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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의 변압기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Evaluation of the Transformer for the Public Rental

Apartments Considering the Increase of E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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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un Choi ․ Sung-Yul Kim ․ Ju Lee)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afety evaluation of the existing transformer for the 0.85 millions of public rental 

apartments as EVs(Electric Vehicles) increase in order to overcome the environment pollution issue and maintain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analyzed that the 56.4% capacity of power transformer could secure as EV charging infrastructure, based on 

the analysis of respective utilization patterns of the housing and power transformer. The acceptable number of EVs is 0.04~0.06 

per household from the spare capacity of the power transformer. It is analyzed that EV stock is prospected less than 0.03 per 

household in 2030, considering the condition of the public rental apartments residents and the growth rate of EVs according to 

practical scenario. The power demand for EVs is within the allowable capacity range of the power transformer, so the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no problem in the stability of the existing transformer until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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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

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친환경차량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경우 제주도를 선두로 하여 전국에서 전기

자동차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마련 및 보조금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충전인프라 확

보가 부족했던 아파트에도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충전인프라 

설치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 도입 수요에 부응하여 

‘제주도-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아파트에 이동식 전기충전인프라 구축하였으며 제주도 관할 

모든 임대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양아파트 뿐만 아니라 국가소유의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전국에 보급된 85만호에 달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아파트 공급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하고, 각각의 경우 전기자동차가 보급되

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변압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기존에도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전기자동차 도입규모

를 예측하고[1],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분양아파트의 변압기 

한계시점 등을 분석한 연구사례가 있지만[2], 공공임대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증가수요를 고려한 변압기의 안정성이나 위험성 분석

을 위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공공임대아파트의 현황 및 특성

2.1 공공임대아파트의 현황

임대아파트는 공급주체에 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

아파트로 나누어지고 공급유형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

임대5년, 10년, 50년, 분납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며, 민간임대아파트는 5·10년 임대, 사원임

대, 사업임대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이하 공임50년), 국민임대에 대하

여 다루었다. 영구임대는 세대공급면적이 40㎡ 이하인 소형위주

로 공급되었고, 이와 유사한 세대공급면적으로 영구임대 대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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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기자동차 구매가격 현황[6]

Table 2 EV Price with subsidy(Seoul)

Maker KIA Renault GM Hyundai

Model Ray EV Soul EV SM3 ZE Spark EV IONIQ

Price 3,500 4,250 3,790 3,840 4,000

Subsidy 1,850 1,850 1,850 1,850 1,850

Price with 
subsidy 1,650 2,400 1,940 1,990 2,150

그림 1 임대아파트 변압기 평균이용률 및 최대수요전력률 분석

Fig. 1 Average Usage Rate & Peak Power Usage Rate of 

the Rental Apartment Transformer

적으로 공임50년이 공급되었다. 그리고 ‘01년부터 현재까지 세대

전용 60㎡이하 규모로 국민임대가 공급중이다[3]. 공공임대아파

트는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

공기관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표 1에서 보면 2015년 기준

으로 누적 85만호, 영구임대와 공임50년이 30만호로 전체 35%를 

차지하며, 국민임대가 55만호로 65%를 차지한다. 또한, 향후 정

부정책 흐름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공급예정이며 

’17년 말이면 국내 최대 주거복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0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도된다.

표    1 공공임대아파트 재고 현황[4]

Table 1 Stock of the Public Rental Apartments

Contents 2011 2012 2013 2014 2015

Permanent 
rental 190,679 190,694 191,900 192,886 195,699

Public rental 
50 year 100,882 101,520 102,646 105,663 105,663

National 
public rental 431,656 455,107 488,552 521,115 553,408

Sum 723,217 747,321 783,098 819,664 854,770

2.2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전기자동차 보급여건 분석

영구임대는 사회보호계층을 위해 최대 50년 동안 시세의 30%

로, 공임50년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동안 시세의 

30%로,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30

년 동안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복지차원에서 공급되므로 입주자격에 일정 

제한이 있다. 일단 무주택이며,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이며, 부동

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유기준이 있다[3]. 이 중에서 자동차의 보

유기준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차량가액이 2,465만 원 이하인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가 비교적 고가이

기 때문에 입주자의 전기자동차 소유가 불가능하였지만, 2015년 

관련고시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 국민임대 입주민도 전기자동차 보유가 가능하도록 변경

하였다[5]. 표 2를 보면 보조금을 제외한 실구매가가 정부기준 

차량가액인 2,465만 이하이다. 물론 이러한 법정 개정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전기자동차는 일반 차량에 비하여 고가로 공공임대

