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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용차

제1장 개요

제1장 개요
1.1. 배경 및 필요성
자동차 산업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서, 친환경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에 힘입어
친환경자동차(이하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l 기후변화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높아 친환경차로의 전환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함
l 세계 주요국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해 자동차 산업의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무탄소 배출 차량 의무화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친환경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내연기관 자동차(이하 내연차)의 배출가스 저감 효율화와 함께 무탄소 배출을 목표로 내연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등의 정책1)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노르웨이(‘25), 독일(’30), 중국(’35), 미국 캘리포니아(’35), 영국(‘40), 프랑스(‘40) 등
<표 1>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 현황

<표 2> 주요국 온실가스(CO2) 규제 동향
(단위 : g/km)

(단위 : 백만톤CO₂eq, %)

구분

2016

2017

2018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OECD

15,612

100

15,613

100

15,670

100

에너지

12,603

80.7

12,597

80.7

12,628

80.7

수송

3,623

23.2

3,623

23.5

3,704

23.6

한국

694

100

710

100

728

100

에너지

603

86.9

616

86.7

632

86.9

수송

99

14.2

98

13.9

98

13.5

기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25년

89

106.3

81

93.5

92.0
(’30)

’20년

97

116.8

95
(’21)

116.9 115.1

’15년

140

146.7

130

156.8
139.1
(’16)

자료: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재인용

l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친환경차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1) 전자신문(2021.04.06.), “한국, 미국, 중국 등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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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 규모
구분

2016

2017

2018

2019

친환경차

2,446

3,167

4,072

4,358

하이브리드차

1,742

2,001

2,146

2,29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255

370

565

510

전기차

442

737

1,238

1,491

수소차(승용)

2

3

4

8

5

55

73

56

2.61

3.30

4.26

4.77

기타

*

친환경차 비율(%)

* 기타: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친환경차
자료: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재인용

전기차(BEV)는 기존 내연기관 및 친환경 후보 차량* 대비 다양한 강점을 보유
하고 있어 친환경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
＊ 친환경차 종류 : 전기차(BEV), 수소차(FCEV), 하이브리드차(HEV) 등으로 1.2장에서 상세 설명

l (환경성) 운행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으며, 소음 및 진동이

적음
l (경제성) 모터와 배터리로만 구동하여 운행비용이 저렴하고, 배터리 가격 하락 및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차량 구매 비용 또한 내연차 수준으로 저렴해질 전망
l (편리성) 내연차 및 수소차 대비 충전 속도는 길지만, 충전 인프라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충전 공간의 제약이 적고 충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편리성의 증대 가능성이 높음
l (생태계) 기존 내연차社와 부품社 중심의 폐쇄적･수직적 산업구조에서 배터리, 모터, 충전기

등의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으로 개방적･수평적 구조로 변화

특히, 버스,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은 다른 차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화석 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아 친환경화가 요구됨
l 세계적으로 상용차는 다른 차종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10% 수준이나, CO2 배출 비중은 46%로

가장 높고, 국내는 상용차 1대 당 CO2 배출량이 승용차보다 2.5배(트럭), 16배(버스) 수준2)
l 수송부문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석유이며, 향후 승용차의 석유 의존도는 낮아질

전망이나,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물 수송용 트럭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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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세계 차량별 점유율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3)

[그림 2] 향후 분야별 석유 수요 변화4)

따라서 본고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및 친환경차 시장 선도를 위한 일환
으로 “전기상용차”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2. 기술의 정의 및 범위
전기상용차의 정의
l 전기상용차는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전력기반 자동차로서,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대량의 인원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로 정의함
- 친환경차의 종류는 구동 방식별 4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모터와 배터리를 통해 구동하는 자동차로 정의함
<표 4> 친환경자동차의 종류
*

구분 (영문 명칭)

주요 구동방식

연료

법적 정의

전기차
(Battery Electric Vehicle)

모터 + 배터리

전기(충전)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

수소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수소차
(Fuel Cell Electric Vehicle)

모터 + 수소연료전지

3) ICCT(2017), TRANSITIONING TO ZERO-EMISSION HEAVY-DUTY FREIGHT VEHICLES
4) 매일경제(2018.02.09.) 전기차시대 곧 오지만..‘석유의 종말’은 아직 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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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문 명칭)

주요 구동방식

연료

하이브리드차
(Hybrid Electric Vehicle)

엔진 + 모터(보조) + 배터리

화석연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엔진 + 모터(보조) + 배터리

화석연료+전기
(충전)

*

법적 정의

휘발유･경유･ 외부로부터
충전 받을 수
액화석유
없는 차량
가스･천연
가스 등의
외부로부터
연료와 전기
충전 받은
에너지를 조합 전기에너지로
하여 동력원으로 구동 가능한
사용하는 자동차
차량

* 참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고에서의 상용차는
대량(11인 이상)의 인원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상용 목적의 자동차로 정의함
<표 5> 자동차의 종류
법적 정의*

구분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상용차의 주요 특징
l 상용차는 다품종･소량생산, 비교적 장거리(중･대형)･정기적 주행, 상당한 중량 운송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l 또한 승용차에 비해 차량 총중량이 크고 최대 출력이 높아 연료소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비(전비)에 대한 요구가 많음
l 초기 구매비용이 승용차에 비해 높고, 주요 구매자로는 운송･물류 업체나 물류 사업자가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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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용차의 주요 특성 비교
구 분

사용 목적

승용차
(택시 제외)
자가용

상용차
버스

트럭

소형

중･대형

소형

중･대형

마을버스

시내･광역 버스

택배 등
소형 화물 배송

공사장 등
대형 화물배송

주행 환경

포장･비포장

포장도로

주행 빈도

비정기적

정기적

주행 거리

단거리

수요층

일반 운전자

직업 운전자

생산형태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단거리

중･장거리

단거리

중･장거리

※ 주) 상기 표는 상용차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모든 차종을 대표하지는 않음

전기상용차의 구조 및 핵심기술
l 전기상용차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구동하는 특성상 내연차와 비교하여 주요 부품 및

작동 원리에서 차이가 존재함

자료: 한국IR협의회(2020) 재인용

[그림 3] 전기자동차(BEV)의 구조 및 작동 원리

l 본고에서는 전기상용차의 구동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 공조시스템, 충전시스템 등 부품군

단위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 범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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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기상용차 핵심기술
구분

구동시스템

에너지
저장시스템

내용
모터

전기를 이용하여 구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인버터

배터리의 직류(DC)전원을 교류(AC)전원으로 변환하여 모터의 속도,
토크를 제어하는 장치

변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자동차의 주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을 제어하여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

배터리

전기 에너지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로서
셀 → 모듈 → 팩으로 구성되며 내연차의 연료탱크에 해당되는 장치

공조시스템

충전시스템

6

차내의 온도, 습도, 청정도, 흐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장치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

