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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영국 시장을 기반으로 3가지 시나리

오 모델링을 진행한다. 이는 곧 전기차 보급량이 예상

치에 미달하는 경우(200만대), 예상치를 초과하는 경

우(1,050만대) 그리고 중간 수준의 보급량을 보이는 

경우로 각각 나뉜다. 중간 수준의 보급량인 약 700만

대를 기준으로 예측할 경우 2020년에서 2030년 사

이에 필요한 공용 충전소는 약 2만 8,000개로, 거대한 

규모의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충전소가 설치될 위치는 크게 주거지, 차고지, 도시 

주변 및 도로로 구분된다. 개인용 충전 모델이 적용되

는 앞의 2가지 위치 유형은 소유자 혹은 지정된 이만

이 인프라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뒤의 2가지 위

치 유형은 공용 충전 모델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공용 충전 모델을 주로 다룬다. 충전 방식

으로는 AC(교류) 완속 충전기가 현재 가장 일반적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DC(직류) 급속 충전 방식은 상업

용으로 활용하기에 보다 알맞은 형태이다. 초급속 충

전 방식의 경우 전기차 및 충전소와 관련된 현재의 경

제성 한계로 인하여, 대대적인 보급화 가능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기차 충전 가치사슬(Value chain)은 다수의 개

별 부문들이 모여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단

일 부문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주요 부문은 

▲전기 생산 및 공급 ▲충전소 공급/설치 및 생산 ▲네

트워크 관리용 소프트웨어 ▲고객 서비스 등이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자 분

산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입하

려는 기업들은 신속한 움직임을 취해야 하는 동시에 

기다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본격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적어도 전체 자동차 

보급량의 5% 또는 200만대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

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궁금증은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어떤 활동

을 펼쳐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3가지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

의 '공공 모델'이 있다. 그리고 전력 공급 업체(전력 공

급망 운영 기업 및 공급 시스템 운영 기업)가 전기요

금 부과를 통해 인프라 구축 비용, 투자 비용, 운영 및 

유지 비용을 조달하는 '유틸리티 모델'이 있다. 마지막

으로 독립된 전문인력, OEM사, 원유 및 가스 생산 기

업, 하드웨어 생산 기업 및 전기차 충전 분야에 새롭

게 등장한 기업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

고 파트너사와 제휴하여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

통합 모델'이 있다. 

더 많은 전기차 운전자가 다양한 충전 방식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충전 시장의 기회는 양적

이나 질적인 면에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빨라야 2023

년 혹은 그 이후에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신규 업체는 풍부한 자

본을 가지고 있거나 강력한 파트너십 혹은 이상적으

로 두 가지 모두를 보유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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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보고서에서는 전기차라 하면,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만 고려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함.

2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SMMT), New UK EV and AFV Registrations, 2019.01, at https:// 
 www.smmt.co.uk/vehicle-data/evsand-afvs-registrations/

3 Committee on Climate Change, 2018. Plugging the gap: An assessment of future demand for Britain's Electric 
 Vehicle Public Charging Network, at https://www.theccc.org.uk/publication/plugging-gap-assessment- 
 futuredemand-britains-electric-vehicle-public-charging-network/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따른 충전소 수
요 증가

전기차 보급률1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가격이 동

등해지는 '비용 균형점(Cost Parity)'에 도달하고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개선된 차량 모델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대 초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다양한 예측이 

존재한다. 최근 몇 년간 영국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

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 4만 4,437대의 판매

량을 기록하여 전체 판매량 중 1.9%를 차지했다.2 영

국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 판매량

의 60%, 전체 차량 중 3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산업 전략 도전 과제(Industrial Strategy Grand 

Challenges)'를 포함한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하였다.3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연간 140만대의 전기차가 판매

되어 총 보급량이 2030년까지 1,150만대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이에 상응하는 수

준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1회 충전당 주행거리에 대해 여전히 우

려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 부족은 전기차 도입을 저

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로써는 주거지 또는 직

장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기차가 보다 널리 공급되어 주

거지 또는 직장에서 전기차 충전이 불가능한 운전자,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충전이 자주 필요한 운전자 또

는 장거리 운전자의 충전 서비스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료를 채워 넣

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인프라와 행동 양식 또한 필요

하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차량 충전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다. 

4가지 주요 전기차 충전 유형 

가정용 충전: 

전용 충전 유형으로써, 주택 혹은 차량 소

유자가 활용 가능하다

차고지 충전: 

역시 전용 충전 유형에 해당되며, 대중교

통 차량, 택시 등의 차고지에서 활용 가

능하다.

도심 주요 시설 내의 충전: 

공용 충전 유형으로써, 상점들이 방문객 

유인, 방문 시간 증가를 위해 제공하는 서

비스의 일부가 될 것이다.

도로상의 충전: 

역시 공용 충전 유형에 해당되며, 오늘

날의 주유소와 비슷하며 급속 충전을 제

공한다. 

DC 충전소의 설치가 확대되면서 차량당 필요한 충

전소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기

차 충전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신속한 움직임

을 취해야 하고, 최적의 위치에 대한 접근성과 수요 

측면에서 예상되는 규모의 경제를 누려야 할 것이다. 

전기차 충전 시장은 현재는 수익성이 없지만 전기

차가 적어도 국가별 자동차 보급량의 5%에 도달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가장 낙관적인 성장 시나

리오 대로라면, 수익성은 2023년 즈음 실현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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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충전소가 필요할 것인가?

