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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기차정책연구센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제주연구원

에서 전기차정책연구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발행하는 JEJU EV MONTHLY

REPORT 2020년 12월호는 제주에너지공사와 JDC, KAIST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등 제주 지역 전기
차 관련 기관들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 지역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수소 생산 및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에 착수했
습니다. 이어 JDC는 제주혁신도시에 초소형전기차 공유서비스, 무선충전 자율주행 셔틀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을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 공모를 준비중입니다.
한편 키포커스 코너에서는 2021년 출시될 국내외 전기승용차 신모델을 살펴보고, 전기차 민간보급에 미
칠 영향 등을 예측해보았습니다.
제주지역 전기차 주요 정책, 산업 동향, 연구 결과, 관련 행사정보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관련내
용을 이메일(sanghoon@jri.re.kr)로 보내시거나 전화(064-729-0518)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JEJU EV
MONTHLY REPORT'를 많이 활용하여 주시고, 'JEJU EV MONTHLY REPORT'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JEJU EV MONTHLY REPORT’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연구발간물 제주EV
Report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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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News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 미활용 전력으로 전기차 충전 실증

제주에너지공사는 2020년 11월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그린수

소버스 충전 실증을 비롯 그린수
저장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소 생산과 수소전력 저장 등의

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연구과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술실

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참여 기업,

증에 필요한 정책과 상용화를

기관들과 함께 기술개발 및 실

지원하게 된다.

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2020년
12월 24일 밝혔다.

각종 기술을 실증한다는 계획이
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번 1차년도

참고로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를 연계한 수전해 시스템 기술

수행기간 중 후보지 입지 분석을
통해 최적 실증지 선정, 주민 수
용성 확보, 실증 시스템 기본 설

해당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이 고도화되어 상용화가 본격화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중부발전,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두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사례가

중공업, 지필로스, 수소에너젠,

없어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한편 이번 연구과제의 총 수행기

지티씨, 제주대학교, 한국조선해

상황이라고 제주에너지공사는

간 27개월로 정부출연금 135억

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등이

설명했다.

원을 포함 총 205억 원의 사업비

컨소시엄으로 참가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번 연구 과

이번 과제에 참가한 각 기관들

제를 통해 제주 지역 풍력발전

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을 바탕

출력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미활

으로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및

용 전력을 이용한 전기차 및 수

3

계, 안전기준 준수방안 마련 등
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가 투입되며, 3MW급 수전해 시
스 템 과 600kg 급 그 린 수 소 ,
2MWh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의
구축과 실증, 운영이 핵심목표다.

제주 News

JDC, 제주혁신도시에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

데, 참고로 ‘리빙랩’이란 시민들

하 JDC)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

이 연구와 실증에 참여하는 살

는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아있는 연구 공간을 의미한다.

연계 10대 협업과제 주관기관으
로 선정되어 2021년 국비 42억9
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020년
12월 22일 밝혔다.

이에 2021년부터 제주 지역에서
는 JDC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
술원(이하 KAIST)이 참여하는 스

구원들이 참여해 참가기업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
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교부와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하
게 된다.

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

참고로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에

정부가 2020년 12월 17일 발표

이 제주혁신도시 일원에서 진행

는 무선충전 자율주행 셔틀 운행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될 예정이다.

을 비롯 퍼스널 모빌리티 및 초

는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주
도 10대 협업과제’의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었다.

JDC와 KAIST는 제주혁신도시에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을 도입해 교통 편의성을 증대

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 디지
털트윈 기술을 도입한 사전 리스
크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키고, 주민들의 체험에 기반한

JDC는 2021년 초부터 제주혁신

이 중 제주 지역에서는 JDC가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고

도시 입주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제출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견을 청취한 후 세부 실행계획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
비 42억9천만 원이 배정되었는

특히 KAIST에서는 석박사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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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 공모를 통해 실증 사업
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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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형 그린뉴딜’ 주제로 44회 제주미래포럼 개최
형 뉴딜,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제주형 뉴딜 정책의 실행력과
수용성 확보, 그리고 성과와 효
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과
제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인환 서울대학교 지속가
능연구소 연구원이 “제주 스마트
시티의 도전”을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그린뉴딜

이번 제44회 제주미래포럼은

의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지

2020년 12월 11일 10시, ICC제

역 주민의 제주형 뉴딜 및 스마

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

트시티 챌린지 사업 참여를 극

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

대화하기 위해 제44회 제주미

소 인원만 현장에 참여한 가운

래포럼 ‘제주형 뉴딜과 스마트

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었다.