기존 방식의 ‘급속’, ‘완속‘ 충전 대신에 미리 완충된 배터리 팩을 교환함으로써
충전 시간을 내연 차량의 주유 시간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치

충전장치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자동차 내부 배터리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급 장치로는 ‘급속’, ‘완속’, ‘가정용’ 충전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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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술개요 및 주요 동향
<전기상용차 요소기술의 개요 및 특성>

∙ 승용/상용 전기차의 요소 기술 구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 내용은 동일하나, 전기상용차는 “상용차”로서의 특성에
따른 일부 사양을 요구함
- 버스, 트럭 등 전기상용차와 전기승용차는 모터, 배터리 등 요소기술의 구성은 공통적임
- 상용차는 중량, 주행거리 등으로 인해 높은 출력과 내구성 등을 요구
∙ 본 장에서는 전기차 전반의 동향을 ‘전기차’, 전기상용차 분야 특화 동향을 ‘전기상용차’로 구분하여 기술

(1) 모터
모터는 전기를 이용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부품으로 내연차의 엔진 역할
l (전기차) 고효율, 고출력밀도, 저NVH(noise,vibration,harshness), 저가격의 방향성이 요구되며,

수냉식의 영구자석형 모터를 주로 사용
- 현재 업체에서 주로 이용하는 모터로는 회전자 내부에 영구자석을 삽입하는 매입형 영구
자석 동기모터(IPMSM*)가 있으며 이외에 테슬라와 같이 고출력 유도모터(Induction
Motor)를 이용하기도 함
＊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 부착형(Surface PMSM)보다 고속회전, 출력
밀도, 효율이 높으나, 설계와 제작이 어려움

l (전기상용차) 모터는 200~400kW의 고출력 사양이 요구되며, 차체 중량과 운행 특성 등에

따라 고출력 달성을 위해 모터 성능 고도화, 구동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용
- 영구자석 동기모터와 유도모터를 주로 사용하며5), 고출력 달성을 위해 모터 크기 향상,
다중 모터, 구동방식(후륜, 4륜, 인휠 등) 등을 고려하여 요구 출력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
- 상용차의 특성 상 장거리 운행 시 출력에 따른 열화나 탑재 공간과 적재 중량에 의한
제약 등을 고려하여 고도화 기술이 요구되며 또한, 영구자석 가격 저감을 위한 희토류
최소화 연구, 냉각시스템 개선을 통한 출력밀도 향상 등을 요구
5) AEM(2019), “중대형 트럭의 전기화, 2025년 25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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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양산형 구동모터 주요 현황6)

미국은 고전압, 고출력의 모터 성능 향상과 함께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여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진행 중
l (보그워너) 2021년 2월 상용차용 모터로 800V 최신 고전압 헤어핀(HVH, High Voltage

Hairpin) 전기모터인 HVH 320을 출시하며 향후 상용차 제조기업에 대한 모터공급 가능
- 2024년 HVH 320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 전반의 공통적인 목표인 97%의 피크
효율성과 400kW 이상의 출력과 함께 1270Nm의 최대출력, 변속시퀀스 및 회생제동
등의 기능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
- (테슬라) 트라이모터를 적용한 사이버트럭은 EPA(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기준 805km 이상의 주행거리와 제로백 2.9초 이하, 최고속도
209km/h의 성능을 보임

유럽의 상용차 부문 주요 메이커에서는 기 개발된 모터의 차량 적용을 추진하며
추후 양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임
l (벤츠) 2개의 모터를 적용한 대형 전기트럭 양산모델로써 eActros를 출시하며 최대출력

400kW(약 545마력), 항속출력 330kW(약 450마력), 최대 적재량 27톤, 최대 배터리용량
약 420kWh, 주행거리(화물 적재 시) 약 400km 등의 성능을 보임

6) 김기찬(2017), 전기자동차 구동용 모터의 기술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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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볼보) 185kW급 모터를 적용한 FL일렉트릭을 출시하며 최고출력 175마력, 최대토크

43.3kg･m의 성능을 보이며 300kWh급 배터리를 적용하여 약 300km의 주행거리 확보

(2) 인버터
인버터는 배터리의 직류(DC)전원을 교류(AC)전원으로 변환하여 모터의 속도
또는 토크를 제어하는 역할
l (전기차) 인버터는 각종 회로와 함께 전력 변환을 위한 파워모듈(전력반도체), 전기를 잠시

보관하는 커패시터 등으로 구성
l 인버터는 주행 시 모터의 가감속 정밀 제어 및 회생제동 시 배터리 전력으로 변환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주행거리 향상, 모터･배터리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침
l 현재 실리콘(Si) 기반 전력반도체와 수냉식 냉각방식의 인버터를 주로 사용하며, 공통적으로

고효율화, 소형･경량화, 부품 통합화 관련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

[그림 4] 인버터 시스템 구성

[그림 5] 주행모드별 인버터 작동 원리

자료: 정진환,이영국(2018) / KIAT(2017)

l (전기상용차) 전기상용차의 경우 고전압･고출력화가 요구되는 만큼 인버터 역시 전력반도체

등의 고성능 기술을 요구
- 인버터의 핵심 기술인 파워모듈의 전력반도체를 기존 Si(silicon) 소자 대신 SiC(silicon
carbide)를 적용하여 고전압의 환경에서도 출력 향상 가능
- 고효율･고방열이 우수한 SiC소자는 고전압(800V), 고온, 고주파에도 작동할 수 있어,
기존 냉각 시스템의 경량화와 고온에도 전력 손실 최소화 등으로 출력 밀도 향상이 가능

9

전기상용차

자료: David Smith et al(2019)

[그림 6] 전력기반 차종별 요구출력 및 작동전압 개념도

미국의 테슬라, GM 등 기업은 가격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제품
개선 중
l (테슬라) discrete 타입의 절연 게이트 양극 트랜지스터(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가 적용되었으며, 인버터의 파워부를 3개로 분리하여 원형구조로 조립성을 향상
시켜 가격경쟁력을 확보
l (GM) 인버터 부품을 일체화하고 최적화하여 출력밀도를 향상시키고 두 모터 사이의 전력

흐름을 최적화하여 부품의 생산성 및 재고관리 효율성을 확보

중국은 전기차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내수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격차 추격 중
l (BYD) 주력모델인 E6는 90kW급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갖고 있으며 인버터는 제어부와

파워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대속도 7,500rpm의 다소 낮은 속도 범위를 갖는 것이 특징

일본은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축적된 전력기반 차량 관련 기술 및 노하우에 기반
하여 경량화 및 고효율화 구현
l (토요타) 4세대 prius를 통해 기존보다 개선된 구조의 Double-sided 냉각방식을 적용하고

IGBT의 효율을 높여 50% 정도의 전력밀도를 증가시킴
l (히타치) 2001년 Electronic Powertrain 개발센터를 개설해 각종 산업용 차량의 모터 및