영국 국영 전력회사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의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Future Energy Scenari- 

os, FES)'의 수치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전기차 보

급 가능성의 범위를 3가지 시나리오로 모델링해 보

았다. 

그림 1은 전기차 보급량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 

중간 수준의 보급량을 보이는 경우, 전기차 보급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의 3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

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간 수준의 보급량인 700만대를 기준

으로 예측할 경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필요  

공용 전기차 충전소는 약 2만 8,000개로, 16억 파운 

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추정치는 

충전 장비(기존 장비의 폐기 포함), 충전소 설치 및 전

력망 재정비만 포함하였으며 토지 및 임대료, 유지비 

그리고 에너지 비용과 같은 지속적인 운영 비용 등의 

포괄적인 지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추정치에 대한 설

명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현재 영국 정부는 1억 파운드의 소규모 지원금 예산, 

2억 파운드의 충전 인프라 투자 기금(Charging Inf- 

rastructure Investment Fund)을 포함하여 3억 파 

운드에 가까운 공적기금을(민간 영역의 지출에 상응하

도록)지원하고 있다. 

이는 곧 충전 인프라 투자 기금 출자 규모에다 민간 

영역으로부터 10억 파운드 이상의 기금이 필요함을 의 

미한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 금액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기금은 가정이나 직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투자를 보완할 것이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페트

롤리엄(BP)이나 쉘(Shell)과 같은 메이저 석유회사들

은 자사 주유소 네트워크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독립적인 충전소 전문가를 확보하기도 했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서로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냐'의 표현으로 자주 비유되곤 한다. 다시 말해 충전 인

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투자의 결과를 가져

올 충분한 수요가 존재함을 시장에서 입증할 만한 지

속적인 전기차 보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1

2020-2030년 사이 전기차 충전소에 필요한 투자금액

단위: 100만 영국파운드(￡)

0
저성장

11-44kW 50kW 150-350kW

중간 수준 성장 고성장

500

1,000

1,500

2,000

2,500

출처: 딜로이트 분석, 기후변화 위원회, 영국 전기차 부품공급 협회, EVSE, 에너지절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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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유형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은 휘발유나 디젤로 연료 탱

크를 채우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배터리의 한계는 배

터리가 충전기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받을 수 있는

지, 충전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등에 달

려있다.

충전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고속충전기로는 15분 내

외로 가능하지만, 당분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시

간보다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훨씬 더 폭넓은 충전 행동양식을 수용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의 수가 물론 중요해지겠지만, 충전 

장소와 방식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거지 또는 직장

에 충전소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도시 주요 시설이나 

도로변에 접근성이 높은 AC 완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행 빈도가 잦거나 장거리를 운전하

는 사람들에게는 DC 급속 및 초급속 충전소가 곳곳에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전기차 충전소 유형

가정용 충전

차고지

도시 중심 시설 내 
충전

도로 상의 충전

가정에서 
충전

차량공유

대중교통

주차장

목적지

도시 내 
고속 충전 허브

고속도로 
휴게소

장소종류

차고가 있는
주거지

전기차 소유주 중 약 90%는 주거지나 직장
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공유는 현재 평균적으로 전기차 10대당 
1개의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버스 전기차량은 출발 시와 1회의 전체 노선 운
영 종료 후 1개의 초급속 충전기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급
속/초급속 공용 충
전 인프라(급속 충
전 허브+도시 주변
의 충전 인프라)를 
통해 보다 높은 전
기차:충전소 비율
을(50-300:1) 감
당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각 충전소는 개인용 충전소를 
보유하지 못한 3-5대의 차량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매일 30-40km를 주행하며, 
140km주행 거리에 따라 매 
3-5일에 한번씩 충전을 한다 
가정)

해당없음

영향을 받는 
분야

충전과 관련하여 
현재 필요로 하는 요소

차량 소유자의 43%는 주거지에 차
고지가 없거나 개인 충전 시설을 보
유하고 있지 않다. 충전 속도와 배터
리 범위의 개선은 이들이 공용 네트
워크를 통해 보다 빨리, 자주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2030년 전망

전기차공유

도시 전기 버스

차고지 주차가
불가능한
전기차

모든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를 통해 하루 125회
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1회 노선 운영을 위해 1회의 충전
이 필요하다.
광역버스는 급속 충전 시설이나
단독 충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주거지나 직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
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공공 분야
에서 주차장 및 주차장 기반의 충전 
시설은 필수적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오늘날 주유소
의 내연기관차 수용 능력(1기당 
500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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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기반의 충전 유형

전용 충전 유형: 충전기는 주택이나 전기차 소유자

가 사용할 수 있다.

주거지역에서 충전: 이 방식은 현재 영국 전기차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충전은 지정된 주차

공간이나 주거지역의 도로변에서 보통 야간에 이

루어지는 형태이다.

이 유형에는 주로 하드웨어 판매가 동반되며, 전력

망 재정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32암페어의 전류를 발생시키는 AC가 가정

에 공급되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가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된다. 

차고지 기반의 충전 유형

차고지 역시 '전용 충전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정

된 차량만이 해당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적인 대중은 사용할 수 없다.

차고지 기반의 충전소는 2030년까지 전체 충전소 

설치량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충전소에는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인 공유 차량: 택시, 지자체나 정부 차량, 카풀 차

량은 특정 장소나 허브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 차고지는 전기차 보급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문이며,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 중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3).

