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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시장 전망

스마트 커넥티비티와 자율주행 기능이 더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

협회(KAMA)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는 COVID-19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44.6% 증가

하였다고 한다.1  전반적으로 아래 그림 1을 통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전기차 성장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환

경 개선 정책 또한 강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 때와는 달리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전기차 시장의 크기를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차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

만, 이에 비해 공급이 더 빠르게 성장하여 2030년에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2

1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년 자동차 산업 평가와 2021년 전망, 2020

2  딜로이트, Electric Vehicle Charging Overview of the Dutch EV Charging Market, 2019

그림 1

전기차 시장의 다양한 전망

전기차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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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딜로이트, Battery Electric Vehicles New markets. New entrants. New challenges, 2019

4  Statista

5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ICCT), 2020

그림 2

전기차 시장: 시장 수요와 전기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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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Battery Electric Vehicles New markets. New entrants. New challenges, 2019

전기차 수요가 공급에 비해 성장이 더딘 이유에는 

충전 시설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3 전기차 시장

의 규모가 커지려면 당연히 충전 시설이 뒷받침 되어

야 한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유럽의 평균을 보면 전기

차 11대당 충전소가 대략 1개 정도이다.4 반면 우리나

라는 아직 전기차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은 상태라 충

전소 대비 전기차 대수가 적은 상황으로, 전기차 5대

당 충전소가 1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은 지역별로 전기차 및 충전소를 인구에 대비

해 정규화하였는데, 세로축은 인구 백만 명당 공용 충

전소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백만 인구당 누적 전기 자

동차 등록수를 나타낸다. 원의 크기는 해당 도시에 등

록된 전기 자동차 누적치를 나타낸다. 각 도시의 상대

적 상태, 충전기와 전기차의 집중도뿐 아니라 충전기 

당 전기 자동차 비율을 모두 알아볼 수 있으며, 점선은 

유럽의 차량당 충전소의 숫자를 나타낸다. 이는 도시마 

다 다른데, 여기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위트레흐트, 

스톡홀름이 높은 비율로 충전소를 갖춘 것을 알 수 있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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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도시의 전기차 대수당 충전소 비율

전기차 충전소 보급의 발전 단계

아직은 전기차 충전 매출로만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수익 모델이 정교해지면 충전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사업 모 

델 및 서비스는 매우 유사하며, 시장의 진입장벽이 비

교적 높은 반면 소비자의 전환 비용은 낮은 편이다. 이

러한 환경에서 충전 시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높은 

가치를 창출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충전(소비 패턴)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해

야 할 것이며, 이런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활발

해져야 할 것이다. 

충전소 시장 발전은 네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초기 

단계는 충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요구되었던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테슬라가 큰 역할을 하

였는데, BMW, 포드, 다임러,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

쉐 등 완성차제조업체(OEM)들이 테슬라를 뒤따라 발 

빠르게 합작법인(JV)을 구축해왔다. 

출처: ICCT, Charging Infrastructure in Cities: Metrics for Evaluating Future Needs, 2020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된  

'통합' 단계로, 본격적으로 충전소의 확대 및 보급을 위

해 타기업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예를 들면 BMW는  

중국의 기업 소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42억 달러(USD 

4.2bn)를 투자하여 'BMW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다 

임러의 경우, 지멘스 외 다른 기업들과 함께 2억 4,000

만달러를 차지포인트(ChargePoint)에 투자하여 미국

뿐 아니라 유럽시장으로의 확대를 성공시켰다. 따라

서, 이 단계는 대중견기업과 충전소 시장의 신규 플레

이어(Player)들과의 활발한 협력이 이뤄진 단계로 전

기차 충전소의 확대 단계로도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수확'의 단계로, 충전소 기업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더불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단계이

다. 이를 위해 충전소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

으로 예상된다. 그 중 하나는 주거용과 공용 충전 시설

이 곳곳에 흩어진 형태로 접근성이 좋고 단순한 충전소

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주유소의 발전된 형태로 에너

지저장장치(ESS),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

드, Smart  Grid) 배터리 교체 작업, 태양광 및 풍력 발 



Deloitte Insights

전기차 충전소의 전망과 기회10

그림  4

충전소 시장의 단계적 전망

전소와 연계된 충전 시설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 소비자

들이 시간을 즐겁고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엔터테인먼 

트 및 편의시설이 합쳐진 일종의 테마파크 형태이다. 

