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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Notice

국내 행사안내
제2회 전기자동차 박람회 (Electric Vehicle Fair 2011)
기 간 : 2011년 5월 26일(목) ~ 28일(토), 3일간
장 소 : 일산 KINTEX 전시장
주 최 : 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 전자신문사
후 원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외
홈페이지 : http://www.kevia.kr
문 의 : 02) 785-2165

2011 전기자동차 및 전장엑스포 (EV & AE TECHNOLOGY EXPO, EV KOREA 2011)
기 간 : 2011년 6월 22일(수) ~ 24일(금), 3일간
장 소 : COEX Hall B(구 인도양홀)
주 최 : Smart & Co., Ltd, EXPORUM, J.EXPO, K.FAIRS LTD.
주 관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전력거래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홈페이지 : http://www.ev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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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및 전장기술 컨퍼런스
일 시 : 2011년 6월 22일(수), 09:00 ~ 18:00
장 소 : COEX 컨퍼런스룸 318호

2011 국제전지산업전(Green Battery/Cell Expo 2011)
기 간 : 2011년 6월 22일(수) ~ 24일(금), 3일간
장 소 : COEX Hall B(구 인도양홀)
주 최 : 전자신문, 엑스포럼
주 관 : 지식경제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지연구조합, 한국전지공업협동조합
컨퍼런스 : Smart Battery/Cell Forum 2011(2011. 6. 22(수)/ Coex Hall E)
홈페이지 : http://www.batteryshow.co.kr

Smart Battery/Cell Forum 2011
일 시 : 2011년 6월 22일(수), 09:00 ~ 18:00
장 소 : Coex Hall E
홈페이지 : http://www.batterysh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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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2011 :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Grids,
Green Communications and IT Energy-aware Technologies
기 간 : 2011년 5월 22일(일) ~ 27일(금), 6일간
장 소 : Venice Mestre, Italy
홈페이지 : http://www.e-energy-conf.org

e-Energy 2011
기 간 : 2011년 5월 31일(화) ~ 6월 1일(수), 2일간
장 소 :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S.A.)
홈페이지 : http://www.iaria.org/conferences2011/ENERGY11.html

Third German Electric Vehicle Congress
기 간 : 2011년 6월 8일(수) ~ 9일(목), 2일간
장 소 : World Conference Center Bonn (Bonn, Germany)
홈페이지 : http://www.e-mobil-kongress.de

2011 Automotive News Green Car Conference
기 간 : 2011년 6월 14일(화)
장 소 : Suburban Collection Showplace (Novi, Michigan, U.S.A.)
홈페이지 : http://www.autonews.com/Assets/html/green-car-conference/

The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World Congress 2011

EV

기 간 : 2011년 6월 20일(월) ~ 22일(수), 3일간
장 소 : The Mövenpick Hotel Berlin (Berlin, Germany)
홈페이지 : http://www.terrapinn.com/2011/electric-vehicle-infrastructure-world/index.stm

KOTI 전기차 연구센터 행사안내
한국교통연구원 전기차 연구센터에서는 매월 1회 전기차 관련 관심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 Round Table Meeting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2011.5.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추진 현황과 계획 / 지경부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2011.6. 전기차 거점도시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

전기차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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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고가의 전기차 가격, 전기충전소 부족, 충전 주행거리
및 충전시간의 제약 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대기업 완성
차업체의 전기차 공급 의지가 적극적이지 못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경쟁국에
비해 우리 정부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보조금, 세제혜택 및 운행지원 체계도 미흡했다고 생각됩
니다. 그래도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육

자동차의 변화가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뛰어난

성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관련 협력과 정보공유 부족, 요소 부품 및 원천기술 투자 부족,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인간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도시를 이루고, 도시와

산업 표준화 등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면 세계 5위 수준의 자동차 생산력과 세계 1위 수준의 배터리

도시를 오가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생활공

기술 및 생산력을 바탕으로 세계 전기차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고유 생

간이며, 달리는 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기능은 고급화되고 지능

산특성과 한국의 기술 강점을 조합한 창의적인 한국형 전기차 생산 및 시장창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화되고 있으며, 우월한 기술의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대기업 완성차업체 중심의 대량생산 방식에서 창의적 디자인 설계 능력과 요소부품 기술력을 갖춘

