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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al Selection of Electric Vehicles Charging Station

Location Using Relevance Analysis of Geo-Spatial Information

SungChoon Ryu

Advisor : Prof. JunHo Choi, Ph.D.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Chosun University

A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fine dust and greenhouse gas warming due

to climate change have recently been recognized as serious levels, alternative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and hydrogen, which are eco-friendly renewable

energy, are being highlighted globally as a result of a shift in the energy paradigm

policy. As a resul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to

support vehicle purchase subsidies and various tax breaks to boost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EVs), but they have technical limitations such as short mileage,

charging station location, and charging time compared to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On how to solve these problems and effectively select the charging station

location, this paper collected data related to the charging station and combined it

with geo-spatial information by utilizing the address of the charging station data.

Subsequently, the correlation and correlation of the relevant data values and

geographical spatial data, which were classified through the data pretreatment and

database construction process, were analyzed to derive important variables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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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distribution map that the

larger the vehicle traffic volume and the area of the parking lot facility, the higher

the demand for charging, through prediction of charging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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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외적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온난화 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오염물질 규제,

배출가스 허용량 조절을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자동차 부분에서의 환경규제 강

화가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원이 석탄,

석유과 같은 원료에서 현재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등에서 전기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통해 저장하는 시대이다. 이와 더불어 세

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1]은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가 발표한 ‘2019 전기자동차 전망

보고서(Electric Vehicle Outlook 2019)’의 글로벌 전기자동차 장기 판매예측 현황이다[1].

[그림 1-1] 글로벌 전기자동차 장기 판매예측 현황

전기자동차 전망보고서(Electric Vehicle Outlook)는 2040년까지 앞으로 약 20년간의

전기자동차 동향과 전망을 담고 있는 장기 예측 보고서로, 2040년이 되면 신차로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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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동차의 약 절반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자동차(BEV:Battery Electric Vehicle)

가 교체될 것이고, 그 뒤를 내연기관(ICE:Internal Combustion Engine)과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자동차(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가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2].

이는 2040년까지 판매되는 승용차의 57% 이상 수준으로 전기자동차가 될 것이다.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차

량으로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다. 전기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생활과 밀접한 공용주차장 등 공공장소와 연결된 공공용 충전소, 국민 대다

수가 거주하는 주거형 APT를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에 공용 아파트형 충전소 등 여러

종류의 충전모델의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전기자동차는 2013년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를 증

가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구매 보조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표 1-1]과

같이 최근 6개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00%를

넘고 있지만,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43만3천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3].

[표 1-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기자동차 현황 2,946대 5,853대 15,389대 25,593대 55,756대 89,918개

충전기 현황 708기 1,532기 2,480기 3,427기 15,389기 29,309기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와 비교할 때 짧은 주행거리 및 충전소 위치, 충전시간

등의 기술적인 한계는 충분한 충전소 인프라 환경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충전기의 설치비용을 고려하면 무조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사용자 편리성이 저하되고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만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문

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기존 충전소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리공간정보 연

관성 분석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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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충전소 데이터의

주소를 활용하여 지리공간정보와 결합하였고,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을 거쳐 분류되어진 연관데이터 값과 지리공간정보 연관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 선정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고, 2장에서는 충전인프라 구

성와 전기자동차 충전방식, 그리고 지리공간정보를 이용한 연관성 분석에 대하여 기본

적인 개념 및 분석방법, 충전소 입지선정 선행 연구 논문에 대해 서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리공간정보 연관성 분석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

전소 위치 선정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 및 결과

를 설명하고, 마지막에서는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 서술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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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A.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개요

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성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충전설비, 전력공급설비, 인터페이스, 전기

자동차 충전운영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4]. 충전인프라 구성도는 [그림 2-1]과

같이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성도

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력량계, 인입구 배선, 분전반,

배선용 차단기등의 전력공급설비, 전원을 단상 220V로 공급받는 완속충전기와 3상

380V로 공급받는 급속충전기로 구분되는 충전설비, 충전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되는 커플러, 케이블 등의 인터페이스 장치가 있다[5]. 여기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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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는 충전케이블과 전기자동차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충전케이블에 부착

