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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기자동차 산업과 국제 표준화 동향

전기차 정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정의

● 친환경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

●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기차 충전을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FCEV, Fuel Cell

위한 스마트그리드 연계 기반의 충전시스템 기술(충전 인터페이스, 차량 탑재형 충전기, 외치형 충전기,

Electric Vehucle)로 분류

전력량 계측 및 과금 등)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운용 효용성 확보를 위한 전기차 운행정보 수집 및 운용
행태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전력계통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용이 고려된 스마트그리드 연계 기술

●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모터로도 구동되나 가솔린이나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효율 좋은

등을 총 망라함

내연기관차로 분류
● 국제표준기구인 ISO/IEC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관련 기술들에 대하여 국제 표준화를 진행해 왔으며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일정

거리를 전기차 모드로 주행 가능한 차로 최근 들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함께 묶어 플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안전성에 대한 강화 노력으로 기존 표준에 대한 업데이트와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러그인자동차라고 부르며 이 둘을 넓은 의미에서의 전기차로 분류하기 시작함
●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표준으로는 IEC 62196-x, IEC 61851-x 등이 있으며, 최근 ISO/IEC JWG(Joint
●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계통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Working Group)에서는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간 데이터 통신을 위해 ISO/IEC 15118-x 표준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있으며 구축된 충전 인프라를 공유함

● 최근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글로벌 메이커 및 신흥 메이커의 전기차 개발 확대에 힘입어 전기차 관련

국제 표준화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국가간 표준 선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됨
●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차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그림 1 친환경차 분류

구분

하이브리드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lug-in HEV)

전기차
(EV)

수소연료전지차
(FCEV)
그림 2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성 개요

엔진+모터(보조동력)

모터로 주행가능

모터만으로 주행

수소/산소로 전기발생

석유

석유+전기

전기

수소

구조
/
특징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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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산업과 국제 표준화 동향

전세계 각국의 전기차 정책동향
● 2014년 10월 유엔은 IPCC 4차 기후변화 최종보고서를 승인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증가와

지구 온난화의 상관관계는 분명하며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이 없다면 지구 온난화에 의한 재앙을 초래할

● 중국은 2020년까지 누적 보급대수 500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아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수 있다고 경고함
● 2015년 아시아개발은행과 칭화대학의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 이에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면서 그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의 걸림돌이었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동참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은 큰 흐름임
● 따라서 최근 세일가스와 국제 경제 침체로 인한 저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매우 큰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당연한 결과임

10개 중 중국의 도시가 7개를 차지. 또한 중국의 500개 대도시 중 WHO 공기질량기준을 통과하는 도시는
1%도 안 됨. 따라서 대기오염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정책은 필연
● 중국의 재정부에서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보급 방안에 따르면, 2016년에는 공기오염이 심한 성, 시가

3만 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을 달성할 경우 9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 3만 대 이상일
경우 최대 1억 2000만 위안의 인센티브 수여

● 미국, 유럽 특히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전기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며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있음

● 수여받은 인센티브는 다시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사업에 투자(충전시설 확대, 에너지 자동차 전용 주차장

증설,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할인 등)해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방식 채택
● 미국은 에너지국(U.S. Department of Energy) 주관으로 ‘전기자동차를 전역으로(EV Everywhere)'라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를 보급하기로 하였으나 목표에는

● 최근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직접보조금 정책을 다소 바꾸었는데 최

미치지 못함.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최근 구매자에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구매보조금 혜택을 상향하는

소 주행가능거리를 80km에서 100km 상향하였고 예고한대로 보조금은 단계별로 축소해 나가고 있음

것을 검토하는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베이징시의 전기차의 번호판 추첨면제 등 전기차 시장확대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정책들이 건재
● 독일은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공차량의 약 10%를 50g CO2/km 배출량 이하로 감

