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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개발로 주목받았던 테슬라에 이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양산에 적극적으

로 뛰어드는 가운데 디젤엔진 개발은 중단하고 전기차를 주력 모델로 삼겠다고 선언한 기업

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

다. 전기차의 보급만큼 이나 빠르게 성장할 분야로는 충전 인프라 분야가 있는데, 전기차 시

장의 성장이 명확해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의 최대 현안이자 기회인 충전인프라 시장과 생태

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기술 전문 스타트업 강국이자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스라엘에는 6,6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존재하고1 2019년도에 이미 투자자금을 회수(exit,엑

시트)한 유니콘 기업이 총 138개에 달하며 전체 밸류

에이션은 217억 달러를 넘어섰다.2  또한 자동차 산업

에서 활동 중인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600개에 이르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 조달에도 성공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

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

스라엘 내 스타트업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일자리 창

출과 경제 성장은 물론 이스라엘을 혁신 국가의 반열

에 오르도록 기여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다국적 기

업과 자국 스타트업 사이의 파트너십을 적극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 비즈니스 문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딜로이트의 전문조직인 카탈

리스트(Catalyst)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카탈리스트는 

스타트업과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과 다국적 기 

업 투자 및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딜로이트 인

사이트 편집국은 이스라엘 카탈리스트의 기술 스카우

팅 서비스팀의 우리 피센솔(Uri Fishelson)팀장을 화

상으로 만나 이스라엘의 전기차 생태계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충전인프라 산업의 혁신 스 

토리를 들었다. 피센솔 팀장은 딜로이트 카탈리스트안 

에서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이

스라엘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해 왔고, 최근 기술 스카

우팅 서비스팀의 총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다음은 파

센솔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 Startup Nation Central, Startup Nation Central Annual Report, 2018

2 IVC-Meitar, Israeli Tech Exits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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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제조업체

가 하나 있었지만 그마저도 영업을 종료하게 되어 현재 

자국내 완성차 제조업체(OEM)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

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스라엘 생태계 안에는 혁신 센터, 

R&D 센터, 스카우팅 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자동차 부 

품 제조사들은 상당 수 존재합니다. 이들 기업 모두는 엑 

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또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

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생태계 안에

서 자동차 판매업체, 렌탈 업체 등 다른 기업들과도 협

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협업을 전제로 한 기 

업 운영은 최근 들어 더욱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 

해 이스라엘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것은 소수의 대기업 

이 아닌 다수의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재 이스라엘 산업에서만 600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

고 있고, 이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기반으로 오

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 

습니다.

이스라엘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것은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다수의 혁신 스타트업

이스라엘 자동차 산업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

들은 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이미지화 기술, 사이버 보안 

과 제어 기술 분야에 독보적인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차내 경험 

(in Car Experience)과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 

bility)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통신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커넥티드카(Conneted Car) 실현에 매진하면

서 시장의 거대한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동차 산업에서 계속 성장해 왔던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COVID-19를 계기로 성장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 

지만, 혁신을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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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비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를 피할 수 없습

니다. 일례로 창업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다국

적 기업이 이스라엘에 진출하게 되고, 이스라엘 스타트

업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투자 지금이 이스라엘로 유입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투자와 창업 사이에서 무

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타트업 생

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끌

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에 잠재적인 구매자가 많다는 의

미이기도 해서, 건실한 스타트업 하나를 설립해서 운영

한다면 투자자를 찾을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스라

엘 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자동차 산업에서 스타트업 창

업 사례가 증가하는 것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솔

루션을 찾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어버

스사나 보잉사 등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스카우트 하 

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관련하여 우선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배터리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

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련 분야의 학문적 성

과가 한몫 했습니다. 학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배터리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스타트업이 설립된 경우 

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스토어닷(StoreDot)'

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가장 유명한 기업으로서 다임 

러와 BP, 삼성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세계적으로 주

목을 받았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공개 행사를 개최해 5

분내 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선보이며 유

명세를 얻었고, 최근에는 블룸버그가 선정한 '2020년 

저탄소 전환을 주도하는 상위 10대 기업' 중 하나로 꼽

히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전체를 개발하는 스토어닷 이

외에도 배터리 부품 및 재료 제작이나 배터리 내부 구조

를 새롭게 설계하는 스타트업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는 아직도 배터리 성능 문제가 전기차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