아파트에 보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샘플로 선정한 공공임대아

파트 조사결과 전기자동차 보유대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재까지 보유대수가 거의 없지만, 

충전인프라에 대한 시설문의 등 관심이 있고 일부단지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

공기관 주도하에 충전인프라를 공급하고 있어 공공임대아파트에

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 공공임대아파트 변압기 이용분석

3.1 공공임대아파트의 변압기 이용실태 분석

전국에 입주완료 된 105개 임대아파트의 변압기 이용실태를 분

석한 논문에 따르면 변압기의 평균이용률은 정격용량대비 29~38%

의 수준으로 나타나며, 식 1, 2와 같이 평균이용률과 최대수요전력률

을 정의하고 있다. 105개의 임대아파트의 변압기 이용률과 최대수

요전력률을 분석하여 그림 1에서 살펴보았다. 평균이용률은 냉·

난방부하의 사용이 급증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이용률이 상대적

으로 높이 나타나고, 월별평균 최대수요전력률은 냉방부하가 급

증하는 8월에 7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7].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변압기 이용실태를 분석한 사례를 보면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용과 동력용변압기의 구분이 되지 않고 모든 변압

기의 합산 부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용도별 변압기에 따

른 부하율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2]. 본 연구에서

는 변압기 용도별에 따른 이용실태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 한계

점을 보완하였다.

평균이용률 = 
∀





   ․  ․    (식 1)

최대수요전력률 = ∀    (식 2)

여기서,

 = 시간별 유효전력량

  = 변압기 정격용량

일반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수변전설비 계통도를 보면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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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공임대아파트 수변전설비 계통도

Fig. 2 Power System of the Public Rental Apartments

그림 3 국민임대아파트 주택용·동력용 변압기의 평균이용률

Fig. 3 Average Usage Rate of Housing·Power TR

그림 4 국민임대아파트 주택용·동력용 변압기의 최대수요전력률

Fig. 4 Peak Power Usage Rate of Housing·Power TR

표    3 국민임대아파트의 주택용과 동력용변압기 이용률 분석

Table 3 Analysis of Average Usage Rate of Housing · Power TR 

for National Public Rental Apartments

Contents

Average Usage Rate of 
Transformer[%] Housing/Power

Ratio
Housing Power

National Rental 1 21.3 11.6 1.84

National Rental 2 20.8 12.1 1.72

National Rental 3 32.6 12.5 2.61

National Rental 4 26.5 12.6 2.11

National Rental 5 23.2 11.7 1.98

Average 2.05

와 같이 주택용변압기 2대와 동력용변압기 1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주택용은 세대부하를 공급하고 동력용은 세대를 제외한 공용

부위,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등에 부하를 공급한다. 일부 민간아

파트의 경우 변압기를 부하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변압기

에서 세대부하와 공용부위부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

우도 있지만, 비상부하의 비상발전기와의 연계 필요성으로 인하

여 그림 2와 같은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보급되거나 보급예정인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

사에서 건설이 되었으며, 해당 공공기관 설계기준에 따라 변압기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주택용과 동력용으로 구분되어 있다[8].

공공임대아파트의 주택용변압기와 동력용변압기 각각 용도별

에 따른 부하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평균이용

률과 최대수요전력률을 분석하였다. 그림 3, 4를 보면 동력용변압

기의 이용률이 기존에 전체 변압기의 평균이용률을 분석할 때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변압기의 평균이용률의 경우 하

절기와 동절기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최대수요전력률은 하절기

에 최대값을 나타낸다. 하지만 변압기를 용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주택용의 경우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동력용의 경우는 

연중 평균이용부하가 비교적 큰 변동없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며, 

최대수요전력률의 경우 오히려 하절기에 낮은 값을 보이고 동절

기에 최대값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력용변압기의 평

균이용률과 최대수요전력률의 변동률은 냉방부하가 급증하는 여

름에도 주택용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같은 추가전원설비 활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변압기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주택용변압

기가 전체 변압기 용량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변압기 전

체의 이용패턴과 주택용변압기의 이용패턴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압기 용도별로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동력용변압기의 평균이용률이 주택용변압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택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용량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확한 수치 분석을 위해 전력감시시스템

을 통해 주택용과 동력용변압기의 전력사용량 검침이 가능한 국

민임대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 3의 결과와 같이 

주택용변압기가 동력용변압기의 평균이용률보다 2.05배 정도 크

게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별 변압기 이용실태 분석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유형에 따른 분석을 위해, 표 4와 같이 공

급유형별로 영구임대 3개, 공임50년 2개, 그리고 국민임대 표 3

의 5개 단지 중 3개 단지를 선정하여, 유형별에 따른 주택용․동

력용 변압기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샘플단지를 보면 영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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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공임대아파트 샘플단지 현황