효율이 우수한 무공해 혹은 저공해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적인 차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는 소위 그린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그린카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그린카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조립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기차 생산을 중소기
업 중심의 수평적 생산체계로 전환하여, 비 자동차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 디자인기술 보유업체가
수평적으로 제휴하는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수의 완성차업체 중심의 수직
계열화된 생산체계로부터 소비자가 선택하는 사양에 따라 공급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평
적 협력생산체계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도 2010년 12월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정부차원의

전기차의 산업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술과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그린카 산업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에

교통연구원의 전기차 연구센터는 전기차 산업계의 균형발전 전략, 정부의 전기차 정책 방향 제시 및

진입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전기차, 클린디젤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을 양산

정책 연계성 확보, 미래의 교통정책 마련 및 인프라 확충방안 등의 전기차 정책과 기술을 지원할 목적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3조 1천억 원을 그린카 분야에 투자하고,

으로 2009년 말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녹색성장 관련 도로 및 자동차 정책 개선, 정부의 전기차

그린카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산업활성화 정책 지원, 전기차 이용 활성화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기반의

관심과 애정은 각별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지각변동이 전기차 산업에서 올 수

미래교통체계 구상 및 추진방안 연구, 전기차 인프라 구축전략 연구, 배터리 교환방식과 일체 방식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배터리 등의 기술 우위를

등을 포함한 전기차 경제성 연구,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체계기술을 융합한 신규서비스 창출 연구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조기에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정보와 정책의 공유를 통한 연구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매월

일본이 주도하고 있고, 디젤기술은 유럽에 밀리지만, 전기차 분야는 한국이 세계

전기차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적인 2차전지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 가격의
40%까지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데, LG화학, SB리모티브,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3개사가 세계 2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의 시장은 확대되고
전기차 개발 기술협력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정부가 전기차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확산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 간의 전기차
개발을 위한 이종제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는 판로 확장, 자동차
업체는 가격 인하를 위해 이종 간 전략적 제휴를 맺어 전기차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다임러와 중국의 BYD, 미국의 GM, 포드와 LG화학, 독일의
보쉬와 삼성 SDI 등의 이종 간 제휴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빠르게 추진되는 전기차 정책과 동향을 전기차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과 함께 나누고자 EV
News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V News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국내외 동향과 추진현황, 관련 산업
동향, 정부부처의 추진 전망, 각종 워크숍, 세미나, 학술활동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관련
핵심이슈와 산·학·연·관에서 진행되는 추진내용을 종합하여 소개하는 한편, 관련 정부부처, 연구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홍보하는 창구 기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연구센터는 현재의 기술과
미래의 비전을 갖고 우리나라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EV News 발간사

변화의 중심엔 그린카가 있습니다. 고유가와 환경기준 강화로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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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보
급할 계획이다.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 마련 및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추진팀

김 은 경 팀장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201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원년을 맞이하여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의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목표인 100만대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확산을 위해 전국단위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보조금은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업무용

수립 중이며 그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차량 대차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또한 전기차 보급의 거점이 될

2011년 목표는 초기 전기자동차 수요와 연계하여

선도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 구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할

최소 240기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전기차 보급과 연관된 제도 정비 및 보급 기반 구축이다.

다만, 진행 중인 표준화 동향을 고려하여 상반기

실증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보급기준을 설정하고 전기차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동안에는 완속충전기 위주로 보급하고, 하반기에는

로드맵을 마련하며 또한 보너스 제도 등 전기차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전국단위 구축계획과 표준화 결정사항을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속충전기 설치를 본격
화할 것이다. 또한, 충전인프라 설치와 함께 사용

실증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자들의 편의와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 운행정보시

전기자동차 보급의 첫 단계로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차종별 보조금

스템을 구축하여 충전기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4월 15일‘2011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충전설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을 확정하였다. 그 내용은 저속경형차에 578만 원, 고속경

할 방침이다.