도시 주요 시설 기반 충전 유형

주거지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는 가정(전체 중 40-

50%를 차지)이나,4 외출 시 혹은 필요 시 충전을 

원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을 위해 공용 충전소가 필

요하다.

차량이 1시간 또는 그 이상 주차 될 것이라는 전

제 하에 본 유형에서는 Level 2나 3의 AC 충전기

가 사용된다. 

주차장 충전소는 주거지에 주차공간이 없는 이들

을 위해 주거지역 주변에 제공된다.

목적지 충전소는 공용 주차장, 상업시설 주차장과 

같이 공간이 충분하고 차량이 오랜 시간 주차 되는 

장소에서 제공된다.

상업 시설들은 고객들이 전기차가 충전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소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매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차 충전소를 서비스 시설로 제공할만한 충분한 동

기부여가 될 수 있다.

도로 기반 충전 유형

도로 기반 충전 유형에는 DC 급속 및 초급속 충전

기 설치가 필수적이며, 향후 몇 년간 빠른 성장세

를 보일 전망이다.

충전소 운영 업체는 충전 비용에 kWh당 프리미엄

을 붙임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도시 고속 충전 허브: 기존 주유소의 전기 충전소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해 급속 및 

초급속(도입 시)충전기를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어

야 한다.

- 고압 송전탑이 고속도로를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는 100개

에 이르는 350kW 충전소가 설치 예정인 고속도

로 주변의 전략적 위치를 50군데 정도 구상하였

다. 

도시 주요 시설 기반 충전 유형과 도로 기반 충전 유

형이 공존하고 상호 보완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전기차 

충전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 특징 덕분에 

전기차 운전자들은 자신의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장소, 속도, 가격을 가진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게 되

었다.

4 Nicholas, Michael and Dale Hall, Lessons learned on early electric vehicle fast-charging deployments,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IC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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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구축에 따른 문제

충전소당 전기차 수의 권고 비율에 대해 논란이 이어

져 왔다. 완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충전소 1개당 전 

기차의 이상적 비율은 10대 정도이며(EU의 권고 기

준), 급속/초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이 비율은 80

대-1,800대까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충전 방식은 AC인

데, 이러한 추세가 2022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

다. 유럽과 미국 내 약 90%의 충전소는 AC를 사용하

고 있으며, 주로 주거지나 직장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 

고 더 강한 전력을 수용할 수 있으면 향후 독립적인 

AC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C와 저속 DC 충전기 모두 주차장 시설에 기반한 도 

시 주요 시설 내의 충전 유형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전

기차 운전자들은 일상적인 영업 활동 중에 '충전'을 할 

수 있다. 낮은 비용 덕분에 레저시설, 식당이나 쇼핑몰

과 같이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주요 상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급속 충전 요금 책정에 대한 근거

출처: 딜로이트 분석,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ICCT), Zap Map, Berenberg

DC급속 충전소는 상업적 목적으로 단독 활용에 보

다 적합하고, 초기 투자에 필요한 비용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DC급속 충전소 설치에는 상대적으로 

값비싼 하드웨어 비용에 일반적으로 신규 전력 연결이

나 상당한 송전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속 충전소 운영자는 빠른 충전 속도를 빌미로 kW당 

소매가에 프리미엄을 책정할 수 있어서 활용 빈도는 

낮더라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5

전기차 충전소 운영자가 지정한 가격은 kW당 도매

가보다 높지만 동일한 양의 휘발유 가격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전제이다.6 이를테면 영국에서는 중

견 기업체(연간 소비량이 500-2,000MWh)가 도매

가 기준으로 kWh당 0.11파운드의 전기요금을 지불

한다. 일반 가정용 충전의 경우(가정에서 충전 시 소요

되는 비용) kWh당 0.14파운드를 지불한다. DC급속 

충전의 가격은 kWh당 0.25파운드에서 0.36파운드

로, 도매 가격 대비 14%-25% 가량 높다. 휘발유 1갤 

런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전기 충전 가격의 

상한선은 kWh당 0.45파운드로, 가정용 충전 요금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이 상한가는 초급속 충전 요금으

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 

그림 3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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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CT, ibid; Berenberg, ibid.

6  ICCT, ibid; Berenberg, ibid.

7 Sheehan, Sam, "UK's first 150kW rapid chargers to be installed this year", 2018.02.23, at https://www. 
 autocar.co.uk/car-news/industry/uks-first-150kw-ev-rapid-chargers-be-installed-year; Pratt, David, 2018. 
 "PodPoint and FastNed prepare for next generation of EVs with higher speed chargers", 2 March, at https://www. 
 current-news.co.uk/news/podpoint-and-fastned-prepare-for-next-generation-of-evs-with-higher-speed

록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몇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

다. 오랫동안 이연해 온 유류세 인상이 시행되면 휘발

유 값은 물론 기존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그림에

서 대각선 녹색선과 파란색 선으로 표시됨)의 유지 비

용이 전기차 유지 비용 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소비세를 늘리거나 저탄소 배출 구역

의 범위와 수를 확장할 수 있다. 기존 차량이나 하이브

리드 차량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일부 운전자가 전기차

를 구매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새롭게 설정된 충전 가

격 상한선은 에너지 가격이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는 가정하에 충전소 운영자들이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격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전기차와 충전소 양측이 보유한 현재의 경제성 한계 