인버터를 개발해오는 등 꾸준히 기술개발 추진
- Double-Sided 냉각방식의 SiC(silicon carbide) 전력반도체를 적용한 Proto타입의 3세대
인버터를 개발해 기존 1세대 인버터 대비 5.6배의 경량화를 구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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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들은 고성능 고효율에 특화된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 적용을 통한 시장 선점에 주력
l (보쉬) 폭스바겐, 피아트, 포르쉐 등 다양한 완성차 업체에 인버터, 컨버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버터와 컨버터를 일체화함
l (Zytek) 독일의 컨티넨탈과 협업하여 250kW급 고밀도 인버터(18kW/L)를 개발

(3) 변속기
변속기는 모터의 동력을 주행상황에 맞춰 토크를 제어하여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
l (전기차) 효율적인 동력 전달에 충분한 1단 변속기(감속기)로 설치되어 있으나, 다단 변속기를

사용함으로서 비용 절감 및 고효율화가 가능함
- 모터의 무게, 부피, 가격을 줄이고 효율은 올리기 위해 전기차용 다단 변속기의 개발 및
상용화가 진행 중
- 응답 특성이 빠르고 양방향 토크 제어가 가능한 모터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변속 시스템
구성요소(마찰 클러치, 유압 액추에이터 등)를 삭제하면서도 전달 효율 및 변속 속도를
향상시킨 전기차용 차세대 변속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짐
l (전기상용차) 주행 특성상 고속 주행이나, 240kW 이상의 고출력이 요구되는 적재하중이

높은 트럭의 경우, 단일 변속기(감속기)만으로는 동력성능을 만족하기 어려움에 따라 고 토크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 변속기가 필요7)
<표 9> 전기구동시스템 동력전달부 유형별 특징
구분

단일모터 단일변속(감속기)

단일모터 다단변속

다중모터 다단변속

구동모터

240kW 이하

240kW 이상 고출력

400kW 이상 고출력

동력전달

단일감속(1속)

다단변속(2속 이상)

다중모터 및 다단변속(3속 이상)

주요특징

∙ 개별제어 다중모터 및 다단변속
∙ 단일모터(또는 단순조합) 및 다단
∙ 단일모터 또는 단순조합 다중
협조제어
변속 협조제어
모터로 전 운전영역 대응 필요
- 구동력(토크) 증대
- 구동력(토크) 증대
- 차량 총중량에 따라 동력성능
- 속도증대
- 속도증대
(등판, 가속, 최고속도) 제한
- 효율영역확장 극대화
- 효율영역 확장
∙ 고토크/고속 주행 동시 대응 구동
- 변속감 향상
∙ 고토크/고속 주행을 모터제어
∙ 고토크/고속 주행을 개별적
모터 필요
+변속제어로 대응
모터제어+변속제어로 대응

대상차량

소형･중형트럭 및 버스, 시내버스 등 중형 트럭, 고속버스, 대형트럭 등

대형트럭 등

7) KEIT(2020), 대형 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기술 동향, KEIT PD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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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터리
배터리는 자동차의 내･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
l 전기에너지를 저장･공급하는 내연차의 연료탱크에 해당되며,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성능,

효율, 가격, 부피에 큰 영향을 미침
-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인 리튬이온배터리를 주로 사용
l 셀-모듈-팩 순서로 조립되어 있으며, 셀 자체 출력 뿐 아니라 모듈과 팩 구성에 따라 배터리

효율을 결정
※ ‘셀’이 기본 단위이며, 셀을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조립체를 ‘모듈’, 모듈에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냉각시스템 등 각종 제어･보호 시스템을 장착한 것을
‘팩’이라 함

[그림 7] 이차전지 배터리 제조과정8)

l 전기상용차 배터리는 전기차 전반의 배터리와 공통기술로서 차량 및 화물의 중량, 긴 생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사양을 적용할 수 있음
- 배터리의 양을 늘리게 되면 주행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에 반해 공간적 제약으로
인력이나 화물 운송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속충전기술 및 에너지밀도 상향 등 주행거리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배터리 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전기차 전반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함

중국은 급성장 중인 전기차 내수시장에 기반하여 배터리의 대내외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있음
8) KOTRA(2018), 자동차분야 신산업 동향 및 밸류체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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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ATL) 테슬라, 벤츠, 아우디, 볼보 등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LFP 기반 양극재를

이용하여 누적 주행거리 200만 km까지 연장
l (BYD) 배터리 시스템에 강점을 보이며, 두께 1.35cm의 얇은 개별 배터리로 구성된 블레이드

배터리 시스템 출시를 발표했으며, 이전 제품 대비 공간 효율을 50% 수준으로 개선

일본은 배터리 분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고체
전지를 중심으로 향후 기술선점에 집중하고 있음
l 전기차 전환 대응이 빠른 것은 아니나, 높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전고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

EU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배터리 제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밸류체인
구축, 공급처 다변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l 특히 노르웨이 등 주요국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전기차 보급률을 확보한 상태로,

기술 내재화가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인 시장연계를 기대할 수 있음

(5) 공조장치
공조장치란 차량 내부의 온도, 습도, 청정도 등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역할
l 전기차는 엔진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기계식 컴프레셔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냉방, 또는

난방 장치를 이용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에어컨 또는 히터를 작동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
*

l 주로 PTC 히터를 이용하거나, 모터, 인버터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 방식으로 회수하여

공조 및 열관리를 수행
＊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heater :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져 별도의 온도조절
장치 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

- 전기차에는 전력효율이 떨어지는 PTC히터보다는 냉매를 활용하는 히트펌프가 적절
- 히트펌프는 냉난방에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난방 시스템(전기히터) 보다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공조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음
l 상용차는 장거리 주행,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는 특성 상 공조 시스템의 높은 효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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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전기차용 냉･난방 시스템
구분
동력 계통
냉각
실내난방

실내냉방

내연기관

PHEV

BEV

수냉식 라디에이터

수냉식 라디에이터

X

모터 등

X

냉각 라디에이터

냉각 라디에이터

열원

엔진 폐열 이용

엔진 폐열 이용

고전압 PTC 히터

주요부품

수냉식 히터 코어

수냉식 히터 코어
히터용 워터펌프

고전압 PTC 히터,
히트펌프시스템

엔진

열원

냉매

냉매

냉매

주요부품

기계식 컴프레셔

기계식/전동식 컴프레셔

전동식 컴프레셔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9) 재인용

미국은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개발에 착수하며 향후 전기상용차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원천기술 차원에서 선점
*

l (Dupont-Honeywell) HFP 계열 대체냉매인 R1234yf를 사용하는 증기압축식 고효율

히트펌프 개발 진행 중
＊ hydrofluoro-olefin : 4세대 불소냉매로 타 냉매 대비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
온난화지수)가 낮음