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실증사업 진행상황 및 결과,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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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차에 1,720만 원, 고속중형차에 1,940만 원, 전기버스에 1억 545만 원의 보조

홍보전략

도로주행 성능평가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1차 홍보로 지난 1월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한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립하고 이는 2012년 보급계획에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올 하반기 연찬회를 통해

반영될 것이다.

보급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포상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주차 전용공간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일반

확보 유도 및 혼잡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국민의 수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지원 내용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외 충전인프라

통한 전기차 홍보, 홍보 전단 제작·배포, 시승

토지이용 등 입지제한 관련 법규 관련 검토, 배터리

후기 공모 등을 계획 중이다.

임대 사업, 경차, 택배차량의 전기차 개조 시범사업

전기자동차 보급모델 확립 및 거점도시 육성
2011년 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우수 보급사례를 발굴하
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전기차 타당성 평가 및 전국규모

시행, 전기차 관련 표준화, 안전규격 개선책 마련

확산계획의 토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는 CO2
Free Campus 구축을 위한 서울대학교 전기차 운행 시범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추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활용한 생태

전기차 세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부처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올 한해 펼쳐질 전기차

탐방 콘텐츠 개발 등을 검토 중이며 또한 지자체 차원

협의하여 2011년에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감면

보급사업의 결과는 향후 전기차 확산을 위한

의 보급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차량 활성화를

기본 로드맵으로 사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저탄소

난 4월 서울, 영광, 제주를 1차 선도도시로

위한 CO2 배출량에 따른 보너스-부담금 제도

녹색성장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활용될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은 전기차 보급을 위

도입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부처 간

것이다.

한 중장기계획으로써 2014년까지 보급계획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해당

2011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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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모터 이용효율의 향상, 공기저항의 감소,

기본 미션으로 삼고 있다. 자동차 업체, 티어 원

구름마찰(rolling friction)의 최소화를 도모했다.

(Tier One) 부품 업체, 기타 자동차 제조에 관심이

차체는 강철제의 모노코크 구조로 경량화를 꾀했다.

있는 기업이라면 계열과 국적을 불문하고 개발

자동차의 생산은 나노옵토닉스에너지(Nano-

세계 경제위기 이후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전기차는 자동차산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방식을 채택하고

Optonics Energy)에서 맡았고, 모터는 대만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산학이 공동

있다. SIM-Drive는 개발 프로그램 협력사들에

테코그룹(Teco Electric & Machinery)에서

으로 설립한 전기차 벤처기업 SIM-Drive를 들 수 있다. 게이오 대학 환경정보학부

양산 지원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 기술전수

제조했다.

시미즈 히로시(Shimizu Hiroshi) 교수가 중심이 되어 2009년 8월에 설립한

비용은 인휠 모터 1억 엔과 플랫폼 2억 엔을 합쳐

SIM-Drive는 단기간에 일본에서 가장 전망 있는 기술 벤처 가운데 하나로 부상

3억 엔(약 350만 달러) 정도다. SIM-Drive는

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에 인휠 모터(In-wheel motor)를

계약을 통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의

올 1월에 시작한 선행개발차 사업 제2호에서는

기반으로 한 전기차 제조 기술의 라이선스 공여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인휠

판매 시 제조업체들로부터 1%의 기술료를 받는다.

2014년 자동차 업체에 의한 대량생산을 목표로

모터는 말 그대로 모터 자체를 차바퀴 내부에 내장하는 모터를 말한다. 모터를 각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기술전수

선행 차 개발이 수행된다. 주요 개발 내용은 승차감,

각의 바퀴에 배치함으로써 각 바퀴를 독립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410만 달러 정도를

가속감, 실내 공간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본래의

지급해야 한다. SIM-Drive는 2010년 1월부터

성능 및 기능뿐 아니라, 자동차 상식을 뛰어넘는

선행개발차 사업 제1호를 추진하여 예정대로

새로운 기능의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 SIM-

지난 3월 29일 개발 프로젝트 1호차 SIM-LEI를

Drive의 선행개발차 사업 일정은 5주간의 스타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공개했다. LEI는‘Leading

트업 프로그램 수행과 본 사업으로 진행된다.

