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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관한 보편적 오해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환경기술기획지원팀 김 철 수

200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i10 전기차를 출품하는 기회로 참관하게 되었는데
거의 모든 제조사에서 전기차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갑자
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현재의 전기차 기술과 에너지 동향
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즉,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가, 전기차 기
술은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체 에너지원 문제와 온
실가스 문제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2009년부터 쏟아져 나온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의 전기차 발전 계획을 보면 에너지 안보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자동차 보유 대수가
작년 초 7,000만대에서 올 해 1억 대를 넘어 2020년에는 2억 5,000만대를 돌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미국 자동차 보유 대수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이 이런
수준의 자동차 보유에 필요한 석유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의 석유 생산 추이로 보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석유자원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면 2020년경 중국의 에너
지 안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사실 이러한 에너지 위기는 거
의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므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고 2020년 전후로
닥쳐올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절대적 명제를 가진 것이다. 그렇다면 수송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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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연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현
재로선 매우 유효한 수단이지만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 수단은 바이오연료, 풍력, 태
양열 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규모로 경제성을 가지고 공급될 수 있는 에너
지는 전기가 유일하므로 수송부문의 전기화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대안
일 수 있을까?

전기차는 오래전부터 연구됐으나 배터리 기술의 한계에 기인하는 높은 가격, 일충
전 주행가능거리의 제한, 주행시간 대비 긴 충전시간 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
다. 현재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하는 배터리의 출현이 있기 전까지
전기차는 대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차량가격도 비싸고 고가의 배터리
를 약 5년마다 교환해야 하며 급속충전은 아예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
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모터, 인버터 등의 전동력부품들은 도요타가 1997년부터 하
이브리드에 엄청난 투자를 한 덕분에 현실적인 가격과 성능을 갖게 되었다. 즉, 배터
리만 제외하고 본다면 몇 년 안에 현재의 내연기관과 거의 동등한 정도의 가격경쟁력
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배터리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탑재를 목적으로