된 커넥터와 인렛(Inket)으로 구성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설치 위치 또는 사용상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충전기 운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집한 정보를

웹, 스마트 폰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운영 정보

시스템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주택에서 개인이 설치한 충전기를 제외한

모든 충전기는 한전 및 환경부, 민간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운

영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은 충전기의 운영 및

관리,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기자동차 운영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각각의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고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로밍을 통해 타

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2-2]는 한전에서 운영 중인 전기

자동차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2-2]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에서는 사용자 회원관리, 충전단가, 충전기 상태

확인, 요금제 등의 충전서비스와 모바일, 웹 등을 통하여 충전소 및 충전 시 위치, 충

전기 사용 예약, 충전 정보조회, 요금정보 등의 사용자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정

보 데이터를 관리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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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 충전방식

전기자동차는 외부 전력공급을 위한 충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기가 필요하다. 충전방식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직접

적으로 차량에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하며 전기 차량 내부의 장착된 배터리를 일정 수

준까지 충전하며 차종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용량에 따라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가 다

르다. 전력공급 방식은 한전으로부터 수전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태양광 발전시설, 소

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식도

있다[5]. [그림 2-3]은 전기자동차의 전력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하였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전력은 전력부하관리, 전기자동차용 전력요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수

전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2-3] 한전전원 공급방식(좌), 한전전원+태양광발전 공급방식(우)

충전기는 전기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직접 충전방식, 비접

촉식(또는 무선충전) 충전방식으로 구분되며, 현재 비접촉식(무선) 충전방식보다는 직

접 충전방식이 일반적이다. 직접 충전방식은 [표 2-1]과 같이 충전시간에 따라 완속 충

전기와 급속 충전기로 구분된다[7].

[표 2-1] 전기자동차 충전방식

충전 방식 공급용량 충전전압 충전시간 주요 설치장소

급속 충전기 50kW 450V(DC공급) 30분
고속도로휴계소,

공영주차장

완속 충전기 7kW 220V(AC공급) 6시간
아파트, 개인주택,

회사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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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리공간정보를 이용한 연관성 분석

1. 지리공간정보 개념

일반적으로 데이터 지도에 표현되는 도형 구성요소는 점(Point)과 선(Line), 폴리곤

(Polygon)으로 구분되며, 주요 특징들은 [표 2-3]과 같다. 점(Point)은 시설, 주택, 건물,

도시 등의 시설물을 표현하고, 선로나 케이블은 선(Line)으로 나타내며, 폴리곤

(Polygon)은 행정경계 및 공장단지의 경계영역 등을 표시한다. 행정구역의 경계지점은

곡선으로 보이지만, 데이터 지도에서 보면 다수의 짧은 직선을 연결된 폴리곤으로 표

현된다.

[표 2-3] 데이터 지도도형 구성요소

구분 점(Point) 선(Line) 면(Poiygon) 표면(Polygon)

그림

형태
한 쌍의
x, y 좌표

시작점과 끝점인
일련의 좌표

면적과 경계를
표시

표고값인
면적요소

예시
철탑/전주 위치

기준점
도로/하천/통신

관로/맨홀
행정구역/지적,
건물/지정구역

3차원도

지리공간정보는 지표·지하·지상의 토지 및 시설물의 공간적 위치, 높이, 범위를 나타

내는 공간데이터와 자연석·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데이터로 구성된다. [그

림 2-4]은 지리공간정보의 자료 구조 간 연계성을 도식화하였다. 지리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간의 구조적 모델링을 통하여 사물을 나타내며, 공간데이터

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구축한다.