Table 4 Overview of Sample Public Rental Apartments

Contents
Permanent rental Public rental 50 year National public rental

Complex 1 Complex 2 Complex 3 Complex 1 Complex 2 Complex 1 Complex 2 Complex 3

Household number 1,466 1,170 1,654 504 720 1,378 822 1,046

TR capacity [kVA] 1,950 1,250 1,700 550 800 2,100 1,250 1,650

Housing TR [kVA] 1,200 800 1,000 350 550 1,400 800 1,100

Power TR [kVA] 750 450 700 200 250 700 450 550

Parking lots[EA] 386 248 312 180 264 1,213 679 924

Parking lots per 
household[EA] 0.26 0.21 0.19 0.36 0.37 0.88 0.83 0.88

Occupancy year 1990 1992 1992 1996 1997 2007 2006 2008

표    5 공공임대아파트 변압기이용실태 분석

Table 5 Analysis of TR Utilization for the Public Rental Apartments

Contents
Permanent rental Public rental 50 year National public rental

Complex 1 Complex 2 Complex 3 Complex 1 Complex 2 Complex 1 Complex 2 Complex 3

Average power demand[kW] 471 354 486 166 272 548 328 409

Average power demand rate[%] 24.1 28.3 28.6 30.1 33.9 26.1 26.3 24.8

Peak power demand[kW] 875 518 749 268 447 911 532 644

Peak power demand rate[%] 44.9 41.4 44.0 48.7 55.9 43.4 42.6 39.0

TR capacity per household[kVA] 0.82 0.68 0.60 0.69 0.76 1.02 0.97 1.05

Power usage per household[kVA] 0.24 0.24 0.22 0.26 0.31 0.32 0.31 0.31

대와 공임50년의 경우 입주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단지가 대

부분인 반면, 국민임대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준공된 신규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별에 따른 변압기이용실태를 표 5에서 살

펴보면, 주택용과 동력용 합산 평균이용률은 영구임대 27.0%, 공

임50년 32.0%, 국민임대 25.7%이며, 최대수요전력률은 영구임대 

43.4%, 공임50년 52.3%, 국민임대 41.7% 수준이다. 세대당 주택

용변압기 용량은 영구임대 0.7kVA, 공임50년 0.73kVA, 영구임대 

1.01kVA이며, 세대당 전력사용량은 영구임대 0.23kVA, 공임50년 

0.28kVA, 국민임대 0.31kVA로 분석되었다. 영구임대와 공임50년

은 설계당시 세대부하를 1.7kVA, 국민임대는 3kVA로 산정하여 

이 값에 수용률을 적용하여 주택용변압기 용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국민임대는 영구임대나 공임50년에 비하여 평균이용률 및 

최대수요전력률은 낮고, 세대당 주택용변압기용량은 영구임대나 

공임50년에 비해 40% 정도 더 용량이 크다.

일반적으로 전력소비량은 입주민의 구성유형, 가구원수,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고, 소득수준 및 가구수는 전력소비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9]. 표 5에서 세대당 전력사용량을 보면 영구

임대 0.23kVA, 공임50년 0.28kVA, 국민임대 0.31kVA로 분석되

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영구임대 입주자는 기e생활수

급자 등 최저소득계층민 또는 고연령층 1인 또는 2인 구성인데 

비해, 세대면적이 비슷한 공임50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을 입주요

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전력

소비량이 영구임대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국민임대의 경우 

세대면적이 크고 가구원수가 많아서 전력소비량이 영구임대와 공

임 50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3.3 주택용과 동력용변압기 이용실태 분석

기존 입주가 오래된 단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입주단지에 적용

된 전력감시시스템이 미설치되어 주택용과 동력용변압기의 별도 

전력량 검침이 불가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부하구성이 

유사함을 고려할 때 동력용과 주택용변압기 이용비율이 비슷할 

것으로 가정하여, 표 3에서 도출된 주택용변압기의 평균이용률이 

동력용변압기의 205% 수준에서 이용될 것으로 적용하여 주택용

과 동력용 합산 평균이용률과 최대수요전력률로부터 주택용과 동

력용 각각의 평균이용률과 최대수요전력률을 계산하여 표 5와 같

이 제시하였다.

