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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통·전기차연구실

“전기차정책 2.0” 시대를 기대하며

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파리시는 일반시민이 전기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Auto-Lib(차량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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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 황 상 규

이와 상반되게 우리의 실정은 녹록지 않은 편이다. 저속전기차를 위해 설치된 도로 표지판은 곳곳에서

곧 총선의 계절, 4월이 온다. 그리고 연말에는 대선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총

발견되지만, 정작 저속 전기차는 보이질 않는다. 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도로운행 제한, 성능 부족 및 보

선은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긴 시점이기에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보도

조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차 전기차를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생산업체는 이륜 오토바이나 초

하고 있다. 그리고 유세활동이 본격화되면 여·야간 각종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며,

저속 농기구의 도로진입은 허용하면서 안전성 측면에서 월등한 저속 전기차의 운행은 오히려 금지한다며

또한 연말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이 국가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며 한 표를 호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조차 제시되지 않아 결국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파산지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치른 선거를 보면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슈가가 우선시되

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었기에 이번 총선이나 대선에선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적절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올바른 평가를 통해 선정되길 바란다.

완성차업계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국가정책
에 동참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전기차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처지이며, 이에 대한 합당한 구매보조금 정책

성이 높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국가 정책과제였고, 그 가운데 하이브
였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그린카 정책이 추진력을 잃게 된다는 회의적 전망
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이 지구적 과제이므로 정권교체와
는 별개로 지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결국, 정치적 견해나 주안
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는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을 살려
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외면할 수 없
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럼에도 그린카 정책이 정치논쟁에 휩싸이면 ‘슬럼프’에 빠질 소지가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전기차 보급물량에 대한 민간의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정치논
쟁으로 비화되면, 시장이 더욱 냉각될 것이 우려된다. 얼마 전 환경부가 전기차 시범
도시를 추가로 선발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의 발표에도, 시장의 반
응이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에선 정책신뢰도가 부족함을 반증하
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린카 정책이 정책논쟁이 아닌 정치논쟁으로 비
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경쟁국의 전기차 정책은 혁신 중이다.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등 대
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기에 국
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나 주 정부는 침체한 자동
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이에 호응하
여 배터리 개발 등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독일은 e-mobility를 국가적 슬로건으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차량 원가구성항목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
다는 견해이다. 특히 정치적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현 정부의 요구
대로 적자를 감수하고 전기차 생산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처지여서, 정부도 과거와 같이 강하게 밀어붙이
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를 위한 ‘전기차 정책 2.0’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즉 차량의 지능화, 차세대
ITS 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스마트카(Smart Car)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기차정책의
타당성을 온실가스 저감에 이바지하는 측면과 에너지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찾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가의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 대신, 대체 연료를 전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운행 후 남는 잉여
전기는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에너지 운영 효율성 측면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기차 자동차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국민의 주요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행 중 차선이탈 방지, 충전상
태 및 충전소위치정보 제공, 첨단운전지원시스템(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등의 운전자에
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형 지능형교통체계(Cooperative-ITS)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차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자동차 기술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안전과 쾌적함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화석연료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차와 출시예정인
전기차는 가격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열등재로 취급받기 쉽다. 전기차는 지급능력이 높은 구매
자만이 구매하는 차량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구매자입장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의 단축을 우려하여 안
전 관련 편의장치를 생략한 이른바 “깡통차량”을 구매하기가 망설여질 것이다. 미국의 전기차 전문개조업
체인 테슬라가 편의장치를 탑재한 고가의 전기차를 출시해도 사전예약으로 소진되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기존 차량에 탑재되는 편의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단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전기차 개조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V

“전기차 정책2.0”시대를 기대하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린카(고연비 친환경 자동차) 정책도 쟁점이슈로 등장할 가능
리드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등과 같은 그린카 산업 활성화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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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세우고 교통수단의 전기화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기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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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기반 미래교통체계 구상 및 추진 전략(1)

도시내 충전인프라 구축이 확산되면서 교통과 전력체계의 통합운영이 보편화 될 것이다. 도시 내 전기차
충전소가 우선하여 구축된 후 다음으로 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망에 충전소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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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다. 2040년 이후에는 전국적인 확산이 실현되고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고밀도 도시 내부에서는 최적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 김 규 옥

