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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EVCSs) is important to understand charging network 
evolution and the charging behavior of electric vehicle users. However, aggregation of efficiency performance metrics poses a 
significant challenge to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In general,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EVCSs can be measured as a compli-
cated function of various factors with multiple criteria. Such a complex aspect of managing EVCSs becomes one of the challenging 
issues to measur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Considering the difficulty in the efficiency measurement,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measur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EVCSs based on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DEA model is formulated 
as constant returns of output-oriented model with five types of inputs, four of them are the numbers of floating population and 
nearby charging stations, distance of nearby charging stations and traffic volume as desirable inputs and the other is the traffic 
speed in congestion as undesirable one. Meanwhile, the output is given by the charging frequency of EVCSs in a day. Using 
real-world data obtained from reliable sources, we suggest operational efficiencies of EVCSs in Seoul and discuss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network. The result of efficiency measurement shows that most of EVCSs in 
Seoul are inefficient, while some districts (Nowon-gu, Dongdaemun-gu, Dongjak-gu, Songpa-gu, Guro-gu) have relatively more 
efficient EVCSs than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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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전기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 기관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차량으로 기대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있으며 지속
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
가 전기차산업 육성과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해 충전인프

라 환경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11, 18]. 전
기차 충전소(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EVCS) 인프
라 개발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에 대한 이해를
수반한다[6, 19]. 이러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수적
접근법(Parametric approach)과 비모수적 접근법(Nonpara-
metric approach)이 고려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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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충전소 선택 문제를 일련의 통계적 추론을 통해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 의사결정의 과정을 모형으로 정의하고, 해당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모수를 도출한다는
것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이 예측 가능한 대상으
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정책
개발자 또는 충전소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소 인프라
개발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타당성 평가결과를 도출하
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개발 초기단계

에서 전기차 사용자의 주행패턴과 충전행태에 관한 유의
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
택문제를 모형화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더 나아가 이
러한 난점은 연구자로 하여금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
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제약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모
수적 접근법 중 하나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을 간접적
으로 파악함으로써 충전소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정책시
사점을 제언하는 데에 유용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DEA는 분석대상들인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분석법이다. 
이를 위해 DEA는 가장 효율적인 DMU의 효율성을 기준
으로 비효율적인 DMU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규명한다. 
이때 DEA는 각 DMU의 효율성을 투입과 산출이 이루어
지는 생산활동의 결과로 간주하며, 투입요소 규모 대비
산출요소 규모는 해당 DMU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과
를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DMU의
효율성은 특정 요소에 대한 효율성이 아니라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모두 고려한 상대적인 효율성이다. 이와 같
은 분석방법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문제를 일련
의 생산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본 연구는 충전소 선택이 다수의 외부요인들(투입요소)
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각 충전소의 충전실적(산출요소)
은 상기 선택문제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충전소 선택과 관련된 외부요인들 고
려하여 각 충전소의 운영효율성를 계산하고, 이 계산결
과를 토대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의 특성을 간
접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은 DEA

모형과 전기차 충전소의 운영효율성 및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문헌을 소개한다. 제 3장은 전기
차 충전소의 운영효율성을 계산하기 위한 DEA모형과
분석요소를 정의한다. 제 4장은 전기차 충전소의 운영효
율성 분석결과에 대해서 논한다. 마지막 제 5장은 본 연
구결과의 시사점을 간략히 요약한다. 