표   6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별 주택용·동력용 평균이용률 및 

최대수요전력률 분석

Table 6 Analysis of Average Usage Rate & Peak Power Usage 

Rate for Housing · Power TR by Public Rental 

Apartments Type

Type TR Average power 
demand rate

Peak power 
demand rate

Permanent 

rental

Housing 33.5% 53.8%

Power 16.7% 26.9%

Public rental

50 year

Housing 38.5% 62.9%

Power 19.3% 31.4%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31.0% 50.3%

Power 15.5%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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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택용변압기 일일 전력사용형태

Fig. 5 Daily Power Demand Patterns for Housing TR

그림 6 동력용변압기 일일 전력사용형태

Fig. 6 Daily Power Demand Patterns for Power TR

4. 공공임대아파트 수용가능한 전기자동차 규모분석

4.1 관련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규모 분석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제도가 규정되지 않아, 시범사업을 제외한 충전인

프라 구축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6년 6월 ‘환경

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f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하여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수량 등을 지자체 조

례 등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 후 제주시, 대구시, 부산시, 전라

북도에서 표 7과 같이 조례를 개정 또는 입법예고중이다. 앞에서 

샘플로 선정한 8대 단지에 해당 지자체 규정에 따라 충전인프라 

설치규모를 적용하여 표 8에서 제시하였다.

표    7 지자체 충전인프라 설치기준 현황

Table 7 Local Government standards for EV infrastructure

Contents
Installation standard 

for charger

Installation standard 

for quick charger
Enactment

Jeju 1 per 50 parking 1 over 100 parking ‘16.10

Daegu 1 per 100 parking 1 over 100 parking ‘16.07

Busan 1 per 200 parking 1 over 100 parking ‘16.11

Jeonbuk 1 per 200 parking 1 over 1000 parking ‘16.11

표    8 지자체설치기준에 따른 충전인프라 규모

Table 8 EV Infrastructure based on Local Government

Installation Standards

Contents

Permanent 
rental

Public rental 
50 year

National public 
rental

1 2 3 1 2 1 2 3

Jeju
standard 8 5 7 4 12 25 14 19

quick 1 1 1 1 1 1 1 1

Daegu
standard 4 3 4 2 6 13 7 10

quick 1 1 1 1 1 1 1 1

Busan
standard 2 2 2 1 3 7 4 5

quick 1 1 1 1 1 1 1 1

Jeon
buk

standard 2 2 2 1 3 7 4 5

quick 1 1 1 0 0 1 0 1

4.2 충전인프라 구축용 변압기 여유용량 분석

충전인프라용 변압기 여유용량 분석을 위해 기존연구를 살펴

보면 용도별 변압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

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2], 주택용과 동력용변압기

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용과 

동력용변압기의 각각의 이용실태와 충전인프라 설치여건을 고려

하여 실제아파트에 적용가능한 충전인프라구축용 여유용량을 제

시하였다. 그림 3,4 주택용과 동력용변압기의 평균이용률과 최대

수요전력률 분석결과를 보면 동력용의 연중부하가 안정적이며 평

균이용률과 최대수요전력률이 주택용보다 낮아 충전인프라와 같

은 추가전원설비를 확보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다. 표 3의 국민임

대 단지의 주택용변압기의 일일 전력사용형태를 분석해 보면 그

림 5와 같이 오후 5시 이후부터 전력사용량이 증가하여 저녁 

8~9시경 피크부하가 발생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9],[10], 

피크부하 발생시간과 운전자가 퇴근 이후 본격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다르게 그림 6에서 동력

용변압기 전력사용패턴을 보면 일일 변동률이 낮고, 평균이용률 

자체도 낮으며, 오후 7시경을 지나면 전력사용량이 줄어들어 충

전시간과 간섭되지 않는다. 전원설비 공사측면을 고려하면 지하

주차장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케이블을 각각의 변압기로부터 

전원을 인출하는 것은 공사비의 이중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단일 

변압기로부터 전원설비를 인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전원은 동력

용변압기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동력용변압기에서 충전인프라용 변압기 여유용량 산정을 위해 

변압기에 담당하는 부하 중에서 비상부하를 제외한 용량을 여유

용량으로 하는 식 3을 제시하였다. 비상부하 분석을 위해 국민임

대 3개 단지의 동력용변압기를 구성하는 개별부하를 용도별로 구

분하여 승강기, 소방 ․ 배수펌프 및 제연휀류, 조작판넬, 공용부위 

전등전열부하 중에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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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민임대 동력용변압기 비상용부하 분석

Table 9 Analysis of Emergency Load for Power TR

Contents Complex 1 Complex 2 Complex 3

Load[kVA] Total Emergency Total Emergency Total Emergency

Elevator 482 482 574 574 380 380

Pump, Fans 515 298 480 295 354 214

Control Panel 
etc

356 138 577 96 290 113

Common light 
& outlet

1,004 159 788 45 603 90

Peak demand 
load

1,140 500 1,163 459 790 375

Emergency
/Total

43.85% 39.46% 47.48%

※ Peak demand load = Elevator load × Elevator demand factor 

(42~100%)+Emergency load×Emergency load demand factor(50%)

