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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설문조사�개요

1.� 조사의�배경�및�목적�

○�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등은� 전지구적� 환경�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그� 어떤�정부나�국민도�피해갈�수�없는�의무가�되어�가고�있다.�

○�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

하고� 있는�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차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 저탄소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위한� 자동차�

이용�억제�방안을�실행하고�있으며,� 점차적으로�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 프랑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일정� 수준� 미만인� 자동차에�대해서는�구입시� 지원

금을� 주고� 일정� 수준� 초과하는� 자동차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1년�

6월� 우리정부는� ‘2020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을� 골

자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중� 교통/수송부문은�

예상배출량의� 34.3%1)감축이라는�가장�높은�감축목표가�설정되어있다.�

○� 교통/수송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목표� 설정과� 의지� 뿐만�

아니라�국민의�참여와�실천이�요청되는�만큼�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국민적인�공감

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교통,�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차� 확대� 보급,�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시행� 등

과�같은�다양한�정책�방안이�고려되고�추진되어야�할�것이다.�

○�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및� 대도시� 대기오염� 저감� 및�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정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및� 주요� 대도

1)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산업부문 18.2%, 가정/상업부문 26.9%, 공공 기타 25%, 농림 어업부문 5.2%, 폐기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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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시민 전문가 

공통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수,직업, 거주지, 월가구소득,공공교통의 편리성 인식

조사 
내용

①보유대수 
②현재 및 이전차량 
③이후 구입예상 차량 
④차량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 희망 

차량 
⑤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⑥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관심 정도 
⑦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통부문의 기여도 인식 정도
⑧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에  대한 인식 정도 
⑨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 
인지 

⑩저탄소차 보급 확대 제도에 따른 
  저탄소차 구입 의지 
⑪저탄소차 구입시 구매 희망 차량
⑫저탄소차 구입의향이 없거나 
  보류의 이유
⑬저탄소차 확대를 위한 보완점 
⑭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범위

①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
②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통부문의 기

여도 인식 정도
③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

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 인지
④세제 개편 후 자동차 가격변화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 변화 예상 
⑤소비자들의 자동차 구입시 고려 사항 

전망 
⑥저탄소차 보급 확대 제도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탄소차 구입 의지 전망 
⑦저탄소차 구입의사가 없거나 구입보류

의 이유
⑧저탄소차 구입 확대를 위한 보완점

<표� 1>� 조사�대상별�설문조사�주요�내용

시� 거주� 일반� 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저탄소차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설문조사를� 통

해� 교통/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저탄소차� 보급을�

확대�방안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2.� 조사내용

○�응답자의�모집단은�일반�국민과�전문가로�나눠�진행

○�일반인과�전문가별�세부�조사�항목은�아래의�표와�같이�나누어�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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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의�기본�설계

3.1� 표본�설계� (Sampling� Design)

①�일반�시민�

○� 20세�이상�일반�국민� 1,000명

○�표본설계

� -� 지역별�할당은� 16개� 광역시/도에�등록된�승용차�대수를�비례할당

� -� 연령은�구매력을�기준으로�임의�할당

� �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일반 시민
표 본  크 기  1,000명
표 본  오 차 95% ± 3.75%

표본 추출 방법 지역별 연령별 비례할당 및 유의적 추출법

시도 승용차 계 비율
표본

할당

20대

(20%)

30대

(30%)

40대

(30%)

50대

(10%)

60대

(10%)

서울 2,455,489 0.18 177 35 53 53 18 18 

인천 714,940 0.05 51 10  15 15 5 5 

경기 3,304,524 0.24 238 48  71 71 24 24 

부산 898,902 0.06 65 13  19 19 6 6 

울산 363,734 0.03 26 5 8 8 3 3 

경남 1,073,306 0.08 77 15  23 23 8 8 

대구 755,776 0.05 54 11  16 16 5 5 

경북 789,311 0.06 57 11  17 17 6 6 

강원 441,155 0.03 32 6 10 10 3 3 

광주 413,869 0.03 30 6 9 9 3 3 

전북 515,163 0.04 37 7 11 11 4 4 

전남 476,585 0.03 34 7 10 10 3 3 

제주 172,793 0.01 12 3 5 5 2 2 

대전 465,506 0.03 33 7 10 10 3 3 

충북 453,852 0.03 33 7 10 10 3 3 

충남 604,388 0.04 43 9 13 13 4 4 

합계 13,899,293 1.00 1,000 200 300 300 100 100 

<표� 2>� 표본�할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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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설문조사� �

○� 교통,� 자동차,� 환경� 에너지� 관련� 연구원,� 산업계(자동차� 제작사,� 연료사� 등),� 정부� �

기관� 관계자(정부부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환경� 시민단체� 종사자� 등� � �

총� 58명�

3.2� 조사�방법�및� 기간�

조 사  방 법 내     용
조 사  방 법 면접, 전화, E-Mail조사 병행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 사  기 간  2011년  11월 14일 ∼ 11월 25일 (12일간)

3.3� 조사결과�분석�

Editing
⇨

Coding / 
Punching

⇨

Data 
Cleaning

⇨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입력자료의
오류 검색 전산처리

4.� 표본의�특성�

4.1� 일반시민�

○�남성� 501명(50.1%),� 여성� 499명(49.9%)으로�조사되었다.

남

50.1%
여

49.9%

<그림� 1>� 성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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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을� 세대별로� 나누어�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5개� 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상대적으로�자동차를�주로�이용하는� 30대,� 40대가�많았다.� �

20대

20.3%

30대

29.7%

40대

29.7%

50대

10.1%

60대 이상

10.2%

<그림� 2>� 연령별�비율

○� 직업은� 사무직군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부,� 판매/서비스직,� 기술직,� 학생,� 기

타,� 생산직의�순서로�조사되었다.

사무직

43.6%

생산직

4.9%

기술직

7.2%

판매/서비스

10.1%

학생

5.6%

주부

23.0%

기타

5.6%

<그림� 3>� 직업별�비율

○� 거주지는� 출퇴근� 유동인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서울․경기� 지역이� 40.5%로�
조사되었고�그�외� 14개� 광역�지역을�기준으로�조사하였다.�

○� 월� 가구� 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끊어�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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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1,000 100.0

성 별  남 501 50.1 
 여 499  49.9 

연 령
 20대 203 20.3 
 30대 297 29.7 
 40대 297 29.7 
 50대 101 10.1 
 60대 이상 102  10.2 

<표� 3>� 일반시민�응답자�특성

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의� 6개군으로� 조사했다.� 전체적으

로�하위,� 중위,� 고위�소득�분포가�고르게�이뤄져�조사되었다.�

100만원

미만

1.0%

∼200만원

미만

9.4%
∼300만원

미만

23.3%

∼400만원

미만

34.9%

∼500만원

미만

20.3%

500만원

이상

11.1%

<그림� 4>� 월가구�소득별�비율

4.2� 전문가�

○� 전문가� 설문조사는� 교통,� 자동차,� 환경,�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직업별

로는�관련학과�교수,� 정부출연기관�연구원,� 자동차� 제작사� 및� 에너지�관련� 산업계�종

사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및�정부부처�공무원,�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 등� 으로� 나눠�

진행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분

석하기�위한�용도로�활용하였다.�

4.3� 응답자별�특성�

○�일반시민�응답자�특성을�표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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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구           분 사례수 비율

직 업

 사무직 436 43.6 
 생산직 49 4.9 
 기술직 72 7.2 
 판매/서비스직 101 10.1 
 학생 56 5.6 
 주부 230  23.0 
 기타 56 5.6 

거주지

 서울 177 17.7
 인천 50 5.0
 경기 238 23.8
 부산 63 6.3
 울산 27 2.7
 경남 77 7.7
 대구 53 5.3
 경북 57 5.7
 강원 32 3.2
 광주 30 3.0
 전북 37 3.7
 전남 33 3.3
 제주 17 1.7
 대전 33 3.3
 충북 33 3.3
 충남 43 4.3

공공교통
 매우 불편 37 3.7
 불편 227 22.7
 보통 430 43.0
 편리 289 28.9
 매우 편리 17 1.7

결혼  기혼 704 70.4
 미혼 296 29.6

자녀수
 없음 357 35.7
 1명 178 17.8
 2명 364 36.4
 3명 89 8.9
 4명 이상 12 1.2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 1.0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9.4
 200만원~300만원 미만 233 23.3
 300만원~400만원 미만 349 34.9
 400만원~500만원 미만 203 20.3
 500만원 이상 1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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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응답자�특성을�표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구분 사례수
(인)

비율
(%)

전체 58 100.0

연구원 교수 4 6.9
연구원 11 19

환경시민단체 4 6.9

산업계
자동차제작 9 15.5에너지
관련 협회 7 12.1

정부기관 정부부처 9 15.5
지자체 14 24.1

<표� 4>� 전문가�응답자�특성

<그림� 5>� 전문가�응답자�특성

(단위�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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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조사결과�분석�

1.� 일반시민�설문조사�결과�분석

1.1� 승용차�보유�여부

1.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는 승용차를 모두 몇 대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항               목 응답결과(N=1,000)%
① 없음
② 1대
③ 2대
④ 3대
⑤ 4대 이상

9.8
64.0
22.9
3.1
0.2

계 100.0

○� 한� 가구당� 보유� 승용차� 대수는� 응답자의� 64.0%가� 1대로� 가장� 많았으며,� 2대가�

22.9%,� 3대� 이상이� 3.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2%가� 승용차를� 1대� 이상� 보

유한� 것으로� 응답하여�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승용차� 소유자� 및� 운전자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없다로� 응답한� 수도� 9.8%의� 경우�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와� 60대�이상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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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9.8%

1대

64.0%

2대

22.9%

3대

3.1%

4대 이상

0.2%

<그림� 6>� 응답자의�승용차�보유대수

1.2� 구입시기별�구입�차종�변화

2. (문1. ②~⑤ 응답자 만)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구입했던 모든 자동차의 차종
은 무엇입니까?

항               목 가장 최근(N=902)%
바로 이전(N=750)%

그 이전(N=410)%
① 경차 (1,000cc미만)
② 소형차 (1,600cc미만)
③ 중형차 (2,000cc미만)
④ 대형차 (2,000cc이상)
⑤ RV, SUV (9인승 이하)
⑥ 승합차 (10인승 이상)

5.1
23.4
49.1
13.3
6.9
2.2

4.7
38.0
39.2
12.3
3.2
2.7

6.6
55.6
32.7
2.4
1.2
1.5

계 100.0 100.0 100.0

○� 일반� 시민들의� 승용차� 구입�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구입� 시기를� 3단계(가장� 최근,� 바

로� 이전,� 그� 이전)로� 나눠� 구입� 차량의� 차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 구매� 승용

차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이전’� 시기에서는� 소형차의� 구매� 비율이� 55.6%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중형차가� 그� 다음인� 32.7%로� 나타났다.� 소형차의� 경우� 첫� 구매�

이후� 구입�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중형차의� 경우� ‘가장� 최근’� 구입� 차종� 중�

가장� 높은� 49.1%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차와� RV/SUV� 구입도� 각각� 13.3%,�

6.9%로� 나타나� 첫� 차는� 작은� 차를� 구입했다가� 경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차를� 바꿀� 때� 큰� 차로� 이동한다는� 통상적인� 소비� 패턴이� 잘� 나타나� 있다

고�분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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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0.0 

20.0 

30.0 

40.0 

50.0 

60.0 

그이전 바로이전 가장최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RV/
SUV

승합차

<그림� 7>� 구입시기별�승용차�구입�차종�변화

○� 경차와� 승합차의� 경우� 시기별� 구입비율� 차이가� 크지� 않아� 구매층의� 변화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경차의� 경우� 최초� 구입보다는� ‘가장� 최근’� 구매가�

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1.3� 향후�구입�희망�차종

3.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향후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시거나 현재 소유하고 계
신 자동차를 바꾸실 경우 (추가구입 포함)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항               목 응답 결과(N=999)%
① 경차 (1,000cc미만)
② 소형차 (1,600cc미만)
③ 중형차 (2,000cc미만)
④ 대형차 (2,000cc이상)
⑤ RV, SUV (9인승 이하)
⑥ 승합차 (10인승 이상)

8.8
21.5
44.0
14.5
9.8
1.3

계 100.0

○� 향후� 신규� 자동차� 구입이나� 차종� 교체시� 구입� 희망� 차종을� 물어본� 결과� 중형차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형차가� 21.5%,� 대형차� 14.5%� RV/SUV� 9.8%,�

경차� 8.8%,� 승합차� 1.3%�순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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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00cc미만 1600cc미만 2000cc미만 2500cc미만 2500cc이상
비율
(%) 8.3 25.9 41.5 9.1 15.2 

<표� 5>� 우리나라�승용차의�배기량별�등록대수�비율(2010년� 12월기준)

�

○� 이러한� 조사결과를� 우리나라� 승용차의� 배기량별� 등록대수� 비율과� 비교하여� 보면� 매

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 승용차� 보유자들의� 구매의사와� 현황을� 잘� 반영

