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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래픽, 한국에너지공단·SK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활성화 MOU 체결 

▶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반에 걸친 기술 지원 및 솔루션 제공 

▶ SK에너지의 주유소 및 내트럭 하우스 등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019-07-11> 에스트래픽은 국내 주유소 1위 사업자 SK에너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 협

약을 체결했다.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234300, 대표이사 문찬종)은 11일 SK에너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친

환경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발전을 위해 

전기차 기반 공동 사업개발 및 정책 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본 협약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및 친환경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정

책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SK에너지는 주유소와 내트럭 하우스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위한 인프라 거점으

로 활용할 계획이며, 에스트래픽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반에 걸친 기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스트래픽은 SK에너지 맞춤형 초급속충전기를 개발 및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위한 플랫폼 제공하며, 또한, SK에너지와 함께 주유소 기반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SK에너지는 7월 중 동탄셀프주유소 등 SK에너지의 전국 10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

이며,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SK주유소에는 100kWh급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는데, 이

를 이용하면 60kWh 용량의 전기차를 30여 분이면 완충할 수 있다. 

 

회사관계자는 “국내 주유소 1위 사업자인 SK에너지와 협력을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의 대표기

업으로 지위를 더욱 확실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을 검토 중인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운영관리에 대한 통합플랫

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전기차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스트래픽은 2017년 12월에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교통 솔루션 노하우를 인정받아 2018, 

2019년 환경부,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6개 사업자의 충전시스템

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이마트, BGF리테일, 기아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충전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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