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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DS5 하이브리드 출시

포뮬러 E 참가

모든 전동화 파워트레인

E-TENSE 로 명명

베이징 모터쇼

DS 7 크로스백 E-텐스

최초공개

DS 7 크로스백 E-텐스  및 

 DS 3 크로스백 E-텐스 

유럽 공식 출시

포뮬러 E 2시즌 연속 우승
포뮬러 E 2019/20 시즌 우승,
2시즌 연속 더블 챔피언 및 
3년 연속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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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좀 더 ‘무공해’

자동차를 이용하고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보조금, 세제 및 기타 혜택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등으로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정책으로 인해 제조사들은 CO2 배출량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이며, 

도심 내 자동차 통행 규제도 더욱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화석 에너지 고갈로 

인해 계속해서 오를 전망입니다. 

2020년 상반기, 친환경차

92,970 
2019년 상반기 대비 판매량

+31.8% 

2020년 상반기, 전기차

22,720 
2019년 상반기 대비 판매량

+27.4% 

1 - 1

1 - 2



# HAUTE COUTURE. 
ELECTRIC 
스피릿 오브 아방가르드.(Spirit of Avant-garde) DS 오토모빌은 혁신 

기술과 프랑스의 럭셔리 노하우가 조화를 이룬  제품을 통해 DS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DS 오토모빌은 2014년 브랜드 설립 이후 2025년 DS 전 모델의 100% 

전동화를 목표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해왔습니다. 그 첫 발걸음이 

2015년 100% 전기 모터로 승부를 가리는 포뮬러 E 참가입니다. 2016년, 

DS 퍼포먼스(DS PERFORMANCE)팀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된 콘셉트 카 DS E-텐스(DS E-TENSE)가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

되었습니다. 이후, ‘E-텐스(E-TENSE)’ 라는 명칭은 DS 오토모빌의 전동화 

모델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 DS E-TENSE
100% ELECTRIC
DS 오토모빌은 모든 모델의 전기 동력화 변환을 목표로 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DS 7 크로스백 E-텐스와 DS 3 크로스백 E-텐스 출시 입니다.

전기차임에도 디젤 모델과 동일한 크기의 실내공간과 트렁크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더욱 조용하고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기차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소음과 진동, 매연, 이산화탄소가 제로이며, 변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 완벽하게 맞는 모델로서,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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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TP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는 그전에 사용되던 NEDC(유럽연비측정방식)보다 훨씬 실제 주행 조건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 주행 연비는 속도, 온도, 주행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LTP 기준 * 국내 인증 기준

320 km*
100% ELECTRIC

237 km*
100%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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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량 외에도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는 130km/h가 되면 

원래보다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보다 속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속도

타이어 공기압

온도

적재량

주행 습관

공조 및 편의 장치

타이어 공기압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항상 지정된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압이 

낮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분이 지면과 닿아서 

회전 저항의 증가로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

듭니다.

내연기관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은 실내 공간 

난방에 재사용됩니다. 반면, 전기 모터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내 온도를 높이기

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에너지가 

전기로 난방 열을 올리는데 사용됩니다. 

적재량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하게 

전기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행 중 불필요한 

화물을 싣지 않는 것이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리는데 

효율적입니다.

개인별로 주행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주행 가능 

거리도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특히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은 주행 가능 거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냉난방 작동 시 구동용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므로 

히터와 에어컨을 과다하게 작동하면 전력 소모가 

커져 주행 가능 거리가 많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1-22도 조건 설정 시 쾌적 온도로 최적 에너지 

소모 주행이 가능 하므로 권장합니다. 