하는�결과라고�분석할�수� 있다.�

○� 다만,� 배기량별� 등록대수� 비율은� 차종� 구분없이�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눈� 것

이어서� 일반형,� 화물겸용,� 다목적형,� 기타형과� 같이� 승용차의� 이용목적을� 포함한� 분

류기준을� 추가하여� 구분하여� 보면� 1,000cc미만(경형)을� 제외한� 모든� 배기량별� 승용

차� 비율� 안에는� RV/SUV(화물형,다목적형,기타형)가� 포함된� 것이다.� 특히,� 배기량별�

등록대수� 비율� 중� 2,500cc미만� 승용차와� 2,500cc이상의� 대형� 승용차에는� 일반형이�

54.7%,� RV/SUV가� 45.3%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며,� 2,000cc미만(중형)� 승용차의�

경우는�일반형이� 75.4%,� RV/SUV가� 24.6%�비율로�분포되어�있다.� 이러한�점을�감

안한다면� 조사결과와� 현재� 우리나라의� 승용차� 등록대수� 현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라고�볼�수�있을�것이다.�

구분 구입차종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

전체 8.8 21.5 44.0 14.5 9.8 1.3

연령
20대 17.7 23.6 40.9 9.4 7.9 0.5
30대 5.4 24.6 46.5 13.1 8.8 1.7
40대 4.4 16.5 47.1 16.2 14.8 1.0
50대 7.0 18.0 43.0 24.0 7.0 1.0

60대 이상 15.7 26.5 35.3 14.7 4.9 2.9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0.0 20.0 0.0 10.0 0.0 10.0
200만원 미만 22.3 23.4 36.2 11.7 5.3 1.1
300만원 미만 10.7 30.0 42.5 8.2 7.3 1.3
400만원 미만 7.8 21.3 46.6 12.4 11.2 0.9
500만원 미만 2.0 14.3 48.3 23.2 10.8 1.5
500만원 이상 4.5 16.2 42.3 21.6 13.5 1.8

보유
차량수

없음 31.6 49.0 13.3 3.1 1.0 2.0
1대 7.0 18.3 49.4 13.4 10.9 0.9
2대 3.9 20.2 43.0 20.6 11.4 0.9
3대 9.7 12.9 41.9 25.8 3.2 6.5

4대 이상 0.0 0.0 0.0 50.0 0.0 50.0

<표� 6>� 응답자�특성별�향후�구입�희망�차종�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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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별� 구입� 희망� 차종을� 살펴보면�소득과� 연령이� 낮을수록� 경차와� 소형차를�

구입하겠다는�의사가� 높은� 반면� 소득과� 연령이� 높아질수록�중,� 대형차� 또는� RV/SUV

구입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현재� 시판되고� 있는� 승용차� 중� 환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저탄소차� 기준에� 가장� 부합

하는�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차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을� 보면� 연령은� 20대

(17.7%)와� 60대이상(15.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60.0%)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22.3%),� 300만원� 미만

(10.7%)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않은� 시민들� 중� 31.6%가� 경차를� 구입하겠다고� 답변하

였다.� 특히,� 이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3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

자의� 9.7%,�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7.0%가� 경차를� 구입하겠다고� 답변하

여� 2nd� 또는� 3rd� car로� 경차를�구입하겠다는�수요도�적지�않다고�볼� 수� 있다.

1.4� 차량�가격�변화에�따른�향후�구매�의향�변화

3-1~3. 차량가격 변화에 따른 차량 구매 의향 
                                                                        (단위:%)

항               목 당초계획
(N=999)

중형이상10%상승(N=999)
소형이하10~20%하락(N=974)

동시변화
(N=980)

① 경차 (1,000cc미만)
② 소형차 (1,600cc미만)
③ 중형차 (2,000cc미만)
④ 대형차 (2,000cc이상)
⑤ RV, SUV (9인승 이하)
⑥ 승합차 (10인승 이상)

8.8
21.5
44.0
14.5
9.8
1.3

9.1
33.9
34.1
12.7
9.2
0.9

9.9
33.2
34.4
12.5
8.7
1.3

10.4
41.3
29.2
10.6
7.7
0.8

계 100.0 100.0 100.0 100.0

○� Bonus� -� Malus� (구입지원금� -� 구입부과금)제도가� 시행될�경우� 차량� 구입� 가격의�변

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차량� 가격� 변화에� 따른� 차량� 구매� 의향이� 당초� 구입

을� 희망하던� 차종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

고�조사를�하였다.�

○� 첫� 번째,� ‘중형차� 이상(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의� 가격이� 10%� 가량� 상승

했을� 경우’,� 두� 번째,� ‘소형차� 이하(경차,� 소형차)의� 가격이� 10~20%� 가량� 하락했을�

경우’,� 세� 번째,� ‘중형차� 이상의� 가격이� 10%� 가량� 상승하고,� 소형차� 이하의�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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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가량� 하락하여� 모든� 차종에서� 동시에� 가격� 변화가� 있을� 경우’� 차량� 구매�

의향이�어떻게�변화할�것인지를�알아보았다.

○� 중형차� 이상(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에서� 10%�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소

형차� 구매의향자는� 당초� 구매의향� 보다� 12.4%상승하고� 중형차� 구매의향자는� 당초�

구매의향보다� 9.9%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차종에서의� 변화는� 모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경차의� 경우� 0.3%상승하고,� 대형차,� RV/SUV,� 승합차는�

각각� 1.8%,� 0.6%,� 0.4%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소형차� 이하(경차,� 소형차)에서� 10~20%�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소형차� 구매의향자

는� 11.7%늘어나는� 반면� 중형차� 구매의향자는� 9.6%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형차� 이상에서의� 가격변화와� 마찬가지로� 다른� 차종에서의� 변화는� 모두�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지� 않아서� 경차의� 경우� 1.1%상승하고,� 대형차와� RV/SUV는� 각각� 0.9%,�

1.1%하락하며,� 승합차�구매의향자의�변화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세� 번째,� 모든� 차종에서의� 가격변화가� 일어날� 경우는� 변화의� 폭이� 앞의� 두� 가지� 시

나리오보다� 크게� 나타나� 소형차� 구매의향자는� 당초보다� 약� 20%(19.8%)늘어나는�

반면� 중형차� 구매의향자는� 약� 15%(14.8%)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차종의�

변화도� 앞의� 두� 가지� 시나리오� 보다� 변화의� 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 경차� 구매의

향자는� 1.6%상승하고,� 대형차,� RV/SUV와� 승합차� 구매의향자는� 각각� 3.9%,�

2.1%,� 0.5%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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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차량�가격�변화에�따른�승용차�구매�의향�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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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최대� 1.6%�상승)와� RV/SUV(최대� 2.1%하락),� 승합차(최대� 0.5%하락)의�경우

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형차(최대� 19.8%상승),� 중형차

(최대� 14.8%하락)와� 대형차(최대� 3.9%� 하락)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커서�

Bonus� -� Malus(구입지원금� -� 구입부과금)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차종에서의� 차량가

격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중/대형� 차종에서� 경/소형� 차종으로의� 전이가� 일어날� 가능

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따라서,�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Bonus� -� Malus(구입지원금� -� 구입부과금)제도�

시행된다면� 그� 정책의� 결과로� 현재� 경/소형차� 비율보다� 중/대형차�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자동차� 소비구조� 개선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으로�분석된다.� �

○� 차종별� 구매의향자의� 전이� 비율을� 세부적으로�알아보기�위해� 당초� 구입� 예정� 차종별

로� 가격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어떠한� 차종으로�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여� 보았

다.� �

(N=88)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
당초 예정 100.0 0.0 0.0 0.0 0.0 0.0
중형 상승 95.5 3.4 0.0 1.1 0.0 0.0
소형 하락 89.8 9.1 0.0 0.0 0.0 1.1
동시 변화 90.9 8.0 1.1 0.0 0.0 0.0

<표� 7>� 경차�구매의향자의�가격변화에�따른�차종간�전이�비율

(단위� :�%)

○� 경차� 구매의향자의� 경우� 차량가격� 변화에� 따른� 타� 차종으로의� 전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가격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에도� 9.1%의� 소비자들만�타� 차종으로� 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형차� 가

격이�하락할�경우�소형차로� 8.0~9.1%정도의�전이가�일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N=215)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
당초 예정 0.0 100.0 0.0 0.0 0.0 0.0
중형 상승 3.3 91.6 5.1 0.0 0.0 0.0
소형 하락 5.1 86.5 7.9 0.0 0.5 0.0
동시 변화 6.0 87.0 7.0 0.0 0.0 0.0

<표� 8>� 소형차�구매의향자의�가격변화에�따른�차종간�전이�비율

(단위� :� %)

○� 소형차� 구매의향자의� 경우� 최대� 13.0%정도가� 타� 차종으로� 전이될�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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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형차� 이상에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형차� 가격이� 하락할� 경우와� 전� 차종에서�

가격이� 변화할� 경우에도� 중형차로� 전이(5.1~7.9%)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문

과정에서� 전� 차종의� 가격변화를� 중형차에서도� 가격이� 인하되는� 것으로� 오해하였거나�

소형차� 가격이� 인하되면� 중형차�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차� 가격이� 20%하락할� 경우에도� 경차로� 전이되는� 비율이�

5.1~6.0%정도여서� 앞서� 경차에서� 소형차로� 전이되는�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 �

(N=440)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
당초 예정 0.0 0.0 100.0 0.0 0.0 0.0
중형 상승 0.0 28.0 68.4 2.3 1.4 0.0
소형 하락 1.2 22.2 71.9 3.3 1.4 0.0
동시 변화 1.6 38.4 58.1 1.2 0.7 0.0

<표� 9>� 중형차�구매의향자의�가격변화에�따른�차종간�전이�비율

(단위� :� %)

○� 중형차� 구매의향자의� 경우� 차량� 가격변화에� 따른� 차종간� 전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차량� 가격변화가� 있는� 모든� 경우에서� 전이가� 일어나� 최소� 28.1%에

서� 최대� 41.9%정도가� 타� 차종으로� 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가격이�

동시에�변화할�경우�소형차로의�전이�비율이� 38.4%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

(N=145)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
당초 예정 0.0 0.0 0.0 100.0 0.0 0.0
중형 상승 0.0 1.4 15.9 78.6 4.1 0.0
소형 하락 0.0 13.0 6.5 76.8 2.2 1.4
동시 변화 0.0 16.3 13.5 68.1 2.1 0.0

<표� 10>� 대형차�구매의향자의�가격변화에�따른�차종간�전이�비율

(단위� :� %)

○� 대형차� 구매의향자의� 경우는� 중형차� 구매의향자에� 비해� 전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구입� 차량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가

격� 변화가� 전� 차종에서� 일어날� 경우� 타� 차종으로의� 전이� 비율이� 3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중형차로의� 전이(13.5%)보다� 소형차로의� 전이(16.3%)

가� 더� 높은�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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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8)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
당초 예정 0.0 0.0 0.0 0.0 100.0 0.0
중형 상승 0.0 13.3 6.1 1.0 79.6 0.0
소형 하락 0.0 16.8 3.2 2.1 75.8 2.1
동시 변화 1.1 23.2 3.2 3.2 69.5 0.0

<표� 11>� RV/SUV� 구매의향자의�가격변화에�따른�차종간�전이�비율

(단위� :� %)

○� RV/SUV� 구매의향자의� 경우� 차량� 가격변화에� 따라� 타� 차종으로� 전이되는� 전체� 비율

은� 최대� 30.5%로� 대형차와� 유사하나� 차종간� 전이� 비율은� 중형차� 구매의향자와� 유

사하게�나타나고�있다.� 이는� RV/SUV의� 경우� 차량의� 배기량이나�차량� 가격이� 일반형� �

중/대형차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차종간� 전이에서도� 중/대형차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차량가격이� 동시에� 변할� 경우� 일반형� 중/대형차로�전이

되는�비율은� 각각� 3.2%씩에� 불과한� 반면� 일반형� 소형차로의�전이가� 23.2%에�이르

는�점이�이를�방증하는�것이라고�분석된다.

(N=13)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
당초 예정 0.0 0.0 0.0 0.0 0.0 100.0
중형 상승 0.0 7.7 0.0 7.7 15.4 69.2
소형 하락 0.0 7.7 7.7 0.0 23.1 61.5
동시 변화 0.0 15.4 0.0 0.0 23.1 61.5

<표� 12>� 승합차�구매의향자의�가격변화에�따른�차종간�전이�비율

(단위� :� %)

○� 승합차� 구매의향자의� 경우� 중형차� 구매의향자� 다음으로� 타� 차종으로의� 전이� 비율(최

대� 3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샘플수가� 13명에� 불과하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종간� 전이� 비율

을� 보면� RV/SUV로의� 전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승합차와�

RV/SUV의� 사용� 용도가� 유사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RV/SUV로의�

전이를� 제외한� 일반형� 승용차로의� 전이는� 대부분� 소형차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있다.