위치정보(공간데이터)는 벡터(Vector)와 래스터(Raster) 자료 구조 간의 연계로 이루

어지며, 빠른 검색 및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공간색인기법(Spatial Indexing)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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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관리용 DBMS를 사용한다. 속성정보는 일반적인 문자, 숫자,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근간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R-DBMS를 활용하여 저장된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

로 인하여 동일한 DBMS에 위치 정보와 속성정보를 같이 관리하여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관리하기 편리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림 2-4] 지리공간정보 데이터 구성

공간파일은 백터파일과 래스터파일로 나누어진다. 백터파일은 점, 선, 폴리곤 3가지

중 한 종류의 지리적 요소가 담겨 표시되고, 대표적인 백터공간 파일 포맷은 쉐이프

(shp) 파일이며, 파일명 뒤에는 .shp확장자가 붙는다. 반면에 래스터 파일은 크기가 일정한

격자에 이미지가 포함된 파일이며, 파일명 뒤에는 .tiff, .xml, .img 등 다양한 확장자가

붙는다. 쉐이프 파일은 .shp 외에도 .shx, .dbf 등의 확장자가 붙은 3∼5개의 파일이 있

으며, .shp 확장자가 붙은 파일은 지도의 형상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파일이다. .shx

는 공간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인텍스 정보를 관리해 주는 파일이며, .dbf는 데이터

베이스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

연구자와 이용자는 데이터로부터 특정한 지역의 공간현상에 대해 자체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에 이용자의 가치가 투여되고 관련된 공간분석 및 처리과

정이 적용되면 고부가치의 공간정보가 된다. 이처럼 복잡한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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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과정을 거쳐 공간 현상으로부터 고부가치의 공간정보를 추출하고, 공간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8].

2. 지리공간정보 연관성 분석방법

a. 중첩분석(Overlay Analysis)

중첩분석은 입력 레이어와 중첩레이어의 도형과 속성을 결합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

들어 내는 것으로 레이어의 중첩을 통해 다른 지리정보 간 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분석방법으로 [그림 2-5]와 같이 Boolean

Logic을 이용하여 정보를 합성하는 과정으로 유니온(Union)과 인터섹트(Intersect)등이

있으며, 유니온은 논리연산의 OR 연산자를 이용하는 중첩분석으로 입력 레이어와 중첩

레이어 모두 폴리곤이어야 한다[9]. 결과 레이어는 입력 레이어와 중첩레이어의 모든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가지고, 인터섹트(Intersect)은 Boolean의 AND 연산자를

적용한다, 두 레이어가 연산될 때, 입력레이어 중 중첩 레이어와 중첩되는 부문만 결과

레이어에 남아있게 된다[10].

[그림 2-5] UNION(좌), INTERSECT(우) 분석방법

b. 최근린 분석(Nearest Analysis)

최근린분석은 어떤 현상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하는데 지리공간 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분포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어떤 임의의 점으로부터

다른 점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각종 평균거리를 산출한 후 실

제로 관측된 점 분포패턴이 이론적인 점 분포패턴에 비해 어느 정도 벗어났는가를 파

악하는 것이다[15].

최근린 분석방법의 기본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떤 임의의 점으로부터 다른 점

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다른 지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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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거리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관측된 평균 최근린거리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점의

밀도를 이용하여 점 분포패턴으로부터 기대되는 평균 최근린거리를 산정한다. 최근린

지수(Nearest Neighbour Index: R)는 기대되는 평균 최근린거리에 대한 관측된 평균

최근린거리의 비율을 말하며, 점분포 패턴에서 각 점들의 간격이 임의적인 점분포 패

턴에서의 간격에 대비하여 차이가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R=1 경우는 완전한 임의적인

분포유형이고 R>1 경우는 규칙적인 분포유형이고, R<1 경우는 군집적인 분포유형이

다[11]. 따라서 최근린지수(R)을 산정하고 1과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점 분포패턴이

어떤 유형의 분포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R과 1 사이의 전 분포패턴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Z검정법을 사용한다. 검정에

사용되는 표준오차(SEd)와 검정통계량(Z)은 수식(1), 수식(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표준오차는 기대되어지는 평균 최근린거리의 표준오차(SEd)이고, 최

근린거리의 분산을 점의 개수 n으로 나눈 평방근이다[11].

SEd =  


(1)

· n : 점의 수

· A : 대상지역의 면적

Z =표준오차 
관측된최근린거리 기대되는 최근린거리

(2)

c.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 기법

입지-배분기법은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개의 시설물을 입지시키는 경우 잠재적 수

요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의 수와 적정한 입지를 찾고자 할 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기법으로, 입지와 그 입지상의 각종 자원의 배분을 다루는 내

용으로서 최소의 비용과 함께 최대의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고안된 모형으로,

입지-배분 모형에서 입지는 최적 입지를 의미하고, 배분은 최적입지의 시설에 배분된

수요를 의미한다[12].

