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리한 전기차 충전

플러그링크가 앞장섭니다

Energize your mobility life
with Plu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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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플랫폼 플러그링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09   충전기 설치 계약 수주 5,000기 달성 

07   Series A 투자 유치 성공 / 누적 투자 유치액 100억 달성 

06   환경부 충전사업자 선정 / 한국고객만족도 1위 고객만족브랜드 선정

0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 / 플러그링크-가스얼라이언스, 충전 인프라 보급 MOU 체결

03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02   ‘전기차 사용자 경험 관련 상호 간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서울대 MOU 체결

01   충전기 설치 계약 수주 1,000기 달성

12   Pre-Series A 투자 유치 / 누적 투자 유치액 30억 달성

09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 K-RE100 등록 / Seed 투자 유치

07   플러그링크 회사 법인 설립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한국고객만족도 1위

고객만족브랜드 선정

누적 투자 유치액

100억 달성

2022

2021 

연혁 및 주요 성과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100억
누적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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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링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POINT 01 POINT 02 POINT 03

POINT 04 POINT 05 POINT 06

무상 설치 간편한 앱 서비스 고객중심 사후관리

주차 갈등 최소화 솔루션 다양한 요금 혜택 환경부&서울시 선정

믿을 수 있는 기업

보조금과 관계없이

기본 설치비 무상 설치 지원

간편 QR 인증으로

충전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완료

24시간 콜센터 운영

7일 이내 수리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 최소화

최저 수준 단일 요금제를 제공하며

무료충전 & 로밍 할인 이벤트도 진행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지원 보조사업자

* 시공 난이도에 따라 비용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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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걱정 없는 신속한 무상 설치 서비스

POINT 01

일 원

원 달

7

1

충전기 설치비

지상 스탠드 설치비 설치 완료

현장 실사
보조금 관계없이 기본 설치비 지원

보조금 관계없이 지원 계약서 작성 후 1달 이내

상담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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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체 플러그 링크

충전기에 회원카드

태그 후 사용

충전기별

회원카드 필요

달...무려1 분2

회원가입 및

결제카드 등록

QR코드 인식 후

충전 시작

충전 완료 후

자동 결제

회원가입 회원카드 신청 카드 우편 수령

1주 ~ 1달 소요

앱 하나로 편리한 충전 서비스

POIN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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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담 Zero! 고객중심 사후관리

POINT 03

년

24h10업계 최장 무상 A/S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

24시간 콜센터 운영

충전기 실시간 관제

* 계약기간 기준

일7신속한 A/S 처리

* A/S 접수일 기준

전화, App, 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 채널운영으로 고객 편의성 UP

플러그링크 고객감동센터 운영

상시 고객 문의 대응

* 원격 관제 시스템을 통한 

  충전기 이상 상태 자동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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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역 설정 전용주차구역 설정 X

OPTION 01 OPTION 02

*  단, 보조금 사업 진행 시 전용 주차구역 설정 필수 *  산자부 공식 의견 (단, 지자체 요구에 따라 도색 진행이 필요 할 수 있음)

*  유예기간 이후 도색 진행 시 무상 (단, 기본 도색에 한함)

안내 문 안내 문 안내 문 안내 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Zone

형성을 희망하실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기차 전용 구역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많을 경우

전기차 vs 내연기관차 이용자 

간 갈등으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유예기간 2025년 1월 27일

까지 설정을 유예할 수 있음

(민자사업 시 가능)

01 0102 0203 03

플러그링크 무상 도색 주차선 + 로고 + EV STATION

주차 갈등 최소화 시공 솔루션

POINT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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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저 수준의 요금제 및 할인 혜택

POINT 05

상업시설
(공동주택 외 기타시설)

고압 수전

공동주택(아파트)

168원/kWh
충전요금표

최저144

단위 : 원 / kWh

원/kWh

수전 전압 시간 봄/가을 여름 겨울

고압

경부하 144 149 168

중간부하 155 176 169

최대부하 158 237 215

저압

경부하 164 169 188

중간부하 175 196 189

최대부하 178 257 235

* 완속충전기 7kW/11kW & 과금형콘센트 3.5kW 충전요금   * 2022.07 기준   * 부가세 포함

* 해당 요금표는 한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kWh)

* 타사 외부 고객 이용 시 비회원 요금 적용으로 300-400원대 요금 적용 

시간과 계절 상관없이 단일 요금!

시간과 계절에 따른 요금

공동주택(아파트)
저압 수전 190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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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충전 이벤트

제휴 카드사 안내

(2022년 12월까지 시공 완료 시설 대상)시공 완료 후 주 제공2

롯데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MY RENTAL+ 롯데카드 1Q(원큐) Special+ 1Q(원큐) 카드 Living 내맘대로 쁨 카드 EVO 티타늄카드

-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시

- 전기차 충전 50% 할인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 충전요금의 20% 

  ‘하나머니’ 적립 (월 최대 1만원)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 충전요금의 20% 

  ‘하나머니’ 적립 (월 최대 1만원)

-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시

- 월 통합 2만 '하나머니’ 적립 

   (카드 전체 이용금액 기준 )

-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시

- 결제액 50% 포인트리 적립

  (월 최소 1만원부터 실적에 

   따라 차등 적립)

최저가에 할인을 더 해!

