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vo
Plug-in Hybrid
Customer
Quick Guide
충전기 종류 / 충전 단자 / 가정용 충전시설 설치 / FAQ



충전기 종류

구 분 VOLVO PHEV 차량 소켓 및 충전기 커넥터

완속 충전기

•사용 브랜드 : 볼보, 벤츠, BMW, 재규어, 랜드로버, 현대, 기아

충전 단자

구 분 비상용 충전기 휴대용 충전기 완속 충전기

설치 장소 •비상 시 설치 •개인 주택, 아파트 •개인 주택, 아파트, 사업장, 관공서 등

특징

•220V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건물에서 

사용할 경우 도전으로 분류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누진세 적용에 따른 가정용 전기세 

과다 부과 및 전력부하 초과로 인한 

화재 등의 우려사항 발생

•220V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

•전용 태그가 있는 콘센트에는

태그를 설치한 업체에서 제조한

휴대용 충전기만 사용 가능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건물에서

태그가 없는 일반 콘센트를 사용할

경우 도전으로 분류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가장 일반적인 충전기로 벽부형, 

스탠드형 등 다양한 타입의

충전기가 있음

•가정용 충전기도 완속 충전기에 

해당함

전력량 •2kW ~ 3kW •2kW ~ 3.5kW •7kW ~ 14kW

이미지

[벽부형 충전기] [스탠드형 충전기]

AC 단상 5핀



가정용 충전시설 설치

01. PHEV 가정용 충전시설 설치 서비스

- 세분화된 7단계의 프로세스를 편리하고 간결한 ‘One stop’ 서비스로 준비했습니다.

충전기 신청/접수

(홈페이지/고객센터)

현장 조사 계약 진행

서류 접수

설치 대금 결제 공사 시작 한전 접수 충전기 사용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STEP 07

02. 가정용 충전시설 신청 접수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접수를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www.chargev.co.kr 접속 후 ‘충전기 신청’ 클릭 

⇢ ‘볼보 고객 홈충전기 설치 신청’을 통해 설치 접수 진행

⇢ 설치 전담 인력 ‘Happy Call’ 실시

고객센터 접수홈페이지 접수

볼보자동차코리아는 PHEV 고객을 위한 

가정용 충전시설 설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보 가정용 충전시설 고객센터 ‘1600 - 4047 ’

⇢ 상담원을 통해 ‘볼보 고객 홈충전기 설치 신청’ 접수

⇢ 설치 전담 인력 ‘Happy Call’ 실시



거주지 혹은 거점의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시설 운영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사업자가

일치할 경우 최저 수준의 전기 단가로 충전이 가능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시설에 따라 별도 충전 케이블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VOLVO PHEV 구입 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Q1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저공해 자동차’ 등록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세금 감면,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확인을 통해 혜택 제공)

저공해 자동차는 3개 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을 경우 1종, 일반 차량 대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50%인 경우 2종, 일반 차량 대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75%인 경우 3종으로 구분합니다.

현재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2종 저공해 자동차이며, 각 지자체 별 제공되는

혜택이 상이하므로 거주하시거나 방문하시는 곳의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미리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저공해 자동차)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Q2

비상용 충전기나 휴대용 충전기 모두 별도의 충전카드 없이 충전이 가능하며, 휴대용 충전기는 콘센트에 부착된 인식 태그(RFID)에 

충전기를 태그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가정용 완속 충전기의 경우 별도의 전용 인증카드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공용 충전기의 경우, 충전사업자 회원(차지비 등)으로 가입하여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충전시설 운영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PHEV 전기 충전을 하려면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카드가 꼭 필요한가요?

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Q3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누진세 적용에 따른 가정용 전기세 과다 부과로 PHEV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전력 부하 초과로 인해 화재 우려, 전력이 차단되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도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쓰는 220V 콘센트로 연결해서 충전이 가능한가요?Q7

볼보자동차는 충전시설 운영사업자로 ‘차치비’를 선정하여 고객님께 가정용 충전기를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볼보 가정용 충전시설 고객센터 ‘1600-4047’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충전시설 설치 시, 충전시설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개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시 충전시설 가격과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Q8

볼보 PHEV 모델 고전압 배터리의 보증기간은 8년 혹은 16만km 선도래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PHEV 배터리 보증기간이 어떻게 되나요?Q6

MY21 PHEV의 경우 모델에 따라 PURE 모드로 약 30 ~ 34km 가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행 도로 특성, 날씨 및 외부 온도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HEV 모델은 전기로만 한 번에 몇 km까지 갈 수 있나요?Q4

볼보 PHEV 모델은 비상용 충전기, 휴대용 충전기, 그리고 가정용/공용 완속 충전기로 모두 충전이 가능합니다.

T8 PHEV 기준으로 배터리 완전 충전까지 약 4시간가량 소요됩니다.

배터리 완전 충전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5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