유럽의 WABCO(ZF의 자회사)에서 전기버스에 적용 가능한 HVAC*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유럽 버스 및 상용차에 최다 적용
＊ 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 난방, 환기, 냉방 등 공기조화기술 전체를 지칭

일본의 경우 Denso에서 냉매압축장치를 모듈화하여 밀폐시키는 간접식 열관리
모듈 개발로 탄화수소계열 냉매 적용 가능성 확보 및 PTC 히터 전력효율 향상
(6) 충전시스템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며, 충전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부품 등이
다양함
l 충전 방식은 크게 직접(접촉)충전, 배터리 교환방식, 비접촉 충전으로 구분

- 직접충전방식은 전기자동차에 플러그를 연결하여 AC 또는 DC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충전기의 충전시간과 용도에 따라 DC 급속과 AC 완속 충전기로 구분
∙ 각 국가별로 다양한 플러그 방식을 채택하여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전기승용차와
전기상용차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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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급속 충전기는 커넥터의 표준화에 따라 대부분
Combo1로 통일되어 설치되고 있음

[그림 8] 접촉식 충전 방식의 충전 커넥터 규격9)

- 배터리 교환 방식은 충전 인프라 운영업체에서 전지를 구매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 이는 개인소유 위주인 승용차보다 사업자 중심의 상용차 생태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비접촉 충전방식은 주차면 바닥에 매설된 고주파 전력 공급장치송신패드 장치로부터 전
기차에 장착된 수전패드에 자기유도/공진 방식으로 전력을 전달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

[그림 9]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10)

9) KOTRA(2018), 자동차분야 신산업 동향 및 밸류체인 분석
10) 박기준(2019),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현황 및 기술동향, 전력전자학회지 Volume 24 Issue5 P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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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기술동향
전기버스 등 전기상용차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존재하나 대부분의 부품을 해외에서
공급받고 있어 국산화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
l 정부 주도로 배터리 셀, 패키징, 모터, 인버터 등을 국산화시킨 중국산 전기버스와의 가격

경쟁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음
l 모터, 인버터, 차축 등 대부분의 부품을 독일 등 외산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시장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전략적 기술개발이 요구됨

(모터) 산연협력을 통해 전기상용차에 적용가능한 모터를 공동개발
l 에디슨모터스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동급 대비 2배 이상의 토크를

낼 수 있는 MSO Coil 모터를 개발
- 해당 모터는 슬롯 내부에 도체가 권선된 비율인 점적율을 90%까지 끌어올려 6000cc급
내연기관 차량(130kW급, 출력 3500rpm, 토크 830Nm) 이상의 출력이 가능

(배터리) 모바일기기, ESS 등 이차전지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군을 형성
l 중국 기업의 약진은 중국산 전기차에 자국 LPF 배터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나 상용차 시장의

확대와 고사양 배터리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기회 요인 기대 가능
l (LG에너지솔루션) 화학 기반 업체로서의 노하우와 장기간의 연구개발 경험으로 NCM 배터리

분야의 강점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전주기 관점에서 사용된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함께 추진
l (SK온) 고에너지밀도 삼원계 소재 적용 리튬이온배터리를 글로벌 메이커에 공급하고 있으며,

안정성, 내열성, 수명 측면의 고품질 제품 생산과 파우치 셀 기술 기반 배터리 셀 설계 및
구현 가능
- 장기적으로 희소성이 높고 원자재 해외 의존도와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저감하거나, 니켈
함량을 높이는 방향의 연구개발을 진행중
l (삼성SDI) 장기간 리튬이온배터리 양산 경험을 통해 70억 개 이상의 셀을 판매해왔으며,

향후 전고체 전지 등 다양한 유형의 배터리를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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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장치) 고효율 열관리 시스템 개발로 전기승용차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모듈형 공조장치 개발 중
l (현대차) 세계 최초 수냉/공랭 복합식 에어컨 및 고온/고압 히트펌프 개발
l (현대위아, 우리산업) 전동식 컴프레셔, PTC 히터, 팽창밸브 등 공조장치의 구성품을 통합한

단일 모듈형 공조시스템을 개발 착수하여 ’23~’24년경 적용 예정

(충전시스템) 전기버스를 중심으로 전기상용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여 고전압,
고출력 충전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V2G 기술의 실용화 검증
l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관련 업계와 함께 400kW, 1000V급 급속충전시스템 개발 착수
l (현대자동차-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V2G(Vehicle to Grid)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프로토콜과 요소 기술을 고도화하고 시스템 검증과 전기상용차 실증을 위한 차량-전력망
통합(Vehicle-Grid Integration, VGI) 연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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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외 산업동향
(1) 시장 전망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대(’20년)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었으며, 전기차 등록은
41%(약 300만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l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유럽, 미국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유형은

승용차가 대다수이나 버스 및 경량 상용차(LCVs)의 시장도 증가 추세

[그림 10] 전기자동차 시장 현황11)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현재 대부분 승용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용차 부문
성장세도 최근 높아지는 추세
l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가장 유망하다고 평가되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북미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도 기대됨
- 유럽은 볼보, 다임러 등 기업에서 전기상용차 기술과 제품개발을 주도

22) Global EV outlook 202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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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시장 성장 기대요인으로는 주(state)간 원거리 물류 운송의 수요와 환경규제 대응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전기 버스 및 트럭 전세계 판매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나, 대형화물차의 경우
기술 및 보급체계 등의 문제로 시장세는 저조
l 전 세계적으로 버스는 60만대, 트럭은 3.1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유럽의 경우 2배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음
l 버스, 트럭 등 상용차는 물류, 건설, 화물 등 특정 분야로 수요가 국한되므로 생산량과 성장세가

승용차에 비해 높지 않음
l 다만 상용차와 승용차의 경계에 위치한 밴, 픽업트럭 등의 차종을 포함시킬 경우 예상 시장의

성장폭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

[그림 11] 지역별 상용차(버스 및 트럭) 등록건수 및 출시차량 모델 수12)

전기상용차 분야의 최대 시장은 현재 중국이며,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요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로 볼 수 있음
l 중국 정부는 전기상용차 시장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하여 지역별 전기버스 보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정비를 추진
l 최근 미국의 테슬라는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향후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

22) Global EV outlook 202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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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동향
(테슬라(美)) 전기상용차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모델S 등 승용차 라인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픽업트럭부터 상용화 라인업 구축 중
*

l Class 8급 대형 전기트럭(Semi) 양산 준비 중

- 출력 745kW, 배터리 600~1000kWh(예측치), 주행거리 480~800km의 성능
＊ 미국의 트럭 분류체계(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 중 대형 트럭에 해당

