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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발전의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기차의 

주차문제부터, 충전기의 부족과 관리의 문제까지 여러 

불편함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확실한 솔루션을 내놓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향후 30년 내에 내연기관 차량의 90% 이상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그링크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들을 

모으고, 빠르게 성장하며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최적의 전기차 충전경험을 

설계하고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플러그링크는 

30년 뒤 90%의 일상에 녹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우리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려질 것입니다. 

바로, 플러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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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얼리어답터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차는 당연한 미래가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100만대 판매를 계획했고

EU는 2030년까지 3,000만대의 전기차 보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기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신차 기준,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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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머지않아 전기자동차 100% 시대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수 조원이 넘는 시장이 열려있습니다. 충전기가 당연해지는 시대.

더 편리하고 직관적인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 모두가 뛰어들기 위해

급한 준비를 서두를 때, 우리는 이미 그곳의 선두에 서있을 것입니다.

Mission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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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50년까지 전기차 100% 전환을 목표

3년 내 100만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

그러나 충전기는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

충전기 고장에 대한 느린 대처

충전 상태 원격 확인 불가

가입 후 카드 발급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절차

내연기관차와의 주차 갈등 문제

전기차 이용자들 간 충전 매너 부족

충전기 설치를 반기지 않는 입주자 대표 회의

충전네트워크 확대 충전 경험 개선 EV커뮤니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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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링크는 전기차 충전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소비자를 향해 있습니다. 충전기를

자동차에 연결하는 행위를 넘어, 충전을 기다리는 모든

시간과 충전기가 존재하는 공간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플러그링크는 경험을 설계합니다. 

Unlike any other CPO  Charging Point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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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JUST HARDWARE
BUT EXPERIENCE



강인철 / CEO(대표이사)

지난 4년간 전기차 소유주로써 느꼈던 불편함과 소외감.

사회적 약자인 전기차 소유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ICONOCLAST
우리는 파괴적 혁신가입니다.

플러그링크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환하며, 전기차 충전을 

소비자 경험의 영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n. 아이코노클래스트

현대적으로 일반적 상식과 익숙한 관습을
파괴하여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사람

서울대와 협력하여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습관 및 행동 연구

01 0302
K-RE100 선언으로 완전한

친환경 비즈니스 전환

앱 설치부터 충전

시작까지 1분 소요



정해성 / CBO(사업개발이사)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플러그링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문의가 들어온 고객들에게 빠르게

설치해드리기 때문 아닐까요?



BLITZSCALING  n. 블리츠스케일링

정해진 목표를 향해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시장에 제공하는 전략

이미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플러그링크는 ‘더 좋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 선보입니다.

1,000 ×2 100
업계 최단기간인 3개월 만에
1,000기 계약 수주

01 0302

문의접수부터 설치까지
타사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업계 최단 기간 아파트 100단지
대상 충전기 500기 설치



송주봉 / CPO(기획총괄이사)

진화하지 않는 서비스는 죽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항상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VOLUTION
우리는 진화를 거듭합니다.

플러그링크는 완벽한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린 변화하는 것을 만듭니다.

답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오답을 마주하면 빠르게 해결합니다.

요금제 다변화와 하드웨어 혁신으로 고객경험 개선

DATA 기반 충전 전후의 부가서비스 기획

전기차+내연기관 소유주 간 이해관계 케이스 스터디

 n. 에볼루션

진화, (사건, 의론 따위의)전개, 발전, 
(빛, 열 따위의)발생, 방출, 개방, 선회



ONLY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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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원6,100기
0301

누적투자유치액 120억 원 달성충전기 설치 계약 6,100기 수주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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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의 팀 구축

2022.07. 기준



Our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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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태양광 플랫폼 서비스를 단기간에 국내 1위로
성장시켜 실행력을 검증받은 팀입니다.

CUSTOMER

회원가입 절차부터 결제까지, 사용자의 편의성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PARTNER

플러그링크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필드테스팅에 이만한 곳은 없어요.

플러그링크는 여타 충전사업자와 다릅니다.
고객 경험에 주목하며 타 업체가 쉽게 따라잡기
힘든 분명한 차별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고장이 나도 답변이 느려
답답했는데, 플러그링크는 고객 응대와
문제 해결 속도가 매우 빨라요.

