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걸맞은 편리한 시스템과 정확한 설계로 
올인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 해드립니다. 

고객사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당신의 그린모빌리티 파트너



고객사 맞춤 구매 솔루션 제공

전략구매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국내외 고객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산업자재 유통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린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걸맞은 편리한 시스템과 정확한 설계로
올인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사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국내 최고
산업자재 유통서비스 기업

가치 있는 변화를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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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모빌리티 전환의 시대,
녹색에너지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탄소중립 사회의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발맞춰 
고객의 그린에너지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비율 확대

민간건물도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 점진적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선제적 
법대응

위탁
편의성

건물주 전기차 운전자

투자
운영비용 無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IMKEV에 위탁함으로써 
별도의 투자비용, 운영비용 없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와 전기차 이용자 민원을 해결합니다. 

이동 경로에서 주유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집, 직장, 목적지에서 기본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급증하는 임직원, 주민, 방문객의 충전 니즈가 충족됩니다.

신축건물 의무 설치 비율 확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10%

5%
0.5%

2022년 2025년2020년

전기차 300만 시대

정부의 전기차 보급 1대당 0.5기 완속 충전기 보급 목표

자료:산업통상지원부

300

113

13.5

2020년 2025년 2030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 (단위:만대)

자료:산업통상지원부

2021년 2023년 2025년

완속(콘센트 포함)

9

28

50

4.72.81.5

급속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전망 (단위:만기, 누적)

거주지에서
충전 편의 

아파트/오피스텔

업무차량 및 
임직원

충전 편의

회사

방문객
이용 시간 중

충전 편의

병원/쇼핑몰기축건물(민간) 의무 설치 비율 확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 건물 등

2%

0%

2023~25년2020년

충전소 
설치 의무 이행

늘어난 전기차
부족한 충전소

직접 구축 및 운영
어려움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니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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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인력 없이 구축/운영/관리가 가능합니다.

TOTAL SOLUTION 제공

별도의 투자 비용 없이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터 운영까지 책임집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충전료 
정산

충전 서비스
제공

전기차 충전소 구축이 필요한
다양한 고객과 함께합니다.

빌딩 아파트/
주거단지

공장/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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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KEV만의 충전소 AS 케어

IMKEV만의 충전소 운영 서비스

충전소 부지 선정

충전기 운영/관리

24/365 고객센터

충전기 선정

충전 서비스

유지보수

충전소 구축

편리한 요금 정산

정기 점검

부지 소유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충전소 위치를 

맞춤 컨설팅합니다.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실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해
충전소를 운영/관리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배치된 고객센터가 
이용상의 불편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충전 환경 및 
차량 이용 형태에 적합한

충전기를 선정합니다. 

효율적 충전 방식과 
저렴한 요금제 및 사용자 DB 분석을 통해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국적인 유지/보수 체계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경부 기준에 맞춘
안전한 충전소를 

구축합니다.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AS 전문 업체가 충전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IMKEV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국내 충전기 협력사들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충전 인프라 품질과 서비스, 

탄탄한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객 여러분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MKEV만의 충전소 구축 솔루션
고객 환경에 적합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충전기 
시공

충전기 충전 서비스 
운영

24/365
고객센터 

운영
유지보수

전기차 충전 ONE STOP 패키지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결제 방식으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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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전기차 충전 사업은 한 번의 인프라 구축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지속성을 지니므로

장기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국내 최고 산업자재 유통 서비스 기업으로서 

고객과 오랜 신뢰 관계는 물론 

재무적인 안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충전 서비스 운영

재무 건전성
국내 충전사업자 대비 
최고 수준 재무 안정성

사업자 신뢰성
법인 설립 20년 이상

주요 고객 기업과
오래된 신뢰관계 구축

사업 추진 역량
글로벌 B2B 기업으로 

폭넓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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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프로세스

충전기 제조업체의 직영 사후관리와 검증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업으로
고장 조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충전 유지보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내 최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와의 협력으로 충전기 Full 라인업을 자랑하며, 지속적으로 충전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라인업

IMKEV는 안정적 재무 구조와 국내 NO.1 라인업 구축을 통해, 토탈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터 운영까지 

고객 맞춤 토탈 솔루션 제공

충전 사업 진행 사례 : S사 사내 셔틀버스 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구 분 완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초급속충전기