1.5� 자동차�구입시�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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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자동차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점은 무엇입니
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응답 결과(N=1,971)%
① 현재 경제적 여건과 향후 경제적 여건의 개선 여부
② 구입예정 자동차의 가격과 관련세금 등 구입비용
③ 구입예정 자동차의 경제성(연비, 보험료, 세금 등)등 유지비용
④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⑤ 구입예정 자동차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
⑥ 자동차의 외향과 크기(배기량, 소/중/대형 등)
⑦ 나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편의사양
⑧ 구입예정 자동차의 안전성
⑨ 구입예정 자동차의 환경성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
⑩ 기타 

20.3
14.3
29.5
2.2
6.2
7.2
9.1
10.6
0.7

0.0
계 100.0

○�자동차를�구입할�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점을� 조사한� 결과,� ‘구입예정�자동차의�경

제성(연비,� 보험료,� 세금� 등)등� 유지비용’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경제적�

여건과� 향후� 경제적� 여건의� 개선� 여부’가� 20.3%,� ‘구입� 예정� 자동차의� 가격과� 관련�

세금� 등� 구입비용’이� 14.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절반(43.8%)에� 가까운� 소비자

들이� 차량� 구입� 시� 자동차� 구입단계와� 유지단계의�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입,� 유지단계�

인센티브가� 보급� 확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 밖에� ‘구입� 예정�

자동차의� 안전성(10.6%)’,� ‘나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편의사양(9.1%)’,� ‘자동차의�

외향과� 크기(배기량,� 소/중/대형� 등)(7.2%)’,� ‘구입예정� 자동차에� 대한� 주위� 사람들

의�평가(6.2%)’순으로�높게�나타났다.�

○� 반면� ‘구입� 예정� 자동차의� 환경성(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0.7%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 친환경자동차나� 저탄소차에� 대한�

일반�시민들의�인식은� 매우�미미한� 수준인� 것으로�분석된다.� 다만,� 일반�시민들이�자

동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인지할� 정도로� 자동차의� 환경성에�

근거한� 인센티브� 등이�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저탄소차의� 본격적인� 시판과� 마켓팅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온실가스�배출량을�기준으로�하는� 자동차

세제,� 저탄소차에� 대한� 구입/유지단계의� 혜택� 확대� 등의�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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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탄소차의� 보급� 과정에서� 저탄소

차에�장점과�혜택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그림� 9>� 자동차�구입시�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

1.6� 기후변화와�환경문제에�대한�관심�정도

5. 귀하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               목 응답 결과(N=1,000)%
① 매우 관심이 높다
② 관심이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3.1
25.1
60.0
10.6
1.2

계 (평균 = 3.2) 100.0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알아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관심이� 높거나� 관심이� 높다는� 응답은� 28.2%으로� 나타

났다.� 5점� 척도로� 분석할� 경우� 평균� 3.2점으로� 아직까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

한�국민적인�공감대가�크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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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응 답 비 율

(%)
매우
높음 높은 편 보통 없는 편 전혀

없음
전  체 3.1 25.1 60.0 10.6 1.2

성별 남 4.0 25.5 58.3 10.4 1.8
여 2.2 24.6 61.7 10.8 0.6

연령
20대 3.0 16.3 70.0 10.3 0.5
30대 3.4 26.3 58.2 11.4 0.7
40대 2.4 28.3 59.3 8.8 1.3
50대 4.0 25.7 56.4 13.9 0.0
60대 이상 3.9 29.4 51.0 10.8 4.9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0 10.0 40.0 30.0 10.0
200만원 미만 3.2 21.3 59.6 13.8 2.1
300만원 미만 2.6 33.0 52.8 10.7 0.9
400만원 미만 2.3 22.9 62.5 10.9 1.4
500만원 미만 3.0 20.7 68.5 7.4 0.5
500만원 이상 6.3 27.9 54.1 10.8 0.9

<표� 13>� 응답자�특성별�기후변화와�환경문제�관심�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심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70.0%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기후변화,� 환경문제에�대한�관심도가�낮게�나타나고�있다.�

1.7� 자동차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의�중요도�평가

6-1. 귀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몇%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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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

전 체 39.5
성별 남 40.2

여 38.7

연령

20대 40.7
30대 38.3
40대 39.2
50대 41.5
60대 이상 39.3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0.4
200만원 미만 48.3
300만원 미만 49.0
400만원 미만 39.1
500만원 미만 32.1
500만원 이상 27.5

<표� 14>� 응답자�특성별�교통/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비율

○� 일반� 시민들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민들의� 생각하는�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정도를� %로� 표시하여� 주관식으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해� 평균� 39.5%라고� 실제(약� 20%정도)보다� 자

동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향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 공감대를� 상대적으로�

쉽게�형성할�수� 있을�것으로�분석된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40.2%)와� 50대(41.5%)로� 타연령에� 비해� 높게� 평

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의� 소득� 계층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남성(40.2%)이� 여성(38.7%)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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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문 6-1.의 ‘○○%’답변을 참고하여) 귀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

항               목 응답 결과(N=1,000)%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낮은 편이다
④ 매우 낮다
⑤ 모르겠다

11.9
69.2
11.2
1.5
6.2

계 100.0

○� 일반� 시민들이� 앞� 서� 주관식으로� 응답한� 교통/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평가를� 다시한번�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높다’는�

응답이� 11.9%,�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69.2%� 전체� 응답자의� 81.1%가� 자동차에

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낮은� 편’이거나�

‘매우�낮다’는� 응답은�전체의� 12.7%에�불과하였다.�

1.8� 정부의�온실가스�저감�정책에�대한�인지도

7. 귀하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항               목 응답 결과(N=1,000)%
① 자세히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는 편이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1
32.8
57.5
8.6

계 100.0

○�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의� 2/3� 가량

(66.1%)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으며,� 1/3� 가량(33.9%)만� 알고� 있는� 편으

로�나타났으며,� ‘자세히�알고�있다’라는�응답은� 1.1%에�불과하였다.

○�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

실가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1.1%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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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정책� 인지도(33.9%)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이� 실생활과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고�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

족한�것에�기인한�것이라고�볼�수�있다.

1.9�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의�필요성과�효과성�평가

8-1. 귀하는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응답 결과(N=1,000)%
① 매우 필요
② 약간 필요
③ 보통
④ 필요 없는 편
⑤ 전혀 필요없음

30.7
36.7
24.0
8.3
0.3

계 (평균 = 3.9) 100.0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 제도� 시행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과�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7.4%로�

전체� 8.6%가� ‘필요� 없는� 편’,� ‘전혀� 필요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에� 비해�

높게�나타났다.

8-2. 귀하는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응답 결과(N=1,000)%
① 매우 효과적
② 다소 효과적
③ 보통
④ 효과 미미
⑤ 효과 전혀 없음

21.3
36.5
29.6
12.5
0.1

계 (평균 = 3.7) 100.0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 ‘다소�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7.8%로� 정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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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67.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혀� 효과� 없다’,� ‘효과� 미

미’하다는� 부정적� 응답도� 전체의� 12.6%로�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

(8.6%)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이는� 환경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환경관련�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중/대형차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구조� 등� 사회적� 여건으로� 판단해� 볼� 때� 본인들

의� 세금�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시행될� 때�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다소� 증

가하는�것으로�분석할�수� 있다.

1.10� 저탄소차�구입�의향�및� 구입�희망�차종

9.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는 저탄소차에 대한 세제 감면,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의 저
탄소차 보급 확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향후 차량 구입시 저탄소차를 구입할 의향
이 있으십니까?

항               목 응답 결과(N=1,000)%
① 구입할 의향이 있다 (☞ 문.10번으로 이동)
② 잘 모르겠다 (☞ 문.11번으로 이동)
③ 구입할 의향이 없다 (☞ 문.11번으로 이동)

46.4
42.2
11.4

계 100.0

○� 향후� 저탄소차� 보급� 확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저탄소차� 구입�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46.4%는�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잘� 모르겠다’는� 유

보적인� 응답도� 42.2%로� ‘구입하겠다’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구입할�

의향이�없다’는�답변도� 11.4%로�적지�않는�수를�나타냈다.

<그림� 10>� 저탄소차�구입�의향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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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차� 구입� 의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유보적인� 응답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시

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저탄소차� 보급� 확대� 제도� 시행� 및� 저탄소차의�장점과�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면�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저탄소차� 소비�

확대�가능성이�높을�것으로�분석할�수� 있다.

10. (문9. ①번 응답자만)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3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가능하
다는 가정 하에 구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차량은 무엇입니까? (온실가스 배출
량, 연비, 판매가격, 혜택 등을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항               목 응답 결과(N=451)%
① 1,000cc 미만 바이퓨얼 (LPG+휘발유) 경차
② 1,000cc 미만 일반 경차
③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④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⑤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9.5
11.8
27.5
22.0
27.9
1.3

계 100.0

○�저탄소차를�구입할� 의향이� 있다는�응답자들(N=451)을� 대상으로� 현재�시판되고�있거

나� 시판� 예정인� 저탄소차� 중� 어떠한� 차량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

다.� 조사결과�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으

며,�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27.5%,� 소형� LPi� 하이브리드

차가� 22.0%,� 일반경차� 11.8%,� 바이퓨얼� 경차� 9.5%순으로� 나타났다.� 경형� 고속전

기차는� 1.3%로�가장�낮게�나타났다.

○�저탄소차의�차량크기별(경형,� 소형,� 중형)구입희망�차종�비율을�살펴보면�경차(고속전

기차� 제외)가� 21.3%,� 소형차가� 47.5%,� 중형차가� 27.9%이다.� 다만,� 보기에� 제시

된� 차종이� 경형(고속전기차는� 제외)과� 소형이� 각각� 2차종이고� 중형이� 1개� 차종이어

서� 정확한� 차량크기별� 선호도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량크기별� 평균�

응답� 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보면� 경형이� 평균� 10.8%,� 소형은� 평균� 24.9%,� 중형은�

27.9%의� 일반� 시민이� 선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일반� 차량에� 대한�

구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중형차>소형차>경차� 순으로� 구입� 의사

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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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 답 비 율

바이
퓨얼
경차

일반
경차

소형차중
기준만족

차량

소형
하이

브리드차

중형
하이

브리드차

경형
고속

전기차
전 체 9.5 11.8 27.5 22.0 27.9 1.3 

성별 남 8.9 9.3 26.2 22.2 32.4 0.9 
여 10.2 14.2 28.8 21.7 23.5 1.8 

연령
20대 13.7 21.1 24.2 22.1 18.9 0.0 
30대 7.4 9.6 35.3 19.9 27.2 0.7 
40대 6.0 5.2 25.4 24.6 35.8 3.0 
50대 11.1 15.6 22.2 24.4 24.4 2.2 
60대 이상 17.1 14.6 22.0 17.1 29.3 0.0 

직업

사무직 10.2 9.7 25.9 22.7 30.1 1.4 
생산직 4.0 16.0 40.0 28.0 8.0 4.0 
기술직 14.8 18.5 33.3 25.9 7.4 0.0 
판매/서비스직 10.0 17.5 25.0 25.0 22.5 0.0 
학생 0.0 8.7 43.5 21.7 26.1 0.0 
주부 7.7 13.2 24.2 17.6 35.2 2.2 
기타 17.2 6.9 24.1 17.2 34.5 0.0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3.3 0.0 66.7 0.0 0.0 0.0 
200만원 미만 11.4 29.5 31.8 15.9 11.4 0.0 
300만원 미만 10.9 18.2 31.8 20.0 18.2 0.9 
400만원 미만 9.2 9.8 29.4 23.3 27.0 1.2 
500만원 미만 6.3 3.8 22.5 25.0 42.5 0.0 
500만원 이상 9.8 2.0 13.7 23.5 45.1 5.9 

<표� 15>� 응답자�특성별�저탄소차�구입�희망�차종

(단위� :�%)�

<그림� 11>� 연령별�저탄소차�구입�희망�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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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별� 저탄소차� 구입� 희망� 차종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경차(바이퓨얼� 경

차� 13.7%,� 일반경차� 21.1%)에� 대한� 구입의사가�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차량� 구매력이� 가장� 높은� 30대와� 40대의� 경우� 30대는�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

족� 차량에� 대한� 구매의사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는� 중형� 하이브리드

차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가구� 소득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

소형차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

에�대한�구매의사가�높게�나타났다.

○� 저탄소차� 구입� 희망� 차종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현재� 보유� 차종별,� 향후�

일반적인�구매�희망�차종별로�저탄소차�구입�희망�차종을�알아보았다.