시 티 챌 린 지’를 개 최 했 다 고
2020년 12월 11일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는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
실장을 좌장으로 고윤석 커뮤니
티DA대표와 김미령 제주사회적
협동조합 협의회 팀장, 조영중
데일리블록체인 대표이사 등이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손상훈

패널로 참석해 제주형 그린뉴딜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

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2020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실증 론칭이벤트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5월,

허브로 구축하는 한편, 신재생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기존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스마트

에너지와 e-모빌리티 공유 솔루

산업시설의 전환과 신재생에너

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사업대

션을 연계한 ‘e-삼다’ 미래도시

지 잉여전력 활용 등을 시작으로

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

사업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된 것과 관련해 2020년 12월 23
일, 론칭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론칭 이벤트에서는 서귀포
시 혁신도시 주유소에서의 스마
트 허브 관람과 e-삼다 플랫폼

이번 공모사업은 기존 주유소

체험, 첨단과학단지 및 행원 에

와 편의점, 버스정류소 등을 새

너지홍보관에서의 ESS와 V2G

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스마트

충방전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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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허브를 본격적으로 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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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협약 등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
행되었으며, 그 외 테슬라 전기
차 30대가 동원된 전기차 퍼레
이드와 등의 이벤트 역시 실외
에서 진행되었다.
다만 개막식의 경우 비대면 방
식 전환이 어려워 40여명의 최
소인원만 참석하도록 제한하고,
5단계 방역 체계를 구축해 코로
코로나19로 국내 자동차 관련

해 전시관 대부분을 온라인전시

나19 예방에 만전을 다했다고

전시회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며,

조직위 측은 설명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 제7회

일부 전시관의 경우 실외에 마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제주

련된 공간에서 드라이브 스루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진

2020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행되었다.

참고로 조직위 측은 제8회 국제
전기자동차엑스포의 경우 2021
년 5월 4일 개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코로나19

ICC제주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

전세계 전기차 전문가들이 참여

상황에 따라 다소간 변동 될 수

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

한 각종 컨퍼런스와 계약, 업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퀀텀솔루션, 폐배터리 잔존가치 진단SW 납품계약 체결
2015년부터 제주 지역에서 전

이에프텍과 납품계약을 체결했

하면서도, 기존 완전방전/부분방

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지

다고 밝혔다.

전 방식 대비 진단 시간을 대폭

능형 알고리즘 및 진단SW 개발
을 진행해온 퀀텀솔루션이 납
품계약을 체결했다.

퀀텀솔루션이 개발한 전기차 폐
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니증형
알 고 리 즘 및 진 단 SW 는 ISO

제주테크노파크는 2020년 12월

12405-4 표준(Electrically pro-

10일,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원하

pelled road vehicles Test spec-

는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ification for lithium-ion tr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퀀텀솔루션의

battery packs and systems Part

SW가 충방전기 전문기업인 아

4: Performance testing)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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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 HPPC(HPPC : hybrid pulse
power characterization) 방식을
적용하여 20분 이내 95%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솔루션으
로 배터리 성능 및 가치 평가를
단시간 내 판단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고 제주테크노파
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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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입주기업, 투자유치 성공
있다.
또한 법인 전용 전기차 셰어링
서비스 '찜카셰어링'도 함께 운
영중이다.
참고로 찜카는 렌트카 예약 과
정에서 가격 비교 후 실시간으
로 예약, 관리가 가능하며, 제주
지역을 비롯한 국내 전역과 일
KAIST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
센터에 입주해 있는 통합 모빌
리티 전문 플랫폼 IT 기업인 주
식회사 네이처모빌리티는 중소
기업진흥공단, 코맥스 벤처러스,
히스토리 벤처투자 등으로부터
Pre-Series A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2020년 12월 31일

본, 미국 LA와 괌 지역에서 사용

밝혔다.

이 가능하다.

네이처모빌리티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원하는 모빌리티 토
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18
년 설립 후 글로벌 렌트카 실시
간 가격비교 예약 플랫폼 ‘찜카’
를 런칭해 누적 사용 수 50만회,
회원가입 10만명을 기록한 바

또한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렌터카 시계열 분석
가격 정보 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보유 기술력을 선보여 KAIST
의 모빌리티 파트너사로 선정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자녀 가정 전기차 구매지원금 정책’ 조정
2020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
도가 발표한 둘째아 이상 다자
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중 전
기차 추가지원금 정책이 조정
되었다.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진행된 제
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에
서 교육비와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 다자녀 가정은 연간 주거임차
비 280만 원씩 최대 5년, 혹은 연
간 육아지원금 200만 원씩 최대
5년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자녀

대신 육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정책을

가정에 대해 주거비 매년 300만

변경되었다.