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로 인해 인프라 구축, 전기차 구매 증가 등으로 이어지

는 부수 효과는 당연히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도 많다고 설

명해 주셨는데요. 투자 방식이나 규모 면에서 눈에 띄는 

사례를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투자로는 이스라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스토어 

닷이나 무선충전기술 개발 기업인 일렉트레온(Elect- 

Reon) 등에 대한 투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들은 전문 투자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는 진정한 실증사업(PoC) 운영을 대개 미국에서만 해

왔는데, 이제는 테슬라가 2021년 이스라엘 시장에 진

출할 예정이며,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혁신 활동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스라엘에서 PoC를 하

거나 더 많은 완성차 제조업체가 이러한 활동에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규모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인텔이 이스라엘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모빌아이(Mobileye)'를 150억  

달러에 인수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업 인수 목적회사 

(SPAC•스팩)를 통해 나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하여 자금

을 조달하는 것이 시장 트렌드로 떠올랐고, 9개의 이스

라엘 기업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국에서 자금 조달을 

마쳤습니다. 이들 중 6~7개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신규 IPO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미 거

래가 완료된 기존 기업들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

달이 가능하고 자금 조달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켜 많

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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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대도 필

수적인데,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을 소개해주

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던 초기에 충전 인프라 스타트

업인 '베터플레이스(Better Place)'가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르노와 파트너십을 맺어 리프트카(Lyft Car) 디

자인 과정에 참여했고, 전기차 상용화에 초석을 마련했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창기 전기차 충전소는 기존의 

공영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에 단순한 형태의 충전대

(Charging Pole)를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소유자들이 

와서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

니다. 이에 베터플레이스는 자동화 로봇이 배터리를 교

체해 주는 배터리 교환소를 개발해 이스라엘 전역에 설

치했지만, 결국 이 기업이 파산한 탓에 배터리 교환소는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수요

도 증가해 현재 전기차 충전대는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터플레이스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고

유 인프라를 갖추는 것에는 일부 성공 했지만, 높은 전

기차 가격과 지금까지도 단점으로 여겨지는 전기차에 

대한 신뢰 확보 등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

해, 600km나 되는 장거리를 운행해야 하는데 여정 중

에 충전소나 배터리 교환소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

비자의 걱정이 해결되지 않은 탓이 큽니다.

특정 지점을 방문해 충전기에 차량을 연결하는 배터

리 충전 방식과 배터리 교환 방식 이외에도 이스라엘 전

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방

법은 도로에서의 충전 및 무선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동안에 자동으로 충

전되는 유도 기반 충전 방식으로써, 모든 도로에 이러한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

에 주로 정해진 경로를 주행하는 통근자, 트럭 및 대중

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송 경로 또는 정해진 대중 교통 경로를 따라 기존 도

로의 아스팔트 일부를 들어내 유도 충전 인프라를 설치

한 뒤, 전기차가 이러한 특정 도로를 주행할 때 자동적

으로 충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 입니다. 이스

라엘 스타트업인 일렉트레온의 경우 대중교통 차량이 

주행 중에 무선으로 충전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이

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내 전용 시설을 구축하여 시범 운

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확보는 이스라엘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베터플레이스와 같은 실패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베터플레이스는 우리가 이미 우려했던 '닭과 달걀의 

딜레마'가 실제로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기차 충전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

태에서 이에 대해 고려없이 전기차를 생산해 판매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실패 사례

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얻은 교훈

은 전기차 분야에 상당 수의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었다

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 기존 

기술을 수정 및 개발하는 사람, 전략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져 전기차 생태계 곳곳에 침투해 들

어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이동해 간 전문인력

들도 있지만, 전기차 생태계 안에 남아서 활동을 이어가

고 있는 전문가들이 향후 전기차 및 충전 시장의 기술발

전과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노동환경

의 유연성이 이스라엘의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

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융합 기술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주된 요소가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렇듯 모든 기업이 모두 성공하

기는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기

업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정책

이나 사업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력망 관리, 결제 시스템 등이 충전소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인데요, 이에 활동중인 스타트업들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관리 분야가 이스라엘 생태계에서 

각광 받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시 전력망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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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 모

델은 충전소를 건물,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셀프 서비

스 장비 등에 연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금융, 소매, 에너지 영역을 한데 연결하는 플랫

폼 형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유를 하기위해서

는 가솔린을 주유소까지 트럭으로 운반하고, 연료 주입

에 필요한 장비와 연료 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가격 체계

를 구비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새롭

게 개발된 솔루션 하에서는 전력 공급업자를 전기차 충

전소에 연결하고, 이 같은 충전소를 운전자와 연결함으

로써 통합된 과정을 통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

로 보입니다. 