<참고 – 미국의 트럭 분류체계(GVWR)>
분류

소형 트럭

등급
제한
중량

Class1

중형 트럭

Class2

Class3

Class4

(단위)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lb

6,000

6,000

10,000

10,000

14,000

14,000

16,000

kg

2,722

2,722

4,536

4,536

6,350

6,350

7,257

중형 트럭

대형 트럭

Class5
･ ･ ･

Class6

Class7
초과

이하

Class8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16,000

19,500

19,500

26,000

26,000 33,000 33,000

7,257

8,845

8,845

11,793

11,793 14,969 14,969

(스텔란티스(다국적)) 경쟁사 대비 다소 늦은 전동화 전략을 추격하기 위해 2025년까
지 전기차 개발과 양산에 약 40조원을 투입할 계획
l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지프, 닷지,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14개 자동차 브랜드에서

모두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
l 이를 통해 2030년 유럽 내 판매의 70%, 미국에서 40% 이상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로 구성할 것을 목표

(BYD(中))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내 입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 정
부의 적극적인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호응하여 지속 성장 중
l 전기버스, 전기트럭, 산업기계등 다양한 부문에 상용차 공급 중이며, 특히 전기트럭의 경우

180~360kW급의 다양한 차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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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근 일본 상용차 메이커인 히노자동차와 전기상용차 개발 협력을 시작하였으며, 변속기 등

부품 자체조달을 위한 개발과 생산을 추진

(폭스바겐(獨)) 높은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용차 시장으로 진출을 도모
하고 있으며, 포드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활로 모색
l 포드와의 협업을 통해 전기상용차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며, 포드를 통해 밴, 픽업트럭 등의

제품 출시 예정

(다임러(獨)) 세계 최대 상용차 메이커로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eSpinter 등
밴 타입 전기상용차를 개발 중
l eSprinter 모델은 작년 아마존으로부터 택배용도로 활용되기 위해 1,800여대 규모의 공급

주문 요청받은 바 있음
l Class 8급 대형 전기트럭(eCascadia)과 Class 6~7급 중대형트럭(eM2) 공급 중

- eCassadia : 출력 260~390kW, 배터리 ~475kWh, 주행거리 ~400km
- eM2 : 출력 130~220kW, 배터리 ~315kWh, 주행거리 ~370km
l 이 외에도 ’24년도를 목표로 대형 전기트럭(eActros)의 양산 준비 중에 있음

(현대차(韓)) 승용차 중심의 전기차 라인업과 상용차에서는 수소차 기술을 적용
하는 것으로 보이나 포터 등 소형 트럭의 전동화 또한 추진
l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을 위한 장거리 주행이 요구되는 상용차는 적재공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수소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전략
l 전기상용차 라인업으로는 1톤급 트럭인 포터 일렉트릭을 출시하였으며, 마이티 트럭의 경우

양산 전 우체국 우편 수송용으로 시범 투입

(기타) 단기적으로 시장성이 예측되는 픽업트럭, 밴 등 소형 상용차를 주요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성장이 관측되고 있음
l (카누(美)) 2017년 설립된 미국의 전기상용차 스타트업으로 북미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는

전기 픽업트럭이 주력 모델이며, 2020년 2월 현대차와 전기차 플랫폼 공동활용 파트너십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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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리비안(美)) 2009년 설립된 기업으로 SUV, 픽업 트럭 등을 전력기반 자동차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 11월 기업공개를 통해 16조 가량의 자금을 조달함
- 리비안의 R1T는 복수의 모터를 적용하여 높은 속도와 빠른 가속 성능을 보이며, 주행거리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R1T의 성능은 주행거리 640km, 제로백 3초, 최고속도 201km/h 등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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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외 정책동향
글로벌 주요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 부문의 저탄소 전환 목표 제시 및 환경규제 강화
l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요국들의 환경규제 강화, 보조금 지원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친환경차 기술･산업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

(유럽) 유럽의 그린딜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수송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l 유럽에서 수송부문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7%에서 2018년 29%로 증가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90%를 저감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13)

[그림 12] 유럽의 수송 부문 배출량 저감 목표

l 그린딜의 일환으로 승용차(’21년)는 물론 상용차(’22년)에 대한 CO2 배출 기준 개정과 제로

및 저탄소 배출량 판매 촉진 정책을 추진

13)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s vehicle CO2 standards in achieving the European Green deal,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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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린딜 전략 이행을 위해 다양한 규제가 제안･이행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의 경우 승용차

(Light Duty Vehicle)에서 상용차(Heavy Duty Vehicle)로 확대
- HDV는 유럽 전체 배출의 6%, 도로수송 부분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비개선 등의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분야
- 이에 HDV 차량의 CO2 emission standard를 채택하고 2019년 8월부터 신규 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규제화하여 시행
<표 11> 유럽 수송부문 CO₂ 배출 감축목표
구분

’25년 목표

’30년 목표

ZLEV 인센티브

승용차

15%

37.5%

저탄소 차량의 비중이 15%(’25년 기준), 35%(’30년 기준)를 초과할
경우, 1% 초과시마다 감면요건을 1%씩 완화

밴(소형 상용차)

15%

31%

저탄소 차량의 비중이 15%(’25년 기준), 30%(’30년 기준)를 초과할
경우, 1% 초과시마다 감면요건을 1%씩 완화

대형 상용차

15%

30%

∙ ’24년까지 기존 super-credit system* 적용
∙ ’25년부터 benchmark-based crediting system**으로 대체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 제조업체의 CO2 평균 배출량을 계산할 때 저탄소 차량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
** 제조업체의 CO2 평균 배출량을 계산할 때 신규차량에서 저탄소 차량의 점유율이 벤치마크인 2%를 초과하는 경우, 1%
포인트 초과할 때마다 제조업체의 평균 CO2 배출량을 1%씩 줄여주는 방식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자동차 주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상용차의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
l EPA(미국 환경보호국)는 ’26년까지 미국 내 판매하는 전체 자동차의 평균 연비 기준을 1갤런당

현재 38마일에서 55마일(약 23.4km/l)로 강화하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 확대를
도모14)
l (행정명령, ’21.8) 2030년까지 미국의 승용차･소형트럭 신차 중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비중을 50% 상향하고, 미국 완성차 기업인 GM, Ford, Stellantis 및
UAW(전미자동차노조)를 초청하여 친환경차 산업 육성 의지 표명15)
- 보급 정책과 더불어, ’26년 신차에 대한 연비, 온실가스, 질소산화물 규제를 신설･개정하여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특히, 내연기관 상용차에 대한 환경 규제 확대 추진

14) 한국경제(2021), “L당 23.4㎞…미국車 연비기준 확 높인다‘
15) 한국자동차연구원(2021) “윤곽을 드러낸 美 친환경차 산업 육성 정책”,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Vol.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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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신차에 대한 온실가스, 연비, 질소산화물 규제 신설･개정 계획
규제 항목

규제 신설･개정 계획

온실가스(GHG)

