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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과제

한구교통연구원 전기차연구센터장 김 규 옥

2020년 우리가 이용하게 될 교통수단은 어떤 형태일 것인가? 불과 10년 후의 미래
지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뚜렷한
변화들이 눈에 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대중교
통수단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교통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인차량 소유의 당위성이
약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빌려 쓸 수도 있는 수단으로의 인식 전환이다. 여러 도시
문제, 교통전문가들은 자동차 소유에서 공유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변
화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가 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두 번째는 자동차 주변 환경
의 변화이다. 환경규제 강화와 고유가 추세로 인해 대체연료 차량으로 전환은 더 이
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친환경차 등장을 예고한다. 세
번째는 첨단기술의 융합이다. 융합은 기존 학문과 기술의 고유영역의 장벽을 깨고 진
화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자동차 기술과 통신, 교통 등의 첨단기술
융합이 자동차의 안전, 편의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도로
및 운전자와 소통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가 더 스마트해질 것이다. 네 번째는
자동차 주행환경의 변화이다. 도로에서 자동차가 보다 독립적이며 개인적으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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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차량-차량, 차량-도로시설 간 통신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
고 있다. 도로 및 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지능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미래 교통운영
관리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등장한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변화의 선상에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구현에 적
합한 전기자동차는 개인교통수단의 진화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통분야
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자동차의 친환경수단으로의 전환은 정부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주목하고 2009년 10월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0년에는 그린카 전략포럼을 통해 그린카 로드맵
을 작성해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그린카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100만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2011
년 7월 현재 등록차량이 100대도 되지 않는 전기자동차가 2020년엔 100만대까지 증
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교통체계와 교통서비스에 대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런 목표가 실현가능한 것인지 지금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전기자동차 이용측면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전기자동차 구입은 거의 불가
능하고 구입 혜택도 없다. 충전 시설은 공공기관 위주로 시험 설치되어 있어, 개별적

인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차량충전도 어렵다. 또한 충전소 위치 정보, 충전 경로 등에 대한 기본적
인 정보는 있으나 개인 맞춤형 정보제공은 서비스 구상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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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할인, 통행료 인하 등 전기자동차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 중이다. 둘째, 전기자동차 서비스 제공 측면
이다. 시장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부족과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전기자동차
비즈니스 분야는 배터리 관리, 충전소 이용, 대중교통수단 연계 등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구현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관리, 응급상황 관리, 전력 분배 등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맞춤형 체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부족하다. 셋째, 전기자동차 보급
측면이다.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의 주체가 자동차업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로 인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조화된 추진력, 관련 기업의 능동적 참여 및 협업 등이 필
요하다.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충전인프라의 보급 정책, 재정지원 정책만으로는 전기자동차 이용활성
화에 한계가 있다. 공공부문의 전기자동차 보급의 초기 단계를 단축시키고 민간부문의 사업 확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전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분야에 민간의 참여
및 역할의 확대이다. 전기자동차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지원정책 등을 통해 민간부문 참여 유도가 필
요하다. 민간은 산업간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정부는 사업화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
차 기반 차량공유제, 택시, 랜트카 등의 사업을 우선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교통,
충전, 관광 등의 편의서비스를 창출하여 비즈니스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능형교통체계(ITS)와 탤레메
비용검색, 진단 등의 서비스, 스마트그리드의 전력사용 관리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다. 고유의 전기자동차 이용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전기자동차와 대중교통체계를 연계
한 교통환승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전기자동차 도로인프라 연계 및
충전시설 확충이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전용차로나 친환경 도로벨트 등을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우선
교통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우리에게 전기자동차는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전기자동차로의 변화를 이끌
어 낼 기술과 환경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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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스 등 첨단기술의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다. 충전상태, 충전경로찾기, 방전시 응급지원, 주변충전소

전기 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과제

한 초기 자본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비지니스 창출이다. 전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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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대체연료차량 보급현황

UC Irvine 박사과정 강 지 은

캘리포니아는 미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체연료차량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곳이다. 90년대 저공해차량(LEV, Low Emission Vehicle) 의무판매비율 규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무공해차량(ZEV, Zero Emission Vehicle) 비율을 규제하는 법
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8년 발표된 AB32(Assembly Bill 32)이라는 친환경법안으
로 인해 대체연료차량 상용화 노력은 더욱 탄력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ZEVNET 프로그램과 수소자동차의
Connector station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ZEVNET: 전기자동차 공유프로그램