입지-배부 모델은 도서관, 학교, 의료기관, 근린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입지 선

정이나 공공 서비스 시설물의 입지와 수요 배분뿐만 아니라, 백화점, 충전시설, 공공시

설을 입지시키고 경계선이나 구역을 할당하는 데 활용된다. 분석하는 대상 시설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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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입지선정의 최대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적의 효율적인 입지-배분 모델

의 선택과 입지-배분 모델의 사용이 중요하다. [표2-5]은 입지-배분 모형의 유형을 나

타내며, 입자-배분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요지점, 목적함수와 제약조건, 잠재적

네트워크 기점, 교통망, 배분에 대한 규칙의 요소들이 명시되어야 한다[12].

[표 2-5] 입지-배분모델의 유형

모델 유형 목적함수 거리측정방식 제한요소 적용

MINDISTANCE 총 이동거리의 최소화 선행 없음

MAXATTEND 수요를 최대화 거리제곱함수 없음

MINDISTPOWER 총 이동거리의 최소화 거리제곱함수 없음

MINDISTANCE
(constrained)

총 이동거리의 최대화 선형 거리제한

MAXCOVER 포함 영역을 최대화 선형 포함영역제한

MAXCOVER
(constrained)

포함 영역을 최대화 선형 두 개의 포함영역제한

C.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선행 연구

입지선정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 등 정책적인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지자체 특징을 반영하여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정책 선호도,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1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와 충전용량

(Capacity) 결정에 적용하여 모형의 검증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소 구

축 방안을 연구하였다[14]. 이민석의 논문에서는 최적화 모델 알고리즘을 통해 충전소

당 연간 사용량과 반경 내에 위치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 숫자 간의 상관계수(반경

10km일 때 최대, 반경 4km일 때 최소)를 도출하였다[15]. 2010년∼2016년 발표된 국외

저널(Applied Energy, IEEE의 Smart Grid, Power System, Sustainable Energy)에서 살

펴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예측을 위한 고려요소로써 충전속도, 전기자동차 비중과

수, 충전시간(충전을 하는 시간), 요금제도, 충전위치, 전기자동차의 종류, 충전에 쓰이

는 전력의 종류(신재생 or 기존전력), 배터리 초기 충전상태, 특정 지역의 생활 패턴,

충전패턴 고려하여 제안하고 있다. 또한, 충전 부하 예측을 위한 통계 데이터는 운전

자 나이, 운전패턴, 교통량, 운전거리, 배터리 충전특성이 다양하게 적용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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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선정 방안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 선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관련된 데

이터를 추출·수집하고 충전소 데이터의 주소를 활용하여 지리공간 정보와 결합한 위치

정보와 입력 레이어의 도형과 속성을 결합시켜 레이어 중첩(Over Layers)시킨다. 데이

터를 전처리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분류되어진 연관데이터 값과 지리공간정보 분

석기법인 중첩분석, 최근린분석을 통해 중요변수를 도출한다. 이후 데이터간 연관관계

를 분석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조건 선정에 대한 방안을 제안한다.

A.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선정 단계

[그림 3-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선정 단계이다. 분석 프

로세스는 연관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여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연관 데이터 분석과정, 충전 수요예측 및 최적 입지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3-1]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선정 단계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충전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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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영역 테이블 명 데이터 개요 처리환경

사전분석

EV_CS
EV_CP
CHARGE_HIST

충전소정보
충전기정보
전기자동차 충전내역

BIGSQL

대구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데이터

대구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월별 사용량 데이터

BIGSQL

데이터 전처리

시도경계,
행정동경계
100m ×100m 격자
도로망

전국 시도경계
전국 행정동경계
전국 100m ×100m 영역
전국 도로망

LOCAL

[표 3-1] 전기자동차 충전소 데이터 수집 내용

보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개데이터를 수집하여 지리공간정보 분석을 위해 데이터

DB 구축을 진행하고, 분석용 소프트웨어(QGIS)를 사용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좌표변환(Geo-Coding) 공개 API를 이용하여 건물 주차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동산공지시가, 주유소매출가격, 전국도로망 등의 연관 데이터를 위도, 경도좌표로 변

환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새주소 도로, 시도경계 및 행정동 경계와 충전

소의 좌표를 활용하여 공간정보와 결합한 위치정보와 레이어 중첩(Over Layers) 시킨

다. 이후 지리공간정보 분석기법인 중첩분석, 최근린 분석을 통해 연관되어지는 데이터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중요변수를 도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 예측을 통해 전

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조건 선정 방안을 제안한다.