표    10 충전인프라구축용 동력용변압기 여유용량 분석

Table 10 Analysis of the Power TR Spare Capacity for the 

EV infrastructure

Contents
Permanent rental Public rental 

50 year
National public 

rental

1 2 3 1 2 1 2 3

Household 
number 1,466 1,170 1,654 504 720 1,378 822 1,046

[kVA] 750 450 700 200 250 700 450 550

[%] 43.6 43.6 43.6 43.6 43.6 43.6 43.6 43.6

[kVA] 423 254 395 113 141 395 254 310

Spare 
rate[%] 56.4 56.4 56.4 56.4 56.4 56.4 56.4 56.4

표    11 수용가능한 충전인프라 및 전기자동차 대수분석

Table 11 Analysis of Acceptable EV Infrastructure and EV 

Number

Contents

Permanent 
rental

Public rental 
50 year

National public 
rental

1 2 3 1 2 1 2 3

[kVA] 423 254 395 113 141 395 254 310

Standard charger 28 19 31 8 11 31 19 20

Quick charger 4 2 3 1 1 3 2 3

Charger capacity 416 246 389 112 135 389 246 304

EV by standard 42 29 47 12 17 47 29 30

EV by quick 48 24 36 12 12 36 24 36

Acceptable EV 90 53 83 24 29 83 53 66

EV per household 0.06 0.04 0.05 0.05 0.04 0.06 0.06 0.06

부하를 확인 후 표 9에서 그 비율을 분석해보니 전체용량의 

39.46~47.48%, 평균 43.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설계자료 검토

결과 공용부위를 구성하는 부하의 종류와 구성형태가 유사하여 

도출한 결과를 공공임대아파트 모든 유형에 비상부하율로 적용하

였다.

제시된 식 3에 비상부하율을 43.6%로 적용하면 공공임대아파

트에서 충전인프라구축용 여유용량은 동력용변압기의 56.4%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 10과 같이 분석되었다.

             (식 3)

여기서,

 = 충전인프라구축용 동력용변압기 여유용량

 = 동력용변압기 정격용량

 = 비상부하율

4.3 최대수용가능한 전기자동차 규모 분석[2]

샘플로 선정한 8개 단지의 동력용변압기 여유용량을 바탕으로 

최대로 수용가능한 충전인프라 규모를 분석하였다. 충전인프라는 

충전시간이 5~6시간 소요되는 완속충전기와 15~30분 소요되는 

급속충전기가 있으며, 급속은 충전시간이 짧은 대신 설치비와 전

기요금이 완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

속충전기과 급속충전기의 설치 비율을 타 논문의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81.5%와 18.5% 비율로 구분하였으며[11], 급속충전기가 

고가인점을 고려하여 급속충전기의 설치비율이 18.5% 미만이 되

도록 배치하였다. 충전기 대수 산정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완속

충전기와 급속충전기의 용량을 바탕으로 각각 7.7kW, 50kW를 

적용하여 여유용량의 범위 내에서 배치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1에서 제시하였다[12]. 배치된 급속과 완속충전기로부터 최대로 

수용가능한 전기자동차의 규모를 분석하기위해 기존연구사례를 

참고하여 일일 급속으로 충전 가능한 전기자동차의 대수를 12대, 

완속으로 충전 가능한 전기자동차의 대수를 1.5대로 적용하였다

[13]. 분석결과 최대로 수용가능한 전기자동차의 규모는 세대당 

영구임대 0.05대, 공임50년 0.04대, 국민임대 0.06대로 분석되었

으며, 표 8에 지자체설치기준에 따른 충전인프라규모보다 여유

용량을 고려한 충전인프라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기

존 단지에 지자체설치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공공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전망

5.1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6년 12월 13일 기준으로 1만 528대가 보급되어 

전기자동차 1만대를 돌파하였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은 표 

12에서 보듯이 2011년 338대를 시작으로 2016년말 기준 12,657

대가 보급되었으며, 2017년 전기자동차 1만4000대 보급예산을 확

보하였다. 이러한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5만대 보

급을 위한 2017년도 목표대수 13,790대와 매우 흡사하다. 향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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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별 입주자 연령 분석

Fig. 7 Analysis of Residents Age by Apartments Type

그림 8 2016년 3/4분기 가구주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 현황[14]

Fig. 8 Status of Consumer Spending by Household Age in 

2016 the third quarter

년간 정부의 적극적 정책과 보조금 지원이 지속되어 현재의 연간

증가율 113%를 유지한다면, 2020년에 정부정책목표 누적 25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서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보급장애요인인 충전인프라 보급상황을 보면, 2015년 11월 누

적대수 기준으로 급속충전기 750대, 완속충전기 9,258대가 보급

되었으며, 정부에서 2017년 6월까지 급속충전기 1,915대, 완속충

전기 19,579대를 확대․구축하여 충전인프라 부족문제를 획기적으

로 개선할 계획이다[15].