<Irvine 철도역에 위치한 ZEVNET 차량>

ZEVNET(Zero Emission Vehicle - Network
Enabled Transport)은 지난 2002년부터 UC
Irvine, 도요타, Irvine Transportation Center
가 공동으로 진행중인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차
량공유 프로그램이다. 현재 도요타 RAV4E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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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 다수 차량이 운행중이며 현재 UC Irvine
<ZEV.NET 개념도>

출처: http://www.zevnet.org/how-it-work

참여중이다. ZEVNET 프로그램은 Irvine

(3-5분)에 있어 기존 ICE차량과 유사한 특성을 가

Transportation Center를 중심으로 센터내에 위치

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현재의 운전방식을 바꿀

한 Irvine 기차역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의 출퇴근 통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는 충전소 확충

행과 회사내 업무목적 통행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다.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원하는 장소에서

수소연료 충전소 하나를 건설하는데 최소 150만 달

차량을 픽업하여 출퇴근, 업무 등 다양한 통행목적

러에서 많게는 550만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

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충전설비는 기차역,

공부문에서 초기 인프라를 위해 투자할 비용이 막

UC Irvine 연구단지, 사용자 가정 등에 설치되어

대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수

있어 운행거리에 관련한 제약은 크지 않은 것으로

소차량 상용화를 위한 거점도시 육성 및 다음단계

보인다. 2009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로 거점도시들을 잇는 “connector station” 육성 전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차량이용이 안정적이고 적절

략을 수립하였다. 많은 자동차회사의 미국내 해드

한 이용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

쿼터가 위치하고 있고, 각종 조사에서 대체연료차

램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남성보다는 여

량에 대한 관심이 큰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Santa

성이, 나이가 젊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퇴근 거

Monica, Torrance, Irvine, Newport Beach를 거

리가 상대적으로 길수록 ZEVNET 사용에 긍정적

점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2009년 남캘리포니아에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친

는 여섯개의 수소충전소가 운행중에 있었고, 2012

환경 대체연료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환경과

년까지 40개를 추가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차량이용

또, 자동차회사들의 초기 수소차량 공급계획에 의

을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편의성과 차량

하면 2014년까지 남캘리포니아지역에 약 3,500대

이용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를 배치되어 운행 될 것이다.

수소자동차를 위한 Connector Station 계획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미국내에서도 중요한
자동차 소비지역인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몇십년동

<남캘리포니아 지역의 수소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거점도시 육성계획(~2014년)>

안 각종 대체연료차량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미국은 자동차 중심의 문화를 기반으로 도로,
충전소 등의 교통 인프라들이 백년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와 함께 성장해왔다.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는 처음으로 대체연료차량이라는 경쟁상대를 만나
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새로운 차량들은 가솔린차
량 중심의 교통인프라 환경과 만나 어떻게 적응되
어 가는지, 어떤 차종이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인지, 이에 따라 운전행태는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는 교통관점에서 뿐만 아니라도 사회

출처: http://www.cafcp.org/sites/files/Action%20Plan%20FINAL.pdf

적·경제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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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대체연료차량 보급현황

수소자동차는 운행거리(200-400마일)나 충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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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지내에 위치한 네 곳의 회사가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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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UC Davis MINI E Consumer Study

한국교통연구원 전기차연구센터 박 지 영

보급형 전기자동차들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그에 따
른 시장전망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아마도 전기자동차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현재 사용자들이 전기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사용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5월 미국 UC Davis PH&EV(Plugin Hybrid
and Electric Vehicle) Research Center에서는 『The UC Davis MINI E Consumer
Study』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 2009년 미국시장에서 출시된
BMW사의 MINI E라는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 6월부터 2010년 6
월까지 1년여에 걸쳐 차량이용실태와 사용자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MINI E 리스 프로그램
대상차량인 MINI E는 BMW사의 인기모델인 Mini Cooper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차량이다. 원 차종과 마찬가지로 고출력사양으로 출시되었으며 충전시 주행거리는
약 100마일(160km)이다. 2009년 BMW사는 500대의 Mini Cooper를 개조하여 이중
450대를 미국시장에 리스 프로그램으로 내놓았다. 한달 리스비용은 약 850달러로
출시지역은 로스앤젤리스 지역과 뉴욕·뉴저지로 제한되었다. 이중 개인가정에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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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35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상용 차량으로서 소비자들의 반응
자동차와 같이 라이프사이클이 긴 상품의 경우 단기간의 이용만으로는 적절한 평가
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후 조사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
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일상용 차
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약 40%가 20마
일 미만이라고 대답했으나 5% 정도는 80마일 이상 100마일 이하 주행한다고 답했
다. 모든 사용자들이 일상적인 통행의 약 90% 정도는 MINI E를 이용할 수 있으나 여
가통행, 친지방문, 업무통행 등은 주행거리 제한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
만 전기차가 매일 사용하는 차량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
인 반응을 나타냈다.
<사용자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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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사용하는 차량으로 전기차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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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패턴과 기후에 대한 영향