Efficiency In-wheel motor’
를 의미한다. 양산은

5주간의 스타트업 프로그램 과정에서, 첫 2주는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개발차 제1호는

전기차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 이후 3주 동안

4인승의 소형차로, 24.9㎾h 용량의 전지를 탑재

참여기관의 논의를 거쳐 차체의 개념, 규격, 사양을

하였으며 1회 충전 시 JC08 모드(일본의 표준 도심

결정한다. 그다음 단계는 참여기관의 요구와

주행 상태)로 333㎞를 주행한다. 교류 전력 소비

제공하는 부품 등을 도입하여 설계, 디자인, 프로토

율로는 77Wh/㎞로, 이것을 가솔린 연비로 환산

타입을 수행한다. 완성된 프로토 타입 차량은

하면 70㎞/ℓ수준이다. 가속 능력은 0-100㎞/h

2011년 말을 목표로 조립차로서 차량 번호를

까지 4.8초, 최고 속력은 150㎞/h(93 mph)이다.

신청할 예정이다. SIM-Drive의 야심찬 계획과

탑재한 전지 용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비즈니스 모델은 든든한 연합군을 형성해 인휠

닛산 리프(전지 용량 24㎾h)와 거의 동등하다.

모터를 탑재한 혁신적인 전기차를 적시에 선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지의 중량을 최소한으로

임으로써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줄이면서 아우터 로터식 직접구동 인휠 모터 및

기대된다.

Automotive Electronics Magazine

윤 범 진 편집장

SIM-Drive는“환경친화적인 전기차 개발과 기술의 보급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살아가는 미래 세계 창조에 공헌하다.”
라는 이념 아래 시미즈 교수가 개발한
전기차 제조 기술의 보급을 위해 설립됐다. 설립 당시 통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베넷세홀딩스, 중고 자동차 판매업체인 걸리버인터내셔널, 환경·에너지 벤처기
업인 나노옵토닉스에너지 등이 출자해 초기 자본금 4,400만 엔으로 출범했다.
2010년 1월에 시작한 선행개발차 사업 제1호 프로그램에는 자동차업체를 비롯해
상사, 전기업체, 전지업체, 지자체 등 3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 중에는 프랑스
자동차업체 푸조, 독일 부품업체 보쉬, 소재 업체 듀폰, 소프트웨어 업체 다쏘시
스템, 일본의 도레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업종의 유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립 당시부터 큰 관심이 쏠렸다.
SIM-Drive는 전기차용 부품 및 플랫폼을 개발하여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비즈
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 사양을 기초로 전지 모듈과 구동 모터 등 관련
부품의 표준 사양도 결정한다.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표준 부품의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높
여주고 있다. 단독으로 플랫폼을 개발

선행개발차 사업 제2호

할 경우 규모의 경제와 표준화 효과가

<표 1> SIM-Drive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미미하여서 SIM-Drive의 제안은 상
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SIMDrive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말하는
소위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을 자동차
산업에 도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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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Drive는 고유의 전기차 기술과 노하우를 ‘Platform by SIM Drive’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전기차를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오픈소스 기술

EV NEWS

컴포넌트 빌트 인(built-in)식 프레임을 조합한

수익 모델

2010년
제 1 호
제 2 호

선행차 개발

2011년

2012년

2013년

양산차 개발 지원
선행차 개발

제 3 호
주 : 차종에 따라 선행개발차 사업과 양산차 개발지원 사업을 반복 수행한다.

2014년
양산차 (메이커)

양산차 개발 지원
선행차 개발

양산차 (메이커)
양산차 개발 지원

일본 SIM-Drive의 전기차 보급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일본 SIM-Drive의 전기차 보급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EV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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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venting the Automobile : Personal Urban
Mobility for the 21st Century, The MIT Press

이 책의 마지막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아닌 전기(또는 대체연료)차이며 차량 간 통신이

간략한 효용성 분석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능하며 Mobility internet이 가능한 스마트카가

요약하면 도시환경에 맞는 초소형자동차와 차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전자의

공유제와 같은 Mobility-on-demand 시스템이

자동차는 도시 내 교통수단으로 특화되기 위해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공간이용과 대기환경에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공간이용

대한 문제에 대한 매력적인 해결방안으로 검토되

극대화를 위한 초소형, 초경량으로 설계된 USV

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사례로 미디어랩의 City car, GM의 PUMA
프로젝트 등을 들고 있다.