때문에, 급속 및 초급속 충전의 실현 가능 여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몇 가지 활동

이 전개되고 있다. 시장 내 기업들은 충전소 갯수 및 충

전 속도 면에서 초기 도입 당시의 규모보다 훨씬 큰 급

속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다. 일례로, 2018년 영

국의 포드포인트(PodPoint)는 최초의 150kW급 충전 

소를 설립했으며, 향후 350kW급 충전소 설립을 계획

하고 있다.7 완성차 제조업체는 오픈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

이거나 개발 중인 초고속 네트워크의 예시는 그림 4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세라디야(Serradilla), 베렌버그(Berenberg) 및 ICT가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보급량

의 약 5%를 차지하고 과거 AC 충전기의 경우처럼 하

드웨어 비용이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고가의 충전기 

또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Deloitte Insights

전기차 충전소의 전망과 기회30

그림 4

주요 시장 내 대규모의 고속 충전 네트워크

네트워크명

일렉트릭파이 파이 아메리카
(Electricfy America) 미국 약 1,800 CHAdeMO,

최대 350kW CCS 폭스바겐
2019년 6월 1차 

사업 종료, 2027년
까지 활동 지속

유럽(19개국) 약 400 최대350kW CCS

BMW, 다임러, 
포드,폭스바겐 및
자회사 아우디와

포르쉐 

2020년까지 설치

캐나다
(온타리오 및 마니토바) 102 CHAdeMO, CCS

내추럴리소스, 캐나
다, 이카미온, 르클란

셰, SGEM
2019년 초 운영시작

미국
189개의
영업소

알려지지 않음,
800볼트

포르쉐
(폭스바겐 그룹)

알려지지 않음: 
 2019년 미션-E 

(Mission-E)와 함께 
등장할 것으로 예상

중국
1만 개소,
12만개

GB/T 스테이드그리드
(State Grid)

2020년까지 완료,
2018년 29,000개 

충전소

런던 전역,
영국

300 알려지지 않음
런던 트랜스포트
(Transport for 

London)

2018년 말 150개,
2020년까지 완료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25개소, 
50-100개의 

충전기
350kW

알레고, 베르번드,
스마트릭스, 바이에

른, 이노바티브, 아우
디, BMW, 마그나, 
르노, 허브젝트, 유

럽연합

2018년 완료

중앙유럽,
스칸디나비아(20개국) 322 350kW 알레고, 포텀차지앤드

라이브,유럽연합
2018년-

2025년 건설

동유럽(6개국) 252 50-350kW
이온, 유럽연합, MOL

그룹, 페트롤, 나산, 
BMW

2018년-2025년

아이오니티
(Ionity)

트랜스캐나다
(Trans-Canada)

포르쉐
(Porsche)

스테이트그리드
(State Grid)

런던 급속 충전소

Ultra-E

MEGA-E

NEXT-E

지역 급속충전기 수 충전소 종류 주요 파트너 및
자금 지원사

타임라인

출처: I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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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급선무는 충전소 표준화

새로운 충전 모델을 앞세운 전기자동차의 확산은 표

준화 문제가 관건이다. 전기자동차의 표준화에는 전기 

자동차 차량시스템, 모듈(배터리 등), 충전시스템 등 자 

동차와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전 분야의 표준화를 의

미한다. 차량시스템의 표준화는 전기자동차 구동 성능, 

안전성 평가, 전자파 영향 평가, 에너지 소비 효율 측정 

등의 표준화를 의미한다. 배터리 등 커넥터의 표준화 

는 저장장치 성능 및 신뢰성 표준화, 에너지 저장 팩 성 

능 및 신뢰성 등의 표준화를 뜻한다. 현재 ISO,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 

제전기표준회의) 등의 표준화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전

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핵심요소인 전지 및 충전시스템 

중심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ISO는 전기충격 안전, 

전지시스템, 연비측정, 차량과 그리드 간 호환성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IEC는 전지, 충전커넥터 등 전기부품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국제 

표준의 선점을 위해 독일, 일본, 미국 등이 범국가적 차

원으로 경쟁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배터리 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도이 활발히 진행돼 칼스루헤(Kar- 

lsruhe)기술 연구소, 움(Ulm)대학,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센터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

고 EU 중심의 '배터리 2030+' 연구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및 지속가능한 제조기술을 위

한 공동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또한 벤츠,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GM 등 관련 업체

가 고성능 배터리, 고효율 전력모듈, 충전시스템의 핵심 

기술개발과 동시에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표준화를 통해 성능, 안전성 평가방법 등 기반을 확보

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전기 충전소의 설치, 이용 등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 

계가 ISO, IEC 등에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각국의 충전 표준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해 표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실증 사업을 통해 

충전시스템의 안전성, 과금 문제 등이 해결되야 한다. 

더 나아가, 대체연료에 대한 EU 법령과 통합(표준화 

3.0): 유럽과 미국에서 표준으로 정해진 CCS(Combin- 

ed Charging System)를 국제표준으로 확립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는 국

가별, 제조사별로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충전기 규격

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동차공학회(SAE)의 규격

에 따라 레벨 1, 2 또는 DC 급속충전(DC- fast) 방식의 전 

기차 충전기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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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가치사슬

전기차 충전 가치사슬은 다수의 개별 부문들이 모여 

엔드투엔드(end-to-end)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단일 부문은 없다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그 중 4가지 주요 부문에는 전기 생

산 및 공급, 충전소 공급/설치 및 생산, 네트워크 관리

용 소프트웨어, 고객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있다. 