개발된 리튬배터리의 전기차 적합성을 조사해 보니 내구성은 20만㎞ 이상을 보장할 수 있고 30분 이내에
급속충전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해 있었다. 희망적인 기술 수준이긴 하나 여전히 내연기관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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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갖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현실화는 여전히 멀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국가지능형
전력망관리체계), 미래 이동성(Mobility) 변화에 대한 예측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살펴보니 충전시간과 일충
전거리는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보편적 오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급속충전에 대해 살펴보
면 어떤 에너지원 형태에서든 전기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의 손실이 최소가 되는 효율적 사용이 전제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마치 휴대전화처럼 충전은 야간에 완속 충전하고 이를 낮에 운행하는 사
용패턴이 되어야 한다. 급속충전에 의한 충전패턴은 피크전력을 지나치게 증대시켜 전력망에 과부하를 가
져올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부수적 충전방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개념인 3분 안에 충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급속충전에 대한 생각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
째, 일충전거리도 사회적 경제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100명 중 하루에 운
행거리가 200㎞ 미만인 사람이 98명이고 2명만이 200㎞ 이상 장거리 주행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500㎞짜리 전기차 100대를 공급하는 것보다 200㎞짜리 전기차 98대와 500㎞짜리 하이브리드차 2대를 공
급해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1회 완충 시 500㎞ 주행 가능한 전기차
는 충전인프라 및 충전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이를 운영하는 전력관리체계의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
라서 전기차의 일충전거리가 500㎞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내연기관 차량의 성능조건에 익숙한 고정관
념일 뿐이다. 미래 이동성을 이야기할 때 소유에서 공유 개념으로의 변화를 첫 번째로 꼽는다. 하나의 차
생하는 불편은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의 보편적 오해는 배터
를 200㎞로 제한하고 전기료와 석유가격의 격차를 고려하면 실용화가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으
로 따져보면, 배터리 가격은 5년~10년 안에 1kWh당 2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차량당 배터리 가격은 약
600만 원 정도인데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가솔린 차량 대비 운영비가 연간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
에 전체 비용 면에서는 전기차의 경제성이 훨씬 좋게 된다. 다만, 초기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즈
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편적 오해는 충전기를 다수 설치
하고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조속히 전기차를 생산해서 공급하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공공기
관에 대한 전기차 공급은 가능하지만, 일반 민간소비자 판매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일본에서 다세대 주택
에 2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 밟았던 절차를 보면 차라리 전기차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
각이 들 정도로 매우 어렵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즉, 전기차 시장은 소비자의 요구수준 및 용도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 2,500대의 전기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주도하는 정부와 관련 기업체는 내
년에 보급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실험에 나서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
다. 이를 통해 성공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국내에도 마침내 수만 대, 수백만 대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꿈을 갖고 상상하는 자만이 전기차 시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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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가격이 높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배터리 가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차의 일충전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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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단거리 운행과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거리에 따라 용도를 나누어 사용하고 이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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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 전기자동차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2011.10.19)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 전기차연구실 박 준 형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문제가 당면한 해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감축과 녹색성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는 지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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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화에 큰 원인 중의 하나인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교통수단을 보다 환경친
화적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개발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굳은 의지에도 홍보부족, 비
즈니스 모델의 부재, 기술 수준 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2011년 10월 19일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기자동차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
청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교통학회 고승영 회장
현재 고유가 시대인 가운데 미래에 유가가 더 오르더라도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
차들이 등장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외에
서는 전기자동차가 이를 대체하는 유력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기자동차가 미래의 이동성을 담당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 산업 5대 강국에 포함되어 있고 배터리 기술 또한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어 전
기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넥스텔리젼스 김철환 상무
미국에서는 2009년에 그린카 개발을 위한 예산과 관련된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그린카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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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 및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강력한 리더쉽, 프랑스는 공기업 기반의 전기차 산업추진 등으로 미래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총의, 즉 국민의
전기차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에 대한 조사조차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문제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전기차 산업을 주도적으로 견인해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컨
트롤 타워는 산학연 및 정부를 연계하고 전기차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특별법
추진 등을 통한 법적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생산 및 보급, 소비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명확하지
않은 기준 및 규정으로 인해 전기차 관련기업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기차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전기차와 현재 내
연기관 차량과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도 전기차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가 먼저 양산되어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지 충전인프라가 먼저 구
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개인적으로는 전기차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원래 전기차는 낮에
사용하고 밤에 저렴한 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대안인데 현재 공공충전 인프라가 없어
에 충전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슈이다. 전기차의 실증사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력망을 보완하고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가 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김철수 부장
현대자동차에서는 2012년에 정부와 약속된 2,000대의 전기차가 생산예정에 있으며, 2015년 말에 준중형
급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많은 양의 전기차 양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생산계획
은 있으나 소비계획 및 수요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부처만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민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기차 산업은 관련기술을 선점하고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 및 보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요 소
비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대체하는 문제이며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
황이므로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도로공사 배인철 박사
대기업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수평적 생산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해외 산업변화의 경향인데 반해 국내의 경
우 아직 대기업 중심의 국내 자동차 산업의 특성 때문에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전기차 생산의 필요성 및 경제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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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실증사업을 통해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서 전기차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기차 충전을 하는 방식과 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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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문제도 다소 있으나 보수적으로 현재 사업운영이 쉬운 내연기관 생산체제
를 변화하지 않는 산업체의 습성에 기인한다. 현재 상황에서 투자와 이익의 관점으로
전기차 산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게 되면 활성화하기 어렵다. 녹색성장과 경제성장이
다소 모순관계에서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사와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전기차 관련업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의 우선 추진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둘 다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충전소를 비롯한 전기차를 위한 도로시설은 고속도로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인프라(충전소) 관련하여 수요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이 어려우나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는 소음, 주 동력원,
주행성능, 제원 등이 기존의 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전기차가 고
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이 때문에 산업적, 학술적으로 교통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SK이노베이션 최용정 부장
프랑스와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특
히 프랑스는 대부분의 전력생산을 원자력으로부터 얻고 있고 일본이 이미 하이브리
드 차량에 대한 기술을 선점하였기 때문에 전기차 개발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은 현재 전력생산의 50% 이상을 화석연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증가율을 고려할 때 2020년 기준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70% 이상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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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에서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시설 및 환경을 바탕으
로 앞으로 전기자동차 산업발전을 통해 녹색성장과 전기차 시장 선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배터리 회사가 있기 때문
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자동차 산업에 진입하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배
터리 가격이 아직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못한 수준이며 이는 정부의 보조금 정
책과 홍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제 배터리를 사
용하면 전기차 가격을 보다 낮출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 면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한다. 가격경쟁력이 전기차 산업 활성
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소비자가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정부
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인 배터리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도입 사례만을 예로 들어 서둘러 전기차 산업을 추진하려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 원춘건 협회장
주요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1,700만대, 미국은 1,300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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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속한 정부정책 결정과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참여를 통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과 정책적으로 전기차가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내의 도로상황 및 법규가 전기차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예로 차량 구매 후 5
년 이내 차량만 전기차로 개조가 가능하다는 전기차 개조법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감가상각이나 할
부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을 추가금액을 지출하면서까지 전기차로 개조하지 않을 것이다. 전기차 활
성화를 저해하는 법부터 수정하고 보조금 정책도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미진한 정책
결정으로 초기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려던 저속전기차 생산기업들이 이미 다수 도산한 상태이다. 상생의
논리에 따라 전기차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기차 산업이 되어서는