시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원과 교육비 매년 200만 원, 전
기차 구매지원금 매년 2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최대 5년간

이에 최종적으로 제주 지역에서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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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추가적인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News

2021년 전기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보급에 1조1,226억 원 투입
환경부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12월 2
일 국회 본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21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2020년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환경
부는 이 중 1조1,226억 원을 전기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
라 구축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폐지, 관련 환경법안 개정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폐지 등의 내용을 담
은 환경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후 2021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2020년
12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소유주의 폐배터리 반납의무가 폐지되어 민간 차원의 폐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20201년부터 350kWh급 초급속충전기 구축 본격화
환경부는 2021년부터 기존 급속충전기 대비 3배 가량 빠
른 350kWh급 초급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시범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로등형과 콘
센트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구축에 들어
갈 예정인데, 충전속도 증가와 형태 다양화가 전기차 충전
편의 향샹으로 이어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미래차 보급속도 높인다
정부는 2020년 12월 7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및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
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2050 탄소중
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 및 충전, 수요 등 3대 혁신
을 통해 미래차 보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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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의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중형 이상 고급 모델 대거 추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자체 예산감축 등으로 2020년 한해 동
안 국내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이 어려움을 겪었다.

2021 년 전 기 승 용 차
신모델 출시 본격화

특히 1톤급 신규모델 출시와 사업자등록 신규면허 등의 혜택
이 주어지며 인기를 얻은 전기화물차에 비해 신규모델 출시
가 지지부진한 전기승용차의 보급 부진은 더욱 눈에 띄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쌍용 등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메르세
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테슬라 등의 해외 기업들이
신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특히 2021년에 출시되는 신규 모델들 대부분은 내연기관 차

다시 탄력 얻을 것으로 전망…

량을 베이스로 제작되었던 기존 모델들과 달리 전기차만을
위해 설계된 순수전기차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 최대

2021년 출고가에 따른
구매보조금 제한이 변수

350kWh급 초급속 충전기 대응, V2L 기술 적용 등 기존 전기
차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 차종 역시 준중형이 주를 이루던 기존모델들과 달리
중형 이상의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 이후 기술된 정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아이오닉5 (사진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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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플랫폼 출시 본격화

볼보 “20205년 생산량 50%는 전기차”

먼저 국내 기업들이 출시할 신규모델을 살펴

해외 기업들의 전기차 출시도 본격화된다.

보면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에서는 전기차 브랜드인 EQ

GMP’를 적용한 ‘아이오닉5’가 2021년 상반기

를 통해 ‘EQA’와 ‘EQS’ 등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중 최초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신규 모

국내외에서 시험주행중인 아이오닉5는 중형

델 2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SUV크기로, 58kWh급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이어 BMW에서는 ix, ix3, ix4 등 3개 모델을 출시

500km 내외의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V2L 기

해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으며, 아우디

술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방전

에서는 SUV모델인 ’e트론 스포트백55’와 ‘폭스바

해 일반 220V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겐 ID.4’ 등 2종을 신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파악되고 있다. 참고로 아이오닉5는 해외 법인
등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 유

한편 테슬라에서는 그동안 북미 지역에서만 판

일한 신규 모델이다.

매해오던 중형SUV ‘모델Y’를 2021년부터 국내에
도 판매할 예정이다. 다만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

이어 기아차 역시 ‘E-GMP’를 적용한 ‘프로젝트

을 받고 있는 사이버트럭의 경우 국내 출시와 관

명 CV’를 출시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정보가 공

련해서 어떤 정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된 아이오닉5와 달리 명칭 외 추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그 외 2025년까지 전체 생산량 중 50%를 전기차
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볼보에서도 2021년 1분기

한편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는 순수

중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기차인 ‘프로젝트명 JW’와 기존 G80 파생 모
델 등 2개 전기차를 2021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의 순수전기차 모델 출시
가 본격화되고, 세단부터 SUV까지 라인업이 확장

그 외 쌍용차에서는 기존 코란도를 기반으로

됨에 따라 그동안 라인업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한 ‘프로젝트명 E100’을 자사 첫 전기차 모델로

구매를 미루던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출시할 예정이며, 한국GM과 르노삼성차의 경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대 350kWh 급속충전

우 신규 모델 출시 없이 2020년 출시한 ‘볼트

을 지원함에 따라 충전속도 역시 획기적으로 단

EV’와 ‘조에’의 부분변경 모델만 출시한다는 계

축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획이다.