화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❸ 이용자 행태 변화 방향
차량 이용 측면에서 승용차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할 때 차량을 빌려 쓰는 공유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이슈로 떠오르며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이나 저비용 렌터카가 일반화될 것이다. 2020년 이후에

의 확대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미래 전기차 확대보급에 대한 교통

는 에너지 절감이나 대기오염 감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자동차 회사는 에코드라이빙 실현을 위한

부문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기차 중심의 미래교통체계 구상 및 추진전략”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고 운전자들도 에코드라이빙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은 초소형,

이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전기차의 등장에 따라 예측되는 변화들을 교

초경량화될 것이며, 주요 차체 형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전기차가 다양해지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면

통시스템 구성요소별로 전망하였고,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도

서 전기차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2040년 이후에는 도시내 승용차의 주행거리는 짧아지고, 승

출하였다.

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환승 체계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본 호에서는 전기차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교통체계의 발전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중교통과 개인이동수단의 인터모달이 최적화된 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교통체계 발전전망

미래 교통체계의 구성 요소

전기차의 확산 정도에 따라, 차량의 발전, 이용자 개선, 기반시설의 발달 세 가지로

❶ 전기화된 교통수단

구분하여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전망해보았다.

자동차, 자전거, 버스, 트럭 등 교통수단이 전기화되면서 교통은 교통관리와 스마트그리드의 전력관리가

❶ 교통수단의 발전 방향

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다음 <그림 2>와 같이 에너지 섹터와 이동 섹터가 상호 연계되는 체계가 이

장래 도로 수송분야는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의 전기화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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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관계로 연계되는 체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기차시장이 확대될수록 교통체계의 전기

다. 현재 전기차는 시장 도입 단계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과 일정 부분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며 부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화물운송도 장거리 트

<그림 1> 전기차 기반 미래 발전 전망

<그림 2> 에너지와 이동성 부분의 도로교통부문의 전기화

럭은 클린디젤로 도시 내 화물은 전기차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운행거리가 짧고 인
프라 구축이 쉬운 도시 내에서는 개인 전기차가 우선 확산되고, 비교적 통행거리가
먼 도시외 지역으로의 통행수단으로 전기버스가 이용될 것이다. 2040년 이후 전기차
는 기술 혁신으로 현재 확산의 장애물인 비용문제와 통행거리 문제를 극복하고 대중
화되게 될 것이다.
❷ 기반시설의 발전 방향
2011년 현재 충전 환경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고, 전기차 확산 초기에는 기반인프라
가 수요에 기반을 두어 조성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장소와 주
요 상업시설이 밀집한 장소를 중심으로 충전인프라가 구축되고, 전기차 보급이 확산
되면서 점차 개인 주택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차량과 스마트그리드가 부분적으로 시
험 운영되는 수준이며 교통과 전력의 융합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2020년 이후에는

교통수단이 전기화될수록 전력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력망 효율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스
마트 그리드 사업이 본격화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Peak loading으로서 충전인프라의 역할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전기차 기반 미래교통체계 구상 및 추진 전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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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전기차 충전인프라

❹ 도시 및 지역간 전기차 기반 교통체계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핵심적인 도시 기반인프라가 될 것이며, 기존의 교통인프라와

도시 내의 교통수단으로 전기차가 이용되면서 기존 대중교통체계, 도로체계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림

융합된 지능형 충전인프라가 등장할 것이다.

5>는 전기차 중심의 도시 내 교통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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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기차와 자전거의 통행권은 최대한 보장
■ 도시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내 전기차 충전규모와 충전방식의 결정은 미래 도시의 기반시설 관리와 운영에

하는 녹색 교통구역이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주거지역을 설정해 전기차를 운행하는 친환경 주거커
뮤니티가 등장할 수 있다.

큰 영향을 끼치므로 구축 전략이 필요하며, <그림 3>의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
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4> 전기차 이용자의 행태 변화

<그림 5> 도시내 전기차 교통체계 개념도

<그림 3> 전기차 충전 체계와 교통체계 구상

전기차 기반의 차량공유서비스가 제공되고, 특히 <그림 6>과 같이 버스와 지하철의 교통수단을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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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전기차 도로 충전벨트는 전기차 거점 도시간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한다.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자
에게 제공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선도도시를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 등장하여 대중교통서비스가 향상되고
연계교통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그림 7>과 같이 도시 간 이동은 대중교통으로 하고 도시 내 이동은
전기차 기반의 공유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도시내 전기차 공유제도 개념도

