that increase the objective value the most to
// the SelectedFacilities set.
Add CurrentMinFacilityIndex to SelectedFaciil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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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eedy adding-substitution algorithm

// For the Greedy Adding with Substitution algorithm, the code is the same as // 
Greedy adding algorithm, up to the part ‘Add CurrentMinFacilityIndex to // 
SelectedFacilities’. The following codes are added after that line.

// Try to substitute using the number of iteration specified
for z = 1 to SubIterations do
{

Initialize SubMinObjectiveValue to 0
Initialize SubMinFacilityIndex to 0
Initialize IndexBeingSubstituted to 0

// Try to substitute each facility in SelectedFacilities
for (each FacilityIndex in SelectedFalicities)
{

// Do not substitute facility in FixedFacilities
// or the newly added/substituted facility
if (FacilityIndex <> CurrentMinFacilityIndex) AND
(FacilityIndex not in FixedFacilities)
{

TempFacilities = SelectedFacilities
Remove FacilityIndex from TempFacilities

for SubFacilityIndex = 1 to MaxNumberOfFacilities
{

if (SubFacilityIndex not in TempFacilities) AND 
(SubFacilityIndex <> FacilityIndex)
{

SubArray = TempFacilities
Add SubFacilityIndex to SubArray

CurrentObjectiveValue = Objective value 
generated by SubArray

If (CurrentObjective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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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nObjectiveValue)
{

SubMinObjectiveValue = 
CurrentObjectiveValue

SubMinFacilityIndex = 
SubFacilityIndex

 IndexBeingSubstituted = FacilityIndex
}

}
}

}
}

// If substitution improves the objective value, keep it
If (SubMinObjectiveValue > CurrentMinObjectiveValue)
{
Remove IndexBeingSubstituted from SelectedFacilities
Add SubMinFacilityIndex to SelectedFacilities
CurrentMinObjectiveValue = SubMinObjectiveValue
CurrentMinFacilityIndex = SubMinFacilityIndex

}
Else // No substitution can improve the objective value
Break out of the Substitution FOR lo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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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E-based Location Model of EV Rapid Charging Stations

for Different Battery State-of-charge

Lee, Yong Gwa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ess to electric vehicle (EV) charging stations will impact the 

adoption rates of EVs, decisions concerning their use, the percentage of 

miles attained with electricity, the demand for petroleum, and power 

consumption at various times during the day. So the problem of locating 

EV charging stations properly is a very new topic area, and some 

important strides have been made in the past few years. However, most 

studies are based on parking behavior, and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rapid charging.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so that 

urban areas can support the development and use of electric vehicles, a 

model was developed to permit the rapid location of charging facilities. 

User equilibrium trip assignment theory was used to determine EV 

users’ travel behavior in urban areas. A traveler can detour to charge 

an EV, and the traveler can choose a route that minimizes travel time. 



- 114 -

It was assumed that the remaining fuel range at the origin node follows 

a stochastic distribution in order to reflect users’ charging behavior or 

technical developmen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odel that could locate 

rapid charging stations considering the properties of the battery and the 

users’ charging and traveling behavior. The model is formulated as a 

bi-level optimization problem. In the main problem, location and 

allocation are decided, while link flow is evaluated in the sub-problem. 

It is assumed that the remaining fuel range at the origin node follows a 

stochastic distribution in order to reflect users’ charging behavior or 

technical development. To solve the model in polynomial time, a 

modified,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is used. The proposed model is 

applied in three types of test networks. In the 9-node network, 

applications are evaluated to validate and verify the model.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is tested in a network in Sioux Falls, South 

Dakota. The results indicates that the location model developed in this 

research and reported in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identifying stable 

locations for charging stations by using a stochastic remaining fuel 

range (RFR) distribution function. And the location model, which is 

developed based on user equilibrium (UE) assignment, is likely to 

consider the congested traffic conditions of urban areas in order to 

avoid locating charging stations where they could cause further traffic 

conges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assist decision makers in 

developing policies that encourage the EVs.  By combining the 

meta-heuristic approaches, which are able to pursue reasonabl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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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in reasonable time, this model can be used for practical 

planning for large networks. Thu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 

a pilot scheme that decision makers can use and help in the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budget for implementing the plan. 

Keyword : Battery Electric Vehicle, Rapid Charging Station Location, 

Remaing Fuel Range, User Equilibrium Assignment, Urban 

Area Transportation

Student Number : 2005-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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