<그림� 12>� 현재�보유�차종별�저탄소차�구입�희망�차종

(단위:%)

� �

○� 현재� 보유� 차종별� 저탄소차� 구입� 희망� 차종을� 살펴보면,� 차량이� 없다고� 응답한� 일반�

시민� 중에는�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고,� 경차� 보유자� 중에는� 바이퓨얼� 경차를� 구입하겠다고� 응답이�

38.5%로�가장�높았다.� 소형차�보유자�중에는�일반�소형차�중� 저탄소차�기준만족�차



저탄소차설문조사결과보고서.hwp

28

량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중형차,� RV/SUV차량� 보유자들�

중에는� 중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40.5%,� 55.6%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대형차� 보유자의� 경우� 중형하이브리드를� 구입하겠다는� 응답(30.8%)보

다� 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33.3%)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경,� 소형차를�보유하고�있는� 시민들은� 향후� 저탄소차를�구입할� 경우�추가적인�비

용부담이� 적은� 경형/소형� 저탄소차를� 선호하는� 반면� 중,대형차(RV/SUV포함)를� 보유

하고� 있는� 시민들은� 중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형차와� 대형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 경형� 저탄소차를� 구

입하겠다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소형차� 중� 기준� 만족차량이나� 소형� 하이브

리드차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도� 적지� 않은� 것이어서�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어

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구입� 희망� 차종이� 소형� 저탄소차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차량� 구매� 의사와� 저탄소차� 구입� 희망� 차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저

탄소차를� 구입할� 의사� 있다고� 밝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차종의� 승용차� 구입

을�희망했는지?�각각�어떠한�저탄소차를�구입하겠다고�응답했는지?를�분석하였다.

<그림� 13>� 일반적인�차량�구매�의사별�저탄소차�구입�희망�차종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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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현재� 보유� 차종과� 저탄소차� 구입� 희망� 차종간의� 관계보다도� 일반적인� 승용

차� 구입� 의사와� 저탄소차� 구입� 희망� 차종과의� 상관관계가� 더욱� 밀접한�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차와� 소형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경/소형� 저탄소차를�

중형차와� 대형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중형� 저탄소차를� 구입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중형차,� 대형차,� RV/SUV� 구입희망자의� 경우� 소형

차� 중� 저탄소차� 만족차량이나� 소형� 하이브리드를� 구입하겠다는� 비율도� 적지� 않은� 만

큼� Bonus� -� Malus(구입지원금� -� 구입부과금)제도와� 같이� 차량� 구입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탄소차� 지원제도� 시행이� 뒷받침� 된다면� 소형� 저탄소차로� 소비가� 전이

될� 가능성도�적지�않다고�분석할�수� 있다.� 즉,� 구입�희망�차종과�동급인�차종�중에서�

세금� 혜택이나� 구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저탄소차가� 있을� 경우나� 자신이� 구입을�

희망하는� 차종보다� 작기는� 하지만�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유지비가� 적은� 저탄

소차가�있을�경우�해당�차종을�구입할�가능성이�높다고�볼� 수� 있다.

1.11� 저탄소차�구입�의향이�없거나�구입�의사를�결정하지�못한�이유

11. (문9. ②~③응답자만)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저탄소차 구입의향이 없거나 구
입의사를 결정하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
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응답 결과(N=1002)%
① 저탄소차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② 연비 등 성능대비 차량 가격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비싸서
③ 세제 지원 등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이 너무 작아서
④ 차종이 한정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서
⑤ 경차,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주변 사람들의 나쁜 평가
⑥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라서 체면 때문에
⑦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이므로 안전성이 낮을 것 같아서
⑧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저탄소차를 구입할 의향이 없어서
⑨ 기타

25.6
14.9
11.6
18.1
7.0
1.9

18.6
2.0
0.4

계 100.0

○�저탄소차를�구입할�의향이�없거나�구입을�유보한�이유에�대해�알아본�결과� ‘저탄소차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성이� 낮을�

것� 같아서’가� 18.6%,� ‘차종�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서’가� 18.1%,� ‘일반� 자동차에� 비

해� 비싸서’가� 1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이� 작아

서’가� 11.6%,� ‘저탄소차에� 대한� 주위의� 평가가� 나빠서’가� 7.0%,� ‘어떠한� 혜택을� 주

더라도� 의향이� 없어서’가� 2.0%,� ‘주로� 경/소형차라서� 체면� 때문에’라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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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를�차지하였다.

○� 1/4정도�되는�시민이�저탄소차에�대한�정보�부족을�이유로�든�것은�아직까지�저탄소

차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실제로�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정부의� 정책� 및� 저탄소차에�대한� 인식� 개선을� 위

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차종의� 저탄소차� 개발,� 경/소

형� 저탄소차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

다.� 저탄소차� 구입과� 관련하여�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 작다는� 응답과� 비싼� 차량가격

이� 문제라는� 응답을� 모두� 합치면� 26.5%의� 시민이� 경제적인� 요인을� 저탄소차� 구입

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라고� 답변한� 만큼� 차량�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책

이�반드시�필요할�것으로�분석된다.

<그림� 14>� 저탄소차�구입�의향이�없거나�구입�의사를�결정하지�못한�이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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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저탄소차�구입을�위한�보완점

12.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향후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저탄소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만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종합(N=2992)%
1순위(N=1000)%

2순위(N=992)%
① 가격이 더 인하되어야 한다.
② 차량구입비 지원, 세금 감면 등 구입

단계의 혜택 확대
③ 민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운행(유

지)단계 혜택 확대
④ 다양한 차종이 개발되어 선택의 폭

이 넓어져야 한다.
⑤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이므

로 안전성 제고
⑥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의 자동

차 자체 성능 제고
⑦ 장점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자동차 

구입에 대한 인식 전환
⑧ 조건이나 혜택이 개선되어도 저탄소

차를 구입할 생각 없음
⑨ 기타 (        )

24.4
23.5

5.2

12.8

14.0

12.7

6.9

0.5

0.1

34.8
24.7

4.6

14.6

11.0

7.0

3.1

0.1

0.1

3.5
21.2

6.4

9.3

20.0

24.1

14.4

1.2

0.0
계 100.0 100.0 100.0

○� 저탄소차� 구입을� 위해�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2가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는� ‘차량� 가격�

이� 인하되어야� 한다’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 ‘구입단계의� 혜택확대’가� 23.5%로�

나타나� 차량� 가격인하나� 구입� 시� 세금� 감면과� 같은� 차량� 구입단계에서의� 지원을� 확

대해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8.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순위로는� ‘경/소형� 저탄

소차에�대한�안전성�제고’가� 14.0%,� ‘다양한� 저탄소차�차종�개발’이� 12.8%,� ‘저탄소

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6.9%,� ‘운행단계에서의� 혜택� 확대’가� 5.2%로� 나타났으

며,� 저탄소차를�구입할�의사가�아예�없다는�응답은� 0.5%에�불과하였다.

○� 1순위�응답과� 2순위�응답을� 나누어�분석하여�보면� 1순위�응답에서는� ‘차량가격�인하

(34.8%)’와� ‘구입단계� 혜택� 확대(24.7%)’.� ‘다양한� 차종� 개발(14.6%)’이� 높게� 나타

났으나� 2순위� 응답에서는� ‘구입단계� 혜택� 확대(21.2%)’,� ‘저탄소차�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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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경/소형�저탄소차�안전성�제고(20.0%)’� 순으로�높게�나타났다.� � � �

<그림� 15>� 저탄소차�구입을�위한�보완점(1+2순위)

(단위:%)

1.13� 저탄소차�차종�범위�

13. 귀하는 문10.의 보기에서 제시된 저탄소차의 제원(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혜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가 어떤 차종까지 구입지원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입의사와 관계없이, 해당차종에 모두 ‘ü’로 표
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응답 결과(N=1002)응답수
① 1,000cc 미만 바이퓨얼(LPG+휘발유) 경차
② 1,000cc 미만 일반 경차
③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④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⑤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⑦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친환경차 모두
⑧ 기타 (            )

778
763
818
736
568
392
580
0

○� 어떠한� 차종을� 저탄소차로� 지정하여�구입지원금�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할�지

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600cc� 미만�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에�

대해�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 8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퓨얼� 경차가� 778명,� 일

반� 경차� 763명,�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7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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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구매� 의향이� 가장� 높았던� 중형� 하이브리드차는� 568명이�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

여� 친환경차� 모두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580명)보다도� 낮게� 나타났고,� 경형�

고속전기차라고�응답한�시민이� 392명으로�가장�낮았다.

�

○� 이는� 경,소형차와� 같이� 작은� 차가� 큰�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일반� 시

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와� 같이�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어� 차량� 가격이� 일반� 차량보다� 비싼� 차를� 구입하기� 보다는� 일반� 차종�

중에서� 저탄소차가�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보급되어� 싼� 가격에� 친환경차를� 구입하

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소비�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 또한,� 저탄소차� 보급� 초기에� 매우� 제한적� 차량에� 대해� 혜택을� 줄� 경우� 오히려� 저탄

소차는�비싼� 차라는� 인식과� 내가� 구매할� 수� 있거나� 구매� 가능성이� 높은� 차종� 중에는�

저탄소차가� 없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지원�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시판� 중인� 일반� 차량� 중� 저탄소차가�최소한으로�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차종의� 범위

를�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 범위와� 차종�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나가는�

것이�필요할�것이다.

2.� 전문가�설문조사�결과�분석

2.1� 정부의�온실가스�저감�정책에�대한�인지도(전문가)

1.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30%
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항               목 응답 결과(N=58)%
① 자세히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는 편이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48.3
43.1
8.6
0.0

계 100.0
○�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48.3%가� ‘자세히�

알고�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알고�있는�편’이라는�응답은� 43.1%로�응답자의� 91.4%

가� 정부�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혀� 모른다’라는� 응답은� 없었다.� 조사한�

전문가들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

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분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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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민들의� 정책� 인지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 시민의� 1.1%만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변한�반면�절반에�가까운� 전문가(48.3%)들이� ‘자세히�알고�있다’라고�답변

하였으며,� 일반� 시민의� 66.1%는� ‘모르고� 있는� 편’이거나� ‘전혀� 모른다’라고� 답변한�

반면�전문가�중� 8.6%만이� ‘모르는�편’이라고�답변하였다.�

<그림� 16>� 온실가스�저감�정책에�대한�일반시민과�전문가�인지도�비교

2.2� 자동차�온실가스�감축의�중요성에�대한�평가(전문가)

2.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우리
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

항               목 응답 결과(N=58)%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낮은 편이다
④ 매우 낮다
⑤ 모르겠다

26.3
56.1
15.8
0.0
1.8

계 100.0
○�자동차� 온실가스�감축의� 중요성에�대해서는� 26.3%의�전문가들이�중요성이� ‘매우� 높

다’라고� 답변하였으면� ‘높은� 편’이라는� 답변도� 56.1%를� 차지하여� 전체� 응답자의�

82.4%가�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이� 전체�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

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반� 시민� 81.1%와� 전문가�

81.1%가�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편’이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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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에서�전문가들이�일반�시민�보다� 4.3%정도�높게�나타난�이유는�전체�온실가스�배

출량에서�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약� 20%)에� 대한� 정확

한�지식이�있는�전문가들의�평가가�반영된�결과라고�분석할�수�있다.�

<그림� 17>� 자동차�온실가스�감축의�중요성�대한�일반시민과�전문가의�평가�

2.3�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의�필요성과�효과성�평가(전문가)

3. 귀하는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응답 결과(N=58)%
① 매우 필요
② 약간 필요
③ 보통
④ 필요 없는 편
⑤ 전혀 필요없음

58.6
17.2
17.2
3.4
3.4

계 (평균 = 4.2) 100.0
○�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58.6%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도� 17.2%로� 조사되어� 필요

성에�대한� 긍정적�답변이� 전체의� 75.8%를� 차지였다.� 반면,� ‘필요� 없는� 편’이거나� ‘전

혀�필요없다’는�부정적�답변은�전체의� 6.8%에�불과하였다.�

○�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 67.4%

가� 긍정적�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전문가들이�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매우� 필요하다’라는� 답변도� 일반� 시민들(30.7%)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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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높게� 나타났다.� 5점� 척도로� 계산한� 결과에서도� 4.2점으로� 나타나� 정책에� 대

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반� 시민과� 전

문가�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호응도

가�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가� 많고� 지식� 수준이� 높은� 전문가들이�제도� 시행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전문

가들의�긍정적� 평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

<그림� 18>� Bonus-Malus제도�필요성에�대한�일반시민과�전문가�평가�비교�

4. 귀하는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응답 결과(N=58)%
① 매우 효과적
② 다소 효과적
③ 보통
④ 효과 미미
⑤ 효과 전혀 없음

51.7
22.4
13.8
10.3
1.7

계 (평균 = 4.8) 100.0
○�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51.7%

의� 전문가가� ‘매우� 효과적’라고� 답변하였다.� ‘효과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22.4%로� 제

도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평가인� 75.8%에� 비해� 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한� 긍정평가

는� 74.1%로� 다소�낮아지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가�없는� 편’이거나� ‘전혀� 효

과가� 없다’는� 부정적� 답변은� 전체의� 12.0%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인�

6.8%보다�높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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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전

체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편이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으로�바라보는�전문가들도�적지�않음을�보여주는�결과라고�할� 수� 있다.

○�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일반� 시민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 비해� 효과를� 높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 시행의� 효과성

에서도� 전문가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에� �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의�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그림� 19>� Bonus-Malus제도�효과성에�대한�일반시민과�전문가�평가�비교

2.4� 차량�가격�변화에�따른�소비자들의�차종�선택�변화�예측

5. 귀하는(또는 귀하의 근무기관) 위의 보기에서 설명한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가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 가격의 변화가 생길 경우 소비자
들의  차종 선택의 변화가 각각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 2,000cc급 중형차 이상의 자동차 가격이 10%가량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의 차
종 선택의 변화

5-2. 경차와 소형차 가격이 10~20%가량 하락할 경우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의 변화

5-3. 경차와 소형차 가격이 10~20%가량 하락하고, 동시에 2,000cc급 중형차 이상의 
자동차 가격이 10%가량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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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형차�이상의�자동차�가격이� 10%가량�상승할�경우

구 분 응답비율
(%)

변화가 
없는 경우

경형 → 경형 8.1 
소형 → 소형 8.6 
중형 → 중형 8.1 
대형 → 대형 9.0 
RV → RV 12.7 

승합 → 승합 12.2 
소 계 58.8 

변화가
있는 경우

소형 → 경형 4.5 
중형 → 경형 0.5 
중형 → 소형 15.4 
대형 → 소형 1.8 
대형 → 중형 10.9 
RV → 소형 1.4 
RV → 중형 0.9 
RV → 대형 3.2 
승합 → 대형 2.7 

소 계 41.2 
전 체 100.0 

<표� 16>� 중형차�이상의�차량�가격� 10%상승�시�차종�선택�변화�예측 

○� 중형차� 이상에서� 차량� 가격이� 10%정도� 상승될� 경우�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 변화에�

대해�변화가�없을�것이라는�예측이� 58.8%,� 차종�선택의�변화가�있을�것이라는�예측

이� 41.2%로�변화가�없을�것이라는�예측이�다소�우세하였다.� 차종�선택의�변화가�가

장� 많을� 것이라고� 예측한� 경우는� 중형차에서� 소형차로의� 전이될� 경우로� 전체� 응답의�

15.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전이될� 경우가� 10.9%를�

차지하였다.� 소형차에서� 경차로� 전이될� 것이라는� 응답은� 4.5%였다.� 차종� 선택의� 변

화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한� 차종은� RV/SUV와� 승합차로� 두� 차종� 모두� 선호층이�

일반형�승용차�소비층과�구별된다는�전문가들의�판단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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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소형차�가격이� 10~20%가량�하락할�경우

구 분 응답비율
(%)

변화가
없는 경우

경형 → 경형 10.3 
소형 → 소형 10.3 
중형 → 중형 5.8 
대형 → 대형 12.1 
RV → RV 12.5 

승합 → 승합 12.1 
소 계 62.9 

변화가
있는 경우

경형 → 소형 4.0 
소형 → 경형 8.9 
소형 → 중형 2.7 
소형 → 대형 0.4 
중형 → 소형 14.3 
중형 → 대형 1.8 
대형 → 소형 0.9 
대형 → 중형 1.3 
대형 → RV 0.4 
RV → 소형 0.9 
RV → 대형 0.4 
승합 → 경형 0.4 
승합 → RV 0.4 

소 계 37.1 
전 체 100.0 

<표� 17>� 경/소형차�가격� 10~20%�하락시�차종�선택�변화�예측

○� 경차와� 소형차� 차량� 가격이� 10~20%정도� 하락할� 경우� 소비자의� 차종� 선택� 변화에�

대해�변화가�없을�것이라는�예측이� 62.9%,� 차종�선택의�변화가�있을�것이라는�예측

이� 37.1%로� 나타났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중형차� 이상에서� 가격이� 상승

할� 경우(58.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전이될� 것이라는� 예측

은� 중형차� 이상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15.4%)보다� 다소� 낮은� 14.3%로� 나타났고,�

소형차에서� 경차로� 전이될� 것이라는� 예측이� 8.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또한,�

경차에서� 소형차로�전이될�것이라는�예측도� 4.0%를�차지하여�전문가들은�경차�가격

이� 20%하락하고� 소형차� 가격이� 10%하락할� 경우� 경차와� 소형차사이에도� 차종간�

전이가�이루질�것으로�예측하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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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소형차�가격이� 10~20%하락하고�중형차�이상의�가격이� 10%상승할�경우�

구 분 응답비율
(%)

변화가 
없는 경우

경형 → 경형 8.3 
소형 → 소형 10.0 
중형 → 중형 4.8 
대형 → 대형 7.4 
RV → RV 9.1 

승합 → 승합 10.0 
소 계 49.6 

변화가
있는 경우

경형 → 소형 3.5 
경형 → 중형 0.4 
소형 → 경형 8.3 
소형 → 중형 0.4 
중형 → 경형 1.3 
중형 → 소형 17.8 
대형 → 경형 0.4 
대형 → 소형 2.2 
대형 → 중형 7.8 
RV → 경형 0.4 
RV → 소형 1.7 
RV → 중형 1.7 
RV → 대형 1.7 
승합 → 경형 0.4 
승합 → 중형 0.4 
승합 → RV 1.7 

소 계 50.4 
전 체 100.0 

<표� 18>� 모든�차종의�가격이�변화할�경우�차종�선택�변화�예측

○� 경,� 소형차가격이� 10~20%하락하고�중형차�이상에서� 10%가격이�상승하여�모든�차

종에서� 차량� 가격� 변화가� 있을� 경우� 차종� 선택의� 변화� 예측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

라는� 응답이� 50.4%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49.6%)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전이될� 것이라는� 예측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소형차

에서�경차로의�전이가� 8.3%,� 대형차에서�중형차로의� 전이가� 7.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모든� 차종에서의� 가격변화가� 일어난다면� 대형→중형→소형→경형으

로의� 순차적인� 차종� 선택�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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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차종에서� 차량� 가격� 변

화가� 일어날� 경우� 중/대형차� 비중을� 낮아지고� 경/소형차� 비중� 확대되어� 불합리한� 우

리나라의� 자동차�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2.5� 소비자가�자동차�구입시�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에�대한�전문가�예측

6.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
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응답 결과(N=116)%
① 현재 경제적 여건과 향후 경제적 여건의 개선 여부
② 구입예정 자동차의 가격과 관련세금 등 구입비용
③ 구입예정 자동차의 경제성(연비, 보험료, 세금 등)등 유지비용
④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⑤ 구입예정 자동차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
⑥ 자동차의 외향과 크기(배기량, 소/중/대형 등)
⑦ 나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편의사양
⑧ 구입예정 자동차의 안전성
⑨ 구입예정 자동차의 환경성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
⑩ 기타 

23.3
16.4
28.4
6.0
3.4
8.6
8.6
1.7
2.6

0.9
계 100.0

○�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가� 예측에서는�

‘구입� 예정� 자동차의� 유지비용’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경제적� 여건

과� 향후� 개선� 여부’� 23.3%,� ‘구입� 예정� 자동차의� 가격과� 세금� 등� 구입비용’� 1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자동차의� 외향과� 크기’가� 8.6%,� ‘디자인과� 편의� 사

양’이� 8.6%,�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6.0%,� ‘구입� 예정� 자동차에� 대한� 주위사람의�

평가’� 3.4%,� ‘자동차의�환경성’� 2.6%,� ‘자동차의�안전성’� 1.7%로�순으로�나타났다.�

○� 일반� 시민�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구입� 예정� 자동차의� 유지비용’이� 일반� 시민

(29.5%)과� 전문가(28.4%)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조사� 결과

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사회적� 지위와� 체

면’(6.0%)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으나� 일반� 시민들(2.2%)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꼽지� 않았으며,� 일반� 시민들의� 10.6%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

한다고�답변한�반면�전문가들(1.7%)은� 중요도를�낮게�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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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일반시민과�전문가의�자동차�구입시�중요한�고려사항�비교

2.6� 지원�정책�시행에�따른�저탄소차�보급�확대�여부�및� 구입�희망�차종

7.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저탄소차에 대한 세제 감면, 차량 구입비 지원 등
의 저탄소차 보급 확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향후 소비자들의 저탄소차 구입이 늘
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항               목 응답 결과(N=58)%
① 구입이 늘어날 것이다 (☞ 문.8번으로 이동)
② 구입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문.9번으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 문.9번으로 이동)

93.1
6.9
0.0

계 100.0

○� 전문가들의� 93.1%는� 저탄소차에� 대한� 세제� 감면,�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이� 시행될�

경우� 저탄소차�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9%에�불과하였다.� 실제�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 중� 46.4%가� ‘저탄소차를�구입하겠

다’고� 답변하였고� 저탄소차� 구입에� 유보적� 입장인�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42.2%,�

‘구입하지� 않겠다’� 부정적� 응답이� 11.4%인� 것과� 비교한다면� 일반� 시민들� 보다� 전문

가들이�저탄소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자동차� 소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

측하고�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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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7. ①번 응답자만) 다음은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중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저탄소차의 정의에 적합한 자동차들입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근무기관)가 판단하시기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할 것으로 예
상되는 저탄소차는 무엇입니까?

항               목 응답 결과(N=55)%
① 1,000cc 미만 바이퓨얼 (LPG+휘발유) 경차
② 1,000cc 미만 일반 경차
③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④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⑤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5.5
10.9
34.5
18.2
23.6
7.3

계 100.0
○�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정책이�시행될� 경우� 어떠한� 저탄소차� 차종� 구입이� 늘어날� 것으

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구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중형� 하이브리드차’� 구입

이�늘어날�것이라는�응답이� 23.6%로�그�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그림� 21>� 일반시민과�전문가의�저탄소차�차종�비교

○� 일반� 시민� 설문결과와�전문가들에�대한� 조사� 결과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

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경형� 고속전기차� 소비(7.3%)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상대

적으로� 높은� 반면� 일반� 시민들� 중� 경형� 고속전기차를� 구입하겠다고� 답변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저탄소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고속� 전기차� 보급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은�

것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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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저탄소차�구입의�변화가�없는�이유

9. (문7. ②~③응답자만)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가 저탄소차 구입의 변화가 없
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응답 결과(N=8)%
① 소비자들에게 저탄소차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이 부족해서
② 구매단계의 지원이 작아 차량 가격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여전히 비

싸서
③ 자동차세, 주차비, 통행료, 연료비 등이 운행단계의 지원이 너무 작

아서
④ 차종이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서
⑤ 경차,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주변 사람들(소비자)의 평가가 좋지 않

아서
⑥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라서 체면 때문에
⑦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이므로 안전성이 낮을 것 같아서
⑧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소비자들이 저탄소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 같

아서
⑨ 기타

0.0

25.0

0.0

25.0
12.5

12.5
12.5
0.0

12.5
계 100.0

<그림� 22>� 저탄소차를�구입의사가�없거나�변화하지�않는�이유�비교

○� 대부분의�전문가(93.1%)들이�저탄소차�보급이� 늘어날� 것으로�예측하고�보급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6.9%(N=8)에� 불과하여� 저탄소차�구입이� 늘어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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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예측� 결과라고�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일반� 소비자

들은� ‘저탄소차에� 대한� 정보� 부족’(25.6%)과� ‘저탄소차의� 안전성’(18.6%),� ‘차종� 선

택의� 제한성’(18.1%)을� 저탄소차� 구입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한� 반면� 전문가들은� ‘비

싼� 차량가격’(25.0%),� ‘차종� 선택의� 제한성’(25.0%)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2.8� 저탄소차�구입�확대를�위한�보완점

10.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향후 저탄소차를 구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
시오.

항               목 일반시민(N=2992)%
전문가(N=115)%

① 차량구입비 지원, 세금 감면 등 구입단계의 혜
택 확대 및 저탄소차 가격 인하

② 자동차세 인하, 통행료 할인, 민영주차장 주차
료 할인 등 운행(유지)단계 혜택 확대

③ 다양한 차종이 개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④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이므로 안전성 
제고

⑤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 자체 성
능 향상

⑥ 장점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자동차 구입에 대
한 인식 전환

⑦ 저탄소차의 환경성(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이 더 높아져야 한다.