하고 있어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고속 성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 활성화 계획을 선포하였으며, 독일의 전기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중앙정부
BMWi(지식경제부), BMVBS(건설교통도시부), BMU(환경부), BMBF(교육부)의 협의 하에 국가 E-모빌
리티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2012년 4월 4개 지역(Baden-Wuerttembeg,
Berlin/Brandenburg, Lower Saxony, Bavaria)을 전기교통수단 쇼케이스로 지정하고 3년간 약 6천 7백만
유로를 약 150개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은 전기차 정책 추진을 위한 장기 계획인 ‘차세대 자동차 전략 2010’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의 비중을 10% ~ 20%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을 위하여 ‘EV/PHEV 실증타운 검토회’를
조직하여,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 및 실증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정부에
서는 현재 시판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740천 엔 ~ 960천 엔 규모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취득세는 2.4% ~ 2.7% 감세. 지방정부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370천 엔 ~ 480천 엔을 지급하고 중량세
감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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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전기차 시장 동향
● 전세계 2015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은 극심한 저유가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비 70%정도 성장하였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전기차보다 다소 높게 성장하였음

● Frost & Sullivan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묶어 넓은 의미의 전기차로 분류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체 친환경차 시장에서 50%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 북미는 저유가의 영향이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G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인 볼트의 판매량이 저조

한 탓에 약간의 역성장을 하였으나 테슬러의 모델X 출시 등에 힘입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이어갔음

● 최근 들어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배터리 기술에 힘입어 일충전거리가

300km를 상회하는 전기차들이 개발 중에 있는데 GM 은 Bolt 전기차를 2016년말에 테슬라는 보급형인 테
슬라 모델3를 2017년에 출시할 예정임

● 유럽은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이 90%나 큰 폭으로 성장

하였음.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독일 업체를 비롯한 자동차

● 이외에도 아우디, BMW 등 독일 업체들도 일충전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인 전기차를 기획하고 있는 것

메이커들이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응하여 슈퍼크레딧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

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거리 전기차의 출시 붐은 전기차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충전

리드자동차를 대거 출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주어 빠른 시장 확대가 예상됨

● 중국은 2015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함. 중국정부의

강력한 전기차 확대 정책과 함께 대도시의 번호판 혜택이 2014년 대비 250%이상의 성장을 이루는 동력
원임. 중국 전기차 시장은 향후에도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그림 3 2015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현황 (출처 : SNE리서치)

그림 4 친환경차 시장 전망 (출처: Frost & 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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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산업과 국제 표준화 동향

● 전기차 관련 국제 표준은 IEC ISO 양대 표준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혹은 조인트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제정

되고 있음
● 국내 전기차 보급은 환친차법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내에서 1년 단위

보급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이는 연차별 법정계획의 위상을 지니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환친차 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전기차 충전 시스템 관련 표준은 크게 차량과 외부전원을 연결하여 주는 충전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과

충전장치에 관한 표준 그리고 차량과 외부 충전장치간의 통신 표준으로 구성됨

●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20년 20만대, 급속충전기 1,400기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충전인터페이스 표준 현황
●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2015년까지 고속 전기차를 중앙정부에서 1,500만과 지자체 보조금 약 800만원 ~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매단계에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공채할인금액 등을 감면해 주고
있음
● 한국은 2015년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목표인 3,000대에 근접하여 2014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성장하였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은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출시하였으나 보
조금 정책 미비와 충전인프라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소량의 판매만 기록하였음. 한국 정부는 2016년 전기차
8,0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3,000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을 책정하였음
● 또한 2017년 3만대로 확대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도 본격화될 전망임 이와 함께 충전 인프라 시장도 확대

될 예정이므로 충전 인프라 표준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임

● 충전인터페이스에 관한 국제 표준은 IEC 62196-x 로서 전원 방식에 따라 달리하는데 아래와 같음

◆ IEC 62196-1 : 전기차용 커넥터-인렛 공통 표준
◆ IEC 62196-2 : 교류 전기차용 커넥터-인렛 표준
◆ IEC 62196-3 : 직류 전기차용 커넥터-인렛 표준
● 교류충전은 일반 가정이나 건물에서 교류전원으로부터 전류를 받아 차량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충전기를