일례로 '지널지(Gnrgy)' 라는 기업은 지능형 전력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이 분야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장거리 여정 시 충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시장의 관심은 

전력망과 에너지 생산 부문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오히

려 문제는 내일 당장 자동차의 30%가 전기차로 바뀔 경

우 과연 현재의 전력망이 이들 전체를 충전시킬 수 있는

지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기업이 결제 기

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에너지 분야와 전력망, 결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결합된 비즈니스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매자 정보를 수집해 

솔루션을 더욱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제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객이 충

전소를 방문해 전기차를 충전하고 그 밖에 이용한 서비

스에 대해 현금 없이도 손쉽고 원활하게 지불할 수 있

는 절차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를 위한 위

치기반 앱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가 충분히 많아질 때까지는 전기차 충전소를 경유하는 

최적의 경로 탐색이 전기차 소유주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충전 산업은 리테일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기회

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서 현재 구체화 되고 있는 사업 기회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 

시설 및 상점들을 갖춘 주유소는 2~3개 정도 밖에 없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주는 주유하는 동안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 간단한 간식을 사서 5분 만에 떠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죠. 

전기차 시대에는 충전하는데 빨라도 15~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차 주변에서 머물러

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소비자는 충전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 이 

것은 이스라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주유소와 연계된 소매점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더 큰 기회

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주유소 내에도 

작은 규모의 편의점이 있긴 했지만, 전기차 충전으로 인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공간 대여 사업, 다양한 사 

업자 확보, 패스트푸드점 유치 등 비즈니스 기회가 소매 

업과 부동산업 등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주유소 입지와 관련된 부동산업

의 잠재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

는 주거지 기반 충전소 확장에 있습니다. 종국에는 모든 사

무실과 가정집의 주차장에 충전 콘센트 또는 충전스탠드

가 설치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는 고전압 사양

으로써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전력망에 연결되어야 하는

데, 이 콘센트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력 회사에게 많은 기회

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용 충전소를 직접 소 

유하거나, 전력망 그리드 연결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면

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주행의 경우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일정

한 시간 마다 충전소에 들러 20~30분 간 머물러야만 하는

데, 이는 BP, 쉘(Shell) 등 기존의 정유 기업에게 새로운 사

업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보유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삼아 전통적

인 주유소가 사라지더라도 소매업, 음식업,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업 등을 포함한 영역으로 전환하고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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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충전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핸드폰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핸드폰의 경우 전원에 연결 후 20~30분 만에 배터리의 

40%~50%까지 빠르게 충전되는 급속 충전(Fast Char- 

ging)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완충까지는 상 

당한 추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급속 충전 기능에 

소비자가 만족하는 이유는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많기 때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전기차의 경우 장거리 운행 

을 할 때 충전 때문에 자주 충전소를 찾는 상황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의 10%~40% 정도를  

빠르게 충전해 운행하고 나서 또 다시 충전소 방문을 반 

복하는 것 보다는 한번에 1시간 정도 머무르더라도 완충 

한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집 등에서 수시로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만큼 편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비교적 많이 보급 

된 완속 충전소를 사용할 때의 얘기입니다. 급속 충전소

가 더 보급되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

면 앞으로 스토어닷이 개발한 5분 급속 충전 기술 등이 

표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상용화 될 수 있을 것 

이라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어떠

한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보통은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많이 포커스를 두고는 있

지만,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이

스라엘 스타트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

업은 낮은 수준의 기술력과 높은 비용으로 마진이 높지 

않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기차 배

터리 수명이 약 1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상

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5~6년 안에 배터리 수명이 다한 전기차를 대상 

으로 배터리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폐기되는 배터 

리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 

다. 스타트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 

기 보다는,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이나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선두 주자들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다 쓴 배터리 부품의 20% 정 

