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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 월 자동차의2007 12 CO▣ 2 배출규제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의 새로운 규정EU

이 년 월 일 통과된 후 월 일 관보를 통해 발표됨(regulation) 2009 4 23 , 6 5 .

년에 는 년 대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감축하 으나 교통부문의 온- 2006 EU 1990 7.7% ,

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약 증가함 이에 집행위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발적 감28% . EU

축약속에도불구하고자동차의 CO2 배출을법적으로규제할필요성을제기함.

의 새로운 자동차EU CO▣ 2 배출규제 규정에 따르면 년부터 평균 이상을, 2012 130g/km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함 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년까. EU 2020

지 자동차 CO2 배출량을 까지 감축하는 장기목표를 설정함95g/km .

소비자들의 다양한니즈 를만족시키기 위해- (needs) CO2 배출량 기준을차량의 중량에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 으며 저탄소 배출차량에 대해서는 평균, CO2 배출량 산출 시 추가 인

센티브를부여함.

CO▣ 2 배출량 기준 연료효율성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를 도입한 회원국은 각종 세제/ EU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개발 및 수요촉진을 장려함 년 월 기준 회원국. 2009 4 , EU

중 개국이 관련 자동차세를 도입하였으며 도입 국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17 , .

한 를 통한 관세철폐의 효과와 더불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장-EU FTA EU▣

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이 절실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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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1. EU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년 백만EU27 1990 5,572 CO■ 2 환산톤에서 년2006 5,143

백만 CO2 환산톤으로 약 감소함7.7% .

그러나 기준으로 살펴보면 년 백만- EU15 1990 4,244 CO2 환산톤에서 년 백2006 4,151

만 CO2 환산톤으로 감소에 그침2.2% .

그림 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 EU

자료: EEA(2008), Annual European Community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2006 and inventory report

2008: Submission to the UNFCCC Secretariat.

산업별로는 에너지부문이 년 기준으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를 차지하2006 EU 60.4%■

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통 농업 산업공정 폐기물 순임, (19.3%), (9.2%), (8.1%), (2.9%) .

표 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1. EU

단위 백만( : CO2 환산톤, %)

주 에너지부문 배출량은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의 배출과 탈루성 배출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임: 1) .
산업공정은 에너지 연소이외의 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임2) .

자료: Eurostat(2008).

-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년 대비 감축되었으나 교통부문에서는 오히려 년 대비 증가함1990 11.5% , 1990 27.3% .

년1990 년2000 년2002 년2004 년2005 년2006

에너지 3,508 3,061 3,088 3,157 3,130 3,106(60.4)

교통 779 924 951 984 984 992(19.3)

농업 592 501 487 480 474 473(9.2)

산업공정 478 404 389 412 416 417(8.1)

폐기물 216 179 167 155 151 148(2.9)

기타 13 11 10 10 10 7(0.1)

총 5,572 5,065 5,080 5,191 5,157 5,1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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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육상교통부문에서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화물운송거리의 증가 및 등,◦

록자동차대수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됨.

농업부문의 경우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 주요 감축요인은- 1990~2006 20.1% .

농기술의 발달 및 의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질산염EU , EU

지침의 이행 때문으로 분석됨.

■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년EU 2008

월1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 ’를 발표함.1)

패키지는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 대비 감축 에너지효율 제- 2020 1990 20% , 20%

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증가교통부문의 바이오연료 사용비중 증가 포함, 20% ( 10% )

등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의 자동차2. EU CO2 배출규제

가 동차. CO2 배출규제 규정2)

는 지난 월 일 관보를 통해 자동차의EU 6 5 CO■ 2 배출량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

표함.3)

- 집행위는 년 처음으로 자동차의EU 1995 CO2 배출량을 년까지 로 줄이겠2012 120g/km

다는 전략을 세웠으며 이에 자동차업계가 자율적으로,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약속함.

그러나 이런 감축약속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의- CO2 배출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년 월 자동차의2007 12 CO2 배출규제를 강제하는 규정안을 제출함.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CO■ 2 배출량을 엔진기술로 보충적으로 타이어와 연료130g/km,

등을 통해 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10g/km ,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특징임.

1) 패키지 안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촉진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회원국별, EU (ETS) , EU ETS

제외부문의 감축부담 방안 제안 탄소포집 및 저장관련 지침 등이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2) European Union(2009),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3) 규정 은 의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규정의 내용은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regulation) EU

키며 제정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회원국 국내법의 일부를 형성함 따라서 규정은 특별한 국내법적 절차 없이, .

각 회원국법에우선하는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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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역내에서 등록되는 신규자동차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됨- 2012 EU .