다만 환경부가 2020년 12월 30일 발표한 ‘2021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 E-GMP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침안’에 따라
출고가 6천만 원 이상(부가세 제외)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이 50%로 삭감되고, 9천만 원 이상은
보조금 지급이 전면 제한되는 것이 민간보급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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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DB ①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에 따라 EV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출시, 그
리고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EV리
포트에서는 매월 EV와 관련된 규제샌드박스 소
식과 관련된 정보를 수록, 관련 업계와 학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소식

중소벤처기업부, 1차와 2차 규제자유특구 성과평가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2월 19일, 1차와 2차로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전남 등 1차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 7개 지역이 추가 평가대상에 포함
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특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분
2019년 2월

2019년 3월

주요 진행사항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 정부 규제특례 임시허가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www.sandboxjeju.net) 오픈
-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업 수요조사 접수 진행
- 매주 목요일, 제주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기업 컨설팅 진행

2019년 4월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산업 1차 우선협상대상 선정

2019년 5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년 6월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특구 계획 ‘컨설팅 대상’ 지정

2019년 7월

- 강원도 등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2019년 8월

-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충전서비스에 중점

2019년 9월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년 10월

-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2차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선정

2019년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2차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충전서비스’로 선정

2019년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전기차혁신성장협의회 개최

2020년 1월

-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한 도세 조례 개정 입법예고

2020년 2월

2020년 5월

-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사업 참여 5개 기업 중 CJ헬로,
사명 변경 및 경영진 교체 등의 사유로 사업 참가 포기
-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본격 추진
- 규제자유특구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현장점검 실시

2020년 6월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안전점검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7월

-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착수

2020년 8월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착수

2020년 9월

-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제주 지역 카쉐어링 서비스로 확대

2020년 10월

- 중기부,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11월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2020년 12월

- 중소벤처기업부, 1차와 2차 규제자유특구 성과평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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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V DB ②
제주EV리포트에서는 2019년 1월부터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 심사를 통과한 차량을 기준으로 차종
과 성능, 보조금 등의 최신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2020년부터는 각 차종별 주행성능에 따른 정부
보조금 차등폭이 확대되었으니 차량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환경부 발표자료 반영
주행거리
제조사

차종

상온

저온

(20∼30℃)

(-7℃)

배터리

환경부 보조금

제주도 보조금

용량(kWh)

(만원)

(만원)

비고

현대자동차

2019년 아이오닉EV

277

211

38.33

820

500

개인용 충전기 제공

현대자동차

2019년 아이오닉EV

277

196

38.33

814

500

개인용 충전기 제공

현대자동차

코나EV 기본형

405.6

366.0

64.08

820

500

개인용 충전기 제공

현대자동차

코나EV 기본형

405.6

310.2

64.08

820

500

개인용 충전기 제공

현대자동차

코나EV 경제형

254.2

188.4

39.24

766

500

개인용 충전기 제공

기아자동차

니로EV 기본형

385

348.5

64.02

820

500

기아자동차

니로EV 기본형

385

303.0

64.02

820

500

기아자동차

쏘울EV 기본형

388

269

64.08

820

500

기아자동차

쏘울EV 도심형

254

178

39.24

744

500

르노삼성차

SM3 Z.E.

212.7

123.2

35.94

616

500

르노삼성차

조에

309

236

54.5

736

500

BMW

2019년 i3 120Ah

248

160

42.36

716

500

닛산

리프

231

156

40.25

686

500

GM

볼트EV

383.2

266.3

60.9

820

500

재규어

I-PACE

333

227

90.02

605

500

테슬라

모델3 Performance

414.8

250.8

72

760

500

테슬라

모델3 Long Range

446.1

273.1

72

800

500

테슬라

모델3 Standard

352.1

212.9

48

793

500

테슬라

모델S Performance

479.9

427.7

101.5

769

500

테슬라

모델S Long Range

487

401.8

101.5

771

500

테슬라

모델S Standard

367.6

311.2

87.5

736

500

테슬라

모델S 100D

451.2

369.0

101.5

748

500

테슬라

모델S P100D

424

354.3

101.5

734

500

벤츠

EQC 400 4MATIC

308.7

270.7

80.3

630

500

푸조

E-208

244

215

47.4

635

500

푸조

Crossback E-tense

237

187

47.4

628

500

푸조

E-2008 SUV

237

187

47.4

628

500

아우디폭스바겐

E-tron 55 quattro

307

306

95.3

628

500

르노삼성차

트위지

60.8

64

6.77

400

400

르노삼성차

트위지(K1J05-1Z)