소비자 만족도

BMW사는 차량리스시 벽에 설치하는 240V 가정내

MINI E를 경험한 사용자들은 대부분 차량 성능에

충전기와 차량휴대용 120V 간이충전기를 함께 제

만족하며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공하였다. 240V 완충시 소요시간은 약 4.5시간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리스기간이 끝난 후 시행된

며 대부분 사용자들은 소요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했

조사에서 응답자들 중 91%는 실제 차량이용 후 전

다. 차량충전은 가정에서 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

기차 구입의사가 더 높아졌거나 변함이 없다고 응

우가 대부분이었으며 50%정도는 매일, 그 외는 격

답했으며 반대로 낮아졌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

일이나 그 이상 기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만 충전하

다. 향후 5년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가정충전

대한 질문에 65%는 BEV를, 23%는 PHEV를 구입

설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이충전기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직장

12%였다.

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MINI E
사용자들은 공공충전설비가 부족한 것이 전기차 구
입시 큰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충전설비>

이 보고서는 그동안 전기차를 단순히 가솔린차의
대안으로 생각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전기차가 가져
올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변화가능성을 보여준다.

Full Charge Time
(0% - 100%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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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SOC

75%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들은 전

50%

기차 이용을 통해 에너지원으로서 전기에 관심을

25%

갖게 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환경적

0%

Day

1

2

3

4

5

6

7

Starting
SOC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nding
SOC

60%

16%

53%

10%

38%

51%

26%

Battery SOC

코드라이빙을 실천하였다. 또한 주행거리 제약을

가치를 더욱 밀접하게 느끼게 됐다고 답했다. 실제
일부의 경우 태양광 발전장치를 가정내 설치함으로
써 자가발전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게 된 것

100%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자동차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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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티를 창출할 수 있는 개인교통수단이 될 수 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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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패턴의 예>

해외연구-UC Davis MINI E Consumer Study

그 가장 큰 가능성은 에너지효율적인 운전패턴으로

Charging
Category

Starting SOC 하루 시작 배터리 상태
Ending SOC 하루 마감 배터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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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trup 가족의 전기자동차 사랑

(90년대부터 전기자동차가 판매되었던 미국에서는 당시 출시된 전기자동차에서 시
작하여 현재까지 전기차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사용기는 Plug In America(http://www.pluginamerica.org)에 소개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 살고 있는 Hastrup 가족의 전기자동차 사용기를 각색한 것이다. 이들
은 1997년 혼다 EV Plus를 시작으로 도요타 RAV4EV를 거쳐 현재는 닛산 Leaf, 쉐
보레 Volt를 사용하고 있는 열렬한 전기차 매니아들이다.)
<1997년 혼다 EV Plus와 가족>

<2005년 도요타 RAV4EV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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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새크라멘토에 있는 랜치스타일의 집에서 살고 있는 4인
가족입니다. 사진속의 아빠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엄마는 CPA로 일하는 맞벌
이 가정입니다. 아빠는 1973년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전기차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
으며 그 결과 전기자동차가 처음으로 보급되던 지난 97년 5월 혼다의 EV Plus를 구
입한 것을 시작으로 줄곧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기
전 우리 가족은 비교적 연비가 좋은 볼보 850 웨건 차량과 사브 900 세단차량을 이용
했습니다. 두 대를 이용하여 우리 가족이 1996년 한해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각각
10,250마일(약 16,000km), 10,984마일(약 18,000km)입니다. 그 결과 일년 동안 이
용한 가솔린은 약 887갤런이며 당시 가격으로 약 1,200달러 가량을 지출하였습니다.
<Hastrup 가정의 태양광 발전설비>

그 뒤 우리 가정은 사진에서 보듯이 1997년 혼다 EV Plus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도
요타 RAV4EV 차량을 두 대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누나 크리스틴을 위해 도요타
Prius를 추가 구입하여 총 세대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과
함께 우리 집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결과 생산된 전력을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얻은 이익을 계산해보기 위해 지난 1996
년 볼보와 사브 자동차를 운행했던 결과와 2005년 2대의 전기자동차와 1대의 하이브

