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계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에 37%(BAU 대비) 감축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4년간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증가하고 있어 

전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그림1은 년3%씩 줄이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비교)

국내 승용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은 2012년 138.1g/km에서 2016년 141.6g/km로 년 

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목표인 97g/km 달성을 위해서는 년 9%씩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기술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 동안 감소해 오던 자동차 공차중량이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년 2.2%)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승용차와 SUV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경차와 소형승용차의 판매 

급감에 기인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사들은 온실가스기준 미달성시 벌금으로 대체하더라도 벌금보다는 수익이 훨씬 

높은 대형차 판매를 강화하고 있어서, 차량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실패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보급대수가 미미한 전기차나 연료전지차 보급으로 전체 자동차의 온실가스를 줄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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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부족이며, 자동차의 주류인 휘발유와 경유 내연기관자동차에서 대책을 세울 수 없으면 

자동차의 온실가스 저감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 

1. 먼저 온실가스 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1g/km 기준초과시의 과징금은 3만원이며 2020년부터 5만원으로 

강화되지만, 대형승용차는 온실가스를 초과하면서 판매할 경우의 수익이 이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과징금을 대폭 올려서 대형차 판매의 수익을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재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의 대폭적인 수정과 강화가 필요하다.

  - 현재의 온실가스 기준은 차량중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주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대형차의 차량중량을 줄이지 않고 적절한 기술로 대응하면 배츌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값이 낮은 소형차가 도리어 기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 예를 들면, 그림2에서 보듯이 차령평균중량이 1220kg이고 평균온실가스가 120g/km인 

A사는 불합격이지만, 이보다 중량 1600kg이고 온실가스도 135g/km로 15g/km가 더 

많은 B사는 기준을 합격하게 된다. 즉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A사는 불합격하고, A사에 

비해 15g/km나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B사는 합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  

  

  - 또한 2020년에 자동차 제작사가 지금의 1550kg인 자동차평균중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102.2g/km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2020년 목표치인 

97g/km보다 5.2g/km가 초과되며, 목표초과에 대한 벌과금 5천억원 (200만대(년간 

승용 판매대수) x 5만원(1g/km초과 벌과금) x 5g/km(초과값))을 부과할 수도 없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연차별로 설정된 기준”과 “판매비율별 기준의 

2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판매비율의 10%만 2020년 기준을 

만족하면 C사처럼 전체평균이 연차별기준을 크게 초과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의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관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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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2020년 자동차온실가스 배출목표는 97g/km라고 설정하고, 연차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전체배출량을 완화해주는 

판배비율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동차중량을 고려해 줌으로서 2020년 

97g/km 달성은 불가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차량 중량에 무관하게 모든 차량에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고, 판매비율별 기준도 

강화하여 온실가스저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 동안 유예되어 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조속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 아울러, 2020년까지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의 온실가스기준을 2020년 이후의 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는 대형차의 온실가스기준도 시급하게 설정하여, 

자동차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거꾸로 가지 않는 강력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