연료원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개발
이러한 차량지원을 위해서는 전력 생산, 공급,
전력망 인프라 등에 대한 제고가 필수적이다.
박 지 영 부연구위원

1908년 포드 T 자동차의 등장은 인간 활동에 대한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EV NEWS

이러한 도시형 자동차는 기존 내연 기관 차량이

(Ultra Small Vehicle)가 될 것이다. 또한, 그

한국교통연구원

이동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형태는 개인교통수단인
자동차 보급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으며 가장 큰 도시 문제인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도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동
차는 도시를 얼마나 더 많이 변화시킬 것인가?
MIT 미디어랩에서 발간한 이 책은 앞으로는 자동차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론

먼저 전력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이며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들,
스마트 그리드 내에서 전기차의 역할 등의 필요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그리드의 전력필요량에 대한 수위조절 매체로서
전기차와 충전설비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도시설계, 교통계획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디자인, 교통관련 시설물 설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인 William J. Mitchell은 MIT 건축과
교수이며 오랜 시간 동안 Smart Cities 연구그
룹에 참여해왔고 공동저자들인 Christopher E.
Borroni-Bird는 GM의 첨단기술차량 콘셉트
개발 디렉터로, Lawrence D. Burns는 전 GM
R&D 부사장으로 일한 바 있다. 저자들은 오랜
시간 연구와 현업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직관을
논리적이지만 쉬운 내용으로 풀어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보다는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동적 교통비용/차량공유제도

아니라 역설적으로 미래 도시문제들이 자동차의 DNA를 변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차들이 도시공간에 집중되는 현상을

있다. 즉 미래의 자동차는 현재 도시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지하고 공간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의 배경으로 ’
08년 도시인구가

따라 변하는 도로비용, 주차비용 등의 동적가격

전 세계 인구의 50%를 초과하며 구체화된 도시화(Urbanization)에 따르는 문제

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차량공유제의 수요-공급

들을 언급한다. 도시화는 제한된 공간이용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 화석연료

균형문제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한 변동가

이용증가에 따른 에너지고갈,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책은 이러한

격제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시 내 통행에 적합하도록 진화한 지속가능 개인교통

있는데 그 내용이 이론적 전개보다는 개념 제시에

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제안한다.

그치고 있어 다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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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미래도시, 자동차 DNA를 바꾸다

초소형 전기차로 자동차 유전자 진화

책소개 미래도시, 자동차 DNA를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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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 복 과장

전기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희 전기차연구센터에서는 한국
교통연구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 결과 전기차 제원,

새로 지은 전기차 충전소 앞에 서 있는 작은 현대 블루온. 얼핏 보기에는 그저 그런

충전시설, 지원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80여 가지 질문을 모았습니다. 그중 빈도가

경차려니 하지만 보닛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G20 정상회담”
,“전기자동차 실증사업”
의

높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시리즈형식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

로고가 범상치 않은 차임을 암시하고 있다. 오늘의 목적지는 잠실. 출발 전 반정도 남은

한 내용으로 선정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터리를 급속충전하기로 했다. 주유구 레버를 당기니, 휘발유 주유기 대신 충전기를
꽂는 충전구가 나타난다. 가득 충전에 소요되는 요금은 불과 1,000원 남짓이지만 지금은
그마저 무료이다. 약 17분 정도 충전이 진행되고 충전량이 80%에 도달하자 끝남을

전기차의 최고속도, 연비 등 성능과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시속 60㎞/h 이하 저속전기차로 CT&T의

알리는 화면이 나타난다. 급속충전 시는

“e-ZONE”
, AD 모터스의
“체인지”
가 있으며 최고속도 130㎞/h이상의 고속경형차로

완속 충전과 달리 배터리 보호를 위해

현대“블루온”
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차로는 고속중형차인 르노삼성의

80%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다. 일단 시동을

“SM3”
가 있습니다. 차종별로 주요 사양을 살펴볼까요?

