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안내
보급개요
●

보급대수: 7,361대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 및 기업 등
● 접 수 처: 도내 30개 전기차 판매처(영업점)
● 신청방법: 선착순 접수
● 지원내용: 전기차 구매보조금 1대당 2천만원 지원

※ 전기차 충전기는 차량 구입과는 별도 공모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1기당 3백만원)
● 지원차종(승용 6종, 화물 1종)
※ 지원차종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아

RAY
(경형)

SOUL
(중형)

접수기간

르노삼성

BMW

닛산

현대

파워프라자

SM3
(중형)

i3
(중형)

LEAF
(중형)

아이오닉
(중형)

라보 PEACE
(경형)

2017. 1. 25. ~ 2017. 12. 29.(예산 소진 시 까지)

※ 전기차 보급 공고문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도 전략산업과 ☎ 064-710-2613 ~ 2617, 전기차 콜센터 1899-8852

주요 지원사항
전기차 홈충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충전기 사용 전력요금도
50% 감면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세제감면 한도가 46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또는 수출말소)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백만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주시 19개 동지역의 차고지
증명제에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는 제외됩니다.
관광사업자 및 렌터카사는 전기차 구입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저리(0.87%) 융자지원합니다.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렌터카 등)”은 소득세 및 법인세가 30% 감면됩니다.
전기차는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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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이렇습니다!  전기차 바로알기
전기자동차 자주 묻는 질문(FAQ)
Q) 현재 출시된 전기차로도 도내 일주가 가능한가요?
A) 국내 출시된 전기차 주행거리는 에어컨 및 히터 사용을 감안하여 최대 30%를
제외하고 있으며, 운행 중 충전되는 배터리 비율도 계산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운행할 경우 140km대 전기차로도 도내 일주가 가능합니다.
Q) 전기차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A) 탄소 및 미세먼지가 없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휘발유 차량 대비 연료비가
약 90%정도 절감됩니다. 또한 엔진 및 변속장치가 없어 수선유지비가 적게 들며,
무소음․무진동으로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합니다.
Q) 전기차 전용 콜센터가 운영중인가요?
A) 제주도는 2015년 4월부터 전기차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주
EV 콜센터”를 연중 무휴로 운영 중입니다. ☎ 제주 EV 콜센터: 1899-8852
Q) 전기차 방전 등을 대비한 긴급 출동서비스는 없나요?
A) 전기차 제조사 및 보험사별로 견인서비스(일부 긴급 충전서비스 제공)를 제공
중이며, 제주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제주 EV 콜센터”에서도 긴급구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전기차를 이용하기에 충전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확대계획은?
A) 제주도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7년 구축중인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840기(급속
341기, 완속 499기)의 개방형 충전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Q) 도내 전기차 충전기 위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제주도는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도내 개방형 충전기 위치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있는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모바일 앱 서비스 및 개방형 충전기 지도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개인용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누진세가 나오나요?
A) 전기차는 전력계통이 가정용과 구분되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A)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제주도 역시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충전기가 없으면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나요?
A) 전기차 충전기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으로 충전기가 없어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전국 최고의 개방형 충전기를 구축하고 있어 자가 충전기
없이도 운행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17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충전기를 지원합니다.)
Q) 전기차는 몇 년만 타면 비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데
A) 차종별 최대 10년까지 배터리 보증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어 배터리 교체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제조사별로 다양한 배터리 관련 프로그램
을 개발 및 지원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