∙ Light Duty/Medium Duty 차량에 대한 MY*2027~2030 규제 신설
∙ Heavy Duty 엔진･차량에 대한 MY2027~2029 규제 개정 및 MY2030~ 규제 신설

∙ 승용차/Light Duty 트럭에 대한 MY2027~2030 규제 신설
연비
∙ Medium Duty/Heavy Duty 엔진･차량에 대한 MY2030~ 규제 신설
(Fuel Economy)
∙ Heavy Duty 픽업트럭･밴에 대한 MY2028~MY2030 규제 신설
질소산화물(NOx)

∙ Heavy Duty 엔진･차량에 대한 MY2027~MY2030 규제 신설

* Model year : 차량 제조연도 기준

l ’20년 9월, 캘리포니아주는 2035까지 신규 판매되는 내연기관 승용차와 소형 트럭을 금지하고,

2045년까지는 중대형차량까지 확대하여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16)
-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운송 분야로 전체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기후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운송 분야 무공해･친환경 차량 보급
및 규제 강화 추진

(중국) 친환경상용차의 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을 연장하고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보급 정책을 추진
l 2020년 10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국자동차공정학회에서 제시한 친환경차 로드맵에서

2035년 일반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하고 50%까지 전기차 비중 확대17)
- 중국 자동차 생산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를 비롯하여 수소 등 친환경차 비중을
2025년 20%, 2035년까지 50%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보급 정책을 추진
l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2020년에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보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강화18)
- 보조금 기한을 ’22년까지 2년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가격 제한, 전기차 신규 비즈니스
모델 지원, 대중교통 차량의 전동화 촉진 등의 정책을 발표함19)
＊ 전기버스, 트럭, 특수차등 상용차는 탑재 배터리 용량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상한으로 버스는 길이에 따라 최대 9만위안, 트럭 및 특수차는 최대 3.5만위안으로 제한20)

16) KOTRA(2020.10), 美 캘리포니아,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 단계적 금지
17) 2020.10.28. 중국,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공식 선언, ChosunBiz
18) 한국자동차연구원(2020), 중국의 전기차 신보급 정책과 시사점
19) 2020년 4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정비에 관한 통지
20) 2015년 4월, 2016-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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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중국의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구분

2019년

전통 내연기관

95%

하이브리드차
신에너지차(전기차)

5%

2025년

2030년

2035년

40%

15%

퇴출

40%

45%

50%

20%

40%

50%

<표 14>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보급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 가격 제한

∙ 보조금 중단 시점을 ’20년 말 → ’22년 말로 연기
∙ ’20년 승용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2,500위안(약 390만원)
∙ 승용차는 30만 위안(약 5,170만원) 미만에만 지급
∙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가격 제한 예외

新 비즈니스 및 연구개발 지원

∙ 차량･배터리 분리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전 지원
∙ 스마트화･커넥티드화 등 신제품 개발 독려

대중교통 차량 전동화 촉진

∙ 버스, 택시, 물류, 공공기관에 전기차 보급･활용 촉진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만대/1년으로 제한(선착순)

4.2. 국내 정책동향
그간 정부는 친환경차 법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2019년 세계적 수준의 시장 선점을 위해 구체적 전략을 담은 국가 로드맵을
발표
l 정부는 2006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기차 부문 주행거리･전비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확보
l 2019년 10월, 정부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여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차 세계시장 적극 공략 추진
<표 15> 전기차･수소차 국내 연간 판매 목표
구분

2019

2020

2022

2025

2030

누적

전기차

4.2만대

7.8만대

15.3만대

27만대

44만대

300만대

수소차

0.6만대

1만대

2.5만대

6만대

16만대

85만대

판매비중

2.6%

4.9%

9.9%

18.3%

33.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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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개선을 위해 차종별 전략을 제시하고,

주행거리 향상 및 충전속도 단축 등 ’30년까지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함
- (차종 확대) 친환경차종별 장점을 고려하여 전기차는 고급세단, 소형 SUV, 소형트럭 중심으로
수소차는 SUV 및 중대형 상용차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차종 확대 추진
- (성능 개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우위 유지와 확대를 위해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개선을 통해 국산 전기차의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 유도
※ 전기차 부문은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를 600km로 확대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
보다 3배 수준(52분 → 20분) 향상(~’25)
<표 16> 전기･수소차 기술개발 방향
구분
전기차

수소차

’19~’22

’23~’25

’26~’30

주행거리 향상

주행거리 400km(’20)
전비 6km/kWh(’20)

주행거리 600km(’25)
전비 6.5km/kWh(’25)

주행거리 600km이상
전비 7.0km/kWh 이상

충전속도 단축

충전출력 200kW(’20)

충전출력 400kW(’25)

내구성 향상

(승용) 16만km(’22)
(상용) 50만km(’22)

(승용) 25만km(’25)

(승용) 30만 km(’30)
(상용) 80만km(’30~)

l (보급 확산) 친환경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개선, 수요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전기차 보급 확산 전략을 추진
- (보조금) 생산규모, 배터리 가격･성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차의 보조금 방식을
전면 검토 및 개정하여 ’22년 이후부터 지급 추진 검토
- (수요확대) 대형 물류업체･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 권고 및 구매실적 공표와
의무구매비율 설정 추진하고, 공공수요･대중교통 등으로 확산
- (충전기) ‘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5만기 구축을 목표로 매년 1,500기 구축

또한, 범국가적 정책인 한국판뉴딜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차로 전환 가속화 추진
l (그린뉴딜, ’20.7)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자동차 부문

중 전기･수소차로의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제시
- (전기차) ’20년 9.1만대 → ’25년 승용(택시 포함), 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 화물 13.5만대, 통학차 8.8만대 / **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2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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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환경개선효과가 큰 상용차의 집중 전환을 위해 보조금 확대, 가격 저감,
전략적 보급 목표 설정 등 친환경 상용차 지원을 대폭 강화
l 정부는 기존 ’25년까지 설정한 보급 목표 대비 수요 부족, 상용차 등 차종 보급 지연 등을 극복

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시장선점 가속화를 위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10)을
발표
l 전기자동차의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요를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전기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편의) 국민 생활거점,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25년 완속충전기 50만기, 급속충전기 1.5만기 등
상시 생활충전을 위한 전기충전기 구축, 노외주차장 5%이상 전용주차구역 할당,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22년까지 연장 등 추진
- (가격) ’25년까지 구입가격+연료비를 내연차 수준으로 저감
∙ 전기차 시스템 가격을 내연기관수준까지 인하를 위해, 구동부품 성능 제고, 부품소재 국산화 등에
집중
※ 전기차 배터리 가격 전망(단위 만원) : (’20년) 1,500 → (’25∼’26년) 920 →(’30년) 600

∙ 주요 부품모듈 시스템화･대량생산 등을 통해 200만원 수준 원가 절감 가능한 전용 플랫폼을
출시하고,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전용플랫폼 개발 ･공동활용 추진
∙ (보조금)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큰 상용차 지원 집중
※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2.5만대 지원(대당 1,600만원 지원)