⑧ 조건이나 혜택이 개선되어도 저탄소차를 구입
할 생각 없음

⑨ 기타 (        )

47.9

5.2

12.8

14.0

12.7

6.9

-

0.5

0.1

38.3

20.0

17.4

5.2

12.2

6.1

0.9

-

0.0
계 100.0 100.0

○� 저탄소차� 구입� 확대를� 위해�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38.3%)와� 일반� 시민

(47.9%)모두� ‘구입단계에서의� 혜택� 확대� 및� 차량� 가격인하’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세� 인하,� 통행료� 할인� 등과� 같은� 운

행단계의� 혜택� 확대’(20.0%)와� ‘다양한� 저탄소차� 차종개발’(17.4%)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반� 시민들은� ‘저탄소차� 안정성� 제고’(14.0%),� ‘다양

한� 차종� 개발’(12.8%),� ‘저탄소차� 성능� 향상’(12.7%)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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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

<그림� 23>� 저탄소차�보완점�비교

2.9� 저탄소차�차종�범위�및� 투자�우선�순위

11. 귀하는 문8.의 보기에서 제시된 저탄소차의 제원(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혜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가 어떤 차종까지 구입지원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응답 결과(N=1002)응답수
전문가(N=193)응답수

① 1,000cc 미만 바이퓨얼(LPG+휘발유) 경차
② 1,000cc 미만 일반 경차
③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④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⑤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⑦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친환경차 모두
⑧ 기타 (            )

778
763
818
736
568
392
580
0

27
29
34
29
25
25
24
0

○�저탄소차로�지정하여�지원�혜택을�부여해야�하는�차종에�대한�조사에서는� ‘저탄소차�

기준을� 만족하는� 소형차’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17.6%(N=34)로� 가장� 높

았으며,� '일반� 경차‘(15.0%,� N=29),� '소형� 하이브리드차’(15.0%,� N=29)라는� 응답

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바이퓨얼� 경차’(14.0%,� N=27),� '중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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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리드차‘(13.0%,� N=25),� '경형� 고속전기차’(13.0%,� N=25),� '친환경차� 모두

‘(12.4%,� N=24)순으로�나타났다.�

<그림� 24>� 저탄소차�혜택�부여�차종�비교

○� 전문가들은�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시판차량� 중� 저탄소차� 차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과� 경/소형차� 중심으로� 저탄소차를� 보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전기차� 보급의� 필요성

에� 대해� 일반� 시민들보다도�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12.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문8.에서 제시된 저탄소차 차종 중 가장 우선 순
위를 두고 보급해야하는 차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2순위-3순위로 나누어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1순위(N=64)%

2순위(N=59)%
3순위(N=59)%

① 바이퓨얼(LPG+휘발유) 경차
② 일반 경차
③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④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⑤ 중형 하이브리드차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⑦ 친환경차 모두

18.8
12.5
20.3
9.4
9.4
14.1
15.6

3.4
22.0
22.0
16.9
18.6
5.1
11.9

10.2
8.5
20.3
8.5
18.6
11.9
22.0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저탄소차� 차종별� 투자� 우선� 순위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조사결

과� 1순위에서는� ‘저탄소�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일반� 소형차’를� 우선� 보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20.3%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시판� 차량� 중�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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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바이퓨얼� 경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8.8%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이� 밖에� ‘친환경차� 모두’가� 15.6%,� ‘경형� 고속전기차’�

14.1%,� ‘일반� 경차’� 12.5%,� ‘소형� 하이브리드차’와� ‘중형� 하이브리드차’가� 각각�

9.4%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일반� 차량� 중� 저탄소차�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급하되,�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는�지적이라고�분석된다.

○� 한편� 2순위와� 3순위� 모두에서도� ‘저탄소�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일반� 소형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2.0%(2순위� 1위)와� 20.3%(3순위� 2위)로� 높게� 나타

났다.� 2순위에서는� ‘일반� 경차’(22.0%),� ‘중형� 하이브리드차’(18.6%),� ‘소형� 하이브

리드차’(16.9%)가� 높게�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친환경차� 모두’(22.0%)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중형� 하이브리드차’(18.6%),� ‘경형� 고속전기차’(1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25>� 투자우선�순위별�차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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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기타�정책�제안

13.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저탄소차 보급 확대 또는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정부, 관련업계,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에서 어떠
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설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타�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설문을� 통해�

검토한�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제도� 외에� 개선하거나� 준비

해야�할�과제에�대한�전문가들의�제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에너지세제(수송용�연료),� 자동차세�등� 자동차�관련세제에�대한�전면적인�개편

-� 경,� 소형차에�대한�사회적�경시�풍조�개선�등� 국민�인식�제고

-� 혼잡통행료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 시행과� 저탄소차� 혜택과의� 연계� 방안�

마련

-� 신차� 구입시� 기존� 보유차량보다� 신규� 구입�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아질� 경우지

원금을�지급하는�방안�검토

-� 저탄소차의�핵심�원천기술�개발�및� 상용화를�정부차원에서�투자�확대

-� 저탄소차�개발/보급�의무화�등� 자동차�제작사에�규제�및� 인센티브�제도�검토� �

-� 자동차�분류/등급�체계를�온실가스�배출량�기준으로의�전환�검토

-� 유럽�사례를�참고하여�클린디젤차�등�상용화�가능�차량�개발/보급�확대

-� 개인교통수단인�승용차에�대한�고효율화�및�공공교통수단�고효율화�추진

-� 친환경차�소비에�대한�소비자�인식�개선�및�저탄소차에�대한�홍보�강화

-� 사회지도층의�솔선수범�등� 저탄소차�보급�캠페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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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결론�및�정책제언

1.� 경/소형차�중심의�저탄소차�보급�정책�추진

○� 일반� 시민� 및� 전문가� 조사결과� 저탄소차로� 지정하여� 혜택을� 주어야� 할� 차종으로� ‘일

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바이퓨얼� 경차’(일반� 시민� 16.8%,� 전문가� 14.0%)와� ‘일

반� 경차’(일반� 시민� 16.5%,� 전문가� 15.0%)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 소형차가�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처럼�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어� 일반� 차

량보다� 비싼� 차를� 구입하기� 보다는� 일반� 승용차� 중에서� 혜택을� 받는� 차량이� 많아져

야�한다는�지적이라고�볼� 수� 있다.

<그림� 26>� 저탄소차�혜택�부여�차종�비교

○� 우리보다� 먼저� Bonus-Malus�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소형차� 비중이� 높

았음에도� 최근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소형차� 판매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럽�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판매되는� 차량

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살

펴보면� 120g/km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저탄소차가� 유럽� 전체에서� 약� 380

만대에�이르고,� 전체의�승용차�수요의� 29%에�해당할�정도로�매년�그�비중이�늘어나

고�있는�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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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유럽의�저탄소차(120g� CO2/km� 이하)수요�변화�추이(1995-2010)�

○� 이렇게� 유럽에서�저탄소차의�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온실가스�배출량� 기준� 자동차� 세

제� 시행,� 제작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과� 같은� 유럽연합(EU)차원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시행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 입장

에서는� 보유/유지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구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게� 되고,�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도� 제작사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맞추기�위해서도�온실가스�배출량이�적은�차를�개발/판매하는�것이�필요하게�되었다.

� �자료출처� :�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단위:대)�

<그림� 28>� 유럽�신규판매�승용차의�온실가스�배출량�추이(1995-2010)�

자료출처� :�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단위:%)



저탄소차설문조사결과보고서.hwp

52

1.1� 일반�소형차�중� 저탄소차�기준�만족�차량�개발�및� 보급�확대

○�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소형차의� 가격은� 인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 RV/SUV등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모든� 차종에서� 차량� 가격�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때� 구매�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일반� 시민� 중� 중형차� 구매� 의향자의�

41.9%는� 다른� 차종을� 구입하겠다고� 답변하여� 가장� 큰� 변화(다른� 차종으로의� 전이)

를� 보이는� 차종은� 중형차로� 나타났고� 중형차� >� 승합차� >� 대형차� >� RV/SUV� >� 소형

차� >� 경차�순으로�타� 차종으로의�전이�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중형차에

서� 소형차로� 구매� 의사를� 바꾸겠다는� 응답이� 3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문가들� 역시� 모든� 차종에서� 가격이� 변화될� 경우� 중형차에서� 소형차로의� 전이

(17.8%)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현재� 승용차� 판매� 및� 보유� 구

조가� 반영된� 당초� 구입희망� 차종� 비율이� 모든� 차종에서� 가격변화가� 일어날� 경우� 경,�

소형차가� 늘고� 중,� 대형차(RV/SUV포함)가� 줄어드는� 형태로�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가�

불합리한� 우리나라� 승용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하겠다.

차               종 당초 구입 희망 차종 비율(%) 모든 차종 가격 변화시차종 비율(%)
 경차 (1,000cc미만)
 소형차 (1,600cc미만)
 중형차 (2,000cc미만)
 대형차 (2,000cc이상)
 RV, SUV (9인승 이하)
 승합차 (10인승 이상)

8.8
21.5
44.0
14.5
9.8
1.3

10.4
41.3
29.2
10.6
7.7
0.8

계 100.0 100.0

<표� 19>� Bonus-Malus� 제도�시행시�구입�희망�차종�변화

구 분 모든 차종 가격 변화시 구입 희망 차종 비율(%)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RV/SUV 승합차 전체

보
유
차
종

(%)

경차 50.0 26.1 13.0 2.2 6.5 2.2 5.2
소형차 8.2 61.5 21.6 1.4 6.7 0.5 23.6
중형차 4.9 38.9 38.9 8.9 7.5 0.9 48.6
대형차 5.1 20.3 33.9 33.9 6.8 0.0 13.4

RV/SUV 4.8 19.4 25.8 29.0 21.0 0.0 7.0
승합차 15.0 35.0 20.0 5.0 20.0 5.0 2.3

전체 8.3 39.6 31.5 11.4 8.4 0.8 100.0 

<표� 20>� Bonus-Malus� 제도�시행시�보유차종별�구입희망�차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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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가격변화에� 따라� 현재�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구매� 의사가� 보

유� 차종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소비자들의� 승용차� 보유� 행태를�

보면� 소득수준의� 향상,� 가구원의� 증가� 등의� 이유로� 경차� →� 소형차� →� 중형차� →� 대

형차� 순으로�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차종에서� 가격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중,� 대형차로� 바꾸지� 않고� 경차(50.0%),� 소형차(61.5%)로� 그대로� 남

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 대형차에서� 더� 작은차로� 보유�

의사가� 변화�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요

자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판매�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구입� 의사� 변화에� 따른� 보유� 구조�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분석할�수� 있다.

구분 모델명 사용
연료

배기량
(cc)

컴바인모드 환산
CO2 배출량(g/km)2)

경형

모닝 1.0 Bi-fuel LPI LPG 998 95.9 
레이 1.0 Bi-fuel LPI LPG 998 109.9 
스파크 1.0 LPG AT LPG 995 106.6 
모닝 1.0가솔린 휘발유 998 100.9 
레이 1.0가솔린 휘발유 998 112.3 
스파크 1.0 DOHC AT 휘발유 995 112.3 

소형

프라이드 1.4가솔린 휘발유 1396 118.9 
엑센트 1.4가솔린 휘발유 1396 118.9 
프라이드 1.6GDI 휘발유 1591 114.8 
프라이드 1.6GDI ISG 휘발유 1591 109.1 
포르테 1.6GDI(4DR) 휘발유 1591 116.4 
포르테 1.6GDI(4DR) ISG 휘발유 1591 109.9 
엑센트 1.6GDI 휘발유 1591 114.8 
엑센트 1.6디젤 경유 1582 110.7 
엑센트 1.6GDI ISG 휘발유 1591 108.2 
아반떼 1.6GDI 휘발유 1591 116.4 
아반떼 1.6GDI ISG 휘발유 1591 109.9 
i30 1.6GDI 휘발유 1591 118.1 
i30 1.6GDI ISG 휘발유 1591 110.7 
i30 1.6디젤 경유 1582 109.9 
벨로스터 1.6GDI 휘발유 1591 115.6 
벨로스터 1.6GDI ISG 휘발유 1591 118.1 
쏘울 1.6GDI AT ISG 휘발유 1591 113.2 

하이
브리드

아반떼 1.6LPI 하이브리드 LPG 1591 81.2 
K5 2.0하이브리드 휘발유 1999 91.0 
포르테 1.6LPI 하이브리드 LPG 1591 81.2 
쏘나타 2.0하이브리드 휘발유 1999 91.0 

<표� 21>� 국내�제작/판매�차량�중� 저탄소차�현황(예상)

2) CVS-75모드로 측정하여 인증된 수치가 컴바인모드로 측정방식을 변경할 경우 약 18% 향상된다는 가정

하에 CO2 배출량을 추정한 수치임. 자동변속기 기준 배출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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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의� 저탄소차� 요구� 수요에� 대응하고� 소형차의� 신규� 구입� 확대와� 중형차에서�

소형차로의� 보유구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반� 소형차� 중� 구입지원금

(Bonus)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중,� 대형차와� RV/SUV모델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소형차(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하이

브리드차� 제외)중� 저탄소차� 구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총� 17개� 차종이다.�

이� 중� 준중형급(1,600cc급)을� 제외하면�단� 2차종만이� 1,500cc미만�소형차이어서�승

용차� 소비시장의� 다운사이징�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1,000cc� 이상~1,500cc�

미만�소형차�개발/판매가�필요할�것이다.