B. 전기자동차 충전소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절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연관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좌표변환 API를 이

용하여 건물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부동산공지시가, 주유소매출가격, 전국도로망 등

의 연관 데이터를 위도, 경도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충전소 정보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개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리공간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용 소프트웨어(QGIS)

와 주소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표 3-1]과 같다. 수

집한 데이터는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키값으로 데이터 좌표변환(Geo-Coding)

공개 API를 이용하여 연관 데이터를 위도, 경도 좌표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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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행 유동인구 대구시 차량교통량 LOCAL

주유소매출 대구시 행정동별 주유소 매출 LOCAL

노상·노외주차장
건물 주차장

대구시 노상·노외주차장
건출물 대장

LOCAL

새주소 도로건물 새주소 도로건물 위치/영역 LOCAL

배후지유형 배후지 유형 LOCAL

부동산공시지가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공시지가 정보
부동산 소유자 정보

LOCAL

데이터 전처리는 시도 및 행정동 데이터는 행정경계를 구분하여 정제·추출하고 도로

망 데이터를 100m x 100m 격자로 추출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위치정보는 한국전

력에서 운영하는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용 충전소를

제외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만 추출하고, 충전소 데이터의 주

소를 활용하여 공간정보와 결합한 위치정보로 변환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운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19개의 충전소에 대하여 일단위

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월별로 병합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데이터의 주소를 활용

하여 미등록되어 있는 41개소 대구시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위치 정보를 추출한

다. 노상/노외 주차장, 건축물 대장에서 주차장용도로 기록되어 있는 건물들을 대상으

로 추출하고, 주거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위치정보가 부정확한 건물

은 새주소 도로 건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불필요한 데이터(Space,

Null, Out of Data)는 전처리하거나 제외시킨다. [그림 3-2]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데이

터 전처리 예시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변환하여 데이터 DB로 구축하고, 지리공간 정보 SW 또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을 통해 공간상의 시설 또는 지점을 단위 셀(Cell)로 분할하여 공간상

의 거리나 시간을 이용하여 지리정보 공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Quantum GIS(QG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레이어 중첩(Overlay Layers)분석을 수행한다.



- 15 -

충전소정보(EV_CS) Table Create

충전기정보(EV_CP) Table Create

[그림 3-2] 전기자동차 충전소 데이터 전처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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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1. 전기자동차 입지선정 모델링

지리공간정보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분류한 후 공간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과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공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연관 데이터

간의 분포패턴과 중첩분석, 최근린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3-3]과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모델링 구성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3-3] 전기자동차 입지선정 모델링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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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 지리공간정보 데이터 분석

지리공간정보에 의한 공간분석은 공간상의 무수한 점들간에 공간상의 거리나 시간에

대한 연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연산 결과를 바로 도면에 표출할 수 있어 의사결

정을 쉽게 할 수 있다[17]. [표 3-2]는 분석데이터를 분류한 표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조건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충전소 입지 특성분석,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블록유형별 권역 생성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중첩분

석, 최근린 분석 등의 공간분석을 수행한다.