제품 이미지

입력
전압 단상 AC 220V 3상 AC 380V 3상 AC 380V 3상 AC 380V

주파수 50Hz / 60Hz 50Hz / 60Hz 50Hz / 60Hz 50Hz / 60Hz

출력

최대전압 220V 220V 500V 1000V

최대전류 32A 32A 200A 350A

최대용량 7kW 7kW / 7kW 100kW, 동시충전 50kW 350kW

충전시간
(64kW 기준)

9시간 내외 9시간 내외 30~60분 내외 (80% 충전 기준) 10~15분 내외 (80% 충전 기준)

설치 적합 장소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상업시설, 주유소, 휴게소 상업시설, 주유소, 휴게소 상업시설, 주유소, 휴게소

장시간
주차 공간에 적합

단시간(2시간 이내)
주차 공간에 적합

단시간(1시간 이내)
주차 공간에 적합

단기간(긴급) 
주차 공간에 적합 

전기버스 충전소 
부지 선정

충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AS 및 CS 접수 등

충전기 설치 및 
공사 진행❶ ❷ ❸

CS 장애 접수

단순 장애˙문의 전문 상담사 유선 대응
˙작동 방법, 결제 장애, 비상 스위치 작동 외

고객 만족 콜 센터
상담 24h

유지보수 협력 네트워크
˙신속한 충전 설비 운영 안정화

고장 이력 조회

전문 엔지니어 현장 방문

단순 조작 문의

단순 현장 조치

전문 엔지니어 긴급 조치

현장 정비 계획 수립 및 이행

장애 조치 완료

AS 원인 분석 및 개선

Tier 1

Tier 1

Tier 2

Tier 2

Tier 3

Tier 3

AS 서비스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전국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충전기 제조사

충전기 제조사 
전문 엔지니어 그룹

고장 원인 분석 + 
전문 엔지니어 긴급 조치

1차 현장 방문 및 
단순 장애 조치

AS 전문업체 
전국 협력 네트워크

IMKEV 협력사

제조사의 전문 인적 자원 투입으로 
신속한 사용자 불편 해소

• 전문 상담사 충전기 
이용 방법 문의 대응

• 고장, 장애 발생 시 
실시간 고객 응대

• 충전기 제조사의 
전문 엔지니어 투입 

• 장애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즉시 수립

24시간 365일 콜 센터
상시 운영

H/W 및 
S/W 전문 엔지니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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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산업자재 유통서비스 기업 

아이마켓코리아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출자로 법인 설립 

MRO 구매대행 서비스 시작 

B2B 옥션 서비스 시작 

정보통신부 아태지역 B2B 시범사업자 선정

구매대행사 최초 1,0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기술사업자 선정 

전국 5개 권역 물류센터 구축 

협력사 관리 평가 프로그램 SMART-I 개발 

조달청 MRO 입찰 수주 

전국 집하 배송 서비스 실시 

해외 글로벌 구매시스템 오픈 

CRM Fair 고객만족 경영대상 수상 

GSA 품목인증 및 주한미군 납품 

구매대행사 최초 증권거래소(KOSPI) 상장 

ISO 27001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9

2021

인터파크 그룹 계열사 편입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 

미국법인(iMarketAmerica) 설립 

차세대 구매시스템, IMK MALL 개발

중국 시안 법인(iMarketXian) 설립 

베트남 법인(iMarketVietnam) 설립 

중국 쑤저우 법인(iMarketFocus) 설립 

의약품 유통업체 안연케어 인수 

AEO(수출입 안전관리 종합우수업체) 인증 획득 

4억 불 수출의 탑 수상 

사무용품 도소매업체 큐브릿지 인수 

노사 문화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주한미군 MRO 공급업체 선정

Client List

History

Business Area

최정상 기업들이 아이마켓코리아를 선택한 이유, 당신도 경험해보십시오.

삼성그룹

식품 제조

유통·서비스

자동차·화학

건 설

금 융

글로벌 기업

MRO 
Business

• MRO 구매대행
• 구매 컨설팅
• 전략구매시스템

Global 
Business

• 현지법인 수출
• 현지 소싱
•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

Distribution
Business

• 산업자재
• 건자재
• IT

Health 
Care

• 의약품 유통
• 진료재료 유통
• 온라인 유통

Online 
Shopping  Mall

•  iMarket
• OFFICE PLUS
•  BLMG 블루밍홈

*2021년 7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