전력 공급 부문

전력 공급 부문은 전력 생산(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에

너지원 포함)에서부터 송전과 배전에 이르기까지 전력 

공급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또한 크게 성능 

향상이 필요한 중•저전압 네트워크를 비롯해 전력망 투

자의 모든 측면이 포함된다. 

현재의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AC 충전기의 활

용 사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전력망의 수용력은 제약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DC 급속/초급속 충전기, 특히 

도심 주요 시설의 고속 충전 허브나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전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력

이 필요할 것이다.

충전소 하드웨어

충전소에 필요한 하드웨어 제조 부문에는 모든 부품과 

설치 및 유지 관리, 충전소 리테일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미 AC 및 50kW급 DC 하드웨어의 비용은 크게 감소

하였으며,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유도

식(Inductive) 충전이나 무선 충전과 같은 신기술은 현

재 테스트 과정 중에 있으며 2030년에는 상용화될 가능

성이 높다.

소프트웨어 부문

상업용 전기차 충전의 핵심 부분인 소프트웨어는 하드

웨어와 결합하여 제공되거나 독립적인 서비스로도 제공

AC 
(2kW to 43kW)

DC 
(50kW to 150 kW+)

충전소 
종류

커넥터 
규격

J1772
(Type1)

CCS1Mennekes
(Type2)

CCS2GB/T
(AC)

CHAdeMOTesla GB/T(DC)

특징

대부분의 플러그인 전기차(PEV)에 부착된 
커넥터로, 충전 시간이 길어 주로

가정용 충전기에 많이 사용됨

급속 충전으로 테슬라를 포함하면 여러가지 
종류의 커넥터가 있으며, 차량 제조사별로 사

용하는 포트가 다르고 국가마다도 다름

그림 5

AC와 DC의 종류별 충전기 커넥터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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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 https://www.current-news.co.uk/news/centrica-makes-multi-millionpound-investment-in-ev-charging- 
 software-developer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 시간이나 속도에 따라 다

양하게 책정되는 가격 구조의 청구 서비스와 미터링 방

식 등의 백오피스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전기차 소유자

가 이용 가능한 충전소를 파악하고 충전 시간을 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 등의 고객 인터페이스와 네트워크 관 

리를 위한 데이터 제공이 포함된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더 정교한 기능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 운전자는 차

량 완충이 필요한 시점, 친환경 에너지 사용 여부 또는 충

전 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점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소프

트웨어에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인을 제공

하는 소매업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엔지(Engie)는 2017년 네덜란드 충전 제

조업체인 이브이박스(EVBox)를 인수했으며, 센트리카

(Centrica)는 전기차 차량과 충전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드라이브즈(Driivz)에 투자하여 

새로운 서비스인 'CEVS(Centrica Electric Vehicle Se- 

rvices)'를 제공하고 있다.8

서비스 부문

충전소 운영자들은 점점 더 동질화되어가는 시장에서 

차별화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충전소에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편

의시설이 제공될 것이다. 전기차 인프라 디자인 업체나 

개발업체, 또는 고객과 공급 회사를 연결하거나 인센티

브 제도를 개발하는 전기차 컨시어지 등 진화를 거듭하

고 있는 충전 시장에서 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역할이 창

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스마트한 전력 생산, 
송전 및 유통

충전장비 제조
(부품, 설치, 유지 관리 포함)

상업 고객 및 일반 거주 고객 
대상으로 향상된 소비자 

관리 솔루션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향상된 서비스 오퍼링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가치사슬

출처: 딜로이트 분석

공급 및 송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충
전

 인
프

라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포함)

하드웨어 충전소 제조 충전소 설치

소프트웨어
스마트 

그리드 관리
스마트 

그리드 엑세스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 충전 역량 에너지 청구 관리

전기 충전소
공급

운영 및
유지관리

재활용

전력 유통



Deloitte Insights

전기차 충전소의 전망과 기회34

에너지 기업

전력 및 배전 기업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기존 고객에게 충전 관련 패키지를 

제공하고 전기차 가정용 충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외에도, 많은 기업이 공용 충전 인프라 설치, 특

히 DC 충전소 설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에 진입중인 기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자 분산된 형태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신속한 움직임을 취해야 하는 동시에 기다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 사업이 수익성이 없지만, 전기차가 적어도 전체 자동차 보급량의 5%가 되면 상황은 달

라질 것이다.

이들 기업은 가치사슬 내의 많은 부문을 이미 경험해 

보았다. 전력망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식별하는 능력 또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소규모 독립 회사들

을 적극적으로 인수해왔다. 

전기차 충전소의 전망과 기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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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기업

특히 급속 충전 시장이 커지면서, 슈나이더, 지멘스 등 

대형 산업재 기업들이 충전소 인프라 시장으로 뛰어들

고 있다. 

전력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성

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제조사

완성차 제조사는 전기차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

한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장 많

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업들은 충전기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테슬라는 

예외), 하드웨어 공급업체와 제휴하여 주거지와 직장에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용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전기차 

운전자들을 지원했던 과거와는 달리 OEM들은 이제 대

규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

하는데 나서고 있다. 9

독립기업

성공한 독립 기업들은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판매 채

널 덕분에 대형 산업재 기업들을 상대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리 서비

스를 판매하는 등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충전소 제공에서부터 네트

워크 관리 솔루션 개발과 지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밸

류체인 내 특정 부문에 중점을 두는 기업도 있다.