<그림 7> 전기차 공유기반 지역간 대중교통체계 개념도

고, 이들 도시를 잇는 전기차 벨트 구축해 운영한다. 이용자들이 전기차 벨트로 묶인
도로를 운행할 때 충전소의 위치와 요금 등을 스마트폰이나 웹 포털에 접속해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자는 충전과 교통정보를 활용해 충천 위치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❸ 전기차 이용자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다른
습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 이용으로 나타나게 될 행태 변화 모습
을 현재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교통수단의 변화는 <그림 4>와 같이 운전자 운전과 주차 행태 변화로 이
어질 것이며, 경로를 선택할 때 최단 통행 시간보다 최소 전기사용 경로를 선호하는
등 운전습관 변화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전기차가 단순히 내연 기관
차량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인 통행패턴으로의 개편과 에코드라이빙 활
성화 등 생활방식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호에서는 미래교통체계 구성요소별로 예상되는 변화들과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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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도로 충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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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시간 단위로는 30분당 5유로로 계산되어 모든 운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차량 예약은

09

출발 20분 전까지 인터넷, 전화, 1,200곳의 대여 장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약 후, 비밀번호 입력과
호서대학교 김 병 삼

프랑스 환경에너지청(ADEME)에서는 2010~2030년 전기차 보급 20년 계획에 대해

연결 해제 후에 차량이 제공된다. 또한, GPS에 의해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파리 외곽 일드 프랑스 지역
내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 반환은 Autolib가 제공되는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며 개인에게 부여한 코
드에 의해 반환 가능하다.

14개 항목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14개 항목은 현재의 현황과 단계별 계

<그림 9> Autolib 차량

획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으로 차량개발 예산으로 150억 유로(약 2조 원)를 지
원하기로 했으며1), 충전시설과 제도 구축, 보급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차
량개발을 목표로는 기존차량 대비 에너지 절감률 50%, 탄소배출 저감 17.7백만 톤,
경제성과 운송 측면의 차량제작 등을 목표로 삼는다. 2010년 등록대수가 5만대인 신
재생 차량을 2015년에 1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 중이다. 이를 위
해 보급계획으로 보험, 보조금 등에 대한 배터리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AutoLib 정책

차량은 100% 전기차로 좌석은 4인승이며(일부 6인승) 차량에는 라디오, USB 포트와 GPS가 제공되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기차 보급정책인 Autolib 프로젝트는 프랑스 전국 11곳에서 실

30kWh의 배터리(Lithium Métal Polymère) 용량으로 4시간 충전 시 250㎞를 주행할 수 있다. 충전방식

시하는 공유개념(Car sharing)의 전기차 보급 사업이다. 이중 파리에서 시행하는 사

은 수명을 위해 저속으로 운행되며 이후 고속 충전방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룹에서 제작한 3.65m 길이의 4인승 블루카(Bluecar) 3,000대를 보급해 24시간 서

Autolib 재정과 전망

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영과 충전소 설치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10억 유로가 이 사업을 위해 투자되

<그림 8> 서비스 지역

었고 그중에 볼레르 그룹에서 50백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1개 대여소당 5만 유로를 투자하여 파리시에서

인 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차량의 소유

35백만 유로, 외곽지역에서 4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대여소를 설치하였다. 차량당 1년의 보험과 고장 수리

개념을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파리와

비로 3,000유로(5백만 원)의 비용이 예상되며, 이는 Autolib 사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사업

그 외곽(일드 드 프랑스)의 50개 소도

으로 현재까지 60백만 유로의 운영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런 적자 구조에서도 대체 교통수단으로 Autolib

시에 5백만 인구의 보조적인 이동수단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장기적인 교통정책 측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간단

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

하게 살펴본 Autolib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도 수익의 측면만이 아닌 미래 교통정책과 대체 운송이라는 장

여기관은 공공운송기관들과 렌터카 회

기적 안목을 가지고 전기차 정책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 등이 참여하여 차량 제작뿐만 아니
라 교통수단의 통합화를 통해 제3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특수 목
적법인(Autolib)을 설립하여 민영화를 위한 출발에서 시작하였다. 서비스의 접근성
을 위해 800명의 서비스 지원 인력이 예약, 추가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오
전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1) 주요 참여기관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Renault / Ze Concept : projet VELROUE, Michelin : projet
FOREWHEEL, PSA : projet HYDOLE, Valeo : projets MHYGALE, projet VEGATHOP, Toyota : projet DHRT2, Aixam :
projet VELECTA, Veleance : projet QUAT’'ODE, PVI : projet WATT, Renault Trucks : projet MELODYS, Iribus-Iveco :
projet ELLI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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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전기차 공유사업(AutoLib)