제작사 - 모델명 이산화탄소 배출량(g/Km)
 Renault - Clio 110-117
 Citroen - C3 109-120
 Peugeot - 206 113-120
 Renault - Megane 117-119
 Ford - Fiesta 116-119
 Toyota - Yaris 113-119
 Citroen - C2 107-115
 Peugeot - 107 109
 Peugeot - 1007 115
 Opel - Corsa 115-119
 Citroen - C1 109
 Toyota - Aygo 109
 Toyota - Prius 104

<표� 22>� 유럽에서�판매되는�저탄소차(120g-CO2/km이하)현황�

� � � � � 자료출처� :� CCFA(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

○�현재� 판매�차량�중� 경차의�일부�차종을� 제외하고�나면� 사실상� 2개� 회사에서�제작/판

매하는� 승용차들만� 저탄소차� 혜택을� 받게� 되어� 타� 제작사들의� 기준� 만족� 모델� 개발/

생산이� 필요하다.� 향후� 저탄소차� 시장에서� 자동차� 제작사간� 경쟁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저탄소차� 가격� 인하� 및� 보급� 확대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또한,� 대부분� 일반형� 승용차들이어서� 소비자들의� 다

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예를들면� 일본의� 경우� 경차� 모델들

도� 세단형,� 쿠페형,� SUV형,� CDV형� 등� 약� 40여개에� 가까운�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

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 시장에서�

경,� 소형차�판매/소비가�꾸준히�유지되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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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차�지원�혜택�유지�및� 추가적인�구입지원금�지급

○� 우리나라에서는� 경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취/등록세� 면제,� 공채� 구입� 면제� 등�

구입/보유� 단계의� 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

등� 운행단계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경차� 구입�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승용차� 중� 경차� 비율은�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차�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고유가� 상황과� 경기� 침체

와� 맞물려� 경차� 판매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승용차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경차를� 무시하는�자동차�문화,� 경차� 안전도

에� 대한� 불신,� 상대적으로� 비싼� 경차� 차량� 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나�

현재의� 경차� 우대정책� 실효성의� 분명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이를� 넘

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

가�우수한�경차의�지속적인�보급�확대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구 분 경차 일반승용차
판매단계 개별소비세 면제 5~10%

등록단계
등록세 면제 5%
취득세 면제 2%

도시철도공채 면제 6~20%
지역개발공채 면제 6~12%

보유단계 자동차세 100원 140원~220원

운행단계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할인혜택 없음공영주차장 주차료 50%할인
지하철환승주차장 80%할인
도심혼잡통행료 50%할인

<표� 23>� 우리나라의�경차에�대한�세제�혜택�및� 인센티브�

○� 지금� 시행� 중인� 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를�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차량가격의� 약� 20%에� 가까운� 구입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가장� 획기적인� 경차� 지원�

대책이�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신차�구입지원금�혜택�부여시�기존

에� 경차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경

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경차에� 대한� 추가적인� 구입지원금�

혜택�부여에�대한�사회적�반대�의견이�대두될�수� 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즉,� 현

재� 경차� 구입시� 세금면제� 규모가� 차량가격의� 약� 10%정도� 수준(금액으로� 약� 1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구입지원금� 규모� 조정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

이다.� 예를� 들면� 추가적인� 경차� 구입지원금� 수준을� 차량� 가격의� 약� 10%(또는� 약

100만원)수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전체� 경차� 구입지원금� 규모가� 약�

20%(또는�약� 200만원)이�될� 수� 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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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보다�다양한� 경차� 모델을�선택할� 수� 있도록� 차종�선택의� 폭이�넓어

져야� 한다.� 이는�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만족�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

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일반� 경차� 차종이� 3차종에� 불과하여�다른� 승용차에� 비

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실정이다.� 가격� 면에서도� 고급형(선택사양� 포함)�

경차� 가격이� 보급형� 소형차� 가격보다� 높을� 정도로� 차량�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경차�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양한� 모델� 및� 다양한� 가격대의� 경차가� 시장에� 보급되

고� 제작사� 간� 판매� 경쟁을� 통해� 경차� 가격이� 낮아진다면�저탄소차� 보급� 확대� 효과를�

높일�수�있을�것이다.

1.3� 자동차�제작사의�저탄소차�가격�인상�모니터링�필요

○� 정부가� 지난� 2008년� 경차� 보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택시� 및�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

된� LPG사용을� 경차에도� 허용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개발/판매된� LPG경차� 가격이�

일반� 경차에� 비해� 100만원(차량� 가격의� 약� 10%)정도� 비싸게� 책정되어� 결국� 경차�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된� 사례가� 있었다.� 자동차� 제작사는� 기술개발� 등의� 이유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타� 차종에서의� 휘발유� 차량과� LPG차량� 가격� 차이와� 비교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또한,� LPG� 경차� 판매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정

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가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새로� 출시된� 경차� 모델의� 경

우에도� 기�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였음에도� 판매가격� 차이가� 약� 150만원� 정도로� 오히

려� 더� 크게�벌어진� 상황이다.� 결국,� 경차� 소비자들에게�돌아갈�혜택이� 고스란히�제작

사들에게�돌아가고�있는�것이다.�

○� 저탄소차� 보급에� 있어서도� 정부가� 저탄소차에� 대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별� 구입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여� 공식화한� 이후� 해당� 저탄소차� 가격이� 구입지원금� 규모와� 유

사하게� 상승된다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탄소차를� 구입할� 메리트가� 그� 만큼� 줄

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저탄소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다시� 자동차�

제작사에게�돌아가는�결과를� 낳게�될� 수도� 있다.� 또한,� 저탄소차� 시장이�소수의� 자동

차� 제작사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될� 경우� 제작사간� 경쟁이� 사라지게� 되어� 이러한� 상

황이�발생할�가능성은�더욱�높아지게�될�것이다.�

○� 물론,� 현재� 제도적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공개하는� 승용차� 판매

가격을� 규제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선� 정책� 실패를� 되풀

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제작사들의� 차량� 판매가격� 결정� 구조와� 차량�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교

통,�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방안� 중에는� 자동차� 제작사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

당하여� 해당� 제작사가� 신규로� 제작/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할당된� 규

모�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는� 제도(Fleet� Average)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제작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식� 중� 하나로� 할당된� 배출량� 보다� 적게� 배출한� 제작사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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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을� 통하여� 제작사들이� 온실가스� 저감� 기술� 비용

을� 소비자들에게�모두� 전가하는�것을� 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2.� 저탄소차�수요층에�대한�분석�및� 정책�홍보�방안�마련

○� 일반� 시민과� 전문가� 모두� 자동차� 온실가스�저감정책의�중요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와� 같은� 저탄소차� 보급� 정책에� 대

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전반적인�사회적�공감대�형성은�비교적�용이할�것으로�분석된다.�

조사항목 응답비율(%)
교통부문
감축정책
중요도

구분 매우
높음 높은 편 낮은 편 매우

낮음 모름
전문가 26.3 56.1 15.8 0.0 1.8

일반시민 11.9 69.2 11.2 1.5 6.2
저탄소차

보급
필요성

구분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필요

업는 편
전혀

불필요
전문가 58.6 17.2 17.2 3.4 3.4

일반 시민 30.7 36.7 24.0 8.3 0.3
저탄소차

보급
효과성

구분 매우
효과

다소
효과 보통 효과

없는 편
전혀

비효과 
전문가 51.7 22.4 13.8 10.3 1.7

일반시민 21.3 36.5 29.6 12.5 0.1

<표� 24>� 저탄소차�보급�정책�등�자동차�온실가스�저감�정책�호응도 

○� 다만,� 중/대형차(RV/SUV� 포함)가� 전체� 승용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승용차� 보유� 및� 판매� 구조로� 볼� 때� 저탄소차� 구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보다� 구입부과금을� 부담해야� 할� 시민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확정단계와� 제도� 시행� 초기� 중/대형� 승용차(RV/SUV)를�

구입하려는�소비자들의�조세저항이나�반발이�적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반대의견

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교통,�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이다.� 저탄소차� 보급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지?� 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 납들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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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장점은� 효과를� 극대화하

고� 정책을� 도입할� 때� 고려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단점은� 보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3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재정과� 경유승용차� 허용� 문제

가� 대두되었을� 당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경유차환경위원회’와�

같은� 민관거버넌스� 기구�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2.1� 승용차�신규�구입�수요층에�대한�저탄소차�정책�홍보�강화�

○� 일반� 시민� 중�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지면� 저탄소차를� 구입하겠다는�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6.4%로� 나타난� 반면� 저탄소차� 구입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11.4%로� 저탄소차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입의사

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42.2%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탄소차

를�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저탄소차의� 장점에�

대한�정보부족(25.6%)을� 꼽고�있는� 점에서�저탄소차�홍보� 강화의�필요성을�확인� 할�

수� 있다.

구 분 응답비율(%)
있다 모르겠다 없다

전 체 46.4 42.2 11.4 

연령

20대 48.3 42.4 9.4 
30대 47.1 39.4 13.5 
40대 45.8 45.1 9.1 
50대 47.5 39.6 12.9 
60대 이상 41.2 44.1 14.7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0.0 30.0 30.0 
100∼200만원 47.9 41.5 10.6 
200~300만원 48.1 41.2 10.7 
300∼400만원 47.6 42.1 10.3 
400∼500만원 40.9 44.8 14.3 
500만원 이상 48.6 41.4 9.9 

보유
차량수

없음 54.1 33.7 12.2 
1대 44.2 43.6 12.2 
2대 47.6 44.1 8.3 
3대 58.1 29.0 12.9 
4대 이상 50.0 0.0 50.0 

<표� 25>� 응답자�특성별�저탄소차�구입�의향�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신규(1st� car)구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의�저탄소차�구입의사가�각각� 48.3%,� 47.1%로�전체�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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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승용차� 구입� 가

능성이� 높은� 층에서도� 절반이� 넘는� 54.1%의� 응답자가� 저탄소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답변하였다.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g/km) 판매가격
동일모델

일반 승용차
판매가격

구입 및 운행단계 혜택연비 및 
최대운행거리

1,000cc 미만
바이퓨얼 경차
(LPG+휘발유)

99~117
1,000만원

~1,235만원
880만원

~1,105만원

-개별소비세,취/등록세,채권
 구입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공영주차장 50%감면 등
-구입지원금 200만원 예정

15.1~21.4
km/L

1,000cc 미만
일반 경차

106~137
825만원

~1,128만원

-개별소비세,취/등록세,채권
 구입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공영주차장 50%감면 등
-구입지원금 200만원 예정

17.0~22.0
km/L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134~156
1,340만원

~1,902만원 -구입지원금 100만원 예정15.0~17.5
km/L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99 2,187만원
~2,478만원

1,325만원
~1,790만원

-최대 310만원까지 세금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최대
 50%감면 등17.8km/L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111 3,068만원
~3,338만원

1,980만원
~2,945만원

-최대 310만원까지 세금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최대
 50%감면 등21.0km/L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 약 
5,000만원

일반
경차가격 참조

-국고/지자체 구입 지원금
 (1,720만원)
-최대420만원 세제혜택 예정1회 충전 최대

140km 운행

<표� 26>� 저탄소차�차종과�구입�및� 운행단체�혜택�정리�

○� 따라서,� 20~30대�젊은�층에서�승용차� 최초� 구입시�저탄소차�구입을�유도할�수� 있도

록� 저탄소차의�혜택과� 장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초로� 구입

하는� 차량이� 경차일�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 보유� 패턴이� 경→소→중→대로� 이어지는�

만큼� 소형차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증가� 시키고� 중,� 대형차� 보유시기를� 늦출� 수� 있

다는� 점에서� 구입/보유단계의� 혜택이� 가장� 많은� 경차� 소비를� 늘리는� 것이� 저탄소차�

보급�확대를�위한�정책�홍보의�중요한�키포인트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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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평  가  항  목

보행자
주행분야

차 명 정면
충돌

부분
정면

측면
충돌 좌석 기둥

측면
종합
등급

제동
(마른
/젖은)

경
형
급

기아
모닝

★★★★★
(13.2점,
83%)

★★★★★
(14.0점,
88%)

★★★★★
(15.5점,
97%)

★★★★★
(5.2점,
87%)

2.0점,
100%

1등급
(49.9점,
92%)

★★★
(17점,
57%)

44.1m

44.4m

소
형
급

현대
엑센트

★★★★★
(15.6점,
98%)

★★★★★
(13.4점,
84%)

★★★★★
(16.0점,
100%)

★★★★★
(5.2점,
87%)

2.0점,
100%

1등급
(52.2점,
97%)

★★★
(15점,
50%)

41.6m

43.0m

중
형
급

닛산
알티마

★★★★★
(15.6점,
98%)

★★★★★
(15.1점,
94%)

★★★★★
(14.9점,
93%)

★★★★
(4.6점,
77%)

2.0점,
100%

1등급
(52.2점,
97%)

★★
(8점,
27%)

45.2m

49.5m

대
형
급

한국지엠
알페온

★★★★★
(16.0점,
100%)

★★★★★
(15.3점,
96%)

★★★★★
(16.0점,
100%)

★★★★★
(5.4점,
90%)

2.0점,
100%

1등급
(54.0점,
100%)

★★★
(15점,
50%)

42.5m

44.6m

현대
그랜저

★★★★★
(16.0점,
100%)

★★★★★
(15.9점,
99%)

★★★★★
(14.8점,
93%)

★★★★★
(5.7점,
95%)

2.0점,
100%

1등급
(54.0점,
100%)

★★★
(16점,
53%)

41.9m

42.4m

<표� 27>� 2011년�신차�안전도�평가결과�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주)� 1.� 별� 다섯�개가� 가장� 우수하며,�%는�평가점수를�백분율로�표시함

� � � � 2.� 충돌분야�종합등급을�위한�평가항목은�정면⋅부분정면⋅측면(각� 16점�만점)⋅기둥측면충돌� 및� 좌석
(6점� 만점)� 안전성� 등� 5개� 항목이며� 54점� 만점으로� 함(1등급� :� 47점� 이상,� 2등급� :� 40