통하여 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인데 단상을 사용하는 5핀 타입과 단상과 3상 모두 사용
가능한 7핀 타입이 있음
● 5핀 타입은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표준으로 사용 중이며 7핀 타입은 유럽에서 사용 중이다. 중국도

7핀을 사용하나 국제표준이 아닌 독자표준을 사용하고 있음. 일반 가정에 단상이 많이 보급된 국가는 5핀
타입을 채택하고 있으며 3상이 많이 보급된 국가는 7핀 타입을 채택하고 있음
● 직류충전은 외부 충전장치로부터 직접 직류를 받아 차량 내부 배터리에 직접 충전하는 방법인데 외부충

전장치는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하여 주는 역할을 함
● 직류충전은 주로 대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급속 충전장치에서 사용되고 있음. 교류충전도 급속충전이

가능하나 제한적이고 최근에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있어 충전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더욱 큰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급속충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류충전은 완속 충전에만 사용될 전망
● 직류충전은 일본의 차데모 방식이 먼저 개발되어 국제 표준으로 제안되었으나 유럽과 미국이 연합하여

콤보 방식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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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데모 방식은 급속충전을 위한 직류충전만을 위한 것이어서 완속충전을 위한 교류충전을 위해서는 차량에

데이터 통신 표준 현황

교류용 인렛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콤보 방식은 하나의 인렛만 필요함
● 차데모 방식과 콤보 방식은 차량과 외부 충전장치와의 통신을 위하여 각각 CAN과 PLC를 사용함. 차데모
● 다만 콤보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교류충전을 위하여 각각 5핀과 7핀을 사용

에서 사용하는 CAN 프로토콜은 IEC 61851-24에 정의되어 있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급속충전을 위한 직류를 공급할 수 있는 핀을 추가하여 미국은 5핀 콤보,
● 콤보 방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은 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PLC) 기술을 사용하는데

유럽은 7핀 콤보를 표준으로 정하고 있음

ISO와 IEC가 JWG(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음
● 콤보 방식은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급속과 완속용 인렛을 한 개만 장착하면 되므로 디자인 측면이나

◆ ISO/IEC 15118-1 : 전기차 충전 일반사항 및 유즈 케이스

코스트 측면에서 유리함. 5핀 콤보와 7핀 콤보는 인렛형상만 다를 뿐 충전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 ISO/IEC 15118-2 : OSI 계층별 요구사항

공유할 수 있어 차량 개발이 용이함

◆ ISO/IEC 15118-3 : 물리/데이터링크 계층 요구사항

● 차데모 방식은 콤보 방식보다 먼저 개발되어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차데모 방식의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콤보 방식과 함께 사용가능한 급속충전기들이 주로 보급되고 있음

● 현재 ISO/IEC 15118-1, 15118-2, 15118-3 모두 제정이 완료되었는데 15118-3에서 PLC 통신기술은 Home

Plug Green PHY 기술이 부록 A에규정(Normative)으로 채택되었고, G3 기술은 부록B에 정보(Informative)로
채택되었음

● 유럽은 독일업체가 주동이 되어 7핀 콤보 방식을 표준으로 정하였으며 미국도 SAE J1772에서 5핀 콤보

방식만을 표준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은 점진적으로 차량과 충전기 모두 콤보 방식으로 보급

● ISO/IEC 15118-3에서 선정된 Homeplug Green PHY 칩셋을 개발중인 업체로는 퀄컴(Qualcomm Atheros)

및 그린비티(Greenvity) 등이 있으며, 퀄컴은 다임러, 포르셰, BMW, GM, 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주요 전기

될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 업체와 협력하여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음
● 콤보 방식에서 채택된 전력선통신은 단순히 급속충전 뿐 아니라 차량과 외부 충전장치 그리고 그리드와의
그림 5 교류 및 직류 충전 커플러 비교