업은 Autolib Paris 사업이며, 이 사업은 파리와 주변도시(19개)를 중심으로 볼레르

본 사업의 목표는 탄소배출 저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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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한 비용은 연회비(매월 12유로), 월회비(매일 15유로), 일비(매일 10유로)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파리시 전기차 공유사업(Auto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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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통합 모니터링 운영센터 블루온 시승기

블루온을 타고 이동한 거리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창원시청까지 왕복 약 13㎞였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전기차통합모니터링센터 견학과 창원시청의 충전시설을 둘러보느라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지만, 블루온의

11

성능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거리였다.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는 가감속력과 조용한 차내 환경을 통한 우
화성시청 교통정책과 이 재 형

수한 주행감각이 돋보였다. 내연기관 차량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조용한 실내이다. 시동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 소음은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차가 지나치게 조용하기 때문에 골목
길 등에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소음발생장치(VESS)를 장착했다고 한다. 또한, 오르막구간을 통과하며

블루온(BlueOn)은 고속용 전기차로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브랜드 ‘블루(Blue)’에 전기

차량의 출발과 정지를 반복하였지만,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차량의 출발 시 가속페달을 밟을

차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Start On)을 알린다는 의미의 ‘온(On)’을 조합해 탄생했다

때 조금 느린 반응속도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 한다. 기존 저속전기차가 시속 60㎞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한 고속

창원시청에는 전기차를 위한 주차공간과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충전을 위해서는 충전기에 있는 카드

전기차로서 친환경차 보급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더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주로 창원시청과 같은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블루온은 최고속도 시속 130㎞, 1회 충전 시 약 140㎞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은 충전소의 운영상태를 분석하여 향후 충전소 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평소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블루온의 성공적인 보급 여부가 미래형 친환경
차량의 성공적인 안착에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블루온을 시승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창원에 위치한 한국전기연구
이다. 전기차통합모니터링센터는 지식경제부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그리드 연계 전
기자동차 모니터링 기술’에 의해 한국전기연구원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63개
소의 충전소(급속 9기, 완속 54기)를 설치하여 25대 전기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차량의 이동 경로, 속도, 브레이크 사용 빈도, 전기소모량 등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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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분석하고 있다.

블루온을 시승하고 한국전기연구원과 창원시청을 둘러본 결과, 블루온의 차량성능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되고 있는 충전인프라와 높은 차량가격이 전기차 활성화에 걸림돌
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전기차 시대의 화려한 막이 펼쳐졌다. 펼쳐진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으로 박수를
받을지 초라한 공연으로 쓸쓸하게 퇴장할지는 정부와 연구기관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
을 것이다.
블루온의 외관은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 크기는 기아 경차인 모닝과 비
슷하다. 차량 내부에서는 다소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계기판의
에너지 흐름도이다. 가·감속 상황에 따라서 전기가 배터리에서 모터로 이동하거나,
혹은 바퀴에서 배터리로 이동하는 그림이 나타났다. 계기반에는 RPM 미터가 마련돼
있는 대신 모터가 얼마나 출력을 발휘하는지 혹은 충전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
였다.

EV

전기자동차 통합 모니터링 운영센터 블루온 시승기

원을 방문하여 전기차통합모니터링센터를 견학하고. 블루온을 직접 운전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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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보급예측에 의한 충전설비 계획에 관한 연구(2010)

13

·장성규(㈜하이텍이피씨 소장) 외 4명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도입 시 충전기 이용률을 고려한 합리적인 충전설비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 박 준 형

위해 공동주택의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입고현황을 조사 분석과정을 수행하였다. 전기자동차의 원활
한 보급확산을 위해 충전인프라구성의 사전검토는 필수이며, 스마트그리드의 보급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전기요금 시간대 선택결정 여부, 적정한 충전기기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호에서는 최근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논문들을 살펴보고 이를 소개
하여 EV NEWS 구독자를 위한 연구논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본 호에서는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연료 경제성에 관한 연구(2008)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고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

·노철우(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 외 1명

세계 각국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석유 의존경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운

문을 발굴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송수단 측면에서 주목받는 PHEV의 상용화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내연기관 차
전력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따른 계통 영향(2009)
·이종현(경원대학교) 외 4명

량 대비 PHEV의 연간 연료비 절감액을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분석의 결과 휘발유·전력·가스 요금
의 변화에 따른 PHEV의 특성을 반영한 연료의 경제성에 관한 논의진행의 필요성을 제기되었다.