걸자 계기판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80㎞로
표시되며 출발 준비 음성안내가 나온다.

CT&T
“e-ZONE”

시동과 함께 시작된 작은 소음은 주변

최고출력 : 7㎾
최고속도 : 60㎞/h
1회충전시 최대주행거리 : 70㎞
판매가격 : 1200만원

안전을 위해 일부러 내는 소리인데 이를
[시승기] 블루온과 함께 한 59㎞

EV User

꺼버리자 시동 꺼진 차처럼 소리와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천천히 차를 몰자
정숙함과 진동 없는 승차감이 경차임에도 중형차를 탄 듯 느껴진다. 액셀을 밟자 곧바로
속도는 80㎞까지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같은 경차보다 가속성이 좋은 것 같다. 올림픽대
로에 들어서 액셀을 밟으니 금방 속도계가 110㎞를 가리킨다. 차량소음은 없지만 경차

약간 쌀쌀하여 히터를 켰더니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모양이다. 잠실에 있는 충전소까지
무사히 도달하기 위하여 히터를 끄고 주행하기로 한다. 제작사에서는 한번 충전하면
140㎞를 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운행할 수 있는 거리는 훨씬 줄어든다. 지금은

“e-ZONE”

AD모터스
“체인지”

AD모터스

최고출력 : 16㎾
최고속도 : 60㎞/h
1회충전시 최대주행거리 : 70㎞
판매가격 : 1880만원

“체인지”

특성상 주변소음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어느덧 출발 후 주행거리가 20㎞를 지나자 배터리는 약 60% 정도로 떨어진다. 날씨가

CT&T

현대
“블루온”
최고출력 : 61㎾
최고속도 : 130㎞/h
1회충전시 최대주행거리 : 140㎞
판매가격 : 5000만원대

현대
“블루온”

가격문제로 배터리 용량에 한계가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값싼 고용량 배터리가 상용화
되리란 희망을 품어본다. 어느덧 충전소가 있는 잠실 롯데마트에 도착하니 주행거리

전기차의 중심은 바로 배터리와 모터인데요, 최고출력이 높아질수록, 즉 대용량 배터리가

표시계가 59㎞를 나타내고 배터리는 20% 조금 넘게 남았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

필요할수록 차량가격도비례하여높아짐을알수있습니다. 실제닛산전기차리프는동일모델

소에 도착하니 일반 차량이 충전소 앞을 떡하니 막고 있어 주차 요원의 도움으로 가까

가솔린차량베르사보다2만달러이상비싸답니다. 전기차확산에는이런높은가격이걸림돌이

스로 충전소에 골인하였다. 아직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용하지 않는

될수밖에없는데요, 이를극복하기위해해외주요국가에서는전기차구매시보조금을제공하고

시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충전을 시작하니 20분이 걸린단다. 아직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4월 저속경형차의 경우 578만 원, 고속경형차에 1,720만 원, 고속중형

몇 군데 없어 달려야 할 거리와 가까운 충전소 위치를 머릿속에서 계산하며 운행하여야

차에 1,9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안타깝게도블루온을포함한

한다.

고속전기차는 올해 공공기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급되며 민간에 판매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출발 시 전기차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멈추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있었으나 기우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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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기차로 차량교환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해야할것같네요.

운전하는 느낌도 일반 차와 다르지 않아 전기차의 성능은 만족스러웠다. 또한, 각종 오염

마지막으로 전기차 연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진동이 없어 쾌적하고, 주유비 부담이 전혀 없어 마음은 가볍다.

Agency)에서 내놓은 공인연비에 따르면 닛산 리프는 42.0㎞/ℓ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년 주행

주행거리 제약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고 이를 보완할 충전시설도 부족하지만,

거리를 약 2만 5천㎞라고 가정했을 때 연료비가 불과 67만 원 정도라는 얘기죠. 물론 이 결과는

올해부터 충전기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조만간 안정적인 충전인프라가 갖춰지길

주행환경과 전기요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놀라운 숫자죠? 다음 호에서

기대해본다. 이렇듯 전기차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현재전기차보급현황과앞으로확산전망에대해알려드립니다. 많은기대바랍니다.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1)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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