매가격은 $32,000로 상당히 높지만 캘리포니아 주

<전기자동차 운행결과와 ICE 자동차 운행결과 비교>
21868 마일
21232 마일

총 운행거리
연료비용

$ 219.12

주유시간

2시간(17회

전력사용 비용
총 에너지 사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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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가능합니다. Volt는 $43,000에 판매되지만
$ 1166.24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9시간(76회)

478737kWh

2005년
1996년

0 kWh

비록 전기차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초기비용이 비
$ 298.13
$ 753.07

쌀지는 모르겠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자

$ 517.25
$ 2460.78

동차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 절약효과는 엄청납니

리드를 운행한 결과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우

다.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리 가족이 운행한 거리는 1996년과 2005년을 비교

이용하는 한 앞으로 가솔린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

할 때 큰 차이 없이 약 21,000마일 가량을 운행했습

더라도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

니다. ’05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니다. 만약 우리와 같은 가정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

전기자동차만으로 운행한 거리는 약 80%입니다.

가의 에너지 자립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며 대기오

이때 소요된 가솔린 연료비용을 비교해보면 그간

염과 환경문제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유류비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약 20% 이하로

도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기 전에는 이러한 가치를

감소했으며 또한 주유로 소비되던 시간도 7시간 정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비용은 태양광 발

여러분도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보세요!

전설비 설치를 통해 총 전기이용량 90% 이상을 자

EV

<2011년 닛산 Leaf와 시보레 Volt 구입>

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전력사용비는 96년
대비 400달러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EV User

우리 가족은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비용을 2460달러에서 517달
러로 2천 달러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전기자동차 이용을 통해 우리 가족은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
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가족은 새로운 차로 다시 전기자동차
인 닛산 Leaf와 쉐보레 Volt를 구입했습니다. 이 차
량들은 이전에 사용하던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도
길고 배터리 수명과 질도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Leaf는 연비가 99mpg인 가솔린차량과 동급일 정
도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차량이고 차고에 240V
의 콘센트만 설치되어 있다면 야간에 충전해서 다
음날 100마일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
리의 하루 이동을 위해 충분한 거리입니다. Leaf 구

출처:http://www.pluginamerica.org/whyplug-vehicles/real-life-ev-stories
http://rosevillept.com/detail/178549.html

Hastrup 가족의 전기자동차 사랑

태양광발전량

에서는 $5,000을 환급해주고, $7,500의 연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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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2)

전기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싶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희 전기차연구센터에서는 한
국교통연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한 결과 전기
차 제원, 충전시설, 지원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80여 가지 질문을 모았습니다.
그중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시리즈형식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한 내용으로 선정된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기차는 얼마나 보급되었고, 상용화는 언제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는 2010년 5월 CT&T의 E-ZONE 4대가 등록된 것을 시작
으로 2011년 6월 기준으로 CT&T E-zone 62대, AD모터스 Change 3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들은 모두 저속 전기자동차인데 고속형 전기자동차 등록은 올
7월 서울시에서 현대 블루온 2대에 정식 번호판을 부착한 것이 최초입니다. 아직 일
반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접하거나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AD모터스에서 출시되는 Change는 7월 25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차량을 판
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고속전기자동차로 알려진 현대 블루온의 경우 올
해 생산량은 약 300여대 정도로 일반인 판매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EV NEWS

해외 시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외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는 선두업체인 미
쯔비시, 르노 닛산 등에서 내놓은 고속형 전기자동차들이 출시되면서 점차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쯔비시의 i-MiEV는 2009년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올
<미국에서 구입가능한 전기자동차>
차량명