아직 리테일 관점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예측하기는 어

렵지만 충전소와 리테일 그리고 부동산업계가 모두 함

께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단계로는 급속 충전소의 충분한 보급화와 고 

도화로 인한 무인 충전 시스템 또는 무선(Contactless) 

충전소가 예견되며, 충전소 내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로봇의 도입과 차량 도로 아래 배

선이 깔려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모델이 예상된다. 

특히 충전소에서 충전 시설에 연결된 데이터 콜렉터

(Data Collector)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

리와 배분을 위해 에너지를 교환하는 플랫폼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시장이 작음

OEM 기업과 유틸리티 기업의 참여

대대적인 투자 요구

스타트업과 새로운 기업들의 진출

스타트업에 기업들의 투자 및 협력

충전소의 생태계 확대 시작

충전소의 충분한 보급화

무인화, 로봇화로 충전시설의 고도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확충

충전소 시설의 빠른 보급

수익 모델의 개발과 경제성 확보

새로운 형태의 주유소(충전시설)보급:
엔터테인먼트와 편의시설의 합쳐진 형태

투자

통합

플랫폼

수확

Step 01

Step 02

Step 04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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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딜로이트, Hurry up and… wait The opportunities around electric vehicle charge points in the UK, 2021

전기차 충전소의 종류

충전소는 배터리 충전 방식과 속도에 따라 구분한다. 

크게는 2개의 충전 방식으로 나뉘는데 교류(AC) 방식

과 직류(DC) 충전 방식이 있다. AC 방식에서는 전력망

을 통해 흘러간 전기가 차량 내의 정류기(Converter)

를 통해 직류(DC)로 전환된다. DC 방식은 배터리에 전

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정류기가 충전기 내에 위

치한다.

속도 면에서 AC는 완속 충전, DC는 급속 충전으로 

구분하며, 완속 충전기는 전기차의 탑재형 배터리 충전

기(on-Board Charger)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 탑

재형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의 교류 전류를 직류로 변환

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급속 충전기는 

차량의 탑재형 배터리 충전기를 거치지 않고 배터리에 

직접 전원을 공급한다. 급속 충전기는 배터리 상태에 

맞추어 충전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기술이 갖추어진 경

우가 많다. 급속 충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충전 속도는 

보통 시간당 50kW 이상이다(그림 6). 

완속 충전소는 대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으

로나 길거리, 건물 내부 등지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

록 설치되며, 급속 충전소는 도심 스테이션이나 고속도

로 휴게소와 같은 곳에 보급된다. 다만 이는 급속 충전

이 어느 정도 경제성 및 상업성을 갖추기 전까지의 단

계에서 유효하며, 배터리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 충

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에 급속 충전소도 다양

한 장소에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움직임

은 이미 보이고 있다. 

현재 급속 및 초급속 충전소의 경우, 유틸리티 업그

레이드 비용이 시설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속

도로 상의 급속 충전 네트워크 스테이션의 50kW 충

전기를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 비용은 총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의 50~60%, 장소 준비 비용

은 26~31%였으며, 새로운 전력 연결 및 설치 비용은 

12~21%였다.6

충전방식

AC 방식 
전력망을 통해 흘러간 전기가 차량 내의 
정류기(Converter)를 통해

직류(DC)로 전환된다. 

DC 방식 
배터리에 전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정류기가 충전기 내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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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딜로이트 인사이트 18호에서 소개한 영국 사례 

중심의 '전기차 충전소와 시장 기회 분석' 리포트에 따

르면, 급속 충전 네트워크의 확장은 그리드 업그레이드

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

거나, 기존 네트워크가 취약하거나, 고성능 충전이 필

요한 곳(도심 급속충전 플라자, 고속 도로 서비스 지역 

및 차량군 차고지)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리드 업그레

이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도

입할 수 있다. 하나는 전기차 운전자가 그리드의 신호 

(가격/에너지 공급)에 반응하여 충전을 시작, 중지 또

는 조정하는 방식의 스마트 충전이 있다. 용량이 넉넉

하고 설치비가 저렴한 곳에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도 다

른 방법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고속 충전소를 고정 

에너지 스토리지와 결합하는 방식이다.