168원  →  84원

50%
off

* 아파트 요금 기준

업계 최저 수준의 요금제 및 할인 혜택

POINT 05

할인 포인트 적립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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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2022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기업 2022년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지원 보조사업자(완속충전기, 콘센트형)

경영 평가
전문

인력확보
설치 실적

고객 관리

체계

지자체 및 조달청에서 선정한 믿을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운영 기업

POINT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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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 개발 통합 고객 대응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

-  도시가스 1,300만 명 고객에 전기차 충전 

설비 지원

- 전기차 충전 및 에너지 컨설팅 지원

- 다양한 연계 서비스 통합 공급

-  플러그링크와 도시가스 협력을 통한 전국    

단위 고객 대응

-  광역권 도시가스사 연합으로 빠르고  신속한 

현장 협업

-  도시가스 연합체와 공동 사업 진행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에너지 / 전기차 전문 인력의 협업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전국을 커버하는 전문 조직과 인력 확보

전국 인프라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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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구분

ELA007C01

타입 벽부형, 스탠드형

결제방법 전용 App 결제(QR코드 인식)

정격용량 7kW

제조사 ㈜에바(삼성전자 사내벤처 Spin-Off)

제품크기 219(W) x 120(L) x 443(H)

충전케이블 일체형(C타입)

제품재질 ABS 재질 + PC 재질

특징
제품 상단 LED에 있는 색상 표시등으로

충전량, 에러코드, 충전 상태 등 확인 가능

인증
KC 안전인증번호 : XH070613-21001A
형식승인번호 : 제 KTC-U-21-019 호

벽부형 스탠드형

Sustainability,

Eco-Design & 

Smart Energy

Smart City

완속 충전기 제품 사양

제품소개

총 보상한도 30억 원!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배상(CGL)보험 가입

‘안전’하게 ‘안심’하고 설치

영업배상(CGL)보험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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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청 이후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STEP1.

신청서 작성

STEP2.

현장실사

7일 이내

STEP3.

계약진행

서류접수

STEP4.

공사시작

STEP5.

공사완료

30일 이내

진행 프로세스 간소화

보조금 프로세스 삭제로

사업진행 간소화

보조금 요건이 없어 고객 편의에 

맞춘 설치 가능

추가 설치 시 현장 정보 사전 

획득으로 과정 최소화

01 02 03

간단하고 신속한 설치 프로세스

설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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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박스 물류센터

라한 셀렉트 경주 호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하이서울 수안보 연수원

 이미 많은 분들이 플러그링크를 선택하셨습니다

설치 사례

2022년 9월 기준, 설립 1년 만에 계약 수주 5,000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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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와 보급목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

31.3만 대

’22년 7월 ’25년 보급목표 ’30년 보급목표

113만 대연간 약 23만 대

보급 시 달성

연간 약 38만 대

보급 시 달성

300만 대

* 기축 대상 시설별 설치 기한: 공공시설(2023년 1월), 공중이용시설(2024년 1월) , 공동주택 (2025년 1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무설치비율은 보급 대수 증가와 맞물려서 증가할 예정

구분 의무 설치 기준

공공주택(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주차대수 50면 이상

충전 시설 의무설치비율 신축 5%, 기축 2%

의무 설치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장시간 충전기 점유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완속 충전기 14시간, 

급속 충전기 1시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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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을 실천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 전기차 충전 업계 최초 K-RE100 선언 ”

탄소 ZERO 요금제 

탄소 ZERO란?

플러그링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확보한 전기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충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 ZERO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 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가 기존 충전요금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프리미엄 요금제  * 선택 요금제입니다.

탄소 저감 활동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 발행

탄소 ZERO 요금제 소개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차

전력 생산

CO2 CO2배출량 0g 배출량 0g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업계 최저 충전요금(168원/kWh)

*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

프리미엄(50원/kWh)

전력량 요금

재생에너지
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기업 ESG 경영 실천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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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강인철 CBO 정해성 CSO 윤윤식 CPO 송주봉 CMO 강민정

에너지 금융 설계 · 시공 · 운영 신사업 및 제휴 전략 고객 경험 설계 마케팅 및 고객관리

학력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학사

 USCPA (미국공인회계사)

경력 엔라이튼(구) 솔라커넥트)

 한국기업평가

 한전펀드

 삼일회계법인

학력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학사

 전기기사

경력 솔라웍스

 대우조선해양

학력 카네기멜론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 베터앤컴퍼니

 EY컨설팅

 CVA컨설팅

 Sony China Ltd.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同大 학사/석사

경력 TOROOC 토룩

 삼성 SDS

학력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경력 엔라이튼(구) 솔라커넥트)

 현대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 FSK

플러그링크를 만드는 사람들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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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고객사

투자사

플러그링크와 함께하는 곳

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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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플러그링크와 함께 즐거운 충전시간 보내세요!

메모





Energize
your mobility life
with Pluglink

플러그링크

전화  1533-0702     팩스  02-6499-0704     

메일  sales@pluglin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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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링크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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