◦ 집행위 초안에서는 년부터 모든 신규자동차를 대상으로 하 으나 동 규정에서EU 2012 ,

는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차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함 이에 따라 년에는 대상차. 2012

량의 년 년 년 이후 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함65%, 2013 75%, 2014 80%, 2015 100% .

동 규정은 모든 승용 및 경상용 자동차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함 그러나 역내에서. EU◦

판매되는 차량대수가 연간 만 대 이하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예외가 인정30

되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규정은 벌금부과의 기준을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리하는 탄력적인 기준을 제시함 이는- .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 를 반 한 것임(needs) .

벌금의 경우 단계적으로 누진되며 시기별로도 구분됨 즉 년 기간에는 다음- , . 2012~18

과 같은 벌금이 부과되며 년 이후에는 모든 초과 당, 2019 g 가 적용됨95 .

예를 들면 초과시, 2g◦ 판매대수 초과시20× , 3g 판매대수의 벌금을 물게 됨45× .

- 동 규정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일종의 연합체 를 형성해(a pool) CO2 배출감축에 공동으

로 대응하는 것을 허용함 즉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하나의 풀을 형성해 단일제조업체처럼.

CO2 배출량 감축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단 연합체의 구성은 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

- CO2 배출량이 이하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의 평균50g/km CO2 배출량 산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함.

초과시- 1g : 5
초과시- 2g : 5 + 15
초과시- 3g : 5 + 15 + 25
초과시- 4g : 5 + 15 + 25 + 95
초과 이후- 5g : 5 + 15 + 25 + 95 + 95…

년2012~15 년 이후2016

CO2 배출량 = 130 + a × (M-M0)

자동차의 중량M = (kg)
M0 = 1,372.0
a = 0.0457

CO2 배출량 = 130 + a × (M-M0)

자동차의 중량M = (kg)
M0 집행위 추가 검토 후 확정= EU
a = 0.0457

평균 CO2 배출량 = (1/N) × S)∑

총 신규등록차의 대수 개별 차량의N: , S: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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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초저배출 차량 대를 년과 년에는 대 년 대 년 대1 2012 2013 3.5 , 2014 2.5 , 2015 1.5 ,

년 이후 대로인정함으로써 의증가에따른 평균배출량을낮추는효과가있음2016 1 (N ) .

동 규정은 년까지- 2020 CO2 배출량을 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함95g/km .

나 동차. CO2 배출 감축 한 바 연료 사용비중 확대

■ 집행위EU 는 기후‘ 행동및재생에너지패키지’를통해재생에너지의사용비중을늘릴계획을

발표하면서자동차 부문의연료중 를바이오연료가차지하도록하는목표를발표함10% .

집행위는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중을 년까지 차원에서 로 늘린다는 목- EU 2020 EU 20%

표를 설정하고 회원국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제시함 그러나 바이오 연료, .

의 사용비중은 회원국별로 모두 동일함.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투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한편으로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

할 때 역내외 거래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임EU .

년 기준으로 의 바이오연료 사용비중은 전체 교통부문 에너지의 임2006 , EU 5.6% .◦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지속가능하고10% CO■ 2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

기 위해 집행위는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함EU .

의 친환경 자동차세제3. EU

회원국 중에서EU CO■ 2 배출량 기준 연료효율성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년 월 기준 모두 개국으로 년 개국 년 개국에서 점차 증가하2009 4 17 2007 11 , 2008 15

고 있음.4)

프랑스의 경우 보조금 부담금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량의 구매를 장려- - (Bonus-Malus)

하고 있으며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매 년마다 강화함, 2 .

- CO2 배출량 기준 자동차세를 도입한 주요국들이 연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상이한EU

보조금 및 부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임.

4)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 , , , , , , , , , , ,

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등 개국이, , , , 17 CO2 배출량기준또는연료효율성기준자동차세를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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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국의2. EU CO2 배출량 기준 자동차세

자료: ACEA(2009).

국가 자동차세 내용

프랑스

정부 보조금 부담금1. - (Bonus-Malus system)
이하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제공 이하 최고- 130g/km (60g/km 5,000)

최소 년 이상 된 차량 폐차 시- 15 의 지급300 ‘super-bonus'
이상의 차량 구매 시 부담금 부과 이상 최고- 160g/km (250g/km 2,600)

매 년마다 부과 기준 씩 강화- 2 5g/km
등록증에 부과되는 지방세2.

