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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전세계 전기차 보급현황 및 확대전략해외이슈

◈ 세계적으로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기차의 주요국 현황, 확대 전략에 대한

조사 및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 분석

□ 개 요

 ◦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적·경제적·산업적 측면 등 다양한 

이점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세계 각국은 전기차 보급목표 설정,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축, 전기차 

생산 확대 및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

□ 주요국 전기차 보급현황 및 확대전략

 ◦ 전 세계 전기차 신규 보급대수(’17년 기준)는 114.9만대로 전년(74.4만대)대비 

약 5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중국과 미국이 각각 약 58만대, 20만대를 기록

   - 중국은 누적기준, ’17년 보급 기준 모두 세계 1위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

순위 국가

전기차
(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합계

2017 신규 누적 2017 신규 누적 2017 신규 누적

1 중국 468.00 951.19 111.00 276.58 579.00 1,227.77

2 미국 104.49 401.55 93.86 360.51 198.35 762.06

3 일본 18.10 104.49 36.00 100.86 54.10 205.35

4 노르웨이 33.03 116.13 29.23 60.18 62.26 176.31

5 영국 13.55 45.01 33.70 88.66 47.25 133.67

6 네덜란드 8.63 21.12 2.45 98.22 11.07 119.33

7 프랑스 25.98 92.25 8.79 25.82 34.78 118.77

8 독일 25.07 59.09 29.50 50.47 54.56 109.56

9 스웨덴 4.36 12.39 15.99 37.28 20.35 49.67

10 캐나다 8.71 23.62 7.97 22.33 16.68 45.95

계 750.49 1,928.36 398.21 1,180.69 1,148.70 3,109.05

< 국가별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급현황 >

(단위 : 천대)

* 출처 : IEA, World EV outloo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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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푸른 하늘 지키기 3년 행동계획』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신에너지차* 

200만대를 보급함으로써 오는 ’20년 전기차 500만대 보유시대를 맞이할 전망

* 신에너지차 : 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연료전지자동차(FCV)

 ◦ 북미지역 11개 州와 유럽 4개국은 `ZEV Alliance`를 결성(’15)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소비자의 인식 향상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구 분 ∼2025 ∼2030 ∼2050
추가 보급 목표(대) 1천만대 2천만대 모든 승용차 대상

온실가스 감축(MtCO2eq/yr) - 125 1,500

< ZEV Alliance 추진목표 >

* 출처 : ZEV Alliance 홈페이지 참고

□ 국내 현황

 ◦ (현황) 정부 및 지자체의 구매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노력을 기반으로 

최근 전기차 보급대수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적
제주 46 144 160 409 1,615 3,706 3,087 6,563 15,730
서울 73 285 330 212 452 455 4,112 3,944 9,863
대구 7 5 4 5 92 209 1,693 4,607 6,622
기타 212 317 284 446 747 1530 4,891 11,609 20,036
계 338 753 780 1,075 2,907 5,914 13,826 27,068 52,661

< 국내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현황 >

(단위 : 대)

* 출처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18년 보급대수는 12월 4일 기준 접수대수 기준)

 ◦ (목 표) `30년까지 3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40년까지의 

보급목표* 설정을 통한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 기대

* 500∼1,000만대 보급(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18.11)

   - 충전기술·인프라 확충 및 관련 新서비스산업 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시사점

 ◦ 도전적인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범국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

 ◦ 중국의 본격적인 전기차 확대정책을 국내 전기차 부품산업과 관련 신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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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해외이슈 < 전세계 전기차 보급현황 및 확대전략 >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38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10.29.)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횎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2018.11.07.)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관계부처 합동, 2018.07.)
 - 환경부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환경부, 2018.12.04. 기준)
 - 中,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 200만 대 보급 계획 (KOTRA, 2018.11.28.)
 - ZEV Alliance 홈페이지 (http://www.zevallianc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