84.1

83.8

6.77

400

400

대창모터스

다니고

60.8

74.4

7.25

400

400

캠시스

CEVO-C

66.7

70.4

8.07

4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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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DB ③
제주 EV REPORT에서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
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법령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링크를 통해 본문 검색도 제공하니 전기자동차 관련 기관과 업계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 현황
자치법규명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련조항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관련 각 주체별 권리와 의무
▶ 전기자동차 활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2018년 10월 11일 전체

▶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산업 추진
▶ 충전시설 설치 규정 등
▶ 기타 전기자동차 관련 기준과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2018년 7월 13일

제32조의2 ①
부칙 제3조

▶ 전기자동차의 세율특례
▶ 전기자동차 취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1월 15일 제6조 ③

▶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

2016년 12월 30일 제17조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2018년 12월 31일 제17조의2 ①

▶ 전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수의계약,대부료 요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18년 12월 31일 제5조 ②

▶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17년 07월 01일 제14조 ①

▶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

2017년 07월 01일 제6조 ①

▶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2017년 07월 01일 제6조 ①

▶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17년 03월 15일 제11조 ⑦

▶ 전략산업과장의 업무범위 규정

2016년 10월 19일 제5조 ②

▶ 차량 정수배정 시 전기자동차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전기자동차’ 관련 법령 현황
주관부처

법령

전기자동차배터리반납에관한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

관련조항

▶ 전기차 배터리 분리, 반납, 보관 정의
▶ 배터리 분리 방법과 기준
▶ 배터리 운반과 보관방법

2018년 12월 26일 전체

제58조 ③
제58조 ⑤
2019년 1월 15일 제58조 ⑬
제58조 ⑭
제58조 ⑮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
2019년 2월 15일
제66조
제66조

▶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규정
▶ 배터리 반납규정
▶ 충전시설 설치 및 전산망 관리
▶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① 8의4 ▶ 전기자동차의 충전정보관리 및 전산망의 설치운영
① 8의5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① 8의6 ▶ 전기자동차의 성능평가
③
▶ 충전시설의 운영

제79조의4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배터리 반납규정 및 기준

제79조의5
2019년 2월 15일
제79조의8
제79조의9

▶ 배터리 반납제외 기준
▶ 충전시설 설치 규정
▶ 전기자동차의 성능평가

전기자동차보급대상
평가에관한규정

2017년 9월 15일 전체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 등

전기자동차보급
평가위원회운영규정

2010년 10월 27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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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보급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V DB ③

■ 중앙부처 ‘전기자동차’ 관련 법령 현황
주관부처

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시행일

관련조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범위
▶ 전기자동차의 정의

2018년 9월 21일 전체

▶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 정의
▶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 계산방식 정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환경부

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2018년 12월 18일 전체

▶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정의
▶ 충전시설의 정의
▶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

2013년 03월 23일 전체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

2018년 12월 13일 제19조 ②

▶ 이동형충전기 설치동의절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충전기의 도로설치 기준

2018년 12월 20일 제26조의4 ③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2018년 6월 20일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9년 03월 30일 제9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9년 3월 19일 제55조

2019년 3월 1일

▶ 저공해자동차의 등급분류

▶ 택시운송사업법상 전기차택시의 구분

제6조 ④

▶ 노외주차장의 충전기 설치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
2019년 2월 22일 제35조의3
제84조의2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19년 2월 15일 제7조 ①

▶ 전기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9년 1월 7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18년 12월 31일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 ④
제57조의2

▶ 튜닝승인시 전기자동차에 관한 규정
▶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제57조의4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4조
제27조의3

▶ 주택건설시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 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획 지정의 조례 규정

