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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 대비 적은 충전기 설치 비율을 해결하기 위해, 각 충
전기 운영사업자들은 이동형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충전기 운영사업자의 경우, 전기자
동차 고객번호, 이동형 충전기 고객번호, 충전 장소의 RFID 태그 번호, 전력공급업체 고유 번호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여 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즉 운영사업자가 하나의 서버만을 두었을 때, 전기
자동차 고객 수 대비 서버 네트워크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클라우드 환경을 적용하여, 각 지역별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에 거리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가 저장되게 하며, 중간 거리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 동적 알고리즘을 통해 할당 가
능한 클라우드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전기자동차는 미래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서 전기
에너지 저장 및 운반체로 각광 받는 추세이다. 2017년
사상 처음 100만대를 돌파한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은
2030년 시장 규모가 3000만대로 급증할 것이라 예상된다
[1].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충전관련 문제점들이 제
기되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국내 환경적 특
정상 전기자동차 수 대비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이
동형 충전기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2]. 이동형 충전
기의 경우, 일반 완속 및 급속 충전기와는 다르게, 전기
자동차 사용자가 해당 충전기를 RFID 태그에 직접 꼽아
사용한다. 즉, 장소와 무관하게 220v의 RFID 태그가 있
는 곳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이동형 충전기의 특징은 충전기
운영사업자가 전기자동차 고객번호, 이동형 충전기 고객
번호, 충전 장소의 RFID 태그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별
도로 저장해야 된다. 즉 이동형 충전기 고객 수 대비 고
객별 정보를 저장할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
어, 서버 과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야기된다[3].1)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단일 서버가 아닌 코어, 리즈널,
에지 서버를 두어 네트워크 과부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또한 동적 알고리즘을 통해 분산 클라우드 환
경 내 에지 클라우드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과부하 역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분산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 환경이 등장하면서, 해당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하였다. 분산 클라우드
환경은 그림 1과 같이 사용자와 밀접한 위치에서 클라우
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중
앙집중형 클라우드에 비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
며 리즈널과 에지를 통해 코어의 부하를 감소하는 장점
을 지닌 시스템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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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산 클라우드 전체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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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중 선택 배낭 이론
다중 선택 배낭 이론(MCKP, Multiple-Choice Knapsack
Problem)은 동적 알고리즘의 하나로, 기존의 배낭문제에
서 분리된 다중 선택 제약 조건을 추가한 알고리즘이다
[6]. 일반 배낭문제가 아이템 하나당 하나의 리소스 값과
가중치만 고려하여 배낭에 최대로 큰 가중치를 지닌 리
소스를 많이 담도록 설계 되었다. 반면, 다중 선택 배낭
이론은 아이템 하나당 다수의 리소스와 가중치들을 고려
하여 최대로 큰 가중치를 지니는 아이템들을 담을 수 있
도록 개선된 알고리즘이다[6].
MCKP 알고리즘의 경우, 서비스 마다 고려해야 될 요
소들이 많고, 제한된 자원 환경 내 고려 요소가 많은 서
비스들을 최대로 할당하고자 할 때 사용되기 적합한 알
고리즘 중 하나이다[7]. [7]의 경우, 하나의 서비스가 지
닌 채널, 저장 용량, 파워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된 수용
량을 지닌 기지국의 모바일 에지 서버에 가중치가 높은
서비스를 최대로 많이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라우드들이 할당 된다. 이때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는 최
단 거리 기반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에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이동성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에지
클라우드들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전기자동차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거리 기반으로 에지 클라우드에
충전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
에는 다중 선택 배낭 이론(MCKP)을 적용하여, 모든 에지
클라우드들 중 할당 가능 리소스를 많이 지닌 에지 클라
우드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가 전송되도록 한다[5].