도는 교체하고 나머지 80%는 재사용하거나, 최신형 전 

기차에 새 배터리를 공급하고 여러 OEM을 대상으로 판 

매처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면 이들에게는 수익창출 가

능성이 높은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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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즈(Driivz)는 전기차 충전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를 위

한 엔드투엔드(end-to-end)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이모

빌리티(E-Mobility)환경에서 주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드라이브즈 만의 확장 가능하고 지능적인 통합 솔루션은 충전

소 운영 관리, 에너지 관리, 청구 및 결제 관리, 운전자 셀프 서

비스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모듈로 구성됨. 이로써 개별 모듈 

또는 기존 인프라와 통합되는 단일 통합 개방형 플랫폼을 사용

이 가능해짐. 주요 고객에는 Ennet Corporation, Centrica, 

Gilbarco, Evgo, ESB, ElaadNL, MOL Group, CEZ, Sonol, 

COPEC 등이 있음.

지널지(Gnrgy)는 가전 제품 및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대상으

로 모듈식 및 무선 제어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하는 스마트 전력

망 전문 기업임. 주요 제품에는 스마트 플러그, USB키 및 리모

컨이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솔

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지널지의 제품을 사용하면 

컴퓨터, 모바일 기기 또는 LCD 원격 제어를 통해 가정이나 사

무실의 모든 전기 제품에 전달되는 전력을 모니터링 및 제어 할 

수 있음. 지널지가 개발한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하면 기존의 콘

센트를 전기차 및 장비용 스마트 충전소로 변환 가능함. 2012

년에는 주차 요금 청구 솔루션 제공 업체인 Pango와 제휴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충전소를 설치하였음. 

그림 1

이스라엘 전기차 시장에서 활동중인 주요 스타트업

기업명 활동분야 사업소개

Driivz

Gnrgy

전력망 관리

스마트 전력망

스토어닷(StoreDot)은 단 몇 분만에 충전되는 플래시 배터리 

개발 기업임. 일반적인 리튬 구성 요소 대신 유기 화합물을 포

함한 특허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빠른 충전 및 향상된 성능

을 제공함. 또한 스토어닷이 개발한 배터리의 유기 화합물은 충

전 주기 동안 금속화 될 가능성이 적어 내부 전력 쇼트닝의 위

험을 줄이고 배터리 수명을 크게 연장시킴. 스토어닷은 2020

년에 블룸버그 BNEF가 선정하는 저탄소 전환을 주도하는 기

업으로 선정되었음. 

StoreDot 초고속 배터리 충전

이브이미터(EV Meter)는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

는 레벨2 범용 전기차 충전소 전문 기업임. 이 기업이 제공하는 

충전소는 모든 플러그인 차량과 호환 가능하며 사용자, 방문객, 

직원 등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신용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지갑,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개방형 캐시리스 결제 시스

템을 갖추고 있음. 무현금(Cashless) 결제 솔루션 업체 나약스 

(Nayax)의 자회사인 에코모멘트(Eco-Moments)가 창업한 스 

타트업임.

EV Meter 현금없이 결제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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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엣지(SolarEdge)는 태양광발전(PV)시스템에서 전력을 수 

집 및 관리하기 위한 인버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 직류(DC) 

최적화 인버터 시스템은 개별 PV-모듈 수준에서 발전량을 증

가시키는 동시에 태양광 시스템에 의해 생산되는 에너지 비용

을 낮추는 특징이 있음. 솔라엣지 시스템은 각 PV 모듈에 전력 

옵티마이저를 설치하여 전력 수집 및 모듈 관리를 가능하게 하

며, 단일한 DC-AC인버터를 사용하여 교류(AC) 전환 및 전력

망 상호 작용을 중앙집중화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시스템 비용

을 유지함. 