감속 및 제동 시 에너지가 배터리에 저장 및 회생됩니다. 회생 제동 모드 

작동 시 회생제동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브레이크 페달의 사용을 줄이고, 

주행 탄력으로 인한 전력이 발생하여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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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방식

구분
AC단상 5핀
(완속)

AC3상 7핀
(급속/완속)

DC차데모 10핀
(급속)

DC콤보 7핀
(급속)

충전기 커넥터

차량측 소켓

DS 3 크로스백 E-텐스
AC단상 5핀 (완속) 사용

모드 2 케이블 DS 월박스 모드 3 케이블

* 자세한 충전 설비 관련 문의는 전시장 또는 영업사원에게 문의 주십시오.

*출처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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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용량만 확인하기보다는 충전 주변 요소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전기 종류

구분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충전 시간 80% 충전까지 1시간 이내 소요 완전 충전까지 7-18시간 소요

설치 장소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택, 아파트

공급 용량 50-100kW / 380V 기준 3-7kW / 220V 기준

급/완속 충전 장소 안내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www.EV.or.kr ChargEV 차지비 APP

www.ChargEV.co.kr EV Infra APP

EV where APP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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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충전 표시등 의미

충전 케이블 - 컨트롤 유닛

➊ 충전 커넥터

➋ 충전 예약 작동 버튼

➌ 노즐 잠금 표시등 

* 빨간색 : 노즐의 위치가 올바르고 커넥터에 잠겨 있음

➍ 충전 표시등

충전 표시등 상태 의미

흰색 마개 개봉 시 표시등

파란색 충전 예약

녹색 깜빡임 충전 중

녹색 충전 완료

빨간색 오작동

POWER (전원) 녹색 : 전기가 연결됨. 충전 시작 가능

CHARGE (충전)
녹색 깜빡임 : 충전이 진행 중이거나

프로그래밍된 예열이 작동됨
녹색 : 충전 완료

FAULT (결함)

빨간색 : 충전이 허용되지 않거나
즉각 중단해야 함.
모든 장비가 제대로 연결되었고
전기 시스템에 결함이 없는지 점검필요

∙ 표시등이 꺼지지 않을 경우 DS 테크니컬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80-700-0582)
∙ 가정용 소켓에 충전 케이블의 플러그를 삽입하면 표시등 전체가 잠시 켜집니다. 
∙ 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가정용 소켓의 회로 차단기를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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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연결 전

● 충전에 앞서 변속 레버가 P로 설정되어 있고, 시동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충전은 불가능 합니다.

● 충전구 덮개의 우측 중앙 쪽을 눌러서 엽니다.

● 외부 온도에 따라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상이합니다.

차량이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충전구 덮개의 우측 중앙을 누르면 열리게 됩니다. 

➊ 충전기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습니다. 제대로 꽂히면 충전기 본체의 표시등이

모두 점등 되었다가 나머지는 꺼지고 POWER 등만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➋ 충전기 커넥터의 보호캡을 제거합니다.

➌ 충전기 커넥터를 차량의 충전 소켓에 삽입합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충전구에 있는

CHARGE 표시등이 먼저 녹색으로 점멸하며, 충전기 본체에도 표시등이 점멸합니다.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올바르게 연결되었는

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➍ 커넥터가 잠기게 되면 충전구에 적색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10

4 - 4

휴대용 충전 케이블은 해당 국가의 전기 설비와 

호환됩니다. 만일 해외에서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경우, 

케이블이 해당 국가와 호환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DS 공식 테크니컬 센터에서 호환되는 케이블을 

구매해야 합니다.



➊ 완속 충전기(월박스) 전원이 켜져있는지 확인하고 충전 준비를 마칩니다.

➋ 충전기 커넥터의 보호캡을 벗깁니다.

➌ 충전기 커넥터를 차량의 충전 소켓에 삽입합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충전구에 있는 CHARGE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멸합니다.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커넥터가 잠기면 충전구의 적색등이 점등됩니다.

➊ 공용 급속 충전기 커넥터와 차량의 충전 소켓이 호환되는지 확인합니다. 

* 호환되는 커넥터 : DC콤보 7핀

➋ 충전기 커넥터 하단 부분의 보호캡을 벗깁니다.