다수의 민간 스타트업은 대형 후원자의 도움으로 전 

기차 충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인스타볼트(Insta- 

volt)의 경우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로부터 자금 지 

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가장 큰 공급 업체인 차지포 

인트는 BMW, 다임러, 지멘스 등의 투자를 받고 있다. 다

수의 독립 기업들은 특정 부문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

다. 영국 햄프셔에 본사를 둔 인스타볼트는 차지포인트의 

장비를 사용해 고속 충전 허브를 설치하여 소유 및 운영

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서 가장 큰 사업자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인스타볼트는 2020년까지 3,000곳 이

상의 충전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다른 고속 충전 전문 

기업인 엔지니(Engenie)는 ABB, 스와코(Swarco), 인베

스텍(Investec)과 제휴를 맺었다.

석유 및 가스 기업

유럽에서 가장 큰 독립 충전 사업자 중 두 곳이 석유 및 

가스 생산 기업에 인수되었다. 2017년 10월 쉘(Shell)

이 유럽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뉴모션(NewMotion)

을 인수했으며, 2018년 6월에는 BP가 영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사업자인 차지마스터(ChargeMaster)를 인수

했다. 

다운스트림 네트워크를 보유한 메이저급 석유 및 가

스 생산 기업들이 다각화를 추구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

은 인수합병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탈(Total Oil & 

Gas)은 전기차 스마트 충전 소프트웨어 업체인 G2모빌

리티(G2Mobility)를 인수했고, 케이블 제조업체 넥상스

(Nexans)와 제휴를 맺어 전기차 충전 계획을 개발했다. 

기타기업

프랑스 대기업 볼로레(Bollor)는 '일렉트로모빌리티

(Electromobility)'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볼로레는 

지방 의회를 대신하여 런던의 충전 네트워크인 '소스 런 

던(Source London)'을 운영하고 있다.

9  Karkaria, Urvash, Most Automakers turning to third parties to set up EV charging networks, Automotive 
 News, 2018.07.23, at https://www.autonews.com/article/20180723/MOBILITY/180729957/automakers-turn-to- 
 thirdparties-to-set-up-ev-charging-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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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iscussion in this section comes from Deloitte Spain, A decarbonised transport model for Spain in 2050, at https:// 
 perspectivas.deloitte.com/decarbonised-transport-model.

충전소 소유 관리 모델

충전소 소유 및 관리와 관련된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10  공용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지만, 전기차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세 가지 주요 구축 단계인 ①계획 

②투자 자금 조달 ③충전소 설치, 소유 및 관리에 걸쳐 다양한 도입 모델이 등장했다. 

인프라 계획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노르웨

이와 네덜란드 같은 다수의 선진국 

정부들은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야

심 찬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이러

한 계획을 지방 단위의 계획, 조정, 

및 라이센싱을 통해 실천하는 것은 

지방 당국의 몫이다. 

투자 자금 조달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에 민간 

기업이 충전소 등의 개발을 맡는다. 

정부가 장비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설치, 소유 및 관리

인프라 관리는 운영 및 유지 관리 비

용을 메울 수 있는 수익 흐름을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개시 시점, 

특히 사업 초반에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7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밸류체인

출처: 미디어 분석; 회사 공시 정보; IA-HEV; ICCT; 모니터 딜로이트 분석

통합 충전
공급업체

국가 운영기업
설치, 관리 및 소유

제3자(호텔, 쇼핑센터 등)

자동차 제조사

하드웨어 제조사

공공기관 전력회사/유틸리티

하드웨어 제조사

유틸리티

독립회사

공공
해당없음공공기관

하드웨어 제조사

독립회사

공공기관

예시투자 자금 조달인프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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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모델(Public Model)

공공 기관은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 기업

들이 최소한의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 모델은 현재까지 영국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며 영국 정부도 전기차 보급과 이를 뒷받침

하는 인프라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나섰다. 먼저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구체화 시킨 뒤,11 일련의 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구입 지원과, 

지방 당국 소유의 공공 부지와 주거지 및 직장에 충전소

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되었다.12

일례로, 영국 정부는 '초저공해도시계획(Ultra Low- 

City Scheme)'을 추진하여13 영국 전역의 도시가 전기

차 보급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착수해 총 4,000만  

파운드 규모의 지원금을 두고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타 도

시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런던, 밀턴 케인스, 브리스톨, 옥스퍼드, 요크, 던디, 노팅

엄, 더비 등 총 8개 도시가 지원금을 받았다. 