전기차 종류 차종

차량명

전기차 종류 차종

Balqon Nautilus E20/E30

EV

화물차, 트랙터

Mavizen TTX02

EV

이륜차

Boulder Electric Vehicles Truck and WUV

EV

화물밴

Myers Motors NmG

EV

삼륜차

Brammo Enertia

EV

이륜차

Navistar eStar

EV

화물밴

Capacity of Texas PHETT

PHEV

트랙터

New Flyer Xcelsior

PHEV

버스

Chevrolet Volt

PHEV

승용차

Nissan Leaf

EV

승용차

Commuter Cars Tango T600

EV

승용차

Proterra EcoRide BE35

EV

버스

Current Motor Co. C-Series Scooter

EV

이륜차

Quantya Strada

EV

이륜차

Electric Motorsport Native GPR-S

EV

이륜차

Smart ED

EV

승용차

Electrorides Zero Truck

EV

트럭

Smith Electric Vehicles Newton EV

EV

트럭

Enova Systems ZE Stepvan

EV

화물밴

Tesla Motors Roadster

EV

승용차

EVI MD

EV

트럭

THINK City

EV

승용차

EVI WI

EV

화물밴

Vectrix VX-1

EV

이륜차

Fisker Karma

PHEV

승용차

Wheego Whip LiFe

EV

승용차

Ford Transit Connect EV

EV

승합차

Zero Motorcycles Zero S

EV

이륜차

IC Bus CE Hybrid

EV

버스

해부터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2015년 세계 지역별 기차 판매대수 전망>

올해 25,000대까지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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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에서 해당 차량은 푸조의 iON, 시트로엥
C-ZERO로 OEM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닛산
Leaf의 경우 2010년 하반기 일본, 미국시장을 시작으로
차량을 출시했으며 올 7월까지 세계적으로 판매된 차량
은 10,1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 미
국과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의 Roadster, 쉐보
레의 Smart ED와 Volt 유럽시장에서만 판매되는
Th!nk City 등를 비롯하여 다양한 차종들이 시장에 출
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장에서 구입가능한
전기자동차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륜차에서부터 트럭까
지 다양합니다.

출처 : J.D.Power Global Forecasting
http://bioage.typepad.com/.a/
6a00d8341c4fbe53ef01348885e47a970c-popup

이처럼 여러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모델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친환경자동차로서의 장점을 내세워 자동차시장
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
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사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
이를 위해서는 거꾸로 차량에 대한 투자와 설비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초기 수요가 형성되는 것이 필수적이
겠지요. 올 2011년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의 상

출처: Pike research,
http://bioage.typepad.com/.a/6a00d8341c4fbe53e
f0134869ad636970c-popup

용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시험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
떨까요?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예측, 평가기관인
IDC energy insights와 미국의 리서치회사인 Pike
Research 및 JD Powers에서는 각각 2015년까지의 전세
계적인 전기자동차 판매량을 예측하여 다음의 표와 같
이 2015년까지 전기차 보급대수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할 경우 약 3백만대 내외, 전기차

자료: IDC Energy Insights,
http://www.pbconsultinginc.com/EV-Newsroom.html

만은 60만대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치는 유가동향이나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크
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 및 소요시간과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V

EV Opinion

록 충분한 생산라인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2)

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본

EV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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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사안내
2011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기 간 : 2011년 10월 12일(수) ~ 15일(토), 10:00 ~ 18:00
•장 소 : COEX Hall A,B
•주 최 : 환경부
•주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 http://www.g-growth.or.kr
•문 의 : 02)380-0613~0614

2011 월드스마트그리드 산업대전
•기 간 : 2011년 11월 16일(수) ~ 18일(금), 10:00 ~ 17:00
•장 소 : COEX Hall D
•주 최 : 지
 식경제부
•주 관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코엑스
•주 관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ksgw.or.kr
•문 의 : 02)6000-1391

해외 행사안내
PHEV/EV Infrastructure and Business Japan 2011
•기 간 : 2011년 9월 7일 (수) ~ 8(목)
•장 소 : Hilton Tokyo
•홈페이지 : http://www.evupdate.com/electricvehiclejapan/

Eco Velocity

EV Notice

•기간 : 2011년 9월 8일(목) ~ 11(일)
•장 소 : Battersea Power Station, London
•홈페이지 : http://www.ecovelocity.co.uk/

Battery Power
•기 간 : 2011년 9월 20일(화) ~ 21(수)
•장 소 : Gaylord Opryland, Nashville, TN US
•홈페이지 : http://www.batterypoweronline.com/bppt-conf11/bp11_index.php

EV 2011 VE Electric Vehicles Conference and Trade Show
•기 간 : 2011년 9월 26일(월) ~ 29(목)
•장 소 : AllStream Centre, Centre 100 Princes' Blvd., Exhibition Place, Toronto, Canada
•홈페이지 : http://www.emc-mec.ca/ev2011ve/en/home.html

Electric Vehicle Conference 2011
•기 간 : 2011년 10월 26일(화)
•장 소 : The Sebel & Citigate Hotel, Brisbane, Australia
•홈페이지 : http://www.evconference.com.au/

KOTI 전기차 연구센터 행사안내
한국교통연구원 전기차 연구센터에서는 매월 1회 전기차 관련 관심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 Round Table Meeting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2011.9. 전기차 거점도시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 김은경 팀장
2011.9. 전기차를 위한 테레매틱스 서비스 / SK 텔레콤, SK 네트윅스
2011.10.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 LG 칼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