2. 문헌연구

본 절에서는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 및 전기차
충전소의 운영효율성 평가에 관한 문헌들을 분석한다. 
아울러 문헌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기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DEA는 이미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활용된 분석방법이다. 아울러 해당 분석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학계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2, 3, 4, 13, 19]. 따라서 본 연구는 DEA 연구현황에 대
한 언급은 생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개발 및 충전소 선택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도구로써
DEA를 활용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대부
분의 문헌들은 DEA를 다목적 입지선정 문제에서의 최적
의 입지안을 도출하기 위한 부속적인 분석도구로 활용하
였다. Wang et al.[17]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다목적 입
지선정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DEA를 파레토 최적해
(Pareto optimal solution)를 만족하는 입지안을 도출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때 DEA의 산출요소는 다목적 입지
선정 문제에서 목적함수 중 하나인 충전소가 설치된 도
로의 전기차 교통량의 총합으로 주어졌으며, 투입요소로
써 발전소에서 각 충전소까지 도달하는 데에 손실된 전
류 손실의 총합과 전압의 편차가 고려되었다. Khalkhali 
et al.[10]도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안을 선택하기 위한 방
법으로 DEA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투입요소는 충전소
설치에 소요된 자본비용과 총순이익이 고려되었으며, 산
출요소는 전압 개선지수, 전류 손실, 전류 손실 감소에
따른 비용절약 규모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주어
졌다. Wang et al.[17]은 현재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고정비 및 변동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충전소 입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DEA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고정비는 충전소 설치에 소요된 제비용을 의미하
며, 변동비는 전기에너지 사용비용으로 고려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과 충전

소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 석인[15]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기차 사
용자의 충전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환경적 및 사
회경제적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
해 해당 연구는 종속변수로써 각 2017년도 전국 충전소
의 충전량, 독립변수로써 지역별 전기차 및 자동차 등록
대수, 도로보급률, 인구밀도, 평균연령, 개인 연소득, 그리
고 충전소와 최인접 문화․산업시설 간의 거리 등을 고려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로보급률과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충전소와 휴게소 간의 거리, 평균 연령,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충전소의 충전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음을 밝혔다. 하지만 장홍석[7]은 다차원 데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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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Input and Output Factors used in DEA

Category Factors Characteristics of corresponding factors

Input
factors

Floating population
∙ᆞAverage daily floating population by region 
∙ᆞObservation of the floating population from 7am to 8pm by using counters
∙ᆞUnit: Person

Traffic volume

∙ᆞAverage daily traffic volume by region 
∙ᆞEstimation of traffic volume for unobservable roads by using realized traffic volumes of 

nearby roads and up-to-date navigation data
∙ᆞUnit: Vehicle

No. of nearby EVCSs ∙ᆞNumber of EVCSs within 500m from a EVCS
∙ᆞUnit: Station

Avg. distance of nearby EVCSs ∙ᆞAverage distance of EVCSs within 500m from a EVCS 
∙ᆞUnit: Meter

Traffic congestion cost ∙ᆞMoney value of travel time and losses caused by traffic congestion
∙ᆞUnit: 100 billion won

Output
factors Charging frequency ∙ᆞYearly charging frequency by EVCS

∙ᆞUnit: Frequency

하여 대구지역의 충전소의 충전수요를 추정한 결과, 인
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속한 충전소의 충전량이 많은 경
향성을 발견하여 앞선 석인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
시하였다.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강철구와 전소영[9]
의 경기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에 대한 적정기준을
수립하는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연구는 교통
의 요충지,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근린생활시
설 및 휴게소가 있는 지역에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이
용자의 편의성과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
하다는 점을 밝혔다. Chakraborty et al.[1]는 전기차 사용
자의 충전소 선택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산선택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주행자의 운전패턴, 전기차 성능, 충전소
인프라 현황, 주행자의 거주시설 현황, 주거시설에서의
충전소 현황 그리고 도로 혼잡도 등을 고려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차

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EA를 활
용하여 각 충전소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하여 전기차 충전
소 인프라 개발과 충전소 선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DEA를 다목적 입지선정 문제에서의
적절한 입지안을 선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런
연구방법은 각 충전소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
요소 및 산출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충전소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요인을 토대로 각 충전
소의 상대적인 운영효율성 분석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선
택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소
의 운영현황을 근거로 각 충전소의 운영효율성 분석할 뿐
만 아니라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DEA를 활용한 충전소
인프라 현황 분석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결과 및
연구방법론의 현실성을 갖췄다고 사료된다.