탑재형 배터리 충전기
(on-board charger)

BMS
리튬이온 배터리

전력

22kW AC/20분 당 최대 35km 단위 당 가격 € 1 – 5k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 
도착지에서의 충전에 활용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 
이동 중 충전에 활용

비교적 새로운 유형으로 아직 차량 지원에 
한계가 있음. 주로 고속도로 상에 위치

아직 자동차 제조사에서 지원하지 아니함.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DC/20분 당 85km 단위 당 가격 € 20 – 30k

20분 당 300km 단위 당 가격 € 55 – 65k 

20분 당 600km 단위 당 가격 +/- € 1m

50kW

175kW

350kW

충전 유형 및 용량 충전 단위 당 가격 도입 수준

급속충전기

그림  5

그림  6

충전 방법

현재 충전기 사양의 예

출처: 딜로이트,  Electric Vehicle Charging Overview of the Dutch EV Charging Market, 2019

출처: 딜로이트,  Electric Vehicle Charging Overview of the Dutch EV Charging Marke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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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 기 
업의 노력: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
고 있다

충전소는 전기차 시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충전소 시장의 단계적 전망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완성차 제조업자들이 충

전소에 투자를 하다가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유틸리티 업체들까지도 충전시설 확

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산업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가치사슬에서 누가 가장 많

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우선 충전소 생태계에서

의 참여자들을 각각 살펴보자. 

유럽 충전소의 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충전소 제조사 

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충전소 제조사(CSM)는 

전기차 충전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 

킨다.  제조사는 이브이박스(EVBox), 차지포인트(Cha- 

rgePoint)등의 순수한 전기차 충전소 제공자와 지멘

스(Siemens), 보쉬(Bosch)등 전기차 충전 사업을 수

행하기 보다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헬리옥스(Heli- 

ox)와 같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도 등장했

다. 

충전소 운영사는 충전소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들은 충전 회당 또는 충전량(kWh)당 요금

을 수취한다. 향후 운영사는 연료 전지 기술(배터리 교

환) 및 제품 군을 확장 중인 기존 정유회사와 경쟁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충전에는 전력망으로부

터의 상당한 전기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틸리티 기

업이 상당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전력망이  

급속 충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므로 적극

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토지 및 시설 소유업체는 전기차 충전을 통해 직간접

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토지 및 시설 소유 업 

체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분류에는 1) 쉘(Sh- 

ell)과 같은 주요 토지 및 시설 소유업체, 2) 정부 토지 

및 시설 소유업체(한편 지방 정부는 거주자가 전기차

를 운전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기 충전으로부터 이윤

을 확보할 수 있음), 3) 요금을 받거나, 고객 유치를 위

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충전을 해주는 기타 토지 및 시

설 소유 업체가 포함된다. 

E-버스와 E-트럭을 위한 배터리 기반 전기 충전소

그림 7

헬리옥스의 스프린트차지(SprintCharge)

출처: 헬리옥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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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 유틸리티 업체가 맡을 수 있는 역할

그림 8

전기차 충전소의 가치사슬

그림 9

전기차 충전소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

유틸리티(Utility) 업체들로는 독일 이노지(Inno-gy)와 스웨덴 누온(Nuon) 등의 기업이 있고, 충전시설에만 집 

중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로는 알펜(Alfen), 이브이박스, 차지포인트, 헬리오스, 보쉬와 지멘스가 있다. 그 외,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이케아(Ikea), 리들(Lidl), 맥도날드(Mc- 

Donald), 게민테(Gemeente) 등이 있다. 충전시설 운영사로는 패스트네드(FastNed), 알레고(Allego), ANWB, 

더뉴모션(the New Motion) 등이 있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출처: 딜로이트 분석, Electric vehicle charging Overview of the Dutch EV charging market, 2019

