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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선진국 수준 강화

◇ 친환경․저탄소차 기술개발 촉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ℓ 기준 마련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를 했다.

○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에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결정했다.

○ 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

이나, 자동차 제작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015년 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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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 내외를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 수준이다.

○ 결국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해외 기준도 충족해야하는 상황이다.

<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차기기준 (복합모드 환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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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차기 온실가스 달성을 위한 연평균 저감율 >

구 분 ’12년(실적) ‘20년(차기기준) 연평균 저감율
한국 140 97 4.5%
미국 159 113 4.2%
유럽 132 93 3.8%
일본 104 100 0.5%
중국 173 110 5.5%



- 3 -

□ 정부는 차기 기준에서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이며,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하여 관리한다.

○ 한국은 2016년부터 소형 상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게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3.5톤 미만 소형 상용차를 관리하고 있다.
* 미국 : 3.5톤 미만 10인 초과 화물자동차 관리 중 (2020년 : 168g/km)

** 유럽 : 3.5톤 이하 물품운반용 차량(경상용자동차) 관리 확대 (2020년 : 147g/km)

□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한다.

○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 하지만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22,426대)이 

2009년 판매량(10,253대) 대비 120% 증가하여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6개 소규모제작사(2013년 판매량) : 포드(7,214대), 재규어랜드로버(5,004대),

크라이슬러(4,652대), 푸조(3,252대), 볼보(1,960대), 지엠(344대)

○ 이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감안하여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하여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미국 : 5만대 이하 판매 제작사, 2015년 25%에서 2020년 4～8% 완화기준 적용

** 유럽 : 30만대 이하 판매 제작사, 2007년 대비 2015년 25%에서 2021년 45%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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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부는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 하여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

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 미국 : 기술목록화 방식, 최대 6.2g/km 부여(에어컨 관련 11.7g/km 추가 인정)
 

** 유럽 : 기술심사 방식, 최대 7g/km 부여

○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ZEV :

Zero Emission Vehicle)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여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 미국 : 무배출차량 1.5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천연가스차 1.3대 인정

 ** 유럽 : 50g/km 미만 차량 2020년 2대, 21년 1.67대, 2022년 이후 1.33대 인정

○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30% 적은 반면, 연비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판매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 경차 보급을 활성화 하고 국내 차량 판매 구조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 이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년～2020년) 총 59조 원 규모로 예측했다.

○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 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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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휘발유 154억 리터, 경유 105억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2억 리터가 절감돼, 총 5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 친환경․저탄소차 기술개발을 통한 자동차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환경부와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산업부-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1. 자동차 평균 연비 온실가스 규제 개요.

2.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차기기준 비교.

3. 차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 효과.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판규 사무관(☎ 044-201-6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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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규제 개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간 선택형 단일규제 채택

-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 중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하여 선택적으로 준수 

○ 기준은 환경부․산업부가 각각 정하고, 환경부가 제도 통합관리

○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자동차평균연비․온실가스 관리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1-89호)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 중량 3.5톤 미만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기준) ‘15년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

- 연도별 기준은 ’12년부터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Phase-in)

* ’12년 30% → ’13년 60% → ’14년 80% → ’15년 100%

○ (소규모제작사 기준 완화) ‘09년 4,500대 이하 판매 제작사는

기준 대비 19% 완화/500대 이하 판매 제작사는 별도 기준 설정

○ (실적관리) 3년간 초과달성 실적 이월 ․미달성 실적 상환 , 미

달성 시 과징금 부과(부과금액 = CO2기준 미달성량(g)×10,000원/g)

※ 과징금 부과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서 각각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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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차기기준 비교

 

□ (유럽) 온실가스 규제

기준 소규모제작사 기준 강화

현행(‘15년) 차기(‘21년) 현행 차기

온실
가스

130g/km
95g/km

(복합모드 환산치 :
91g/km) ․1만～30만대 :

‘07년 대비 25%
저감

․1만～3 0만대 :
‘07년 대비 45%
저감

연도별
(‘12～’15년 Phase in)
65% → 75% →
80%→ 100%

(‘20～‘21년 Phase in)
95% → 100%

□ (미국) 온실가스․연비 동시 규제 

기준 소규모제작사 기준 강화

현행(‘15년) 차기(‘20년) 현행 차기

온실
가스

146.7g/km 113.1g/km ․5만대 미만 : 한정 대수에

대해 25% 완화기준 적용

- ‘12～’15년 총 20만대

- ‘16년 5만대

․40만대 미만 : ‘12～‘15년

까지 총 10만대에 한해 

25% 완화 기준 적용

․5만대 미만 : 연도별 기준을

1년씩 연기하여 적용

(예: ‘17년은 ’16년기준,

‘20년은 ’19년기준 적용

으로 4～8% 수준 완화)

․40만대 미만 : 완화 규정

삭제

연비 15.4km/l 18.8km/l

연도별 연도별 기준 적용

□ (일본) 연비 규제

측정모드 ‘15년 기준 ‘20년 기준

JC08 17.0km/l 20.3km/l

※ 일본은 별도의 소규모제작사 기준 없음(FTA 미 협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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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차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 효과

□ 전체 편익 : 사회적 편익 + 경제적 편익 + 간접 효과

○ 5년간(‘16～’20) 총 59조원 규모의 편익 발생

□ 사회적 편익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20년에 BAU 대비 1,64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5년간 총 
8조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CO2 감축량(만톤) 1,038 1,194 1,343 1,484 1,580 6,639

사회적 편익(억원) 12,237 14,076 15,833 17,495 18,627 78,269

※ CO2 감축의 사회적 편익으로 104.7$/톤(1$=1,126원) 적용(Tol, 2008)
※ CO2 감축량에 상용차(소형 ‘16년, 대형 ’17년) 규제도입에 의한 감축량 포함

□ 경제적 편익 : 연료 절감

○ 5년간 총 51조 4천억원의 연료비 절감(휘발유 154억리터 28조원, 경유 

105억리터 17조 1천억원, LPG 2억리터 2조 3천억원)
(단위 : 백만리터,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연료 절감량 4,321 5,005 5,685 6,356 6,795 28,162

절감액 78,866 91,342 103,743 115,992 124,008 513,951

휘발유
연료 절감량 2,360 2,733 3,104 3,470 3,710 15,377

절감액 43,064 49,876 56,648 63,336 67,713 280,636

경유
연료 절감량 1,615 1,871 2,125 2,376 2,540 10,526

절감액 26,289 30,448 34,582 38,665 41,337 171,320

LPG
연료 절감량 347 401 456 510 545 2,258

절감액 3,515 4,072 4,624 5,170 5,528 22,909

※ 휘발유, 경유, LPG의 비율은 50:40:10%로 계산, 연료 1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1825.01원, 경유 1627.57원, LPG 1014.52원(opinet 자료, ‘14.9.2)

※ 연료 1리터당 CO2 배출량 : 2.21kg(휘발유), 2.58kg(경유), 3.01kg(LPG)
(교통안전공단 교통부문 온실가스통합관리시스템)

□ 간접 효과 : 업계 경쟁력 확보

○ 저탄소․친환경차 기술개발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