•건국대학교 김기천 교수
현재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이동수단, 단순히 장난감 자동차를 크게 만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뚜렷하게
강조되는 전기차만의 고유한 강점이 주목받아야 한다. 차별화 방법의 예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가기능 및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GM의 ONSTAR 서비스와 같은 V2V 통신, GPS를 이용한 V2G 기술을 이용하
여 교통정보 제공,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의 연계, 자기장을 이용한 비접촉식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편리
한 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가용 전기차만을 활성화 목표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의 트롤리와 같은 전기를 이용하는 대중교
통을 활성화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도로의 혼잡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차를 생산
하여 판매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기차를 보다 실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기차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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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이청원 교수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전기차가 기술적 측면으로는 아직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에 부족한 면이 없
지 않아 있고 가격경쟁력은 유류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야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전기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자동차 시장에 영향
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섣불리 정책결정이 어려운 것이고 지원하는 정책
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무
엇보다도 충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주차장 확보가 국내에서는 아주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충전하는 방식은 국내에 보급된 주된 주택유형을 고려
할 때 주요 충전방식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전기차 선도시장을 경차 위주의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한다. 현
재 전기차산업과 관련하여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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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쉽고 투자 대비 효과도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대중교통을 전기차화 시키고 이를 민간으로 확장
시켜 나가는 방식이 위험부담이 적다.
•울산과학기술대학 박화용 교수
현재 전기차 산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어떤 곳에서도 제안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이
지만 보조금과 생산물량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전기차 구매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5년 내에
결정되고 한시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신차 5만 대, 개조차 5만 대로 약 10만 대 생산해서 전기차 시장을 활
성화 시켜야 한다.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전기차 수요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 아직 국내에
전기차가 상용화되어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파악이 어려운 것이며,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법규 및 보조금지원이 명확해진다면 현재의 조사되는 전기차 구매의사율보다 더 많은 수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기차의 충전방식은 교체방식과 충전소 충전방식 2가지가 모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택
시를 충전소 충전방식의 전기차로 변환하면 운행시간대비 충전시간의 제약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컨트롤 타워는 정부부처와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 컨트롤 타워의

•서울시 구아미 과장
서울시에서는 단거리 노선위주로 운행되는 전기버스를 실제로 총 운행거리 약 40만㎞를 시험•운영한 결
단거리용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관광지역을 통행구간을 위주로 적용한다면 녹색성장과
관련된 홍보 효과가 크리라 판단되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소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온도에 매우 민감
한 배터리 성능문제가 해결된다면 실제 생활에 사용 가능한 전기차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운
영하는 전기버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연락을 해오고 있다.
초기 전기차 시장의 형성 및 부흥에 실패하면 이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담이 있다. 또한, 시장
형성에 앞서 전기차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상황이다. 아직 민간부문
에서는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공공부문 위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일일 운행거리가 긴 택
시는 투자 대비 회수비용이 크므로 이를 전기차화 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배터리 사용방식이 교체방식과
충전소 충전방식이 있는데 이를 분석 및 현장검증 후 실증확대 할 계획이다. 차량은 국내 대기업 또는 외
국 기업들에 의해 생산 및 공급이 될 것이고 문제는 충전인프라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프라는 전기차의 기
술 수준보다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충전방식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접촉식도 고려하고
있다.
아직은 도로에서 전기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 학계, 정부에서는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법제화하고 꾸준한 실증사
업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EV