표    12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률 현황[12]

Table 12 Status of Domestic EV Supply Rate 

Year
Annual EV 

deployment
EV stock

Growth rate 

of EV

2011 338 338 -

2012 753 1,091 223%

2013 780 1,871 71%

2014 1,075 2,946 57%

2015 2,821 5,767 96%

2016 6,890 12,657 119%

2017(E) 14,000 26,657 111%

2018(E) 30,227 56,884 113%

2019(E) 64,502 121,386 113%

2020(E) 137,642 259,028 113%

Annual average growth rate 113%

5.2 분양아파트 대비 공공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보급률 전망

국내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공공기관, 지자체 중심이었지만, 최

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정책이 강화되면서 개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8개의 공공임대아파트에 전

기자동차 보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기자동차 보유대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임대의 경우 관련기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동차 소유가 가능하고, 영구임대와 공

임50년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여부와 입주자격이 무관하지만, 현

재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전기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전기자동차 누적대수가 2016년 기준 12,657대에 달하지

만 그 동안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심으로 의무구매할당제 등의 제

도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졌고, 전체의 41%에 달하는 5천여 대가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이 활발한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개

별 아파트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

정된다.

다른 연구사례에 따르면 2020년 세대당 전기자동차 보유대수 

예측결과가 분양아파트가 세대당 0.21~0.39대, 임대아파트가 세대

당 0.06~0.21대로 분양아파트 대비하여 28~53% 정도의 비율로 

보유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 위 사례는 2012년 설문조사를 바

탕으로 진행되어 표본에 따라 그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임대아

파트의 입주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분양아파트 입주

자보다 전기자동차 보유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유형별에 따른 입주현황을 계약자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그림 7을 보면 도시근로 소득자 평균소득의 70%를 소

득기준으로 한 국민임대와 소득 및 자산 보유가 입주자격과 무관

한 공임50년 아파트의 경우 40, 50대의 비중이 국민임대 57.5%, 

공임50년 5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급자로 구성된 영구임대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60.1%로 매우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있다. 그림 8의 국내 가구주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 현황을 보면 40대 까지 소비지출이 늘어나다가 50대가 

되면 약간 감소하며, 60대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소비지출이 떨

어지는 패턴을 볼 수 있어, 영구임대의 소비여력이 국민임대와 

공임50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통계자료에는 소유자(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사업용)에 따른 보급자료가 없어, 분양아파트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국내 전체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으며, 국민임대와 공임50년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분양아파트 대비하여 40% 수준[1], 영구임대는 입주자의 대부분

인 수급자로 대부분이 국가에서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

어 극히 일부 세대만이 전기자동차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

어, 분양아파트 대비하여 10%미만 수준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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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나리오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전망

공공임대아파트의 전기자동차 누적대수 전망을 위하여 아파트

의 전기자동차 e기보유대수는 주차대수 대비하여, 2016년 기준 

전체차량등록대수 21,803,351대 중 전기자동차 12,657의 비율인 

0.06%를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 2016년까지 전기자동

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반

차량은 연평균 성장률인 3.37%로 전기자동차는 현재수준인 

113%로 보급된다면 표 13에서 보듯이 2027년에 국내 모든 차량

이 전기자동차로 보급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결과이다. 

표    13 전기자동차 점유율 전망[4],[12]

Table 13 Prospect of EV market share

Year Vehicle registrations EV stock Share[%]

2016 21,803,351 12,657 0.06

2017(E) 22,538,564 26,657 0.12

2018(E) 23,298,568 56,884 0.24

2019(E) 24,084,200 121,386 0.50

2020(E) 24,896,324 259,028 1.04

2021(E) 25,735,833 552,745 2.15

2022(E) 26,603,650 1,179,515 4.43

2023(E) 27,500,730 2,516,994 9.15

2024(E) 28,428,059 5,371,067 18.89

2025(E) 29,386,659 11,461,437 39.00

2026(E) 30,377,582 24,457,808 80.51

2027(E) 31,401,920 52,191,047 166.2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전망하였다. 우선 글로벌 전기자동차 보급사례를 보면 