IEC 62196-2

통신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한데 최근 V2G 기술을 위한 통신 표준을 ISO/IEC 15118-4(Vehicle
AC 5핀

AC 7핀

to grid communication interface - Part 4: Network and application protocol conformance test),
15118-5(Vehicle to grid communication interface - Part 5: Physical layer and data link layer
conformance test)으로 제정중임

교류충전(AC)
커플러

● V2G 기술은 향후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그리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임. 더불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라 전기차가 스마트그리드의 중요한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활용가능
한데 이를 위해서는 V2G 기술은 필수적임
IEC 62196-3

5핀 콤보

7핀 콤보

차데모(DC전용)

● 전력선기술은 급속, 완속 충전시스템 모두에서 시용이 가능하므로 모든 충전장치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CAN 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은 별도로 전력선 통신이 가능한 제어기를 별도로 탑재해야 하므로
불리함
직류(DC) 및
콤보(AC/DC 겸용)
충전 커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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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장치 표준 현황

기타 표준 현황

● 충전장치에 대한 표준은 1차적으로 제정이 완료되고 2차 개정이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음

● 전기차의 접촉식 충전 방식과 달리 물리적인 접촉 없이 충전이 가능한 비접촉식 충전 기술이 개발되고

◆ IEC 618151-1 : 접촉식 전기차 충전 일반 요구사항

있음

◆ IEC 61851-21-1 : 전기차 OBC의 충전 중 EMC 요구 사항
◆ IEC 61851-21-2 : 교류 충전스탠드 및 직류충전장치 EMC 요구 사항

● 전기차의 비접촉식 충전 기술은 또는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1차와 2차 유도결합 방식을 사용한 유도식

◆ IEC 61851-22 : 교류 충전스탠드 특성 요구조건, 작업 중지

충전방식이 오래전에 개발되어 GM EV1에 적용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미국 MIT에서 처음 개발한 자기

◆ IEC 61851-23 : 직류 충전장치 특성

공명방식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

◆ IEC 61851-24 : 직류 전용 통신프로토콜
● 이러한 비접촉식 충전 방식은 미국 SAE 2954(제정 중) 표준에서 무선충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IEC
● IEC 61851-1 일반 요구사항은 금년 6월 목표로 3차 개정 중임

● IEC 61851-21은 IEC 61851-21-1 및 IEC 61851-21-2로 분리 제정 중인데 전기차 충전 중의 전자기적합성

(EMC) 요구 조건을 강화하기 위함. 61851-21-1 충전 중 EMC 요구조건과 61851-21-2 충전스탠드 EMC

61980-1 표준(제정 중)에서 명칭을 무선충전시스템으로 변경함
● 무선충전에 대한 국제 표준은 IEC 61980-1(무선충전 방식에 대한 일반 요구조건)으로 신규 제정하고 있으며

무선 충전에 대한 V2G 기술은 IEC 15118-6, IEC 15118-7에서 신규 제정 중임

사항, 직류충전장치 EMC 사항이 3가지 표준은 전기차 관련 최소한의 요구사항임
●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의 충전 편리성을 증대시켜 줄 뿐 아니라 최근 부상하고 있는 무인 자율 주행기술과
● IEC 61851-22 교류충전 스탠드는 개정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내용을 61851-1과 61851-21-2로 이동시킴

● IEC 61851-23과 IEC 61851-24은 콤보 방식을 추가하여 개정되고 있음

접목할 경우 완벽한 무인차가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중요한 기술임
● 또 다른 충전방법은 아예 충전된 배터리로 통째로 교환하는 배터리 교환방식인데 이에 대한 국제 표준은

IEC 62840으로 2016년 6월 제정 예정임
● 배터리 교환 방식은 이스라엘과 중국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나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배

터리 교환소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더 이상 확산되지는 못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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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동향 및 전망

전기자동차 산업과 국제 표준화 동향

● 국내 충전관련 표준화 작업은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진행 되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 충전스탠드 제작