[표 3-2] 분석 데이터 분류

분류 분석 데이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분석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 충전기 정보

전기자동차 충전 내역

충전소 입지
특성분석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 충전방식(완속, 급속)

충전소 정보, 전기자동차 충전량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블록 유형별
권역분석

블록유형별(주거, 상업, 역세권, 오피스텔)의 블록 데이터

주차장 시설(건출물 대장, 노상/노외 주차장, 공용건물 주차장 등)

도로 교통량, 유동인구, 부동산 정보, 배후지유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에는 운영기관, 충전소명, 충전기ID, 충전기TYPE, 지역,

주소의 데이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GS칼텍스, SK에너지, 기아자동차,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의 민간기업과 한국전력, 환경부 등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18개 기관에

서 대구시에 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총 1,080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4]

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대구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 일부분을 예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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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

[그림 3-5]는 충전기정보 DB, 전기자동차 충전내역 DB, 충전소정보 DB의 데이터 구조

를 보여준다. 충전소 ID, 충전기 ID를 기본키(Primary Key)로 하고 충전소정보 DB에서

지리공간 정보의 KEY가 되는 위도, 경도의 정보를 가져와서 분석 데이터를 중첩분석,

최근린 분석 등을 수행한다.

[그림 3-5] 데이터베이스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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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데이터는 [그림 3-6]과 같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QGIS)를 활용하여 셀(Cell)

단위 구간별로 격자(100m x 100m)를 설정하고, 분석데이터를 지리공간정보로 변환한

후 불록단위로 시각화하여 분석한다. 여기서 id(셀), dem(충전수요 예측량), tra(차량교

통량), huf(차량흡입력 지수), oil(주유소 매출), temp(기온), ev(전기차 보급대수), seq

(배후지 유형)을 의미한다.

[그림 3-6] 블록단위 분석 예시

3.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방안

본 절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방안으로 차량 교

통량과 노상/노외 주차장, 공용건물 주차장 간의 중첩분석, 최근린 분석방법을 제안한

다. 출발지(Origin)와 목적지(Destination) 사이의 최단거리를 차량 도로망을 고려하고,

차량 교통량과 노상/노외 주차장, 공용건물 주차장 등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을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거리 혹은

범위 산출 시에 차량 도로망을 반영하면 최적입지 선정에 대한 조건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선형 다중회귀모형 분석방법을 제

안한다. 선형 다중회귀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구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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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분석 방법이다.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의 값이 일정한 패

턴으로 변하여 가는데,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선이 직선에 가깝게 나타나는

경우를 선형회귀분석이라고 한다[13].

Y =  +  +  +  ·····  +                    (3)

수식 (3)은 회귀모형식의 값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각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Y : 종속변수(전기차 충전량)

 : Y절편

B : 회귀계수  
 : 독립변수(차량교통량지수, 공용건물주차장, 노상/노외 주차장, 주유소매출지수,

기온, 전기차 보급대수)

 : 오차항

종속변수 y값을 전기자동차 충전량, 독립변수로는 차량 운행 중에 충전을 목적으로

충전소를 방문하는 수요에 대한 변수 즉, 차량교통량 지수, 주유소 매출지수로 분류하

고, 다른 목적으로 목적지에 방문하고 충전을 하는 수요에 대한 변수로는 차량 교통량

지수, 건물/뇌상/뇌외 주차장 지수로 분류한다. 운전자의 차량 운행 패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충전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기온,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로

분류한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 발생을 고려하여 다중공선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Ridge, Lasso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제안한 적용방법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에 대해 [그림 3-7]과 같이

대구광역시 충전소의 설치현황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량을 분석하였다. 충전소 충전

량은 충전소의 설치현황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급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량

의 상승곡선이 완만하지만,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2017년 4월부터 충전량이 급속하

게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을 분석해 보면,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이 고

르게 분포되어있는 충전소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완속 충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시간이 6시간 이내로 운행 중에 충전하는 수요보다는

주차 중에 충전을 하는 비운행 중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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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량 현황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블록 유형별 권역분석은 [그림 3-8]과 같이 대구광역시 노상/

노외 주차장의 입지분석을 수행하였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위에 존재하는 주차장을 말

하며, 노외 주차장은 도로 위 또는 건물 내에 있지않고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을 의미한다. 대구광역시의 노상/노외 주차장 분포는 차량 교통량과 비슷한 패턴을 보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근린 알고리즘 분석 결과는 INDEX 값이 0.29로써 가장

군집성 패턴으로 강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 22 -

[그림 3-8] 노상/노외 주차장 주제도(좌), 최근린 분석 결과(우)