3. 연구방법

본 절은 DEA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의
운영효율성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투입요소와 산출요
소를 정의한다. 아울러 앞서 제기한 요소들의 특성과 충
전소 운영효율성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될 DEA 모형을 제시한다. 

3.1 분석모형

<Table 1>은 본 연구가 DEA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
소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 데에 활용한 투입요소와 산
출요소를 요약하고 있다. 해당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는 5개의 투입요소와 1개의 산출요소를 활용하여 충
전소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투입요소와 산
출요소의 분석 요소로 선정한 이유와 특징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투입요소로서 선정된 유동인구는 각각 지역별 일평균

유동인구를 의미한다. 이때의 유동인구는 7시부터 20시
까지의 지역별 인구를 계수기를 사용하여 계측한 수치를

1) 석인[15]은인구 밀도가낮은 지역에서 전기차충전소의충전량이 많은결과가도출된 이유로서제주도의전기차 보급량이 타지역보
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해당 연구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던 개발 초기단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Dong-Hoon Son․Yeong-Su Gang․Hwa-Joong Kim56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Inputs and Output Factors

Factors Average Median Maximum Minimum Stdv.

Floating population 25504.71 25951.49 48816.58 4691.18 3109.89
Traffic volume 795.99 659.60 4252.91 1.00 609.14

No. of nearby EVCSsa 1.54 1.00 10.00 0.00 1.83
Avg. distance of nearby EVCSsa 301.81 317.08 496.18 0.09 119.29

Traffic congestion cost 0.0518 0.04 0.19 0.00 0.031
Charging frequency 274.32 72.50 8862.00 1.00 622.19

a Note that some EVCSs have no neighbor EVCS within 500m. For the EVCSs, we assign an arbitrary small value ε for the factors of 
the number and average distance of nearby EVCS.

인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data. 
seoul.go.kr)의 일반행정 항목에서의 2019년 유동인구 조
사결과로부터 획득하였다. 현재까지 선행연구의 분석결
과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전기차 충전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기차를
수요하는 대부분의 차량대여업소가 유동인구 및 인구밀
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
량 또한 이와 같은 지역에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에 본
연구는 유동인구를 투입요소로 고려하게 되었다[7, 9]. 
또 다른 투입요소로 선정된 교통량은 한국교통연구원으
로부터 제공된 2018년 도로별 추정교통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통량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있어서 중요
한 고려 요소로 간주된다. 다만, 아직까지 전기차 사용자
의 주행패턴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므로 특정 도로의
교통량과 전기차의 통행량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전기차 충전소 입지결정 문제
[7, 9, 16] 또는 전기차 충전소 수요 추정문제[1, 7]에서
충전소 주변의 교통량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교통량을 투입변수로 선정하게 되
었다. 또한 특정 충전소로부터 인근에 위치한 충전소의
개수와 거리는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소 선택 시 주변의
충전인프라를 고려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투입요소로 고
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급속충전소의 경우 전기차 1대당
20~60분 정도 충전을 하고[7], 충전시설 용량이 제한적
이다. 이러한 이유로 혼잡한 충전소에서의 일부 전기차
사용자의 경우 충전소 방문에 맞춰 곧바로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사용자는 충
전소 선택 시 충전을 위한 대기시간 또는 다른 유휴 충
전소로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최소화를 위
하여 충전소 인프라가 고도화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충전소로부터의 인근
충전소의 개수 및 거리를 투입요소로 고려하였다. 마지
막 투입 요소인 교통혼잡비용은 어떤 지점의 교통용량보
다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후속 차량의 속도
가 지체될 때 정상 속도와 비교하여 추정한 비용으로, 교

통량과는 다른 개념이다[8]. 교통혼잡비용을 투입요소로
고려한 이유는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을 위해 대안 충전
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로혼잡도, 교통량, 통행속도
등 다른 충전소까지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
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혼잡비
용과 인근 충전소의 거리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
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산출
요소로서 선정된 충전소별 연간 충전빈도는 2018년 서울
시 충전소의 연간 충전빈도를 의미하며, 해당 데이터는
환경부로부터 획득하였다. 이때 본 연구는 충전소의 고
장 및 파손에 따라 운영가능한 기간 또는 충전가능 여부
를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2>는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
의 기술통계량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투입요소는 비