국제표준 진행 현황

업체 및 연구소 및 대학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산업현황을 고려하여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음
Project
IEC 61851-1
Ed. 3.0

Title
Electric vehicle conductive charging system
– Part 1 : General requirements

Init.
Date
2012-07

Next Stage

CCDV–2015-05 ADIS – 2015-11

Forecast
Publication
Date
2016-07

2012-07

Electric vehicle conductive charging system
IEC 61851-21-2
– Part 21-2 : EMC requirements for OFF
Ed. 1.0
board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s

2012-07

IEC 61851-23
Ed. 2.0

Electric vehicle conductive charging system
– Part 23 : DC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2015-12

IEC 61851-24
Ed. 2.0

Electric vehicle conductive charging system
– Part 24 : Digital communication between
a d.c. EV charging station and an electric
vehicle for control of d.c. charging

2015-12

IEC 61980-1
Ed. 2.0

ELECTRLC VEHICLE WIRELESS POWER
TRANSFER (WPT) SYSTEMS – Part 1 :
General requirements

2015-12

AMW–2015-12

IEC 61980-1
am1 Ed. 1.0

ELECTRLC VEHICLE WIRELESS POWER
TRANSFER (WPT) SYSTEMS – Part 1 :
General requirements

2015-10

AMW–2015-10 CCDV – 2015-10

2016-06

User identification in Electric vehicle Service
Equipment using a smartcard

2012-09

ANW–2012-09

1CD – 2016-02

2016-06

Electric vehicles conductive charging system
– Part 2x : Bi-directional d.c. charging station

PNW–2015-02

1CD – 2015-09

2017-03

Electric vehicle charge station – Monitoring
system

PNW–2015-02

1CD – 2015-09

2017-03

IEC 62982 Ed.
1.0
IEC 62983
Ed. 1.0

충전소에서 수십 분 안에 충전하는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충전 표준 모두 표준화 작업이 진행됨.

ADIS–2015-08

DEC – 2015-12

2016-05

개정하였으며 교류충전 및 직류충전 스탠드를 개발하기 위한 표준은 각각 KS C IEC 61851-22, KS C IEC
61851-23으로 2011년 9월 제정됨

A3C D–2015-01 3CD – 2015-11

AMW–2015-12

1CD – 2016-07

2017-03

2018-04

● 당시 우리보다 먼저 전기자동차를 개발, 보급하고 있던 일본은 전세계에 차데모타입의 급속충전기를 설치

하고 있었던 반면, 미국, 유럽 등의 콤보타입은 표준화 논의단계에 있었기 차데모 타입의 급속충전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스마트그리드 단체표준으로 2011년 11월에 제정하였음

AMW–2015-12

1CD – 2016-07

2018-04

● 이후 2014년 닛산 리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국내표준은 차데모와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

며 또한 2014년부터 BMW i3 전기차와 GM 스파크 전기차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면서 콤보타입의
1CD – 2016-03

2017-12

급속충전기를 요구함에 따라 2015년 5월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표준을 제정함(KS R IEC62196-3)
● 현재 환경부는 국내 운행중인 모든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의 케이블을 갖는 멀티형

Electric vehicle wireless power transfer (WPT)
systems – Part 2 specific requirements for
IEC/TS 61980-2
communication between electric road vehicle 2013-08
Ed. 1.0
(EV) and infrastructure with respect to wireless
power transfer (WPT) systems
Electric vehicle wireless power transfer (WTP)
IEC/TS 61980-3
systems – Part 3 specific requirements for
Ed. 1.0
the magnetic field power transfer systems.

