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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ergy Optimization Algorithm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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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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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energy cost saving in multi-channel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Joint use of the electric

car charger battery state of charging proposed a method based charging. A linear programming with two type is

used for optimal control, and the time-of-use price is included to calculate the energy cost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s of energy cost and peak power can be obtained using proposed method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공용 사용목적으로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충전시작과 종료시간이 정해진 조건

에서 전력피크 제어와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제어방법을 제안하였다. 전기자

동차 충전 과금정책으로 사용되는 계시별요금제기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상태를 제약조건으로 설정하고 선형계획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을 때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보다 충전요금이 절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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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요구와 에너

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현재 판매되는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1회

충전 시 실주행거리가 약 160[km] 이하 수준으로

주행거리에 대한 제약요인 해결을 위해 잦은 충전

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서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다[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확산은 전력계통에서 피크전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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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을 고려하는 방법[2]과

가격신호를 통한 충전시간의 이동을 유도하는

방법[3], 최적화 방법을 이용한 자동충전제어[4]

등의 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은 개인주택

사용자의 경우 초기 설정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최대 전력 사용 용량 변경없이 전기자동차 충전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공동으

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공용장소에서는 제한된

변압기 허용용량 환경에서 새로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대수나 가용용량 증설등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의 충전전력을 분산하여 효율적

으로 충전시스템을 운용하는 기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기자

동차 충전시스템에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연결되었

을 때를 가정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

은 충전시작과 종료시간이 정해진 조건에서 충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충전상태(State of charge)를 에너

지 비용 최적화 제약조건 설정하고 최적화 목적함

수를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행 전기자동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 과금

정책으로 사용되는 계시별요금제(Time of use)

기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절감과 전력 피크

시간대를 이동시켜 안정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

스템을 운영 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Ⅱ.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계

1. 전기자 충전인프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의미하며, 구성요

소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와 전원을

단상 220[V]로 공급받는 완속 충전기와, 3상

380[V]로 공급받는 급속충전기로 구분되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 충전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은

크게 충전방식, 연결방식, 통신 및 제어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충전방식은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를 커넥터로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접촉식

(Conductive), 유도식(Inductive) 충전방식 그리고

배터리 교환방식(Battery Swapping)으로 구분

가능하다[5]. 전기적 연결 장치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커넥터(Connector)와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인렛(Inlet)이 있으며 단상 및

삼상 교류용, 직류 전용 그리고 교류 및 직류가

함께 있는 콤보(Combo)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에서 통신방식은 CAN

통신방식과 PLC 통신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전기

자동차 충전에 사용한 전력 사용 비용에 대한

과금은 전력계통에서 교류(AC)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자동차에 충전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Fig. 1. Design of electric vehicle charger

그림 1.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계

국내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

자동차용 충전에 대한 별도의 계시별 요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1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며, 충전용 전력선택기는

일부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다수의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모델에서 제공되는 기능이며, 인터

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2. 전기자 충전특성

일반 가정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는

충전시스템의 운영은 전기자동차가 도착하여 충전

을 시작하는 시간과 충전완료 후 출발 시간이

중요하며, 이때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상태에 따라

충전시간에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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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별요금제 기반에서 배터리의 잔량상태는 전력

요금 및 전력피크 저감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은 전기자

동차의 충전완료 후 커넥터를 제거하여야만 다른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개인 주택에

설치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충전시스템의 경우 선행 충전을 수행한 이용자가

충전완료 후 커넥터 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용자의 충전이 불가능하다. 그림 2를 보면 충전

시스템 4대에 배터리 충전상태가 각각 다른 전기

자동차가 연결된 경우(S80, S60, S40, S20) 전기자

동차의 리튬배터리의 특성에 따라 충전전류가

감소하는 시기에 대기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도 있다. 배터리잔량

이 낮은 차량일수록 최대충전 전력 사용과 그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배터리잔량이 100%

가 되면 전기자동차의 충전은 더 이상 충전하지

수행하지 않고 정지하게 된다.