EV Report

과, 높은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여 안락함이 월등하여 100㎞ 이하의

전기차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구성조직이 서로 견제하고 능동적인 구실을 하여 전기차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EV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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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현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이다.
또한, 전기차 및 리튬이온 전지의 생산·개발 거점 지역으로 자동차 기술·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모여 있어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 지자체보다 좋
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가나가와 현은 2006년 11월에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업체, 전력회사, 대형 법인, 대학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나가와 전
기차 보급 추진 협의회」를 설립하고, 2008년 4월 「EV 이니셔티브 가나가와」(2009년
7월 개정)를 발표하여 전기차 보급을 위한 초기 수요 창출과 충전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보급사업의 선진사례 연구로서 EV 초기수
요 창출, 충전 인프라 정비, EV 보급모델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가나가와 현의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기차 초기수요 창출
가나가와 현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TOYOTA 社 PRIUS의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5년간 약 3천 대 판매) 2014년까지 현 내 전기차 3천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
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자동차(EV)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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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을 낮춰주고 있으며, EV 이용 시 유료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가나가와 현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확산을 위해 지원
하고 있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나가와 현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지원분야

구입보조금

세금감면

내용
- 정부와 현에서 함께 보조금 지원
- 정부 : 동급 가솔린 차량과의 구입차액의 50% 보조
(경제산업성 : 일반자가용, 국토교통성 : 택시, 버스 등)
- 현 : 정부 보조금의 50%에 당하는 금액 지원
- 5년간 자동차세 면제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NISSAN社 리프 : 100% 세금 면제

<가나가와 현의 EV 보조금 및 세금혜택>
지원분야

닛산 리프

아이미브G 아이미브M

차량가격(세금포함)
(A)

376.4

380.0

265.3

보조금(B)

117.0

144.0

111.0

국가보조

78.0

96.0

74.0

현 보조¹⁾

39.0

48.0

37.0

보조금 차감 후
(A-B)

259.4

236.0

154.3

세금부담²⁾

41.2

12.0

8.7

주차장 요금 할인 - 유료주차장 50% 할인
통행료 할인
금융서비스지원

- ETC system으로 요금 납부 시 50% 할인
- 중소기업제도 융자대상에 전기차 구입비용 항목을 추가
- 전기차 관련 저리 융자 상품 개발
- 전기차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단위:만 엔)
주 1: 이외의 타 지자체 보조, 경차 세금감면 있음
주 2: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세의 총합(자가용의 경우로 계산)

충전 인프라 정비

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 내에서 운영 중인 EV 택시

가나가와 현은 2014년까지 급속충전소 100개소, 일

는 22개 社 35대로 닛산에서 제공하는 리프 차량을

반충전소 1,0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가나가와 현은 EV 택시 활성화

러한 충전소 설치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정부에서

를 위하여 EV보조금을 일반차량보다 80만 엔 이상

총 구축비용의 1/2을 지원하고, 현에서 1/3을 지원

더 지급하고 있다. EV 택시의 충전은 각 택시회사에

하고 있다. 가나가와 현에 설치된 충전인프라의 위

설치한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게 되어 있으며 요금은

치나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온라인이나 휴대전화에

일반 택시와 같다.