촉진자(Facilitator)

배전망 배전 선로 변압기 전기 계량기 배전반(Panel)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조력자(Enabler) 제공자(Provider)

충전소 제조사

충전소 운영사

토지 및 시설 소유업체

유틸리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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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충전소 설치 방안 분석

산업재 기업(Industrial Company) 중에서 충전소 

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알펜을 먼저 살펴보

자. 알펜은 주거지 및 사무실 공용 주차장에 설치 가능

한 스마트 커넥티드 전기차 충전소를 제공하면서 전

기차 충전 허브,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지역 스마트

그리드로 구성된 스타디움에 사용되는 완전 통합 에

너지 솔루션을 함께 제공한다. 알펜은 현재 반데브론

(Vandebron)과 협력하여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충전 

장비를 추적해주는 서비스를 고안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는 매우 혁신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차 시장에 

최대한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으

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력망 체계와 전기차 충전 장비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전력망의 용량 문제를 스마트그리드와 지능형 충전 

솔루션,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로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알펜은 도로 위의 급속 충전소가 사용 중이 아닐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등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듯, 알펜은 전기차 시장 내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 충전시설 운영사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패스

트네드(FastNed)가 있다. 이 기업은 현재 네덜란드, 스 

위스, 벨기에, 독일과 영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속 충전시설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알버트하인(Al- 

bert Heijn)이라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손을 잡고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정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

금도 제공받아 저렴하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비회

원인 경우에는 개별 결제를 해야 하고(kWh당 €0.59 

납부),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 충전 및 충전 기

록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골드 회원인 

경우 구독 서비스로 kWh당 €0.35 & 월 €11.99를 납

부하게 되어 있다. 충전소가 도시 근처와 혼잡한 도로

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토지 확보를 위한 투자

가 계속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투자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충전 및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도 개발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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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으로는 BP

가 있으며, BP의 브랜드인 차지마스터는 유통기업 막

스앤스펜서(Marks & Spencer)에 급속 충전기를 공

급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해당 충전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함과 동

시에 모든 가용한 전기차에서 비접촉식 결제 단말기와 

커넥터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충전기는 BP 차

지마스터의 폴라(Polar) 공용 충전 네트워크의 일부이

며, 폴라플러스(Polar Plus) 멤버십 RFID 카드나 폴라

인스턴트페이지(Polar Instant PAYG) 앱을 통해 접

속할 수 있다. BP 차지마스터의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를 운전하는 막스앤스펜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급속 충전기가 전력도로망(SRN)

을 따라 이동하는 고객을 지원하고, 잠시 정차 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충전소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충전하

는 동안 매장으로도 신규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며 자리 제공업체와의 윈-윈 관계를 암시

했다. 

충전소 기업 중 좀 더 흥미로운 사업 모델을 보유하

고 있는 기업으로는 미국에 가장 큰 전기차 충전 네트

워크를 구축한 차지포인트가 있다. 이 기업의 비즈니

스 모델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충전기를 설치하는 

시설 주인이 충전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충전

소 위치마다 가격이 다르며, 비용을 매장이나 회사에

게 전가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충전

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료로 충전소를 사용할 때에는 

앱에 연동되어 있는 전용 차지포인트 카드로 금액을 

미리 충전할 수 있어 사용할 때마다 쉽게 결제할 수 있

는 방식도 있다. 

