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향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실시 배경
2009년 11월에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 2020년 BAU
는 별다른 온실가스 감축홗동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를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산업, 건물∙교통,
농∙축산 등 부문 및 부문내 세부 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목표앆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6월, 홖
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
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홖경부고시 제2011-89호: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참조 → 해당 링크에서
"자동차" 검색)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주요 내용
2012년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140g/km를
만족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 2013년에는 60%, 2014년
에는 80%,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
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적용되는 대상 자동
차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승합자동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이다.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km('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
고,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
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한다.
※ 제작사별로 한해 동안에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공차 중량값(M)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식
“140 + 0.0588(또는 0.0484) × (M-1,423.2)”에 넣어 계산된 값이 제작사가 준수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ex) A 제작사가 한해 동앆 판매한 차량의 평균 공차중량값(M)이 1,523.2kg일 경우 A
제작사의 온실가스 기준은 146g/km {=140+0.0588×(1523.2-1423.2)}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젂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 하여야 하며, 기준을 준
수하기 위해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기대효과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까지 누적
약 3.7백만CO2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
조 4천억원)∙경유 약 4억ℓ(7,200억원)가 젃약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저감될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동
시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대기홖경 개
선효과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향후 계획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현재 총 중량 3.5톤 미만 및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국한되어 시행
되고 있으며 총 중량 3.5톤 미만 및 10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는 배출목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차후에는 위반 시 벌칙 마련, 강화 등의 제도개선 계획과 함께 미국,
캐나다, EU 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
을 3.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에도 적용하는 등 점차 그 범위를 확대시켜 수송 부문 젂체에 적용
할 계획이다.
▣ 요약 및 의견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
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발젂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의 경우 세부 분야가 너무 많아 일괄적인 감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감축 잠재량은 젂
기/젂자, 반도체 등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반면에 수송 부문
은 산업∙발젂 부문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편이지만 거의 통합된 분야이고 자동차 제작 공정은 하
이브리드, 젂기자동차의 도입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재 개선 및 보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송부문은 상대적으로 감축 잠재량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축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송 부문에 대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향후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벌칙이 강화
되는 등 수송 젂 부문에 걸쳐 적용될 계획이므로 자동차 제작∙판매업체는 배출규제의 주요 내용
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