- (수요)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대규모 소비자
확산의무 부과
∙ ’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 추진
2021년

∙ 0.8톤 전기트럭
∙ 10톤 수소트럭(국내)
* ’20.7월 수출
∙ 2층 고상 전기버스

2022~2023년

∙ 5톤 청소차 상용판매(’22)
➡ ∙ 수소광역버스(’22)
∙ 3.5톤 전기트럭(’23)
∙ 23톤 수소트럭(’23)

2024년

➡

∙ 10톤 특수차(’24)
∙ 수소VAN(’24)
∙ 수소 지게차(’24)

[그림 13] 주요 상용차종별 출시일정(안)

∙ (공공 수요 확대)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21년 80%에서 단계적 상향)
∙ (보급) ’25년까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전기상용차의 구체적인 보급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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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친환경 상용차 보급 목표
보급현황
(~’20.8월)

보급 전략

보급목표
(2025년)

10.9만대

∙ ’19년~’20년 신차 不在 → ’21년 신차 대거 출시(5종)
∙ ’21년 전기택시 보조금 확대(’21년 750만원+200만원 추가 지급)
∙ 내연기관 대비 高價 → 배터리리스 등으로 절반가격 판매(’22)

93만대

버스

1,125대

∙ 준공영 지역(노선버스 운영비용 지원)의 전기버스 활용 유도
∙ 중･대형 전기버스 지속 출시, 버스사업자 구매목표제 도입
∙ 시내버스 대폐차 물량을 친환경버스로 전환(서울시 등과 협력)

1.1만대

트럭

7,607대

∙ ’21년 최대 생산능력(2.5만대) 수준으로 보조금(1,600만원) 확보
∙ 0.8톤~3.5톤 경형~중형 트럭 출시, 보조금 예산 비중 지속 확대
∙ ’23년부터 택배용 화물차 경유차 판매 금지

19.3만대

승용

8,895대

∙ 보조금 유지(’21년 2,250만원), 공공기관 구매 강화(기관장 독려)
∙ 차세대 넥쏘 출시(내구성 2배), 구매가격 1천만원 인하(’23)
∙ 제철소 등 부생수소 발생지 업무차량 전환(~’30년, 포스코 6천대)

20만대

16대

∙ 보조금 유지(중앙 1.5억원, 지방 1.5억원) 연료보조금 신설(’21)
∙ SPC 설립을 통해 상용충전소 확충(’21~)
∙ 중소 버스 제조기업에 연료전지 공급(제작사 다변화)
∙ 상용충전소 구축과 연계하여 광역버스(’22년 출시) 시범사업 추진

4.6천대

차종
승용

전기

수소

버스

트럭

∙ 연료보조금(’23), 구매보조금 신설(’21, 중앙 2억원/지역 2억원)
수출 20대 ∙ 지자체 중심으로 특수차(청소차 등) 실증 등을 통해 공공수요 확보
∙ 10톤 유통물류 수소트럭 실증(’21~’22), 양산 개시(’22上~)

900대

l ’25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세부적인 로드맵을 발표

- (완성차 성능)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3대 핵심성능 세계 최고수준 확보
∙ (주행거리) ’25년까지 50%연장(400 → 600km)
∙ (에너지효율) ’24년까지 전비(현재 6.3km/kWh) 10% 향상
∙ (충전속도) 대용량 배터리(73kWh~) 차량 20분 내 80% 급속 충전 지원
- (핵심부품) ’25년 전지산업 연간 매출50조원, 소부장 분야 13조원 달성 및 글로벌 기술
초격차 전략
∙ 고성능 리튬이온전지(350Wh/kg급 이상) 기술 고도화 및 전고체 전지 기술개발 차량
적용(’30년 적용)
l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20.12) 파리협정,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00여개 국가와 발맞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상용차의 친환경화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주력
- 내연차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개선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 전환
-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천만세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 완비
-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차 구매･유지 경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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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승용·상용) 정부 R&D 주요사업 분석>

∙ 승용/상용을 포함한 전기차 전체 분야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상용차에 특화된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분석을 제시
- 전기차 주요 사업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10)”,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 추진방안(‘21.04)” 등의 주요 정책에서 제시한 정부 R&D 사업을 선정
※ 주요 사업 중 다차종 대상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연구 과제를 포함

5.1. 전기차(승용･상용) 주요사업 현황
전기차 분야 정부 R&D 주요 사업은 친환경차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주행거리･
충전 속도 향상 등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중심으로 지원
l 주행거리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한 배터리, 구동 시스템인 모터 및

인버터와 공조 및 열관리 시스템 등 전기차 전반의 핵심 공통 기술 중심으로 지원
l 핵심부품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능 평가 기반 구축 및 소형 전기차(초소형 및

퍼스널모빌리티 등)의 서비스 실증 연계를 지원
l 자동차 산업 위기지역 기업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

전기상용차 분야는 라인업 확대 기술과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지원
l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과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상용차 집중 전환을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라인업 확대, 구동장치 등의 R&D를 지원
l 대중교통 및 물류용 트럭/버스의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공용플랫폼 기술, 고효율 모터-감속기

기술 개발과 전동화에 따른 부품 안전･성능 및 주행 평가 기반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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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전기자동차(승용·상용) 분야 정부 R&D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그린카)

’09~계속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내연기관 등
배터리, 공조, 조향
이산화탄소배출 절감,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차
장치등
핵심기술 개발

산업위기지역미래
자동차핵심부품개발

’19~’21

미래자동차 핵심부품인 구동시스템, 배터리 시스템,
전기구동 섀시융합부품의 기술개발 지원

산업위기지역미래형
전기차부품개발

’19~’21

구동시스템 개발,
소량생산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단기
부품 실증 및 인증
구축 및 부품 기술개발 지원
평가 등

산업위기지역미래
자동차종합안전시험장

’19~’21

전기차･ 수소차 분야 충돌안전, 성능, 신제품개발을
전기･수소차 안전･
위한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중소기업 제품화 기술
성능 평가
지원 등 종합안전시험평가 및 관련 부품개발 지원

산업위기지역친환경
고기능상용차특장차

’19~’21

상용차를 활용한 특장차 부품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전기 상용차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친환경 고기능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성능 평가
인증 지원 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지원을
위한전기자동차개방형
공용플랫폼

’19~’21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수평적 개방화된 전기차 산업
전기차 공용 플랫폼
육성을 위한 초소형 전기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개발

초소형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실증사업

’19~’25

초소형 전기차의 다양한 실제 이용환경에서 차량 및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新 이동 서비스모델’
검증 및 조기 정착 유도