➌ 급속 충전기 사용법에 따라 충전기의 커넥터를 차량의 소켓에 연결합니다.

➍ 충전이 시작되면 충전구의 녹색등이 점멸합니다.

➎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➏ 커넥터가 잠기면 충전구의 적색등이 점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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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충전기

DS 월 박스 (가정용 충전기)

모드 2 케이블 (교류방식)

소비전력 : 220V x 8A = 1.8kW

정격 : 220V / 60Hz / MAX 8A

충전 시간 : 일상 주행이 가능한 거리

(약 50km)를 충전하려면

약 5시간 소요

DS 월 박스 (스탠드/벽걸이)

소비전력 : 220V x 32.3A = 7.1kW

정격 : 220V / 60Hz / MAX 32.3A

케이블 플러그 : B/C Type

충전 시간 : 일상 주행이 가능한 거리

(약 50km)를 충전하려면

약 1시간 소요

* 옵션 사항, DS 월박스 공식 공급업체: 대영채비 ㈜

* 자세한 충전기 설비 관련 문의는 전시장 또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 주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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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가 사용 완료 되었을 때 이전 사용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➋ 충전기 사용 중 자리에서 이동할 경우 연락처를 남깁니다.

➌ 다음 사용자를 위해 완충된 예상 시간을 메모로 남깁니다.

➍ 충전기 사용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해 케이블을 잘 정리해 놓습니다.

➎ 배터리 잔량이 충분한 차량은 다른 전기차 이용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합니다.

➏ 충전 시작 전 충전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➐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장소이니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➊ 절연 장갑과 안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➋ 가능한 경우 차량 충전에 사용되는 주 전원을 차단합니다.

➌ 전원 측에서 충전 케이블의 플러그를 먼저 차단합니다. 

➍ 전원 측에서 케이블 분리가 안될 때에는 차량 측에서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➎ 어떠한 경우에도 충전 케이블을 절단하지 않습니다. 

➏ 구동 배터리가 손상된 경우 지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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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시도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만원) 합산 보조금(만원/최대치)

서울특별시

605 만원 
 * DS 3 크로스백 E-텐스 기준            

400 1,005 

부산광역시 500 1,105 

대구광역시 450 1,055 

인천광역시 420 1,025 

광주광역시 500 1,105 

대전광역시 700 1,305 

울산광역시 550 1,155 

세종특별자치시 300 905 

경기도 400~600 1,205 

강원도 520 1,125 

충청북도 800 1,405 

충청남도 700~1,000 1,605 

전라북도 900 1,505 

전라남도 720~960 1,565 

경상북도 600~1,100 1,705 

경상남도 600~800 1,405 

제주특별자치도 400 1,005 

* 실시간 보조금 현황 : www.EV.or.kr

*지자체 보조금 : 경상북도 최대 지원금 기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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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3 크로스백 E-텐스 최대 1,705만원 지원



2021 전기차 세제혜택

구분
과세 감면

부과율 감면한도

국세

개별소비세 차량가액의 5% 300만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90만원 

지방세 취득세
차량가격의 7% 
(경차 4%)

140만원 

2021 전기차 자동차세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세 20,000원 130,000원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그밖의 승용자동차 3항 규정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 2021년 1월 기준, 2월 말 지자체 보조금 변동 가능성 있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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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DS®

2. MyDS®

3.