Fig. 2. Electric vehicle battery state of charge

그림 2. 전기차 배터리 충전상태

Ⅲ. 에너지 비용 최소화 전기자동차 충전

제어방법

전기자동차 충전의 경우 일반 누진제 요금이 아

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계시별요금제 기반에

서 과금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은 경부하시

간대의 사용을 최대로 하고 최대부하시간대 사용

을 최소로하는 시간대별 충전요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어시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계시별 요금

제는 경부하시간대, 중부하시간대, 최대부하시간대

로 3개의 구간이 24시간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전기차가 공용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스템 운영을 확인

하기 위해서 충전을 최초로 시작하는 출근시간과

충전 완료 최종 시한인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경부하 시간대를 제외하게

되며, 중부하 시간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간을

최대 사용하고,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을 최소화

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퇴근시간에 전기자동

차의 충전상태 80%를 만족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그림 3과 같이 배터리의 잔량을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요금제 구간에서

충전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배터리의 최종 잔량은

80%로 고정하였다.

Charging time

 SOC

SOCbegin

SOCend

tbegin Tselect_end

Select

T_org_end

SOCs_end

Fig. 3. Electric vehicle charging method

그림 3.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계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충전요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전력사용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는 전기자동차가 충전시스템에 연결되었을 때의 배

터리충전 상태에 따라 충전전력 사용요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식 1과 같이 목적함수를 사용하였다.

min   
  








⋅⋅ (1)

여기서 은 전기자동차를 설정된 차 제어

시한에서 충전을 시작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스

위칭 상태와 배터리의 상태를 나타내며, 은

제어시한 차 배터리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고, 은 배터리잔량의 총합계, 는 제어시한 차

에서 전기자동차 계시별요금을 나타낸다. 또한 공

동이용 건물에 대한 충전시간을 고려할 때 오전

9시에서 오후 18시까지의 사용시한이 구성되며,

전력요금제는 1시간 단위로 부과되지만 최대전력

산정은 15분단위의 수요시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어시한을 최소 15분 단위로 선정하였을 경우 는

36이고, 배터리잔량의 경우 선형적 특성을 가정할

수 있는 배터리 잔량 80%가 전기자동차 1대의

최대충전 완료시간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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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충전을 시작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잔량

이 정의 되어야 한다. 충전이 시작되었을 때의

배터리 잔량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최기의 배터리 잔량

을 나타내고, 1분당 변화되는 배터리의 상태는

식 3과 같다[6].

 

   ⋅
× (3)

식 1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운영의 최적화

를 위해 충전 전력에 대한 배터리 충전잔량이

선형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배터리상태에 대한

제약조건을 식 4와 같이 설정한다.

≤   (4)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은 설정된 구간에서 계시

별 요금제 기반으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충전을

수행하게 되며 on/off 방식의 충전 방식은 현재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잔량이 ≤  이

면 1이고, 배터리상태 ≥  이면 0이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운영은 알고리즘의 적

용은 초기에 제어시한을 출근시간 09시에서 퇴근

시간 18까지를 설정하고 전기자동차 1대당 제약

조건으로 배터리 잔량은 80%를 설정한 후 최적화

를 수행한다.

Ⅳ. 컴퓨터시뮬레이션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배터리 충전상태를 확

인하기 위해 Matlab을 사용하여 3.85[V]의 리튬배

터리 모듈을 직병렬 연결하고, 이 전압을 기준으로

최대 충전전류를 인가하여 리튬배터리 시스템의

출력을 확인하였다. 그림 4는 리튬 배터리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충전전압과 배터리상태에 대한

특성을 룩업테이블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의 배터

리잔량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쿨롱효율의 선

택과 직렬 내부저항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림

5는 설계된 모델의 충전전압, 전류, 배터리 상태에

대한 출력을 나타낸 것으로 배터리상태가 80%까

지 전압은 상승하고 충전전류는 7A로고정되어 충

전을 수행하다가가 80% 이상에서는 전압도 증가

율이 낮아지고 충전전류는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80%가 되는

지점을 전기자동차 충전의 상한 제약조건으로 사

용하여 충전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Fig. 4. Design of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system

그림 4. 전기자동차 배터리시스템 설계

Fig. 5. Electric vehicle battery system output

그림 5.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스템 출력

첫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충전 구간을 오전 09시에 충전시작을 4대의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개시하였을 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4대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잔량은

각각 40%, 50%, 60%, 60%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

며 배터리 잔량 80%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최적화

함수의 경우 스위칭 상태는 0≤x≤1(0kW≤P≤

7kW)로 충전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다.