서 검색할 수 있도록 WEB 상에 정보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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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 현의 EV택시>

하고 있다. 정부와 현의 보조와 충전인프라 정보서
비스의 제공 등으로 2011년 10월 현재 급속충전소
는 2014년까지의 목표치인 100개소를 이미 구축하
여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상태이다.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닛산 딜러샵의 경

셋째, 하코네 EV 타운 프로젝트는 가나가와 현의

우 급속 충전은 500~525엔, 완속 충전은 100~105

유명 관광지인 하코네의 지역특성과 EV를 접목한 시

엔의 이용요금을 받고, 고속도로 서비스지역

책사업이다. 본 사업은 하코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Service Area)에서 긴급상황 시 급속 충전을 할 때

대상으로 관광지 내에서 EV 관광택시, EV 렌터카,

100엔의 이용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 과금시

EV 바이크, 전기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도하여 저탄소형 관광지를 실현하고, EV 이용확대
및 EV 보급 촉진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EV바이크나 EV 버스 보급 프로젝트 등

가나가와 현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 사업을 정부와

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EV 카쉐어링 사업은 가

지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가와 현청에서 22대의 전기차를 평일에 관용차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 초기단계로 전기차

로 이용하고, 주말, 공휴일에 일반 주민이 이용하도

의 초기수요 창출과 체계적인 충전인프라 구축 및 다

록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주민에게 EV 체험기회를

양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전기

제공하고, 렌터카 회사의 EV 도입 촉진과 민간기업

차 보급목표 및 전략은 수립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 평일 EV 렌터카 이용 확대, 카 쉐어링 도입 확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

를 촉진한다.

위의 전기차 보급사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가나가와 현의 EV카 쉐어링>

있다. 이와는 다르게 일본은 EV 보급활성화를 위해
18개 선도도시를 선정하여 각 선정도시별로 마스터
플랜과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전기차 보
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나가와 현은 일본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EV 보급사업을 추진 중인 지
자체로써 이러한 선진 해외사례를 우리나라의 실정

둘째, EV 택시 프로젝트는 가나가와 현, (사)가나
가와 현 택시협회, 닛산자동차㈜가 연계하여 공동으

에 맞게 수용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EV
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V

EV Research

전기차 보급모델

일본 가나가와 현 전기차 보급사업 사례

현 내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설비 이용요금은

EV User

남산전기버스 시승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조교 최 지 영

항상 걸어서 올라가던 남산을 순환버스인 전기버스를 타고 올라가 보기로 했다. 전기
버스는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 구분하기가 쉬웠다. 전기버스의 둥근 지붕은 마치
남산의 모양을 따서 만든 것처럼 보였고, 버스 외관은 서울을 상징하는 서울타워와
해치,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임을 연상케 하는 나뭇잎으로 디자인되어 있었다.

E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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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탑승하기 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존 버스에서 맡을 수 있는 특유의 배
기가스 냄새와 엔진의 떨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굉장히 쾌적했다. 천장 가운데에는 밝은 전광판이 있고, 버스 내부
를 전체적으로 광택소재를 사용해서 기존의 버스와는 차별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든 건 차내에 기둥형 손잡이가 많다는 점이다. 평소에 많은 인원을
태우고 운행하는 일반버스에서 손잡이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들리는

13

소리와 흡사한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가 주
행 중일 때 느낀 점은 차체가 아주
가볍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탄소복합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
이라 한다. 또한, 내연기관의 동력
생성에 의한 떨림이 약해서인지
안락하고 부드럽게 나아갔다. 전
기버스가 본격적으로 남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버스에서 나는 소음은 한층 더 커졌는데, 가속구간이나 오
르막 경사구간과 같이 큰 힘을 요구하는 구간에서는 전기모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평지구간을 주행할 때
보다 모터의 소리가 더 커졌다. 전기버스 정차 시에는 미세한 소리와 떨림이 있긴 했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했다.
팔각정에 도착하자, 전기버스를 충천하기 위해 설치된 충전기가 눈에 들어왔다. ‘버스의 종점에 매점과
상점들이 위치한 곳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버스를 충전하면 조금은 혼잡스럽지 않을까? 혹시 사람
들의 통행에 방해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충전기의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고, 충전은 충전
는 모습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듯했다. 충전기에는 충전상태와 완료
운전기사님의 말씀으로는 30분의 급속충전으로 83㎞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내리막길에서 제동 시 발생
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손실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하셨다.
전기버스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배기가스 배출구가 없다는 점이다. 항상 버스 근처에서는 버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열기, 매연이 있었으나 전기버스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자체
로 평소보다 남산의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전체 운행버스의 절반을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한
다. 앞에서 언급한 전기차 생산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완한다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매연을 비롯
한 각종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버스의 도입으로 서울시민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게 됨은 물론이고, 특유의 독특한 디자인과 쾌적함, 그리고 안락함으로 전기버스가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
아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앞으로 서울이 매연 없는 도시,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는데 초
석이 되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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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표시하는 작은 전구가 있었으며 충전이 완료되자 전구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다.