∙ 앱스토어(애플 iOS)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MyDS 검색하여 다운로드

∙ 애플리케이션의 홈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누르고 계정 생성 시작
∙ 계정의 ID로 이메일 주소가 활용되니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이메일을 사용할 것 
∙ 계정 생성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승인 메일이 도착하면, 계정 활성화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완료

∙ 애플리케이션의 홈 화면에서 차량추가 버튼 클릭  
∙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

홈 화면 계정 생성 페이지 계정 활성화 이메일

※ 2020년 11월 중 오픈 예정

06
MyDS®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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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정보 확인 및 예약 충전

정기 점검

계기판 경고/표시등

사전 온도 조절 활성화

DS 오토모빌 뉴스

온도 조절 활성화 요청

문의하기

마이 페이지

∙ 차량의 충전 수준, 충전 상태, 예상
주행 가능 거리 확인 가능

∙ 즉시 충전, 예약 충전 선택하여 원격
으로 충전을 시작 및 연기 가능

∙ 차량의 주행거리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정기점검 일정을 확인 가능

∙ 차량 계기판 경고등/표시등에 대한
설명 조회 가능

∙ ‘작동시키기’를 누르면 핸드폰에서
차량으로 요청을 보내 차량 온도 

조절을 시작

∙ DS 브랜드의 역사, 기술, 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확인 가능

∙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 요청이 완료되면 차량 내 작업 필요
없이 실내 온도 최적화 작업이 시작

∙ DS 어시스턴스
080-700-0582 로 연결

∙ 이달의 혜택 정보 조회
∙ FAQ 문의사항 조회
∙ 환경 설정

6 - 2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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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PRODUCT

∙ 전기 소비량 및 회생 제동 시스템으로 생성된 에너지량
∙ 배터리 충전량 (%)
∙ 잔여 주행 가능 거리 (km)

∙ 드라이빙 모드는 DRIVE MODE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PORT (퍼포먼스 & 드라이빙 감각)
∙ NORMAL (일반)
∙ ECO (주행 가능 거리 최적화)

변속 레버를 뒤로 살짝 당기면 브레이크 기능이 활성화

되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감속력이 커집니다. 동시에 

이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배터리가 일부 

충전됩니다. 주행 가능 거리를 최대 20% 늘릴 수가 

있습니다. 



도어 핸들이 선사하는 마술을 경험해보세요. 당신이 필요로 

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고 그 외에는 차체 안에 모습을 

감춤으로써 차량 실루엣의 품격을 배가시켜 줍니다. 

1.5m 거리에서부터 운전자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도어 

잠금이 해제되고 숨겨져 있던 4개의 도어 핸들을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량에서 멀어지면 도어 핸들은 다시 

모습을 감추고 도어는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DS 오토모빌의 최신 라이팅 기술로써, 상향등으로 주행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LED 전구로 구성되어 있어 도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라이트의 밝기를 높이거나 낮추어 

줍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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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모델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상 제동 시스템으로써 운전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윈드 스크린에 센서와 

카메라가 주야에 상관없이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감지합니다.

주행 속도,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첨단 운전자 

주행 보조시스템 (ADAS) 등 필요한 주행 정보를 운전자가 

도로에 시선을 유지한 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줍니다.

자율주행에 가까우며 다양한 첨단 운전자 주행 보조시스템 

(ADAS)를 결합한 것으로써 장거리 주행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시켜 줍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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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크로스백 E-텐스 배터리 보증

● 무상 보증 기간 : 배터리 충전 용량의 70% 경우 8년 또는 160,000km 
● 차량 정비 시 배터리 용량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발급되며, 고객님은 중고로 차량 판매 시 해당

보증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출력

100kW
(136ps)

주행 가능 거리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237km (국내 인증 기준)
320km (WLTP)

2가지 브레이크 모드 

회생제동 시스템
리모트 컨트롤 기능

온도 조절

최대 토크

26.5kgf·m
at 0 km/h

공용고속충전

80% 충전에 30분 
100kW 충전기 이용 시 
* 50 Kw  80% 충전에 필요한 시간 1시간

3 가지 주행모드

에코 / 노멀 / 스포츠

리모트 컨트롤 기능 
배터리 충전 예약

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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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킬로와트시(kWh)란?
킬로와트시(kWh)는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전력의 단위로 와트(W)를 사용하나, 큰 전력의 표현에는 일반적으로 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트와 킬로와트시의 관계는 길이의 단위와 같이 1,000W＝1kWh입니다.