재량변수로서 충전소의 운영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충
전소 운영사업자가 직접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요소
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기 투
입요소를 통제가 가능한 재량변수처럼 간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충전소 운영사업자가 충전소를 설치할
당시 해당 지역의 인구현황, 접근성, 상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써, 이는 충전소 운영사업자가
충전소 설치 당시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에
본 연구는 상기 비재량 특성을 지닌 투입요소를 충전소
운영효율성 측정의 고려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상기 투입요소들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수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전
기차 충전소 인프라 개발 초기단계에서 정부 정책개발자
와 충전소 운영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
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충전소 운영효율성 평가 요인으로
고려한 투입요소는 충전소 인프라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
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투입요소들을 충전소 운영효율성 평가 요
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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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방법

DEA에서 각 충전소의 운영효율성은다른 충전소의 운영
효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즉,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충전소의 성과를 기준으로 비효율적인 충전소
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측정한다. 이와 같은 상대적 운영
효율성은 Farrell[5]의 연구를 통해서 확립되었다. Farrell은 
운영효율성을 파레토 최적성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Koopmans[12]의 연구를 토대로, 효율적인 DMU들이 구
성하는 생산변경(Production frontier)을 비효율적인 DMU
(본 연구에서는 각 전기차 충전소를 의미)들의 운영효율
성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Farrell의 효율성 계
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기준 규모수익불변 조건의 DEA 
모형(Input-oriented constant return to scale DEA model)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P1] Maximize 
subj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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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P1]에서 는 효율성을 의미하며 는 DMU j의
투입요소 i의 규모를, 는 DMU j의 산출요소 r의 규모
를 의미한다. 이때 는 효율성 평가대상 DMU의 효율성
이 최대화를 유도하는 서로 다른 DMU의 와  조합
을 결정한다. 즉, 해당 DEA 모형은 각 DMU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함을 의미한다. 모형[P1]
은 주어진 투입요소 규모와 산출요소 규모의 선형 조합들
가운데 해당 DMU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합을 기준
으로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다. 만약 해당 DMU가 비효
율적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DMU와의 거리를 가 측정함
으로써 상대적인 효율성 값을 부여한다. 따라서 DEA 분
석 시, 투입요소 는 DMU 효율성 증진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하는 요소로 선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효율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를 고려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Seiford and Zhu[14]가 제안한 DEA 모형
을 이용하여 충전소의 상대적 운영효율성을 평가하였다. 
Seiford and Zhu[14]의 모형은 앞서 제시한 모형[P1]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부정적인 투입요소들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해당 DMU의 운영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를 DMU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의 규모, 

를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의 규모라고
하자. 아울러 긍정적인 투입요소 및 부정적인 투입요소
의 수를 각각 M과 K라고 하자(H = M + K).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Seiford and Zhu[14]가 제안한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2] Maximize 
subj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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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ax   ⋯ 이며, 는 임

의의 작은 실수이다. 따라서 DEA 모형 효율성 평가방법
의 관점에서 볼 때 모형[P1]와 모형[P2]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법은 연구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투
입요소가 충전소 운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관
적이고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변환과정을 부정적인 투입요소로서 고려된 인근 충
전소들의 평균거리와 교통혼잡비용에 적용하였다. 