● 일반 가정에서 수시간 동안 천천히 충전하는 완속 충전을 위한 교류충전 표준과 주유소와 같은 개념의

● 우선 접촉식 충전시스템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KS C IEC 61851-1)은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2011년 6월

Electric vehicle conductive charging system
IEC 61851-21-1 – Part 21-1 Electric vehicle onboard charger
Ed. 1.0
EMC requirements for conductive connection
to a.c./d.c. supply

IEC 62831
E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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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ge

급속충전기를 국내에 설치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여러 표준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국가별로

하나의 표준을 채택하려는 추세임. 최근에 중국은 독자 충전 방식을 쓰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하여 강력
하게 제재할 것을 예고함
● 국제표준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통신방식인 PLC는 HPGP (Home Plug Green PHY)인데 국내에는 이미

AMI 사업을 통하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전력계량기에 또 다른 고속 PLC 통신(HS-PLC)이 사용되고 있어
A3CD–2016-01 CDTS – 2016-04

2016-09

국내에 HPGP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양자간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음
● 이러한 표준 충돌로 국내에서는 회피 방법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여러 차례 검

2013-08

ACDV–2015-12 CCDV - 2016-03

2017-03

증시험을 통하여 직류 급속충전의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하나 교류 완속충전의 경우에는 회피가 어려워
이에 대한 HSPLC 칩 개발 및 표준화가 논의중

ISO 15118-4
Ed. 1.0

Road Vehicles – Vehicle to grid
communication interface – Part 4 : Network
and application protocol conformance test

2014-03

A3CD–2015-12 3CD – 2016-01

ISO 15118-5
Ed. 1.0

Road vehicles – Vehicles to grid
communication interface – Part 5 : Physical
and data link layer conformance tests

2014-08

A2CD- 2015-03 2CD – 2015-06

ISO 15118-6
Ed. 1.0

Road vehicles – Vehicle to grid
communication interface – Part 6 : General
information and use-case definition for
wireless communication

2014-07

ADIS–2016-01

ISO 15118-7
Ed. 1.0

Vehicle to grid communication interface –
Part 7 : Network and application protocol
requirements for wireless communication

2015-06

A2CD–2015-12 2CD – 2016-01

ISO 15118-8
Ed. 1.0

Vehicle to grid communication interface –
Part 8 : Physical layer and data link layer
requirements for wireless communication

2015-05

CDM–2015-09 A2CD – 2015-12

DEC – 2016-05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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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표준화 동향 및 전망

● 환경부는 급속충전의 경우에는 상호간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결론을 토대로 HPGP PLC가 탑재된 GM

Ⅴ

맺음말

전기자동차 산업과 국제 표준화 동향

● 전기차 관련 국제 표준화 작업은 아직도 진행형임

전기차와 BMW i3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충전기에도 HPGP PLC를 탑재하여 보급하고 있음
● 향후 V2G 기술 등 미래 기술이 보편화를 위해서는 전기차와 충전기에 국내 전력인프라와 호환이 가능한

국내 PLC 방식(HSPLC)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접촉식 충전 커플러 표준은 경제적인 이유로 각 국가별로 하나의 표준으로 유럽은 7핀 콤보, 미국은 5핀

콤보, 중국은 자국 표준, 일본은 차데모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계의 도움으로 국제표준기구에는 국내의 특수성을 이해시켜 국제

● 따라서 국내도 하나의 표준으로 통일하여야 하는데 국내 실정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콤보방식으로 통일

표준에 예외조항을 삽입시켜 국내 PLC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고 최근 정부과제로 국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데이터 통신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HS-PLC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PLC 통신방식의 차량용 칩과 모뎀이 개발되고 있어 국내 통신 방식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음

● 지금까지 국내는 접촉식 충전에 대해서만 표준이 제정되었지만 국제적으로는 비접촉식, 즉 무선충전 표준화

작업이 한창이며 무선충전은 자율주행 차량 기술과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국제적
협력 아래 표준화를 진행시켜야 함
● 또한 충전인프라는 그리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V2G 관련 표준화도 국내에서 충분히 검토

되고 준비하여야 함. 또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 작업 등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대규모 보급 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표준들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러한 표준들은 향
후 새로운 산업을 창조시킬 수도 있기에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기업들로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결론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와 관련 기업이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즉,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 관련 기업 등
표준화 관련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내 전기차 발전에 튼튼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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