주요 목표는 전력피크저감과 에너지 사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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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에 있다. 동시 4대의 충전은 전력 피크를

발생시키며, 최대전력량을 사용하므로 전력요금

기반에서 15분을 기준으로하는 기본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본요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TOU에서 사용요금 증가와 다른 건물

부하의 피크시간과 중복되어 전체적인 피크발생의

우려가 있다.

Fig. 6. Electric vehicle initial SOC and charge time

그림 6. 전기자동차 초기 충전상태와 충전시간

제어시한 내에서 공급전력 제어방식은 on-off로

구성된 이진 제어방식과 전력을 가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진 전력제어방식은 최

대부하시간내에서 on-off를 반복하게 되며, 스위

칭 시한 횟수가 중가 할수록 전기자동차 충전시

스템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7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전력제어를 가

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부하 시간대의 전력사용은

최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대부하시간대가 지속되는

13시에서 17시까지 전력사용량을 점차적으로 감소

시키다가 17시에 최대전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전력요금 측면과 전력피크 측면

에서도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a)

(b)

(c)

Fig. 7. Comparison of charging mehod, (a) binary switching

(b) variable switching (c ) control horizon

그림 7. 연속 충전방식과 제어구간 충전방식의 비교, (a)이

진 스위칭, (b) 가변 스위칭, (c ) 제어구간 설정

두 번째의 경우 오전 09시에 오피스 건물에 4채널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2대 충전이

가능하고 나머지 2대는 충전 포트를 가지고 있어 충

전이 개시된 충전기 중 완료된 충전포트에 권한을

받아 충전을 수행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4대의 전기자동차는 각각 배터리

초기 잔량은 20%, 30%, 41%, 31%이며 배터리 충전

상태는 80%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충전전력은 0kW

에서 6.6kW의 전력을 공급하며 완속 완충시간 6시

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8은 전기자동차를 2대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기에서 전기자동차를 계시별요금제를 고려하지 않은

충전에 4대의 배터리상태를 나타낸다. 2대 중 1대가

먼저 충전이 완료되었을 때 커넥터 분리와 연결 시

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전기자동차 충전은 EV 1 과

EV 2가 먼저 충전을 시작하고, 초기 배터리잔량이

높은 EV 2가 충전을 완료하게 되면 EV 3가 충전을

하게된다. 초기에 충전을 개시하였던 EV 1이 EV

충전이 완료되면 EV 4가 충전을 개시하게 된다.

여기서 EV 3가 EV 1보다 충전을 먼저 완료하게 된

다면 EV 4는 EV 3 포트에 연결이 될 수 있다.

Fig. 8. Electric vehicle continuous charge

그림 8. 전기자동차 연속충전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충전 방식의 배터

리 잔량을 나타낸 것으로 최대부하시간대에 배터

리잔량상태가 완만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 2채널에 예비 포트에 대한 자동 스위칭이

가능하여 기존 시스템에서 충전기 분리 및 연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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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기존 시스템에서

는 TOU를 고려하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최대

부하시간대인 11시에서 12시 사이와 13시에서 16

시까지의 충전 시간대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최소

화함으로써 피크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Fig. 9. Electric vehicle optimized charging system with 2CH

그림 9. 2채널 전기자동차 최적화 충전시스템

그림 10은 기존 순차적 충전시스템 10,668 원과

제어시스템 10,171.82원으로 충전요금을 절감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Fig. 10. Comparing the EV tariff for TOU

그림 10. 전기자동차 계시별요금제 사용요금 비교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충

전시스템 환경에서 배터리의 충전상태가 선형적인

배터리 잔량이 80%일때 전기자동차 1대의 충전완료

시간으로 설정하여 충전에 사용된 전력사용 요금의

절감과 최대전력사용으로 인한 전력피크를 중부하

시간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15분단위의

계산은 사용용량이 2대이기 때문에 13.2kW를 초과

할 경우가 없다. 하지만 건물등에 동일한 변압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부하가 전체 사용전력

에 가산되기 때문에 피크절감 측면과 기본요금 산정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성은 있다. 향후

배터리 상태에 대한 동적 특성과 외란 등을 고려한

시스템 모델설계와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다채널을

활용과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결합하면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의 운용이 가능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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