차량 교통량 지수는 [그림 3-9]와 같이 대구 시청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통

행하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최근린 알고리즘 분석 결과는 INDEX 값이 1.44로써 규칙

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림 3-10]은 대구시 내의 공용 건물 주차

장은 노상/노외 주차장과 비슷한 패턴으로 차량 교통량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최근린 알고리즘 분석 결과는 INDEX 값이 0.34로써 군집성 패턴으로 결과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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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차량 교통량 주제도(좌), 최근린 분석 결과(우)

[그림 3-10] 건물 주차장 주제도(좌), 최근린 분석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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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본 장에서는 지리공간정보 연관성 분석 및 충전수요 예측에 관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 선정에 대해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

을 거친 분석데이터는 데이터 DB 구축 작업을 수행한다. [표 4-1]은 최적입지 선정 관련

된 DB구축 내용이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 도로망, 행정구역 등의

경계 위치 등을 추출하여 DB로 변환한다.

DB Table 위상 DB Table 위상

시도 경계
행정동 경계
100x100격자

admi
blk

hi_cell
Polygon

충전소정보
충전기정보

전기자동차충전
내역

EV_CS
EV_CP

CHARGE_HIST
Point

도로망 road_dg Line 건축물대장 bd_db Polygon

새주소도로건물 eoad_new Point 배후지유형 blk_seg Block

부동산공시지가
부동산소유자

land_price
land_owner

Polygon 노상/노외주차장 parking_db Point

[표 4-1] 실험 DB 구축 내역

추가적으로 실험환경 구축을 위해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 전체, 시간적 범위는

2016.06.01.부터 2017.07.31.까지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데이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

데이터, 행정동별 주유소 매출정보 DB는 별도로 구축하였다. 지리정보공간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KATEC계열의 네비게이션용 KATEC좌표

계(KOTI-KATEC)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KOTI-KATEC 좌표계 설정값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KOTI-KATEC 좌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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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위한 기초분석 작업으로 [그림 4-2]와 같이 1:100,000,000 축적으로 대구

광역시의 139개의 행정동 경계표시, 36,089개의 100x100 격자 도로망과 1,080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 중 93개의 한국전력에서 운영 중인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를 중

첩시켜 구축하였다.

행정동 경계표시 전기자동차충전소 분포도

[그림 4-2] 기초분석 작업을 위한 주제도

[그림 4-3]과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공간정보와 차량교통량, 주유소 매출지수, 노외

주차장, 공용 건물주차장의 지리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로는 차량교

통량 지수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며, 칠곡 신도시는 외곽지역임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유소 매출지

수는 중심가 등의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비교적 외곽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노상/노외 주차장, 공용건물 주차장은 차량 교통량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주로

도심지역, 주거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공용건물 주차장은 노상/노외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연관되어지는

데이터를 지리정보공간 중첩분석을 통해 충전소의 위치가 일정한 패턴을 갖고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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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차량교통량 중첩분석 주유소 매출지수 중첩분석

건물주차장 중첩분석 노상/노외 주차장 중첩분석

[그림 4-3]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와 연관데이터 중첩분석을 위한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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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연관데이터간의 점패턴 분포의 이차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

근린 분석을 적용하여 개체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군집분포를 통해 점 개

체와 그 주변 개체들간의 거리로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군집분포가 높다면 주변 점

개체들간과의 거리는 매우 짧게 된다. 반대로 군집분포가 적다면 주변 점 개체들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연관데이터를 대상으로 최근린 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표[4-2]과 같이 나타났다. R값이

1에 가까울수록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1보다 작을수록 군집형 패턴을 나타낸다.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위치와 차량교통량 지수, 노상/노외 주차장, 공용 전물 주차장 등은

최근린 분석 결과 두 변수간 군집된 형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 하였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위치와 평균거리가 연관 데이터 모두 200m 이내로 군집화되어

분포하고 있는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4-2] 연관 데이터의 최근린 분석 결과

Type Point R Statistic 평균거리(m)

차량 교통량 지수 352,283 1.44285 50.00

노상/노외 주차장 1,778 0.34373 133.55

공용 건물 주차장 1,960 0.29102 114.43

각 후보 모형별로 충전수요 예측값과 전기자동차 충전량을 비교하여 예측값을 검증

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하여 예측함수를 도출하기 위한 훈련집합(Traning Set)과 테스

트 집합(Test Set)을 9:1의 비율로 나누었고, 각 집합의 원소는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훈련집합에 속한 데이터에 각 후보모형(LASSO, RIDGE, 다중회귀)을 적용하여 회귀함

수를 도출하여 충전수요 예측값을 생성하였다. 충전수요 예측값과 테스트 집합의 실제

충전량을 비교한 후보모형의 실험 결과는 [표 4-3]과 같다.