4. 효율성 분석결과

본 장은 앞서 제시한 DEA모형들을 바탕으로 효율성
분석결과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시사점을 논한다. 본 연
구는 2018년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625곳에 대한 운영효
율성을 분석하였다. <Table 3>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전
기차 충전소의 운영효율성 평가결과를보여주고 있다. 해당 
표는 각 충전소의 운영효율성을 행정구역단위(구)를 기준
으로 합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 각 충전소의 운영효
율성은 4가지의 서로 다른 배타적인 효율성 범위(0~25%, 
25~50%, 50~75%, 75~100%)로 구분하였으며, 괄호 안에
표기된 백분율은 해당 구역의 전체 충전소의 수 대비 서
로 다른 효율성 범위에 속한 충전소 수의 비율을 뜻한다. 
여기서 운영효율성이 낮은 경우, 주어진 투입요소 규모 대
비 충전빈도가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전기차 사용자
의 충전소 선택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충전소
들보다 충전수요가 낮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충전소 주
변의 생활시설 및 산업시설의 현황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시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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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iciency Measurement Result for the EVCSs

District(gu) No. of EVCSs
No. of EVCSs by different levels of operational efficiencya

0~25% 25~50% 50~75% 75~100%

Jungnang 28 25 (89.29%) 1 (3.57%) 0 (0.00%) 2 (7.14%)
Seongbuk 10 8 (80.00%) 2 (20.00%) 0 (0.00%) 0 (0.00%)

Eunpyeong 17 13 (76.47%) 3 (17.65%) 0 (0.00%) 1 (5.88%)
Yongsan 28 23 (82.14%) 2 (7.14%) 0 (0.00%) 3 (10.71%)
Gwanak 21 17 (80.95%) 2 (9.52%) 0 (0.00%) 2 (9.52%)
Dobong 18 15 (83.33%) 2 (11.11%) 1 (5.56%) 0 (0.00%)

Geumcheon 27 20 (74.07%) 3 (11.11%) 1 (3.70%) 3 (11.11%)
Nowon 24 15 (62.50%) 2 (8.33%) 0 (0.00%) 7 (29.17%)
Mapo 33 24 (72.72%) 2 (6.07%) 1 (3.03%) 6 (18.18%)

Seodaemun 13 10 (76.92%) 1 (7.69%) 2 (15.38%) 0 (0.00%)
Yeongdeungpo 30 18 (60.00%) 6 (20.00%) 1 (3.33%) 5 (16.67%)

Seocho 43 35 (81.39%) 1 (2.33%) 1 (2.33%) 6 (13.95%)
Gangseo 33 24 (72.72%) 3 (9.09%) 1 (3.03%) 5 (15.15%)

Dongdaemun 13 8 (61.53%) 0 (0.00%) 1 (7.69%) 4 (30.76%)
Dongjak 19 14 (73.68%) 1 (5.26%) 0 (0.00%) 4 (21.05%)
Gangnam 38 27 (71.05%) 3 (7.89%) 2 (5.26%) 6 (15.78%)

Jung 30 24 (80.00%) 4 (13.33%) 0 (0.00%) 2 (6.67%)
Gangbuk 18 17 (94.44%) 1 (5.56%) 0 (0.00%) 0 (0.00%)
Songpa 35 28 (80.00%) 0 (0.00%) 0 (0.00%) 7 (20.00%)

Gangdong 26 23 (88.46%) 2 (7.69%) 0 (0.00%) 1 (3.84%)
Guro 28 17 (60.71%) 1 (3.57%) 3 (10.71%) 7 (25.01%)

Gwangjin 23 17 (73.91%) 1 (4.34%) 2 (8.69%) 3 (13.04%)
Yangcheon 21 20 (95.31%) 0 (0.00%) 0 (0.00%) 1 (4.76%)

Jongno 23 18 (78.26%) 2 (8.69%) 1 (4.34%) 2 (8.69%)
Seongdong 26 24 (92.31%) 0 (0.00%) 0 (0.00%) 2 (7.69%)

Total 625 484 (77.69%) 45 (7.59%) 17 (2.92%) 79 (11.79%)
aNote that each percentage in parenthesis represents the ratio of the number of EVCSs belonging to a certain efficiency level to the 
total number of EVCSs in the same district.