남산 전기버스 시승기

선만 연결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어서 통행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오히려 전기버스를 충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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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3)

전기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희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
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
결과 전기차 제원, 충전시설, 지원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80여 가지 질문을 모
았습니다. 그중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시리즈형식으로 답변드립니다. 다
음은 가장 궁금한 내용으로 선정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충전하고 소요시간 및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르면 전기차의 충전
방식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가정용, 완속, 급속충전기로 구분됩니다.
<충전기의 종류>
구분

가정용 충전기

완속충전기

공급전압

단상 220V

단상 220V

삼상 380V

공급용량

~2kW

7.7kW

50kW 이상

충전시간

6~8시간

4~6시간

10~30분

소모량 보충

주행거리 대비
전력 부족량 보충

사용목적

일반적인 충전

급속 충전기

요금수준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충전기 예상가격

1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4,000-5,000만 원

설치 예상위치

일반가정

병원, 공용주차장,
쇼핑센터, 관공서 등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EV NEWS

자료:(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기차 전인프라 구축방안(2010)

각각의 충전방식에 따라 사용 목적, 요금, 충전시간 등에 차이가 있는데요, 가정용
충전기는 일반가정에 설치되어 주로 귀가 후 심야시간에 약 6~8시간 정도 충전하고
왕복 1회 주행가능거리 이내의 지역을 이동하는 데 이용합니다. 완속 충전기는 주로
병원, 쇼핑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공공시설에 접근하는데 소모된 배터리의 소
모량을 운전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보충하는 형식으로 이용됩니다. 급속충
전기는 주유소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도로휴게시설에서 단시간 내에 충전하
여 장거리 이동 시 부족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주로 이용됩니다.
2011년 5월 미국의 UC Davis Plug-in Hybrid and Electric Vehicle Research
Center에서 연구한 「The UC Davis MINI E Consumer Study」보고서는 2009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BMW사의 전기차인 MINI E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차량
이용실태와 사용자 반응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BMW사에서는 MINI E 차량을
리스할 때 벽에 설치하는 240V 충전설비를 가정에 함께 제공하고, 차량에 휴대할 수
있는 120V 간이충전기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하는데

120V 간이충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26.5시간이 소요되고, 240V 가정용 충전기는 4.5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면 완

외국의 충전요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충까지 3시간이 소요되는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가나가와 현의 상황을 보면 현 내에

고 합니다.

서 시행 중인 충전설비 이용요금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닛산 딜러샵에서 충전할 경우 급속

Charging
Category

Full Charge Time
(0% - 100% SOC)

Circuit
Voltage

Circuit
Amperage

충전 500~525엔, 완속 충전 100~105엔에 이용할

Dealership

~ 3 hours

240v

48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긴급상황 시 제공되는 급속

Home

~ 4.5 hours

240v

32

충전서비스 이용요금은 100엔이라고 합니다. 프랑

Convenience

~ 26.5 hours

120v

12

스 파리에서는 Velib의 성공을 발판으로 전기차 공
유프로그램인 Autolib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MINI E 사용자들의 절반가량은 매일 야간시간에

5유로를 지급하면 1시간 동안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집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는 배터

합니다. 미국의 The Institute for Local Self-

리 상태에 따라서 격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Reliance에서는 전기차 전용 요금인 “e-9 rate”를

충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간이충전기는 지

적용합니다. 이 요금은 시간에 따라 최소 5센트/

인의 집을 방문할 때 차량에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

kWh에서 최대 28센트/kWh의 요금이 적용되고,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충전할 때 <그림 2>에서의 E9A요금이 적

MINI E 사용자들은 대부분 아침에 충전이 되어 있

용되고, EV 충전기에서 충전할 때 <그림 2>의 E9B

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러므로 충전시간에 만족하

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충

< "E-9 rate" 전기요금제>

전시설이 더 많이 보급된다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Summer (May 1 through October 31)

편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요? 국내는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 7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전용요금 체계를 포함

12:00
midnight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7:00
a.m.