의회 조사 결과 영국 지방 당국들의 성과는 다소 분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당국이 자금조달, 기술 전문 

지식, 배전망 회사와의 협력 등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었으며,14 충전소 보급률의 지역 간 차이

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공 모델은 고객층이 협소하거나 전력망 연결 비용이 

높아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촌 지역에 급속/초급

속 충전소를 제공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방 당국은 상호간 합의 가

능한 솔루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 관광진흥위원회, 충전소 전력 공급 및 배전 업

체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15 

유틸리티 모델(Utility Model)

이 모델에서는 배전 기업(배전망 사업자 및 배전 시스 

템 사업자)이 전기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

고, 인프라를 소유하고, 투자, 운영, 유지비를 회수한다. 일 

부 미국의 사례에서 배전망 운영자는 인프라 관리를 제3 

자에게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 모델은 주거 지역 충

전소처럼 전기차 도입 초기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없

어 민간 기업들이 개발을 꺼리는 충전 인프라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기업이 가정에서 충전하는 고객들에게 지원 패키

지를 제공하고 있으며16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거

나 다른 기업을 위한 하드웨어를 관리하면서 공용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아일랜드 국영 전력 회사인 ESB는 자회사의 

11  여러 참고 문헌: Industrial Strategy White Paper(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dustrial- 
 strategy-buildinga-britain-f it-for-the-future);  Automotive Sector Deal(https://www.gov.uk/governm 
 ent/publications/automotive-sector-deal/auto); Road to Zero (https://www.gov.uk/government/publ 
 ications/reducing-emissionsfrom-road-transport-road-to-zero-strategy); and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 (https://www.nic.org.uk/publications/national-infrastructureassessment-2018/).

12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government-grants-for-low-emission-vehicles.

13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news/40-million-to-drive-green-carrevolution-across-uk-cities

14 House of Commons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Committee, Electric vehicles: driving the transition, 
 Report and formal minutes. 2019.10.16

15 House of Commons BEIS Committee, ibid.

16 참고: "British Gas launches EV charging tariff", https://www.zap-map.com/british-gas-launches-ev-charging-tariff/; 
 "EV energy tariffs", https://www.zap-map.com/charge-points/ev-energy-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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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통해 북아일랜드 네트워크인더 'ecarNI'를 운 

영하고 있으며, 런던에서는 급속 충전소도 운영하고 있 

다.17 독립 에너지 공급업체인 에코트리씨티(Ecotrici- 

ty)는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인 '더 일렉트릭 하이웨 

이(The Electric Highway)'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 

속도로 서비스 사업자인 모토(Moto), 로드셰프(Road- 

Chef), 웰컴브레이크(Welcome Break; 현 애플그린 

소속)와의 제휴를 통해 45분 급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통합 모델(Integrated Charging Model)

통합모델에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 독립 회사, 자

동차 OEM, 석유 및 가스 메이저 기업, 하드웨어 제조

업체, 전기차 충전 시장의 신규 진입자 등은 특정 부문

에서 사업을 하며 파트너와 협력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

공한다. 일반적으로 인프라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아웃

소싱을 의뢰한 전문 기업이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고 관

리한다. 

이 모델에서는 호스트의 역할이 중요한데 호텔, 상점, 

주차장 등 해당 시설을 소유한 사업자는 방문 고객에게 

인센티브 또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자 전기차 충전소

를 설치한다. 고속도로 서비스 운영자들은 위치가 주는 

이점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 회사들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이 모델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는 투자와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미래 수익 흐름에 의존한다

는 점이며, 주요 목적이 고객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라면 특히 더 그렇다. 시중의 전기차 수가 증

가하면 이용률도 증가할 것이며 재무 성과도 개선될 것

으로 보인다. 

전력망 개선 문제

전기차 보급률은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의 활용이 확

산되고 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 충전 네트워크의 확장은 전력망 개선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거나, 기존 네트워

크가 취약하거나, 고성능 충전이 필요한 곳(도심 급속충

전 플라자, 고속 도로 서비스 지역 및 차고지)에서 특히 

중요할 것이다.18

급속 및 초급속 허브의 경우 유틸리티 업그레이드 비

용이 투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속도로 상의 급 

속 충전 네트워크 스테이션의 50kW급 충전기를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 비용은 총 설비투자액(CAPEX)의 50%~ 

60%, 장소 준비 비용은 26%~31%였으며, 새로운 전력 

연결 및 설치 비용은 12%~21%였다.19

전력망 개선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전

략을 도입할 수 있다. 하나는 전기차 운전자가 전력망의 

신호(가격/에너지 공급)에 반응하여 충전을 시작, 중지 

또는 조정하는 방식의 '스마트 충전'이 있다. 용량이 넉

넉하고 설치비가 저렴한 곳에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고속 충전소를 고정 에너지 저장

소와 결합하는 것이다. 피벗 파워(Pivot Power)는 향후 

5년간 영국 전역의 45개 전기 부지에 2GW급 배터리 네

트워크를 설치하기 위해 16억 파운드 규모의 프로그램

을 출범했다. 현재까지 사우샘프턴(Southampton), 칼

라일(Carlisle), 노리치(Norwich) 등 세 곳이 계획 허가

를 받았으며, 또 다른 10곳은 2020년 사업 논의 단계에 

있다.20

17 "Zap-Map EV charging app shows Source London and ESB live network data", Fleet News, at https://www.fleetnews. 
 co.uk/news/environment/2017/08/10/zap-map-shows-source-london-and-esb-livenetwork-data-in-updated- 
 ev-charging-app

18  House of Commons BEIS Committee, ibid.

19 Serradilla et. al, ibid

20 Middleton, Natalie, "£25m battery to help shift to electric cars 2018 at https://evfleetworld.co.uk/25m-battery-to- 
 help-shift-toelectric-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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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전기차 운전자들이 다양한 충전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충전 시장의 기회는 양적 질적

인 면에서 확대되었지만, 수익성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열정적 

인 탐험가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특정 영역에서 자 

기 몫을 주장했던 과거의 서부개척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동시에 수익이 실현될 때