수익 모델 면에서 특이한 다른 기업으로는 볼타 

(Volta)라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메이시스(Mac- 

y's)나 삭스(Saks)와 같은 대형유통 기업들과 손잡고 

인접한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부착된 디스플레이

에 보이는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테크 기업의 플랫폼 형식인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전기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무

료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네트워크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이뤄

지면 광고 매출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충전소 확대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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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완속충전기는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 중임, 2021

그림 10

차지포인트의 충전 서비스

자리 제공자

집 밖에서 
광고 하세요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세요

주변에서 볼타를
쉽게 찾아보세요

출처: 볼타 웹사이트

국내 전기차 충전소 및 국내 기관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충전소 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환경부 보조금은 충전

기 제조사에만 한정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2016

년 이전까지는 채비(Chaevi)와 파워큐브의 이브이라

인(EV-LINE)이 완성차 제조업자들과 연계하는 방식으

로 충전소를 주로 설치하였지만, 2016년부터는 한국

전력공사가 공동주택 충전소 구축사업에 뛰어 들면서 

공동주택 대상 급속 및 완속 충전기를 무상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까지 급속 충전기 

1만 여 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추후에 민간업체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한다.7  민간업체에는 포스코, KT, 채 

비, 이브이라인, 지엔텔(GNTEL), 에버론(EVERON) 등 

이 속해 있으며, 환경부는 완속 충전소 설치에, 산자부

는 급속 충전소에 각각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 사업자 

가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가 

민간기업에 사업화 요구를 점점 강화하고 있고, 보조금 

또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만간 민간 사업

자가 투자 여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

이는데, 완성차 제조업자들은 국내 소비자의 성향에 맞

게 충전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면, 

앱을 통해 온디맨드 픽업 충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자가 요청한 장소로 대리 충전 전담 직원이 방문해 차

량을 충전해주거나 대신 충전해주고 차량을 가져다 주

는 서비스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고자 전기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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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V Monitor 웹사이트

9 머니투데이, "전기차 사업 뛰어든 유통업체들 … 왜?", 2021.03.23

10 코트라, 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의 봄날이 온다, 2020

그림  11

국내 전기차 충전소의 분포도

출처: EV Monitor

현재 전기차 공용 충전기 수는 2020년 11월말 기준 

6만 3,000여기에 달한다.8 글로벌 차원에서 전기차 시

장이 그리 크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5대당 충

전소 1개가 있는 셈이다.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전국 

주유소 보다 더 많은 셈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해도 절대 뒤쳐지지 않은 실정이다. 국제적인 기준으

로 봤을 때는 전기차 대수 대비 충전소가 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

게 성장하려면 충전소를 보조금 없이도 잘 설치할 수 

있을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잘 만들

어 갈 수 있을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충전소가 이용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재 완성차 제

조업 자들 말고도 유통업체들이 전기차 충전소에 뛰

어 들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2023년까지 전 점포에 총 

2,000여기 전기차충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세

웠고, 이마트도 현재까지 119개점에 530기 충전소를 

설치하며 충전소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9  

수도권에서는 충전소가 주유소와는 달리 주거지 건

물, 길거리, 사무실 빌딩 안팎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용

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그리고 대

부분의 충전소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장시

간 운전 시 외곽 지역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즉, 교통량에 따라 적절한 위치

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이고 이를 관장하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면 더 효과

적으로 운전자들이 충전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충

전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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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충전소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시그넷 

이브이(Signet EV)가 있다.  이 기업은 국내 1위로 국내 시 

장 점유율을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의 경쟁력으로는 500kW급 고출력 충전기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워 모듈을 내재화하였다. 파워 모듈

은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급속 

충전기 핵심 부품으로, 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화재사

고 없이 고출력 충전을 오랜 시간 공급한 경험 또한 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다. 

시그넷이브이의 초고속 충전기는 분당 20마일을 운

행할 수 있는 전력을 충당하는데, 이 기술이 글로벌 시

장에서도 인정을 받아 폭스바겐의 '일렉트릭파이 아메

리카 프로젝트'에서 아시아의 유일한 기업으로 참여하

게 되었고 현재 ABB와 함께 충전소 확충에 주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적으로는 500kW급 급속 충전을 위해 하드웨어

적인 기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소프트웨 

어 기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HMI(Human Machine Interface)로는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차량의 정보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탑재 

되는 인간-기계 간의 접속 장치가 있고, 백엔드(Back-

end)로는 서버와의 통신 관계, 보안 소프트웨어가 있 

으며, 프론트엔드(Front-end)로는 사람이 쉽게 지불하 

고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 위주의 소프트웨어 또는 앱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고 통합되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도 수익성과 경