차크라텍(Chakratec)은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제공 및 운영 기업으로써 혁신적인 운동 에너지 저장 기

술을 보유함. 전체 시스템 수명인 20년 동안 15만 번 이상의 고

출력 충전 및 방전 주기를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함. 에너지는 빠르게 회전하는 플라이휠에 운동에너지

로 저장되고, 비화학 플라이휠은 독성 또는 오염 화학 배터리 

없이 지속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함. 고

유의 키네틱 파워 부스터(Kinetic Power Booster) 기술을 활

용하여 전력망 상황이 좋지 않은 위치 등이 포함된 전기차 급속 

충전소의 배치 작업을 용이하게 함. 유럽의 주요 고객들과 함

께 파일럿 시스템을 운영 중임. 또한 지속 가능하고 비용 효율

적인 시스템을 통해 고출력 급속 충전에서 첨두부하 저감(피크 

쉐이빙), 전력망 안정화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전력망 엣지 애

플리케이션을 지원함. 

메이크마이데이(Make My Day)는 전기차 운전자와 차량군에 

대한 경로 계획과 더불어 차량 충전을 최적화 하도록 설계된 알

고리즘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였음. 에너지, 자동차 및 

차량군 분야의 기업과 B2B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되고 있음.

애디오닉스(Addionics)는 배터리 구조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으 

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금속 제작 방식을 통해 기존 배터리 설계

를 회사 3D솔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는 AI 기반 최적화 알 

고리즘을 바탕으로 스마트 3D 구조를 개발하고 있음. 

일렉트레온(Electreon)은 도로에서 무선으로 대중교통 차량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이 기술은 차량 내부 

의 에너지원을 제거하여 차량 자체의 비용과 무게를 줄이고 배

터리 구동이 가능한 차량 종류가 한정적일 것에 대한 우려를 불

식시킴. 텔아비브 근처의 3,000평방미터의 전용 시설을 구축

하여 260미터의 원형 시험 도로를 설치하였음.

기업명 활동분야 사업소개

SolarEdge

Chakretec

Make
My Day

Addionics

Electreon

전력망 서비스 솔루션

충전을 위한 에너지 저장

전기차의 경로 탐색을 
지원하는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

재충전 배터리

대중교통 차량
무선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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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티비에너지(ETV Energy)는 자동차와 고가 시장을 목표로 리 

튬이온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임. 고전압 음극 기반의 새로운 

배터리 케미스트리는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220~250Wh/kg

의 특정 에너지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으며, ETV 

Energy는 이미 400Wh/kg을 제공하는 기술의 파생기술로 하

이엔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힘.

아폴로파워(Apollo Power)는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솔

루션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임. 태양 아래 모든 지표면을 에

너지 생산원으로 변화시키도록 설계된 태양전지 필름을 개발

함. 이 기업이 특허를 받은 태양전지 필름 기술은 바닥 전극의 

셀 구성과 전용 활성 태양 도료 소재, 전용 플라스틱 망 등을 기

반으로 함.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고 

항상 배터리를 완충되도록 하는 아폴로 배터리 가드, 스마트폰

이나 고프로 등 5V USB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아폴

로 토고 등이 있음. 

기업명 활동분야 사업소개

ETV Energy

Apollo 
Power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태양에너지 필름을 
통한 충전

첨언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기관뿐 아니라 기업들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끌어가

기 위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딜로이트 카탈리스트와의 비슷한 기

관들이 더 많이 필요하며, 한국에서 가파르게 성장하

고 있는 스타트업 개수에 맞춰 이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일컫는데, 특히 2021

년은 연초부터 하이퍼커넥트, 쿠팡 등 스타트업 생태계

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의 지원에서 협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3  우

리나라 정부 또한 이제는 경제와 혁신 그리고 대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이끌어 나갈 수 있 

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대스타 해결사 프로그

램'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최대 25억원 규모의 

정부 투자금으로 대기업이 과제를 내고 스타트업이 문

제를 해결하는 상생프로그램이다. 

그럼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 이

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 충전소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 

익성이 관건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은 이스라엘 카탈리스트의 우리 피셀손(Uri-Fi- 

shelson)팀장과의 인터뷰 중에서 현지 오픈이노베이

션 체계와 경험에 대해 설명한 대목을 'FoM의 오퍼링 

과 서비스' 소개란에서 별도로 편집했다. 

피셀손 팀장은 충전소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아이

디어들과 모빌리티 생태계의 판도를 바꿔나가는 스타

트업들을 제시해 주셨다.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전기

차 충전소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많은 시사점들을 제시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을 전한다. 

출처: 딜로이트, 카탈리스트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