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좋은 입지는 충전 

서비스 이용과 수익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

며 시장 선도 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혜택을 누릴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전기차가 시중에 운행중인 전체 자

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가 되어 수익이 실

현되는 임계치(Critical Mass)가 빠르면 2020년대 

중반까지 도달되도록 정부와 기업 간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2023년 이후에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신규 기업은 풍부한 자

본을 가지고 있거나, 강력한 파트너십 혹은 이상적으

로 이 두 가지 모두를 보유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단일 기업이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에서 두

각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

는데 파트너십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가능성은 특정 지

역에서의 활용, 충분한 전력에 대한 접근성, 좋은 입지 

및 적절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기업이 편리성, 비용 및 신뢰성을 중심으로 차별

화된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 기술개발 상황

을 관리하고 빠르게 규모를 확장시킬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AC 충전 방식을 운영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대규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충전 서비스 판

매와 함께 묶음을 통해 대체 수익 흐름을 마련해야 한

다. DC 충전 방식은 편의 시설이나 기타 서비스에 대

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적절한 가격으로 충분

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 특정한 시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

지 못하고, 가격이 너무 높으면 고객이 찾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어떤 부문이든지 성공에 필요한 전략, 수행 및 기술

적 요인에 있어서 핵심 동인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아

래 표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길 바란다. 

전략
귀사는 명확하게 구분된 주요 시장(지역 또는 고객 세분화 등)이 포함된 성공 전략이 있는가?

귀사의 전략은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가?(충분한 기간 동안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명확한 수익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가?

사업 파트너와 소유권 및 지배구조에 상호 동의했는가?

특히 고속 및 초고속 충전기 설치는 중요한 시안인데, 귀사는 충전기 설치관리,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프로젝트 팀이 있는가?

귀사는 지원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향후 핵심이 될 미래 기술을 갖췄는가?

정부와 협의하고, 지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았는가?

관련된 모든 기준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수행

기술적 요인

외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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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투자금액 산출

전기차 충전소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본 리포트에서 사용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2030년까지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규정함 

5가지 유형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영국 전역의 충전 인프라를 발전시킨 성장 동력과 시나리오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검토했다.

딜로이트는 본격적인 추정에 앞서 2018년 기후변화위원회(CCC)가 발표한 'Plugging the Gap' 보고서21의 시나

리오 범위를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도시 주요 시설 내 주차 기반 충전소와 장거리 급속 충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본 리포트는 배터리 밀도가 높아지고 주행거리가 길어져 배터리 완충에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레벨 1 충전기(최대 11kW)를 레벨 2 충전기(11kW 이상)로 교체하는 등 일부 조정을 반영하였다. 

또한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의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FES)'22와 '2018 Road to Zero' 보고서에 명시된 

영국 정부의 목표와 비교하면서 시나리오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전소 규모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설치가 필요한 신규 충전소 규모 추정

우리는 분석을 수행한 해마다 설치가 필요한 신규 충전소의 수를 추정하였다. Zap-Map으로부터 2018년 설치 데

이터와 종료 시점인 2030년을 고려해, 매년 필요한 신규 충전소의 연간 설치율을 계산했다. 그리고 수명을 5~7년

으로 가정하여 설치된 충전소의 매출을 추정해 보았다.

단가 추정 

충전소 비용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뒤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 방식을 활용했다. 일부의 경우 기존 비

용 추정치와 기술 비용 절감 곡선을 사용했다(베렌버그 추정치에 근거). 그 외에는 다른 여러 자료(CCC의 'Filling- 

the Gap', 전기자동차공급장비협회23, 에너지절약재단24)를 통해 비용을 추정했다. 그런 다음 Serradilla(2017)

과 내셔널그리드 FES의 분석25을 기반으로 전력망 강화 비용의 추정치를 더했다. 

설치 비용 추정 

신규 충전소 설치 및 충전소 교체 견적서에 최초 설치 및 후속 교체 관련비용을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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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CC, ibid

22  참고: National Grid, Future Energy Scenarios, 2018 at http://fes.nationalgrid.com/. National Grid updated its 
 methodology in 2018 to increase uptake rates after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target of phasing out ICE vehicles 
 by 2040.
23 참고: http://ukevse.org.uk/charge-points-chargers/charge-pointcompatibility-2/

24 참고: https://www.energysavingtrust.org.uk/sites/default/files/reports/6390%20EST%20A4%20Chargepoints%20 
 guide_v10b.pdf

25 참고: National Grid, Enabling the Switch, ibid.

그림 8

2030년까지의 투자 비용의 3가지 시나리오

범위 : 이 분석은 충전소 장비(기존 재고의 회전율 포함), 설치 및 전력망 강화에 대한 자본 지출만 살

펴보았으며, 토지나 유지 보수와 같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운영 비용, 에너지 비용과 같은 넓은 의

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전기차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 감소와 같은 더 광범위한 의미의 

편익도 고려하지 않았다. 

정확도 : 전기차 추정 및 충전소 시장 추정 시 발생하는 상당한 불확실성 때문에 본 분석의 추정치는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이기를 권고한다. 

예외 : 본 분석의 추정치는 동적 유도 충전과 같은 잠재적 기술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분석은 의 

도적으로 간단하게 설계 되었으며, 분석 기간 내 핵심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계점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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