에너지 피크 사용 증가량과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전력계통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
정책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정책과 경제성 분석(2009)

0.17%로 매우 작은 값이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전력계통 자체의 커다란 변

·최은식(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외 3명

화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력계통의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전력수급운영이 가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각국의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차량구매

능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스마트그리드의 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제의 시행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과 연관된 제도 정비 및 친환경
성을 고려한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환경의 주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어 친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른 소비전력량 예측에 관한 연구(2011)

환경차 보급을 위해 힘써야 한다.

·황미연(대진대학교) 외 2명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른 5차 전력 수급계획에서의 전력소비량과 증가율을 분석

전지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개발동향(2010)

한 결과, 2020년도에는 국내 총 소비전력량 598,221GWh 중에 전기자동차소비전력

·이존하(SK에너지) 외 3명

이 472GWh로 비율은 0.079%이며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조사에서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시장규모가 성장을 예측하였으며, 이는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향후 전기자동차의 보급률 증가에 맞추어 우선 정부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충

도래를 짐작하게 한다. 현재 배터리 시장은 기존 Ni/MH 전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점차 LIB(Lithium

전인프라의 구축도 체계적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Ion Battery)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대형 리튬 이차전지는 국제 표준화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 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해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충전

철도 전력망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시스템(2011)
·류성한(LS전선 통신솔루션연구그룹) 외 3명

통신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통신방법에 관한 연구(2011)

앞으로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특히 큰

·류민우(전자부품연구원 U-임베디드 융합센터) 외 4명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모델이 제안되고 있으나 그 중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인프라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메트로, 철도기술연구원, LS

비스 프레임워크와 적절한 통신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무선 통신과의 비교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전선은 수서역에 도시철도 전력망을 연계해 급속 충전시스템 구축 및 실증하는 과정

DSRC/WAVE, WiMAX, Wi-Fi 통신방법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비용 및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

을 수행하였으며, 철도 전력 인프라 망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운영 시스템을 연

거리 통신과 장거리 통신을 구분하여 적절한 통신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계하는 방법의 이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최적화된 도시철도 연계 인프라 구축

또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V

연구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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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V선도도시 지정현황 및 도시별 보급모델

2012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전기차연구실 임 민 희

1차 EV선도도시

15

2차 EV선도도시

서울

도시형(카셰어링)

광주

복합도시형(시티투어)

제주

관광생태형(렌터카)

창원

도시형(카셰어링)

영광

구내근린형(시설관리)

당진

구내근린형(행정서비스)

❸ 충전인프라 확충 및 전국단위 공공충전인프라네트워크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원년이었던 작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구매와 연계한 충전인프라 확충 및 이동거점 중심의 전국단위 공공충전인프라네트워크를 구

보급정책은 크게 전기자동차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전기자동차 보급

축할 계획이다.
<표 2> 2012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계획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환경부의 2012년 전기자동
구분

차 보급정책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급물량(대)

예산(백만 원)

2,500

57,276

합계

전기차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개요
❶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제도

충전기

전기자동차의 초기수요 발굴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계

2,100

36,125

고속차

385

32,700

저속차

15

1,925

버스

2,600

1,500

계

2,393

21,151

완속형

80

17,951

급속형

1

3,200

-

520

검사시설 구축

는 다음과 같다.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차종

2011~2012년 생산예정인 전기차에 대하여 동급 가솔린차 가격의 50%를 지원한다

제작사

고속전기차

저속전기차

전기버스

기아차

르노삼성

AD모터스

현대차

한국화이바

Ray(경승용)

SM3(준중형)

CHANGE(경승용)

Elec-city(초저상버스)

E-Primus(초저상버스)

승차인원

5인승용

5인승용

2인승용

51인승

49인승

(2천만 원 한도 내).