Off Peak
5.0¢/kWh E9A
5.0¢/kWh E9A

2:00
p.m.
Partial Peak
10.4¢/kWh E9A
10.0¢/kWh E9A

9:00
p.m.
Peak
28.4¢/kWh E9A
28.0¢/kWh E9A
Partial
Peak

12:00
midnight
Partial
Peak
Off
Peak

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ℓ당 휘발유가격 1,726원
Winter (November 1 through April 30)

을 기준으로 연비 15.1㎞/ℓ의 가솔린차(1,399㏄)와
8.1㎞/㎾의 전기차의 ㎞당 연료비를 비교할 경우,
전기차의 1㎞당 평균 연료 구입비는 19원으로 가솔
린차(114원)의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를 월
연료비로 환산하면 전기차의 월 전기요금은 평균
22,670원, 가솔린차의 연료비는 평균 127,166원이
됩니다. 심야시간대에는 주간보다 전력소비량이 적

12:00
midnight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7:00
a.m.

Off Peak
5.8¢/kWh E9A
6.4¢/kWh E9A

12:00
midnight
Partial Peak
10.4¢/kWh E9A
10.0¢/kWh E9A
Off
Peak
5:00
p.m.

9:00
p.m.

자료: http://www.newrules.org/environment/rules/
plugin-electric-vehicles/electric-vehicles-charging-rates

어 전력생산시스템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하가 걸

다음호에서는 전기차의 충전소 설치위치 등 구축

립니다. 경부하 시간대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충전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하면 월 전기요금은 18,130원으로 휘발유차의 13%

부탁드립니다.

EV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3)

자료: UC Davis Plug-in Hybrid and Electric Vehicle Research Center,
"The UC Davis MINI E Cosumer Study",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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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충전설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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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사안내
제3회 지능형 전기자동차 워크샵
•기
•장
•주
•주
•문

간
소
최
관
의

:
:
:
:
:

2011년 12월 8일(목), 09:00 ~ 18: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통연구원, 대한전자공학회
서울대학교 지능형자동차 IT 연구센터
02) 880-8191, 8460

해외 행사안내

PHEV/EV Technology for Fleets
•기 간 : 2011년 11월 30일(수)~12월 1일(목), 2일간
•장 소 : Baronette Renaissance (Novi, Michigan, USA)
•홈페이지 : http://www.evupdate.com/fleetusa/index.shtml

4th International Congress Electric Vehicles 2011
•기간 : 2011년 12월 05일(월)~12월 7일(수), 3일간
•장 소 : Grand Hotel Esplanade (Berlin, Germany)
•홈페이지 : http://www.iqpc.com/Event.aspx?id=588462

Connected Vehicles World Europe 2011

EV Notice

•기 간 : 2011년 12월 12일(월)~14일(수), 3일간
•장 소 : Victoria Park Plaza Hotel (London, UK)
•홈페이지 : http://www.terrapinn.com/2011/connectedvehicle/index.stm

KOTI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 행사안내

한국교통연구원 정기 Round Table Meeting
한국교통연구원 전기차 연구센터에서는 매월 1회 전기차 관련 관심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 Round Table Meeting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2011.11. 서울시 전기차 사업추진 계획과 향후전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준호 박사
2011.12.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 (주)GS칼텍스 신소재사업화팀 서성현 차장
2011.12. 전기차 배터리 분야 기술개발과 도전 / SB리모티브

한국-프랑스 전기자동차 기술협력세미나 (Korea-Franch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technologies partnership mission)
•기 간 : 2011년 12월 5일(월), 13:00 ~ 18:00
•장 소 :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주 최 : 주한 프랑스대사관, 한국교통연구원

전기자동차해외모범사례 분석 평가 및 정책제언 세미나
•기 간 : 2011년 12월 13일(화), 14:00 ~ 18:00
•장 소 : 서울 KTX 글로리 대회의실
•주 최 : 한국교통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