충전소 운영효율성은 0~25% 범위에 77.69%가 속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약 7.59%, 2.925, 11.79%의 충전
소가 각각 25~50%, 50~75%, 75~100% 효율성 범위에 속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 지역구 관점에서 보다 자세
히 살펴보면, 용산구, 금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강남구, 구로구, 광진구, 송파
구에서 75%~100% 효율성 범위에 속하는 충전소의 비율
이 1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송파구, 구로구에서는 해당 범위에 속하는 충전
소의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반면에
다른 지역의 충전소들은 대부분 0~50%의 운영효율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시

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Table 3>에서 드러난 바
와 같이,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의 운영효율성은 일반적
으로 양극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효율성 측정결과를 다음의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첫째, 대부분의 충전소들은 전기차 사용자들의 충전소
선택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휴게소 및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한 충전소의
충전 실적이 우수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충전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의 주
행패턴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충전시간 동안 기타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충전소를 선호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
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서울시 대부분의 충전
소들이 전기차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 위
치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충전소 인프
라 개발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충전소 입
지안 도출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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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기차 사용자들의 충전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지역별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가령, 상기 효율성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75~100% 
효율성 범위에 속한 충전소들이 주로 소수의 구역에 집
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구역들이
다른 구역들과 차별화되는 상업적, 경제적, 교통환경의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충전소 인프라 개발 초기단계에 전기차의 제한적인
주행거리를 보완하기 위한 광범위한 충전소 인프라를 구
축하기 보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의 동인 및 생
활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충전
소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충전소 인프라
개발은 생활복지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계획과 함께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효율성
분석결과는 민간 충전소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성이
있는 충전소 입지안을 도출, 충전소 인프라 및 전기차 확
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본 연구에서 고려한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상기 충전소
운영효율성 측정결과로부터 얻어진 시사점이 달라질 개
연성도 있다. 이와 같은 DEA 모형수립의 오류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사점은 서울시 충전소, 구역
별 생활복지시설 및 산업시설의 현황에 기반한다. 따라
서 서울시 이외 지역에 위치한 충전소 인프라 현황의 경
우,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시사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
지만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한 투입요
소 및 산출요소는 충전소 인프라 개발과정에서 범용적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기 효율성분석 결과 또한 지역별, 
효율성 수준별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분석결과라고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DEA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소의 운영효
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 및
충전소 인프라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고려된 DEA모형은 투입기준 규모수
익불변 조건 하에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지역별 유동인
구, 추정교통량, 인근 충전소의 개수와 평균거리를 투입
요소로서, 충전소의 충전빈도를 산출요소로서 고려하였
다. 본 연구는 상기 분석방법을 채택하기 위해 충전소의
충전빈도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의 결과이며 다
양한 외부요인들이 이러한 선택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충전소의 운영효율성 평가결과와

이로부터 얻어진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효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부분의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을 단
정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참조한
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충전소가 전기차 사용
자의 주행패턴 또는 충전패턴과 동떨어진 위치에 입지
했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상기 운
영효율성 평가결과는 특정 구역(노원구, 동대문구, 동작
구, 송파구, 구로구)에서 효율적인 충전소를 다수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역별 생활복지시설 및
산업시설의 현황 차이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소 선택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효율성 분석
결과는 정부의 충전소 인프라 개발정책 수립 또는 충전
소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충전소
입지 의사결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지역별 충전소의 충전실적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가치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홍석[7]에 따르면 하루 동안 지
역별 충전소의 충전실적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특성이 있
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기간(Multi-period) 또는 동
적(Dynamic) DEA 모형을 활용하여 각 충전소의 시간별
운영효율성을 측정한다면 본 연구의 시사점을 더욱 심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운영효율성
평가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교적 유동인구, 교
통량이 낮은 지역에서의 충전소의 운영효율성을 과대평
가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효율성 분석결과는 충전
소 오부 변수와의 관계규명을 통해 심층연구가 추가적으
로 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수 연구에서는 요
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 및 공간분석(Spatial anal-
ysis) 등을 결합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강화하는 연구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구역별
생활복지시설과 산업시설의 현황 또는 충전소가 위치한
시설별 특징을 고려하여 더 정교한 DEA 모형을 수립하
는 것 또한 의의가 있으리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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