■ 세제감면(최대 420만원)
세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를 마
련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사례를 기준으로 감면 방안 마련하

차량명

최고속도

130㎞/h

140㎞/h

60㎞/h

100㎞/h

100㎞/h

1회 주행거리

135㎞

182㎞

77.9㎞

75㎞

69.8㎞

배터리

리튬폴리머(16.4㎾h)

리튬폴리머(24㎾h)

리튬인산철(9.2㎾h)

리튬폴리머(16.4㎾h)

리튬폴리머(16.4㎾h)

였다.
2012년 EV선도도시 운영계획
■ 고속도로 통행료·혼잡통행료, 공용주차장 등 할인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EV 선도도시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
기자동차 2,500대 본격보급의 거점 마련을 위해 1/4분기 중 EV 선도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❷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확대와 보급모델 개발 및 EV 선도도시 선정·운영

❶ 지원방안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을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속충전망을 집중 구축하여 전국단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수요확보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보급모

위 공공충전인프라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델을 개발한다. 이러한 보급모델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리스프로그

❷ 주요 역할

램, 국립공원, 자연 경관지역, KTX 역 등의 렌터카서비스, 지역단위 카쉐어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를 실증·확산하기 위한 EV 선도도시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EV선도도시는 신규 전기자동차 보급모델 개발, 민간부문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 확대(민관합동 카
셰어링 컨소시엄 구성 등), 지역내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구매·임대 독려 및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등의
역할을 주도할 것이다.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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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 전기차 : 578만원, 고속 전기차 : 경형 1,720만원, 중형 1,940만원)

2012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표 3> 2012년 전기자동차 보급 예정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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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Notice

국내 행사안내
2012 오토서비스코리아 (6회차)
•기 간 : 2012년 3월 23일(금) ~ 25일(일), 10:00 ~ 17:00
•장 소 : 킨텍스(KINTEX)
•주 최 : 오토모티브위크 조직위원회(KINTEX,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후 원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홈페이지 : http://www.automotiveweek.co.kr

EV Tech & Business Day

- 전기이동성 추진 전략과 실증사업 -

•기 간 : 2012년 3월 27일(화), 09:00 ~ 17:00
•장 소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회의실
•주 최 : AUTOMOTIVE, FROST&SULLIVAN
•후 원 :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외 다수
•문 의 : 윤범진 (bjyou@autoelectronics.co.kr, 02-841-0017)
•홈페이지 : http://www.autoelectronics.co.kr

ISBS 2012 국제2차전지산업전
•기 간 : 2012년 5월 15일(화) ~17(목)
•장 소 : 킨텍스(KINTEX) 전시장 4홀
•주 최 : 월간 자동차기술, ㈜케이와이엑스포
•후 원 : 지식경제부, 경기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한국에너지공학회, 외 다수
•홈페이지 : http://www.isbshow.com/visitors/introduction/introduction.php?idx=2

해외 행사안내
2012 IEEE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Conference
•기 간 : 2012년 3월 4일(일) ~ 8일(목)
•장 소 : TD Convention Center (California, USA)
•홈페이지 : http://electricvehicle.ieee.org/index.html

EV Notice

EV Battery Forum 2012
•기간 : 2012년 3월 21일(수) ~ 22일(목)
•장 소 : Rey Juan Carlos Hotel (Barcelona, Spain)
•홈페이지 : www.evbatteryforum.com

CEVITTS 2012
•기 간 : 2012년 3월 27일(화) ~ 30일(금)
•장 소 : Amsterdam RAI (Amsterdam, Netherlands)
•홈페이지 : www.cevitts.com

World Electric Vehicle Cities and Ecosystems Conference
•기 간 : 2012년 5월 5일(토), 08:00 ~19:00
•장 소 : J.W. Marriott in downtown(California, USA)
•홈페이지 : http://www.regonline.com/builder/site/default.aspx?EventID=1061239

2012 ACT EXPO

-Alternative Clean Transportation-

•기 간 : 2012년 5월 15일(화)~17(수), 3일간
•장 소 : Long Beach Convention Center (California, USA)
•홈페이지 : http://www.evupdate.com/fleetusa/index.shtml

KOTI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 행사안내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은 매월 1회 전기차 관련 관심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 Round Table Meeting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031-910-3115)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2. 전기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
2012.3.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2012.4. 전기차 선도사업 추진 계획
2012.5. 전기차 실증보급 사업과 교통부문 역할
2012.6. 전기차 전기사용 전략과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