제성이 좋지 못하면 충전 시설의 확대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충전소의 수익성이 중요

한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뾰족한 수익 모델을 고안

해 내지 못한 관계로 충전소 설치가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충전소에도 경제성이 뒷받침 

되기 위한 다양한 기업의 참여와 수익 모델이 개발 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충전 시설의 자금 회

수 기간을 평균 5년~10년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데다 활용도가 낮아 회수기간

이 길어지고 있다. 그 여파로 중국에서는 2017년 충

전소 제조업체가 300개 정도 존재했으나 2019년에

는 그 중 절반이 폐쇄 또는 철수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

이라고 한다.10

그림  12 그림  13

시그넷이브이 충전기 라인업 70KWh 배터리 80% 충전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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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그넷이브이 웹사이트 출처: 메리츠증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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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전 산업의 요구사항에 맞춘 과금 솔루션을 필

요로 한다. 수익화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가격 책

정 계획, 유연한 요금제 관리, 실시간 요금 책정 및 청구

를 포함한 운영에 관한 모든 측면이 다뤄져야 한다. 로

밍서비스(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자사의 충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제휴된 타사의 충전기를 이용해 회원이 충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한 고객의 주행거리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뿐 아니

라 매출을 확대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충전

소간 호환성도 고려해야할 부문이다. 

더 나아가, 전기차 충전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여러 화 

폐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허브젝트(Hubject) 

와 지레브(GIREVE), 이-클리어링넷(E-Clearing.net)을 

비롯하여 기존 로밍서비스 플랫폼과 통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인증 및 토큰 동기화 및 단기적 거래의 교환

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진정한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면 사용이 간

편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알맞게 디자인된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또한 필요하다. 고객은 실시간 

과금 현황과 월별 청구서, 계정 세부 정보부터 충전소 

위치와 이용성, 사전 예약 기능, 가격 및 결제 기능에 이

르기까지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충전 습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모든 서비스 제공과 소통을 개인화하는 종합적인 고객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전기차 
충전소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 뿐 아니라 데이터로 
더 큰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
"

전기차 충전소의 전망과 기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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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크게 활

성화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대한 

정치계의 의지가 이제는 확고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꾸준히 전기차 모델을 개발

하고 있으며,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필요할 단계이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분별한 확

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는 자

동차, 에너지, 리테일 등 전 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수요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충전소 확대나 표준 규격을 갖추지 않은 전기차 충전

소 인프라 구축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지역별로 전기차 보급 상황이 다르게 나타

나 충전소 부족 또는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무

조건적으로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딜로이트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센

터(Future of Mobility)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

는 AI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는 FoM 리더와 인터뷰 '미래 전기차 충전소와 모빌리

티 서비스 해법을 찾다'와 'FoM의 오퍼링과 서비스'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자면, 유럽 연합과 미국과 같이 

건물이나 주차장 그리고 주요 시설물 등에 의무적으

로 전기 배선을 깔게 한 뒤 필요에 따라 전기 충전소 개

수를 늘리는 탄력적 대응도 생각해 볼 만한 방안이다. 

더 나아가, 충전소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도 중요하다. 탈탄소화 시대에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충전소

를 먼저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를 위한 수

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데이터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충전소의 가치 사슬을 살펴봤을 때 충전기 제조보다

는 소재 부품 시장이 오히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하며 틈새시장을 공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전 시설은 설비 집약형인 공급 

설비이지만 전체적인 가치사슬로 봤을 때는 충전기, 디

스플레이, IT 시스템에 이어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교

환 및 재활용, 스마트 그리드에서 더 나아가 가상발전소 

(VPP)까지 충전소의 생태계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

히 크다. 또한 단순한 주유소 개념이 아닌 데이터로 연

결된 플랫폼, 보다 편리한 결제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 

패턴과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제

공자가 나타난다면 이는 더 없이 큰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충전소를 소형, 경량화

로 제작하거나 센서 및 부가 제어 기능이 부가된, 그러 

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무선 충전 등 편의

를 제공하는 차세대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한 발

짝씩 더 앞선 충전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