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우수
모바일 앱(App) 선발대회 추진 계획
( '17.2,28

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추진배경 및 목적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20년까지 25만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 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m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효율적인
회원유치 및 관리 필요성 증대
m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모바일 앱(App) 선발대회을 통해 우수 앱
(App)을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손쉽게 접근하고 충전 시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켜
전기차 보급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함
m

Ⅱ

추진계획

□ 선발대회 개요

대회명 : 2017년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우수 모바일 앱
(App) 선발대회
m 대회내용
 선발대회 공고 및 참가 신청서 접수
 1차 기능평가(서류), 2차 사용자 현장평가 (2017 서울 모터쇼)
 최종평가 및 시상식 (대표 앱(App) 선발)
 선발된 우수 App 중 향후 협의를 통해 회원카드 발급 기능, 네비
게이션 연동 등 기능 고도화 진행 시 개발비 및 운영비 지원
m

□ 선발대회 추진 절차
m

추진 절차
참여자
모집공고

참가서 접수
(참가자￫협회)

결과물 접수

1차 평가
(전문가 평가)
전기차 우수 앱
선정 및 고도화

최종평가 및
시상식 개최

2차 평가
(현장 사용자 평가)

세부내용
 참여자 모집공고 : 협회 및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www.ev.or.kr)에 선발대회 참여자 모집
공고 게시
 참가서 접수 : 협회 및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www.ev.or.kr) 자료실 또는 한국자동차환경
협회(www.aea.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e-mail로 제출
 결과물 접수
· 1차 : 기존 제작된 앱(App) 또는 개발 기획(안)
· 2차 : 앱(App) 이용 설명서 및 시현 가능한 앱
 1차 기능평가(서류) : 디자인,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기획(안)을 선발 및 2차 평가 대상자로 선정
 2차 사용자 평가 : 2017 서울 모터쇼 등의 행사를 통해 사용자 평가
진행 [예상 평가기간 : 3.31(금)∼4.9(일)]

m

※ 1차 결과물 제출 시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존 제작된 앱(App0은 apk파일로 제출

※ 행사기간 : 2017 서울 모터쇼[3.31(금)∼4.9(일)]
※ 현장에서 사용자가 직접 구동 후 평가진행 (평가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지급)

최종평가 : 1차 평가 50%, 2차 평가 50%를 반영하여 종합순위 결정
 시상식 개최
· (일시) 4.월 중(예정)
· (장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회의실
· 시상내역


구분
대상

인원
1팀(명)

우수상

3팀(명)

장려상

0팀(명)

수상내용
환경부 장관상 수여
상금 1,000만원 지급
협회 회장상 수여
상금 200만원 지급
협회 회장상 수여
상금 50만원 지급

* 우수 앱(App) 선발 대회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진행

비 고
-

참가팀 수에
따라 변동

* 대상 수상작 앱(App)은 전기차 우수앱으로 선정 및 홍보
* 향후 환경부 전치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 연동 등을 위한 기능 고도화 개발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