시장자립형3세대xEV
산업육성사업

’20~’25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xEV 요소기술
모터, 인버터, 충전
개발
* 1회 충전 주행거리(50% 이상) 및 주행 효율(20% 시스템, 배터리 등
이상) 향상, 충전시간 단축(1/3 이하)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사업

’20~’24

상용차 특화모터,
상용차산업 경쟁력 회복과 시장창출을 위한 융복합
내연기관 친환경화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기업육성
기술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
충전시스템기술개발

’20~’24

이차전지 고출력화를 통한 충전시간 단축 기술개발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세계시장 선도

배터리, 충전단축
시스템

전기차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20~’24

전기차 고장 DB 및 분석장비 등을 통한 유지보수
기반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수용성 및 관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전기차 전후방 산업 육성 지원

전기차 유지보수
기반 기술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
기술개발

’21~’25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 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전기차 튜닝

’21~’23

중소형 전기구동 상용차에 대한 다양한 고객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전장(全長) 등이 변경
가능한 가변플랫폼 개발

전기상용차 전용
공용 플랫폼

’21~’25

PM을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동 플랫폼 개발, 및 투입 퍼스널 전기모빌리티
/실증하여, 고신뢰성 국산 PM 기반 이동서비스 체계
서비스별 실증
확보

가변플랫폼기반중소형
전기버스/트럭및운영
시스템개발
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
핵심기술개발및실증

사업내용

주요 기술

구동, 배터리,
섀시 등

초소형 전기차
서비스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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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기상용차 주요 사업 현황
(가변플랫폼기반중소형전기버스･트럭및운영시스템개발) 대중 교통용 소형버스,
도심 내 물류 운송용 소형트럭 등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소형 상용차에
적용이 가능한 공용 플랫폼 개발
l (전기트럭버스 전용 롤링섀시 기술개발) 롤링섀시 구성시스템 개발, 구성부품 패키지 설계 등
l (가변형 롤링섀시 활용 차량적용 기술 및 운영환경 개발) 물류 운송용 트럭 및 대중 교통용

버스의 디자인 개발, 동일 롤링섀시 활용 패키지 레이아웃 개발, 플랫폼 및 바디 골격 등의
캐빈 개발 등

상용 전기차 가변플랫폼

다양한 어퍼바디로 적용

⇨

자료: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그림 16] 중소형상용차 공용플랫폼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상용차산업 경쟁력 회복과 시장
창출을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 및 시험･실증 기반구축 및 기업육성
l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 상용차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고도화와 선제적 시장 확보 추진
- 상용차 친환경화를 위한 모터-감속기 기술 및 사고회피 등 안전분야 기술개발
l (점프-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Co-LAB 기반 조성,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 및 기업육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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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친환경고기능상용차특장차) 상용차 부품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 고기능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인증 지원 체계 구축
l (기반구축) 상용특장차 부품 고하중/고속 내구시험기, 상용특장차 전기식 4축 로드시뮬레이터,

등 안전성 평가 및 실차 종합 주행평가, 친환경 상용차용 타이어 평가 등의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l (기업지원) 주행시험장을 통해 장비활용 안전성 평가지원 및 실주행 실증 평가를 지원하고,

국제인증체계 구축 및 취득지원 등 기업 지원

※ ① 상용고속주회로, ②종합시험로, ③내구시험로, ④ 등판로, ⑤직선로, ⑥저마찰로, ⑦소음시험로, ⑧웹그립로
자료: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림 15] 상용차 주행시험장

(기타 사업) 전기차산업기술개발(그린카) 및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사업
등의 사업에서 구동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l 시장자립형3세대 xEv산업육성사업에서는 중대형상용차 240kW급 이상의 구동 시스템 및

인버터 기술 개발 지원
l 전기차산업기술개발(그린카)사업에서는 전기버스용 충전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플랫폼 등의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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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기반 전기상용차 정부 R&D 투자 분석>

∙ 전기상용차는 전기차의 연구개발 범주 내에 있으며, 상용차에 한정된 규모 역시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16년 12개 과제, 92억원 규모의 투자에서 ’20년 66개 과제, 294억원 규모의 투자로 확대
※ 위의 주요사업별 투자 분석 외에 NTIS기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전기상용차 투자 현황을 분석
※ 전기차 키워드와 상용차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하는 과제 중 수소, 하이브리드 등 키워드를 포함하는
과제는 제외함
(단위 : 백만원, 개)

[그림 16] 전기상용차 정부 R&D 과제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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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요약 및 정리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규제 대응 측면과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전기상용차 동향을 살펴보았음
l 전기상용차의 범위는 구동 방식에 따라서는 배터리 기반 전력구동, 법적 정의에 따라서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범위로 설정함
l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 정기적 주행, 잦은 주행빈도와 긴 주행거리 등의 주행환경에서 운행

되며, 다품종 소량생산 된다는 특징을 보임

부품은 모터, 인버터, 변속기, 배터리, 공조장치, 충전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일반
전기차 기술개발과 대체로 공통되나 일부 사양 차이가 있음
l 부품별 전기상용차 기술개발 방향은 고출력 모터, 다중모터 다단변속기, 고전압 인버터, 배터리

대용량･고효율화, 히트펌프 공조장치, 차세대 급속충전 등으로 정리됨

국가별 기술 동향은 각국의 산업생태계에 따라 완성차, 저가형 배터리, 하이브
리드화, 고성능 부품 등 추진 방향에서 차이를 나타냄
l 자동차 제조 역량을 갖춘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산업적 역량에 따라

생산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확보해나가고 있음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버스와 픽업트럭 등을 중심으로 모델 출시를 시작하고
있음
l 전기상용차 시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로 전기버스와 중소형

전기트럭을 중심으로 판매율이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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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의 동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내에서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이 전기상용차 기술개발에 대한 동인으로 작용
l 우리나라 정책은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의 측면에서

전기차 정책 내에 전기상용차 관련 전략들이 일부 포함됨
l 전기자동차 정부 연구개발 내에서 상용차 부문에서는 라인업의 확대와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기반구축 등이 지원됨

6.2. 시사점
상용차의 친환경화는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주력산업의 경쟁력과도
연관이 있음
l 자동차 산업에서 상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유관 공급/수요산업 등을 감안할 때, 미래자동차

전환 중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화는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환경규제에 대한 시점이 승용차량보다 늦어져 미래 운송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제약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상용차의 전동화 전략은 차량의 특성과 수요처의 요구사항 등에 기반하되 공통･
유관 기술들의 고도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
l 기술 한계로 인해 수소전기차와의 보완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동화에

한계가 있는 국가 등에서는 내연차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임
- 확대 및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는 특정 형태의 친환경차 개발만으로 만족하기 어려우며,
전동부품 추가, 내연기관 연비 및 환경개선 효율화 기술개발도 함께 요구됨
l 상용차의 전동화 투자는 국가 미래자동차 전환의 큰 청사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연구

개발 및 금융 지원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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