3. 제안 사항
본 논문은 그림 2과 같이 분산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
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를 관리하며, 여러 에지 클
라우드들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동적
알고리즘 기반으로 할당 가능한 리소스를 지닌 에지 클
라우드에 충전 정보를 전송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다.
분산 클라우드 환경은 코어, 리즈널, 에지 클라우드로
구성되어있다. 코어의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사
업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가 된다. 리즈널의 경우, 전국
에 흩어진 에지 클라우드들의 정보가 코어로 전송되기
전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한다. 에지 클라우드는
그림 2처럼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사업자를 위해 지역
별로 설치되어 있는 분산 서버이다.

………………

(1)

………………

(2)

………………

(3)

표 1. 다중 선택 배낭 이론 변수 및 의미 정의
변수

의 미
전기 자동차 충전 정보 내 클래스들의 수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의 수
클래스드과 각각의 충전 정보들의 이익
충전 정보 여부에 대한 이진 변수
충전 정보들의 가중치 변수
에지 클라우드의 총 수용량

수식 (1)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가 저장이 필요한
최대 경우를 찾는다. 수식 (2)를 통해 충전 정보의 가중
치가 에지 클라우드의 수용량보다 작은 경우를 찾는다.
이 때, 에지 클라우드가 할당 가능한 수용량을 지니고
있다면, 전기자동차의 충전 정보를 전송한다.
알고리즘 Process to search proper Edge cloud

그림 2. 분산 클라우드 환경 내 전기차 충전 정보 관리
이러한 에지 클라우드는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충전 정
보가 한꺼번에 운영사업자의 중앙집중형 클라우드로 몰
려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과부하를 감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지역별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에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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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V ← Electric vehicle
ChgInfo ← charge information of Electric vehicle

3:

InfoOrNot ← whether charge information is or not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InfoW ← weight of charge information from EV
InfoProfit ← profits of charge information from EV
EdgeNum ← number of edge cloud
capacity ← capacity of edge cloud
IF ChgInfo from EV has InfoProfit
calculate InfoProfit whether high or low
FOR InfoProfit is high
calculate InfoW
campare with capacity
IF capacity is much bigger
transmit ChgInfo to the Edge
ELSE IF capacity is much smaller
find other Edge by using the algorithm
BREAK when find an availabl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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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성적 성능 평가
본 논문이 제안한 MCKP를 적용한 경우 아래 표 2와
같이 총 3가지 사항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된다.
표 2. 분산 클라우드 환경 및 MCKP 적용에 따른 평가
분산 클라우드 환경 내
구분
정보 전송 지연 시간
정보 전송 실패율
네트워크 과부하

MCKP 적용 여부
적용
미적용
낮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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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충전기 운영사업자
는 기존 중앙집중형 클라우드 운영에서 발생하던 네트워
크 과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집중형 클라우드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충전 정보들이 에지 클라우드에 한 번 저장됨으로 코어
클라우드로 다량의 충전 정보가 전송될 때 보다 정보 전
송 실패율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MCKP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전기자동차 사용자
가 이동형 충전기 고객 정보 및 충전 장소의 RFID 태그
정보 등을 할당 가능한 엣지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 있도
록 한다. 이를 통해 분산 클라우드 내 충전 정보 전송
지연 시간 역시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낮아질 것이
라 예상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전기자동차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야기되는
충전기 운영사업자의 충전 정보 관리 관련 네트워크 부
하 분산과 서비스 전송 지연 시간 해결을 위해 다중 선
택 배낭 이론을 적용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산 클라우
드 환경을 도입함에 따라 운영사업자의 코어에서 관리해
야 될 전기자동차 및 충전 관련 정보의 수가 급감하게
된다. 또한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충전 정보가 코
어로만 집중될 때에 비해 정보 전송 실패율이 하락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다중 선택 배낭 이론을
통해 충전을 완료한 전기 자동차가 여러 에지 클라우드
들의 중간점에 있는 경우, 할당 가능한 수용량이 남은
에지 클라우드를 찾아 충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를 통해 충전 정보 지연 시간이 감축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 방향은 제안한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
하여 전기자동차 간의 전력 거래 및 공급에 대하여 효율
적인 전력 자원 할당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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