플러그링크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저희도
노력 중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놀랍습니다.

플러그링크의 멤버들은 놀라워요. 좋은 창업팀의
가치를 멤버들이 먼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플러그링크는 충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플러그링크는 합리적입니다. 이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중요시 여깁니다.



Bette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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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우리가 만든 충전기는 오랜 기간 일상적인 장소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고민해야 하고,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우린 필연적으로 묶인 장기적 파트너입니다. 

플러그링크는 오랜 기간 함께하며 수많은 협의를 나눌 수 있고,

동반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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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식 / CSO(전략기획이사)

그간 시장의 틀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진화해온 플러그링크,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을 혁신할 계획이에요.



플러그링크는  지난 6개월간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더욱 공격적인 기술투자와 연구를 통해

거대한 파도가 되어갈 것입니다.

공간 최적화 충전기 개발과 요금제 다각화,

DATA기반 UX플로우 기획, 전기차 오너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채널 고도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플러그링크가 찾아가겠습니다.

Ripple Effect

Advancement



Present and
Future plan
of Plu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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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설치과정에서 두루뭉실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설치 가능여부와 설치 비용은 정확하게 공유합니다.

타브랜드의 설치기간은 보통 3개월 내외입니다. 

플러그링크는 절반이 안되는 기간 내에 모든 설치를 완료합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그리고 가장 편리하게.

우리를 접하고 -      설치 신청서 작성 -  
현장 실사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계약 진행 -      공사 시작 -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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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기차 충전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전기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일상이 

불편해져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플러그링크의 충전기는

더 작아지고,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옵션을 제공하여 주차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How&Wh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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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evice Experience

왜 케이블은 손으로 감아야 할까요?

왜 케이블은 땅에 끌려야만 할까요?

왜 충전기에 모두 스크린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만드는 하드웨어는 이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충전에 꼭 필요한 기능만 남겼습니다.

고객경험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법을 연구하여

기존에 느꼈던 충전기의 불편함을 해소시킵니다.

플러그링크의 충전기는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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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실행하고 10초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플러그를 연결하고, QR을 촬영하면 바로 충전 시작.

플러그링크의 충전은 두 개의 동작으로 끝납니다.

사용자 중심, 직관적,
남들과 다른, 편리한

대기 예약, 제3자 플러그 제거 등

운영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차량 API연동 및 OBD2를 활용한

SoC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고도화

단지내 전기차 소유주 간 소통 가능한

커뮤니티 및 서비스 중개 플랫폼 출시

01 02 03



플러그링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단순한 인증, 노력을 넘어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브랜드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K-RE100 선언
충전 사업자(2021.9)

01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차 충전 실증 사례

02
탄소제로 요금제 출시 예정 및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준비 중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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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Carbon free
Mobility. 

To accelerate
Transition to



Be everywhere.

Be plugged,
Be linked,



플러그링크는 파괴적 혁신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V2X, AI기반 충전 최적화 등 미래 기술의 적용은 물론, 모빌리티를 둘러싼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로 설계합니다. 하드웨어만 다루는 브랜드가 아닌

UX기반 플랫폼을 목표로 소비자의 생활에 디테일을 더하고, 자연스러운

혁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물론 이 과정은 복잡하고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플러그링크는 오늘의 도전으로 내일 더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 모두의 일상에 ‘플러그링크’가 있습니다.

D
ire

ct
io

n Our Ambition

시대를 만드는 브랜드,
일상에 녹아든 서비스.
플러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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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6499-0704

메일 charge@pluglink.kr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837타워 2층

고객센터 1533-0702



플러그링크는 시장의 속도를 추월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도로와 주차장에 전기차가 

가득한 세상, 모든 차량이 주유가 아닌 충전하는 세상.

그 때 사람들은 어떤 충전기를 손에 쥐고 있을까요.

플러그링크의 혁신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주춤할 때

플러그링크는 전력을 다합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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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일상이 되는 것.
머지 않은 미래, 
여러분의 집 앞에서 뵙겠습니다.



Introduction to Plug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