- 28 -

[표 4-3] 충전수요 예측모형 및 실제 충전량

LASSO RIDGE 다중회귀

다중회귀(로그변환) 다중회귀(공정성제거) 실제 충전량

충전수요 예측값과 테스트 집합의 실제 충전량을 비교하여 예측값을 검증하였고, 다

중회귀 분석의 예측 모형의 예측치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공정성 문제를 발생시

키는 변수(20세 이하, 70세 이상의 차량 교통량) 제거하였다. [표 4-4]는 충전수요 예

측모형 분석결과로써 오차범위 가장 적은 다중선형회귀 모형이 충전수요 예측 모형으

로 결정하였다.

[표 4-4] 충전수요 예측모형 비교

구분 LASSO RIDGE 다중회귀
다중회귀

(로그변환)
다중회귀

(공선성제거)

오차범위 ±31.65682 ±31.98993 ±26.82114 ±28.69294 ±26.69752

충전수요 예측모형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차량으로 출입이 가능한 100m × 100m 공

간단위의 격자(36,089개)에 대하여 전기차 보급대수(5만대) 기준으로 충전 수요량을 예

측한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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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충전수요 예측 분포지도(좌), 충전소 최적입지(우)

충전수요 예측 분포지도에 대하여 실증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데이터 셋을 데이터

좌표변환 API를 이용하여 지리공간 정보로 변환 후, 중첩분석을 통하여 충전수요 예측

입지 선정에 대해 검증을 실행하였다. [그림 4-5]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최적입지(적색)

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장소(흑색)의 주제도이다.

[그림 4-5] 충전수요 입지선정 분석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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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수요 예측 분포지도에 대하여 실증 실험은 최적입지 선정 장소와 운영 중인 전

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위치와 비교하였다. [그림 4-6]은 달성군 논공읍 비도심 아

파트 거주지역(좌) 및 팔공산 등산로 입구 공용주차장(우)으로 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로써 충전수요량이 매우 적게 나왔다. 충전소 주변에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차량교통량 지수, 공용건물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등의 입지선정 요소

들이 적게 나왔다.

[그림 4-6] 충전수요량이 적은 곳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장소

[그림 4-7]은 충전수요예측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장소로써, 충전수요

량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입지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두 지

점 모두 인접하는 곳에 도심/산업단지 연결도로와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으며,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차량교통량 지수, 공용건물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등의 입지선정 고려

요소들이 주변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4-7] 충전수요가 많은 곳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미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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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전기자동차(EV)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와 비교할 때, 짧은 주행거리 및 충전소 위치, 충전시간 등의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충전기의 설치비용을 고려한다면 무한대로 많은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사용자 편리성이 저하되고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예산낭비만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기자동차의 제약조건을 해결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충전소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리공간 분석기법을 통해

연관 데이터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방안으로 차량 교통량과 노상/노외 주

차장, 공용건물 주차장 간의 중첩분석, 최근린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전기자동차 충

전인프라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충전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좌표변환 API를 이

용하여 건물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부동산공지시가, 주유소매출가격, 전국도로망 등

의 연관 데이터의 위도, 경도좌표로 변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충전소 입

지 특성분석,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블록유형별 권역 생성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연

관데이터 값과 지리공간정보 연관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예측을 통해 차량 교통량, 주차장 시설의

면적이 클수록 충전수요가 많을 것으로 분포지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충전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차량교통량 지수, 공용건물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등의 입지선

정 고려요소를 반영한 선형 다중회귀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리공

간정보 연관성 분석을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선정을 하는 데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용자 만족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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