1킬로와트시는 1시간 동안 1kWh의 전류를 소비합니다.

Q  전기차를 얼마나 오래동안 충전케이블 연결없이 방치해도 됩니까?
DS 전기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전자적으로 제어되며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Q  배터리가 비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충전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DS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장소 성능의 조기 저하 없이 언제든지 부분적으로라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Q  배터리의 사용 수명은?
이것은 차량의 전체 수명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매우 깁니다. DS 3 크로스백 E-텐스는

신차 충전 용량의 최대 70%까지 3년 또는 100,000km(선도래 기준) 동안 여전히 보장됩니다. 

Q  빗속에서 E-텐스 차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주자와 인근 사람들은 감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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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터리의 수명이 다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DS 전기차는 배터리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사이클은 이전 세대의 PSA 그룹 전기차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승인된 서비스 공급업체가 재활용 또는 재조정을 위해 회수합니다.

PSA 그룹은 예상(즉, 규제 기대치 = 재활용률 50%)을 초과하더라도 규정을 완전히 준수 하고 있습니다.

*2 017년 재활용률 : 전기차는 77%, 하이브리드차는 84%.

Q  배터리의 서비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 보증 기간은 8년 16만km 입니다.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및 냉각수는 별도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Q  DS 스토어를 통해 바로 E-텐스 서비스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DS 정비사가 교육을 받았으므로 지정 DS 테크니컬 센터에서 차량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국에 충전소는 얼마나 있나요?
공용 충전기는 전국에 15,000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오너들은 충전소 부족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즉시 사용 가능한 충전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유류를 이용하는 차량 연료비에 비해 전기차 연료 비용은 1/10 수준입니다.

전기차 전용 요금제가 따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달에 약 3만원이면 2,0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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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 추첨, 출고.등록 순 중에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름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신청자격 부여 또는 대상자 선정)

구매자  전기차 제조.판매사

전기차 제조.판매사  광역/기초 지자체

광역/기초 지자체  전기차 제조.판매사

전기차 제조.판매사  광역/기초 지자체

광역/기초 지자체  구매자, 전기차 제조.판매사

전기차 제조.판매사  구매자

판매대리점에서 전기차 구매계약서와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보조금 입금

판매대리점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차량 등록 10일 이내 제출

지자체에서 잔여물량 확인 후, 지자체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 대금

(차량 대금 – 보조금 수령액) 납부 및 차량 인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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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신청서 제출 후, 2개월 내 출고 의무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구매 보조금 신청

● 2017년을 기점으로 개별 보조금은 축소, 이후  계속해서 축소 예상
● 2019년 보조금 총액과 지원대수는 증가
● 개별 보조금은 감소

● 2019년은 130만원 지원 (2020년부터는 지원금 없음)
● 2019년 말  충전요금제 기본요금 면제 및 사용료 할인 종료

-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요금 50% 인하, 기본요금 면제

● 충전기는 이미 지나치게 많음
● 공공 급속충전 요금이 173.8원으로 비현실적으로 저렴

- 추후에는 요금 현실화 예정

● 공용충전기 제도로 인해 충전기 설치장벽은 다소 완화
● 신차 구입 후 공용충전기 설치 시 자가 부담  없음
● 100세대 기준 5개 이상 설치 불가, 배전용량 증설 문제



DS 오토모빌 공식 테크니컬 센터

http://base.dsautomobiles.co.kr:8888/html/service_location.php

DS 서비스  스토어

https://services-store.dsautomobiles.co.kr/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http://www.ev.or.kr/portal

DS 오토모빌 공식 지정 협력 사 : 대영채비

http://www.chevi.co.kr

DS 오토모빌 공식 소셜 네트워크 채널

Homepage Facebook Instagram Youtube Kakao Channel

※ 상기 EV 가이드북은 9월 18일 제작 기준이며,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담당 영업사원에게 상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