2018년 12월 19일 제4조 ①

▶ 저속전기자동차의 등록증 양식 등

제2조
제2조
제13조
제54조
2019년 01월 10일
제54조
제91조

▶
▶
▶
▶
▶
▶

③
②
③
④

제102조 ①
제114조 ⑫

산업통상
자원부

▶ 전기자동차 수출시 배터리 등 반납 규정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015년 07월 29일 제2조

전기자동차의 정의
저속전기자동차의 정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저속전기자동차 적용기준
조종레버와 원동기 작동의 상관관계 정의
저속전기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규정 및 속도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 기준

▶ 저속전기자동차의 충돌시 승객보호 기준
▶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 규정

▶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인정범위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16년 1월 1일

제10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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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기준

EV DB ④
제주 EV REPORT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중인 규제 샌드박스 중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미래차에
대한 규제특례 항목을 요약해 매월 제공합니다.
수록된 정보가 전기자동차 관련 기관과 업계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미래차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심의 및 의결 현황
일자

구분

2019.2.11

제1차 규제특례

2019년
심의위원회

유형

실증특례

국회의사당 내

(2년)

수소충전소 구축

2019년
2019.4.29

2019년
제6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2020년
2020.8.27

제3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2020년

2020.8.27

제3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신청 기업(기관)

현대자동차

태양광 연계

제3차 규제특례 정책권고 바나듐레독스플로 배터리
심의위원회

2019.12.18

사업명

에이치투

ESS 활용

실증특례

자율주행 셔틀버스

(2년)

운행 서비스

임시허가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2년)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특례

전기버스 유리창

(2년)

전자광고판 광고

스프링클라우드

파워큐브코리아

글람

주요 내용

▶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의
사당 내 수소충전소 설치

▶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안전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
플로 배터리를 태양광 ESS에 활용

▶ 운전석이 없는 순수 전기 4단계 자율주행 버스를 대구
앒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운행

▶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요금부과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 전기버스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에 LED 광고 영상 재
생

▶ 전기택시 판매가격에서 고전압배터리 가격 제외
2020년
2020.10.19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전기택시 대상

(2년)

고전압 배터리 대여사업

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 고전압 배터리를 소유주에게 대여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전압배터리를 ESS 제작에
활용
▶ 궁국적으로 고전압배터리의 선순환체계 구축

2020년
2020.10.19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2020년

2020.10.19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2020년

2020.10.19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한

(2년)

ESS 및 태양광 발전 실증

실증특례

고전압배터리의 캠핑용

(2년)

전력 재활용

실증특례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

현대로템

(2년)

및 통합형 수소충전소

창원산업진흥원

현대자동차

굿바이카

▶ 자체 보유한 사용후 고전압배터리를 태양광 발전설비
및 ESS 컨테이너와 연계하는 사업 실증

▶ 각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후 고전압배터리를 매입, 작
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 전력공급용으로 보급
▶ 수소전기트램의 제작 및 시험주행
▶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건설기계, 수소드론 등을 포괄
하는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 사용후 배터리 셀 구매 후 재조립

2020년
2020.12.22

제5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2년)

재사용

피엠그로우, 선진버스

▶ 전기버스 회사에 배터리 렌탈 서비스 제공
▶ 현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용후 배터리를 이
용해 제작된 ESS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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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책연구센터는...
제주

전기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전기차 정책연구센터가 운영
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기차 정책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
하여 제주지역에서 전기차 보급촉진·이용활성화·산업육성·연구개발의 선순
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첫째, 제주지역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산업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 둘째, 국내·외 전기차 정책 및 기술동향 파악
- 셋째, 제주 전기차 정책의 상시적인 평가, 추진 방향과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
- 넷째, 제주지역 전기차 생태계 모델과 구축 방안 마련

제주 전기차 정책연구센터에서는 매달 'JEJU EV MONTHLY REPORT'를 작성하여 제공
하고 있습니다. 'JEJU EV MONTHLY REPORT'을 통해 제주지역의 전기차 주요 정책, 산
업 동향, 연구 결과, 관련 행사정보와 주요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기차 정책연
구센터에서 수집하는 전기차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다양한
전기자동차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충전 관련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와 같
은 행사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기차 동향 및 통계 정보는 전기차 업
무를 수행하는 산학연관 관계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EJU Electric Vehicle Policy Research Center

연구진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253(오라2동)
T. 064-729-0518
F. 064-751-2168
H. https://www.jri.re.kr/contents/index.php?mid=0413

- 이영섭 (gian55@naver.com)
- 배경서 (anniebae9409@jri.re.kr)
- 손상훈 (sanghoon@j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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