- CO2 배출량 포함하는 차량의 마력에 부과
세율은 지역에 따라 마력당- 1 27~ 46

3. CO2 배출량에 근거한 법인차세(Company Car Tax)
이하- 100g/km : 2/g
이상 이하- 100g/km 120g/km : 4/g
이상 이하- 120g/km 140g/km : 5/g
이상 이하- 140g/km 160g/km : 10/g
이상 이하- 160g/km 200g/km : 15/g
이상 이하- 200g/km 250g/km : 17/g
이상- 250g/km : 19/g

국

1. CO2 배출량에 근거한 연간운행세(Annual Circulation Tax)
휘발유 디젤 세율 이하- / : 100g/km 0~400
기타 연료 세율 이상- : 225g/km 385

2. Company Car Tax
이하 자동차 가격의- 120g/km : 10%
이상 자동차 가격의- 235g/km : 35%

디젤차는 추가로( 3%)

벨기에

세금인센티브1. : CO2 배출량 이하의 차를 구매하는 고객115g/km
이하 차량 구매 구매가의 최대- 105g/km : 15%( 4,350)

차량 구매 구매가의 최대- 105g/km~115g/km : 3%( 810)
2. CO2 배출량에 근거한 Company Car Tax

정부 보조금 부담금제도왈룬지역3. - ( )
- 이하차량에대해보조금지급 이하의경우최대145g/km (105g/km 1,000)
- 이상차량의경우부담금부과 이상의경우최대195g/km (225g/km 1,000)

독일
년 월 일부터 연간운행세의 구조를 기본세와2009 7 1 CO2세로 변경 기본세율은.

휘발유 및 디젤 각각 당100cc 와2 임9.50 . CO2세의 경우 임2 g/km . CO2

배출량이 의 경우110g/km CO2세는 면제

스페인
CO2 배출량에 근거한 등록세

세율은 이하- (120g/km CO2 배출 차량 이상 배출 차량) 0% ~ (200g/km )
14.75%

이탈리아

- CO2 배출량이 이하 디젤차량 및 이하 기타연료 차량의 경130g/km 140g/km
우 최대 인센티브 지급1,500

전기 수소 등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더 높은- CNG, LPG, ,
인센티브 지급

네덜란드

등록세1.
연비에 근거 동종규모 차량 평균- , CO2 배출량보다 이상 적은 차량의20%
경우 최대 까지 특별보조금 지급1,400
동종규모 차량 평균- CO2 배출량보다 이상 많은 차량은 최대30% 1,600
부과금 부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까지 보조금 지급6,400

이상- 232g/km CO2를 배출하는 휘발유 차량과 이상 배출하는 디젤192g/km
차량은 추가로 당g 추가세금 부과10
연간운행세2.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 각각 이하- 110g/km, 95g/km CO2를 배출하는 차량
의 경우 까지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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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EU CO■ 2 배출량 기준 연료효율성 기준 자동차세를 도입하는 국가는 점점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차원의- EU CO2 배출량 기준 연료효율성 기준 자동차세법 제정에 대해 일부 회원국이/

조세주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회원국간 자동차세제의 조화,

가 요구되고 있음(harmonised tax of cars) .

더욱이 유럽자동차공업협회 가- (ACEA) CO2 배출량 기준 자동차세 도입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음.

의 자동차4. EU CO2 배출규제의 시사점

■ 한 로 인해 평균 였던 의 자동차 관세율이 철폐되는 효과를 극대화-EU FTA 10% EU

하기 위해서는 의EU CO2 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한국의 대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를 상회할 정도로 높음 더- EU 14% .

욱이 라는 높은 측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실적이 이렇게 높다10% EU

는 사실은 역내에서의 한국차에 대한 인기를 반 한 것임EU .

표 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평균3. 2006 CO2 배출량 중량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의 자동차- EU CO2 배출규제에서 요구하는 감축목

표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 를 통한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 활용에 발목-EU FTA EU

을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제조업체
평균중량
(kg)

평균 CO2

배출량(g/km)

폭스바겐 1,366 165

PSA 1,201 142

포드 1,391 162

르노 1,234 147

피아트 1,112 144

BMW 1,453 182

도요타 1,214 152

현대 1,34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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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원국들이- EU CO2 배출량이 적거나 연료효율성이 좋은 자동차에 대한 여러 세

제혜택과 함께 보조금 및 부과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향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

비자들의 선택을 얻기 위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요구됨R&D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SEC(2007) 60.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의 개발 비용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가 이번 규정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별 연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EU ,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개발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친환- ,

경차 시장점유에 있어 전략적 제휴가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차원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지원과 함께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R&D■

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동차업계의 부담.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5)

친환경차 개발 촉진과 함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일례로 유럽자동차공업협회는 친환경차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수요 촉진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자동차산업, EU◦

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여 노후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5) 우리 정부는 지난 월 일 자동차세 관련 세제를 년부터 배기량 기준에서7 6 2010 CO2 배출량 기준연비 기준으/

로 개정한다는방침을발표함.

그림 연료소비율이 좋은 차량을2.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

그림 연비 좋은 차량 구매를 위해 얼마나3.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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