2005년에 수백여 대에 불과했던 대수가 2015년말 기준으로 126

만대를 돌파하여 연평균 120%가 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었

으며, 이러한 사례와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는 현재 수준인 연평균 113%를 유지할 것

으로 보았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 

113%, 그 이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56.7% 수준으로 보급되

는 것으로 보고 누적대수와 세대당 전기자동차 대수를 분석하였

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부국가를 제외한 해외국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15], 전기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0% 수준에 이르는 2025년부터는 일반차량의 성장

률인 3.37%로 보급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14 전기자동차 증가율에 따른 시나리오

Table 14 Scenario according to the growth rate of EV

Year
Annual growth rate(G), [%]

Period
Scenario 1 Scenario 2

2016~2020 113 113 High Growth

2021~2024
56.5

56.5 Growth

2025~2030 3.37 Stability

Annual average 
growth rate 72.3 46.8 -

각각 시나리오의 성장률에 따라 식 4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 번째 경우는 표 16에서 보듯이 국민임대 2027년, 공임50년 

2028년, 영구임대는 2030이후에나 수용가능한 범위를 e과할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경우 분석결과 표 18에서 보듯이 2030

년까지 어느 단지에서도 수용가능한 범위를 e과하지 않았다. 

        
                         (식 4)

여기서,  = N년 후에 전기자동차 누적대수

 = 전기자동차 e년도 대수

 = 연간 증가율

표    15 전기자동차 누적대수 전망(Scenario 1)

Table 15 Prospect of EV stock

Year
Permanent rental Public rental 

50 year
National public 

rental
Annual 
growth 
rage
[%]1 2 3 1 2 1 2 3

2016 0.0 0.0 0.0 0.0 0.1 0.3 0.2 0.2

113

2017 0.0 0.0 0.0 0.1 0.1 0.6 0.3 0.5

2018 0.1 0.1 0.1 0.2 0.3 1.3 0.7 1.0

2019 0.2 0.1 0.2 0.4 0.6 2.8 1.6 2.1

2020 0.5 0.3 0.4 0.9 1.3 6.0 3.4 4.6

2021 0.7 0.5 0.6 1.4 2.0 9.4 5.2 7.1

56.5

2022 1.2 0.8 0.9 2.2 3.2 14.7 8.2 11.2

2023 1.8 1.2 1.5 3.4 5.0 23.0 12.9 17.5

2024 2.9 1.8 2.3 5.3 7.8 35.9 20.1 27.4

2025 4.5 2.9 3.6 8.3 12.2 56.3 31.5 42.9

2026 7.0 4.5 5.7 13.1 19.2 88.0 49.3 67.1

2027 11.0 7.0 8.9 20.4 30.0 137 77.1 105

2028 17.2 11.0 13.9 32.0 46.9 215 120 164

2029 26.8 17.2 21.7 50.1 73.4 337 188 257

2030 42.0 27.0 34.0 78.4 114 528 295 402

표    16 세대당 전기자동차 대수 전망(Scenario 1)

Table 16 Prospect of the number of EV per household

Year
Permanent rental Public rental 

50 year
National public 

rental
Annual 
growth 
rage
[%]1 2 3 1 2 1 2 3

20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3

20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21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1

56.5

2022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1

2023 0.00 0.00 0.00 0.01 0.01 0.02 0.02 0.02

2024 0.00 0.00 0.00 0.01 0.01 0.03 0.02 0.03

2025 0.00 0.00 0.00 0.02 0.02 0.04 0.04 0.04

2026 0.00 0.00 0.00 0.03 0.03 0.06 0.06 0.06

2027 0.01 0.01 0.01 0.04 0.04 0.10 0.09 0.10

2028 0.01 0.01 0.01 0.06 0.07 0.16 0.15 0.16

2029 0.02 0.01 0.01 0.10 0.10 0.24 0.23 0.25

2030 0.03 0.02 0.02 0.16 0.16 0.38 0.3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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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ermanent rental Public rental 

50 year
National public 

rental
Annual 
growth 
rage
[%]1 2 3 1 2 1 2 3

20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3

20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21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1

56.5
2022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1

2023 0.00 0.00 0.00 0.01 0.01 0.02 0.02 0.02

2024 0.00 0.00 0.00 0.01 0.01 0.03 0.02 0.03

2025 0.00 0.00 0.00 0.01 0.01 0.03 0.03 0.03

3.37

2026 0.00 0.00 0.00 0.01 0.01 0.03 0.03 0.03

2027 0.00 0.00 0.00 0.01 0.01 0.03 0.03 0.03

2028 0.00 0.00 0.00 0.01 0.01 0.03 0.03 0.03

2029 0.00 0.00 0.00 0.01 0.01 0.03 0.03 0.03

2030 0.00 0.00 0.00 0.01 0.01 0.03 0.03 0.03

표    17 전기자동차 누적대수 전망(Scenario 2)

Table 17 Prospect of EV stock

Year
Permanent rental Public rental 

50 year
National public 

rental
Annual 
growth 
rage
[%]1 2 3 1 2 1 2 3

2016 0.0 0.0 0.0 0.0 0.1 0.3 0.2 0.2

113

2017 0.0 0.0 0.0 0.1 0.1 0.6 0.3 0.5

2018 0.1 0.1 0.1 0.2 0.3 1.3 0.7 1.0

2019 0.2 0.1 0.2 0.4 0.6 2.8 1.6 2.1

2020 0.5 0.3 0.4 0.9 1.3 6.0 3.4 4.6

2021 0.7 0.5 0.6 1.4 2.0 9.4 5.2 7.1

56.5
2022 1.2 0.8 0.9 2.2 3.2 14.7 8.2 11.2

2023 1.8 1.2 1.5 3.4 5.0 23.0 12.9 17.5

2024 2.9 1.8 2.3 5.3 7.8 35.9 20.1 27.4

2025 3.0 1.9 2.4 5.5 8.1 37.2 20.8 28.3

3.37

2026 3.1 2.0 2.5 5.7 8.4 38.4 21.5 29.3

2027 3.2 2.0 2.6 5.9 8.6 39.7 22.2 30.2

2028 3.3 2.1 2.6 6.1 8.9 41.0 23.0 31.3

2029 3.4 2.2 2.7 6.3 9.2 42.4 23.7 32.3

2030 3.5 2.2 2.8 6.5 9.5 43.9 24.5 33.4

표    18 세대당 전기자동차 대수 전망(Scenario 2)

Table 18 Prospect of the number of EV per household

각각 시나리오별 보급률을 비교하면 첫 번째는 2030년까지 연

평균 72.3%로 성장하고 두 번째는 연평균 46.8%로 성장하는 것

이다. 신기술이 보급e기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성장

률을 보여주지만, 20년 이상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시나

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 경우보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6. 공공임대아파트 변압기안전성 분석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설치되는 변압기는 세대전기를 

담당하는 주택용과 공용전기를 담당하는 동력용으로 구분되며, 

입주시 한 번 설치되면 정지나 휴지기간 없이 철거시까지 작동하

는 가장 중요한 전력기기이다. 변압기의 내구연한과 안정성은 전

력부하 이용정도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변압기의 이용실태를 살

펴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용부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대수요전력과 평균수요전력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2]. 변

압기의 경우 내구연한이 25년 정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적정부하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명연장도 가능하다는 연구사

례도 있어 부하사용정도가 변압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16]. 따라서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증가가 

고정된 변압기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전인프라용 전력을 동력용변압기에서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택용변압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

석되었고, 향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충전인프라용 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동

력용변압기의 여유용량을 e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력용변압

기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 85만호에 달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

으로 향후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경우 기존 변압기의 안전성평가

를 분석하였다. 세부적인 변압기의 여유용량 분석을 위해 주택용

과 동력용변압기 각각의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

택용변압기의 평균이용률은 34.3%, 최대수요전력률은 55.7% 수

준이며, 동력용변압기의 평균이용률은 17.2%, 최대수요전력률은 

27.8%로 동력용변압기의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계절별, 시간별 

전력수요 변화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에 비해 상대적

으로 여유용량이 크고, 전력수요 변화율이 낮은 동력용변압기가 

충전인프라 구축용으로 적합하며,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비상부

하용량 43.6%를 제외한 56.4%가 여유용량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 여유용량으로부터 단지 내에 수용가능한 충전인프라의 

규모와 전기자동차의 규모를 분석결과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최대

로 수용가능한 전기자동차의 수준은 세대당 0.04~0.06대로 확인

되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되어 소득과 자산부문에 일정한 입주자격이 있다. 이러한 입

주자격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아파트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분양

아파트 수준에 10~40% 수준으로 하여,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전망을 ‘20년까지는 113%, ‘24년까지는 56.5%, ‘30년까지는 

3.37%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30년에 세대당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는 영구임대 0대, 공임50년 0.01대, 국민임대 

0.03대로 모든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현재 변압기의 여유용량 내에

서 전력공급이 가능하여, 전기자동차 증가로 인해 전력수요 급증

으로 인한 변압기 안전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의 특성상 전기자동차 보

급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 분양아파트에 비하여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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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충전인프라시

설을 공공임대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그 혜택을 입주민에 

제공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입주민의 경제

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들도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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