∼46점,� 3등급� :� 33∼39점,� 4등급� :� 26∼32점,� 5등급� :� 26점� 미만)

� � � � 3.� 기둥측면충돌�안전성은� 제작사�요청시험(종합등급�최대� 2점� 가점� 부여)으로� 실시하며,� 주

행전복�안전성은�무게중심고가�높은� SUV� 등의� 차량을�대상으로�실시함

○� 일반� 시민들이� 저탄소차�구입�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저탄소차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지만� 경/소형차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18.6%)

와� 선택�차종이� 다양하지�못하다(18.1%)는� 지적도� 적지�않다는� 점에�주목하여�보면�

비록� 차량� 구입시� 선택� 옵션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최근� 경,� 소형차의� 안전성을� 높

여주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중,� 대형차와� 비교하여� 차량� 자체의� 안전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소형차� 운전자의�경우� 중/대형차� 운전자에� 비

해�상대적으로�방어/안전�운전을�하게�되고,� 자동차�교통사고�중� 사망사고의�경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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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자체의� 문제� 보다는� 인적요인(법규위반,� 안전운전불이행� 등)이� 더� 크게� 작용하는�

만큼� 최근에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경/소형차라도� 차량� 자체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소형차에� 대한� 안

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탄소차� 구입지원금으로�

구매� 예정� 저탄소차의� 안전사양을� 추가로� 장착하여� 자신이� 구입한� 차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면� 일정정도�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승용차�추가�구입�수요층에�대한�저탄소차�정책�홍보�강화

○� 보유� 차종별� 소비자들의� 저탄소차� 구입의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보유� 차종과� 구

입희망� 차종과� 동급인� 저탄소차� 구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저탄소차� 보급�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소/중형차를� 보유하고�있는� 소비자들은�동급� 차종� 중� 저탄소차� 구입� 의사

가� 가장� 높고� 일부� 중형차� 보유자� 중에서는� 일반� 중형차보다� 비싼� 중형� 하이브리드

차� 구입하기� 보다는�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차량이나� 소형� 하이브리드차� 구입

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 RV/SUV� 보유층의� 경우는� 동급에서는�

저탄소차가� 없고,�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여유가� 있는� 만큼� 중형� 하이브리드차나� 소

형�하이브리드차를�대안으로�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

<그림� 29>� 현재�보유�차종별�저탄소차�구입�희망�차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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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소형차�보유자의�경우는�현재�보유�차종과�동급인�저탄소차로�수평적으로�

소비가� 전이되거나� 일부가� 보다� 큰� 차로� 이동될� 것으로� 보이며,� 중형차� 보유자의� 경

우는� 차량� 구입시� 경제적� 여건이� 되는� 경우� 중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고� 그� 외의�

경우는� 소형� 하이브리드차나� 저탄소차� 기준을� 만족하는� 소형차로� 소비가� 전이될� 가

능성이�높다.� �

○� 또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시민� 중� 소형차� 보유자의� 69.7%와� 중형차� 소

비자의� 82.6%는� Bonus-Malus(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든� 차

종에서� 가격� 변화가� 일어날� 경우� 현재� 소유한� 차종과� 동급(배기량과� 크기가� 유사한)

차종을� 구입하거나� 더� 작은� 차를� 구입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대형차� 보유자의�

59.3%는� 현재� 보다� 작은� 차를� 구입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잠재적인� 중/대형

차� 소비수요층에�대한� 저탄소차�혜택� 홍보를� 통해� 작은차� 소비와� 함께� 동급� 차량� 중�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대형차� 소비� 수요층의� 경우� 소형

차나� 중형차로의� 보유� 구조의� 다운사이징뿐만� 아니라� 동급� 차종� 중� 중형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보다� 작은� 급이기는� 하지만� 일반� 소형차보다� 차량� 가격

이� 비싼�소형하이브리드차�소비를�유도할� 수� 있을�것이다.� 즉,� 신규� 승용차�소비수요

층에� 대해서는� 경차� 또는�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차량� 구입을� 유도하고� 현재�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좀� 더� 큰� 차를�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구입/보유단계의� 혜택뿐만� 아니라� 운행단계에서의� 저탄소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시행과�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2007년� 녹색교통운동에서� 조사

한� 경차� 소비자들에� 대한� 경차�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운전자들은�

취/등록세� 면제(90.6%),� 공채구입� 면제(50.7%)등과� 같은� 구입단계� 혜택� 뿐만� 아니

라� 통행료� 50%� 할인(96.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90.4%)등과� 같은�

운행단계� 혜택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차량을� 유지하고� 운행하면서� 받

는� 혜택이� 많을수록�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저탄소차에� 대한� 운행단계의� 혜택도� 적지� 않다

는�점을�강조하는�것도�저탄소차�보급�확대에�중요한�홍보�방안이�될�것이다.

3.� 자동차세제�전반에�대한�평가와�개선

○�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는� 제도� 시행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가격이나� 배기

량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 보유,� 운행단계� 자동차� 세제를� 운영한� 근본� 취지는� 큰� 차�

소비를� 억제하고�작은� 차� 소비를� 유도하기�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우리나라�승

용차� 판매/보유� 구조를� 보면�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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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침체를�이유로� 1999년� 1가구� 2차량에� 대한�중과세제도를�폐지한� 이후� 소

형차� 소비� 감소와� 중/대형차� 소비�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

승용차� 소비� 구조� 문제의� 원인이� 모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은� 과한� 측면이� 있고� 자동차를� 부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사회� 인식과� 문화,� 국민� 소

득� 향상�등도�주요한�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 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

되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의� 자동차세제�

전반에�대한�평가와�개선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구분 연령별 응답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차량
보유
여부

없다 21.2 6.4 4.7 5.9 16.7 9.9
1대 60.1 68.7 64.0 62.4 58.8 63.9
2대 15.3 22.9 26.9 26.7 22.5 22.9
3대 3.4 2.0 3.7 5.0 2.0 3.1

4대이상 0.0 0.0 0.7 0.0 0.0 0.2

현재
보유
차종

경차 5.0 5.4 6.3 4.2 2.2 5.1
소형차 24.4 28.1 21.1 20.0 7.1 23.4
중형차 49.4 49.3 47.5 45.3 11.1 49.1
대형차 11.9 10.8 11.6 20.0 15.8 13.3

RV/SUV 6.3 5.8 9.5 9.5 0.0 6.9
승합차 3.1 0.7 3.9 1.1 1.0 2.2

<표� 28>� 연령대별�승용차�보유�비율�및� 보유�차종�  

○� 앞서�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주로� 저탄소차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 보았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대형차(RV/SUV포함)� 소비�

억제�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승용차� 보유형태를� 보면�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생애� 처음� 자동차

를� 구입할� 가능성이�높은� 20대와� 30대의� 승용차� 보유� 비율과� 보유� 차종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1.2%,� 30대의� 경우�

6.4%에� 불과하여� 20대의� 약� 80%,� 30대의� 93.6%는� 사실상� 사회,� 경제활동을� 시

작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생애� 처음�

구입하는� 승용차가� 경차나� 소형차가� 아니라� 중/대형차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첫� 차가� 중형차일� 경우�

다음번� 구입하는� 차종은� 신차와� 중고차를� 불문하고� 대부분� 중형차� 이상이� 될� 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 20대의� 경우� 중형차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49.4%로� 실제�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40대의� 47.5%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경차� 보유� 비율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1st� Car� 뿐만� 아니라�

2nd� Car� 수요도� 포함되었을�가능성이�높다는� 점에서�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큰� 차에

서�작은�차로�전이되는�경우는�거의�없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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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가구 소득별 응답비율(%)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체

차량
소유
여부

없다 50.0 26.6 13.7 6.9 4.9 2.7 9.9
1대 10.0 63.8 73.0 70.8 62.6 30.6 63.9
2대 40.0 9.6 13.3 21.5 26.6 50.5 22.9
3대 0.0 0.0 0.0 0.9 5.9 14.4 3.1

4대이상 0.0 0.0 0.0 0.0 0.0 1.8 0.2

현재
보유
차종

경차 0.0 0.0 9.0 5.5 3.1 3.7 5.1
소형차 60.0 27.5 31.3 23.7 16.0 16.7 23.4
중형차 20.0 50.7 38.3 53.8 52.1 50.0 49.1
대형차 20.0 15.9 15.9 8.9 12.4 21.3 13.3

RV/SUV 0.0 2.9 3.5 5.8 13.4 7.4 6.9
승합차 0.0 2.9 2.0 2.2 3.1 0.9 2.2

<표� 29>� 월가구�소득별�승용차�보유�비율�및� 보유�차종�

� � � �

○� 월가구� 소득별� 승용차� 보유� 비율� 및� 보유� 차종을� 살펴보면� 월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승용차를� 구입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월가구� 소득이�

300만원이� 넘어가면� 2nd� Car� 구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근로자�평균임금(2011년� 3분기)이�정규직의�경우� 20대가�약� 170만원,� 30대

가� 약� 240만원,�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는� 약� 280만원로� 나타났으며,� 1인가

구를� 포함한� 월평균� 가구� 소득(2011년� 3분기)은� 340만원이다.� 통계청� 자료와� 이번�

설문�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20대� 정규직� 근로자의� 70%정도는� 바로� 승용

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중� 중/대형차� 구입자를� 69.5%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

며,�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인� 340만원� 정도로� 소득이� 올라가면� 86.3%는� 최

소한� 1대�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고,� 2nd� Car� 구입도� 10%를� 넘어선다고� 예

측하여� 볼� 수� 있다.� 30대에� 접어들거나� 200만원�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경/소형차� 보유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첫� 차는� 주로� 중고차

를� 구입하고� 소득� 수준이� 일정� 정도� 개선되면� 신차로� 구입하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경차와�소형차�보유가�늘어나는�것으로�분석할�수� 있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20대� 소비자도� 중형차를� 보

유/유지하는데� 별다를� 어려움�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중/대형차� 수요를� 억제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앞서� 일반� 시민과� 전문가� 조사에서� 보면� 일

반적인� 승용차�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이� ‘구입� 예정� 자동차의� 연비,� 보

험료,� 세금� 등� 유지비용’(일반시민� 29.5%,� 전문가� 28.4%)이라고� 답변한� 것과� 비교

하여� 보아도� 중/대형차� 보유/유지� 비용이� 감당할� 수준이라는� 답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중/대형� 승용차와� 같은� 온실가스� 고배출차에� 대한� 수요� 억제� 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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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axes on Acquisition Taxes on ownership
VAT Registration Tax PassengerCars

Austria 20% fuelconsumption Kilowatt
Belgium 21% cc+age

CO2 emissions Cylinder capacity
Bulgaria 20% None Kilowatt 
Cyprus 15% cc+CO2 Cylinder capacity,

CO2 emissions
Czech Republic 20% None None 

Germany 19% None CO2 emissions
Denmark 25% 105%up to DKK79,000

180%on the remainder Fuelconsumption,weight 
Estonia 20% None None 
Spain 18% CO2 emissions Horsepower 

Finland 23% price+CO2emissions CO2emissions/Weightxdays 
France 19.6% CO2emissions None 
Greece 23% cc+emissions CO2emissions 
Hungary 25% cc+emissions Kilowatt 
Ireland 21% CO2 emissions CO2emissions/cylindercapacity
Italy 20% kilowatt/weight/seats Kilowatt,exhaustemissions

Lithuania 21% LTL 50 None 
Luxembourg 15% None CO2emissions 

Latvia 21% CO2 emissions Weight 
Malta 18% price/CO2 emissions/

vehicle length Cylindercapacity
TheNetherlands 19% price+CO2 emissions Weight, province

Poland 23% cc None 
Portugal 23% cc + CO2 emissions Cylindercapacity,CO2emissions
Romania 24% cc + emissions + CO2 Cylindercapacity 
Sweden 25% None CO2 emissions/ weight
Slovenia 20% price + CO2 emissions None 
Slovakia 19% None None 

UnitedKingdom 20% None CO2emissions/cylindercapacity

<표� 30>� MOTOR� VEHICLE� TAXATION� :� EU� SUMMARY

자료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11.01� 기준

○� 유럽연합� 대부분� 나라들의� 자동차� 관련� 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10%)보다� 높은�

비율로� 부가세(VAT)를� 부과하고� 취/등록세(Taxes� on� Acquisition)와� 보유세(Taxes�

on� ownership)� 모두를� CO2배출량�기준으로�과세하거나�취/등록세,� 보유세�중�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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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는�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의� 저탄소차� 보급� 현황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자동차� 세제� 시행

으로� 인해� 저탄소차� 수요가� 2010년� 29%까지�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저탄소차에� 대한� 구입/보유/운행단계의�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승용차�교통수요관리�정책과�저탄소차�보급�정책과의�연계

○� 저탄소차에� 대한� 운행단계� 인센티브는�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도

심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할인과�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에� 대

한� 수도권� 공영주차장� 50%할인� 등이다.� 이러한,� 운행단계� 인센티브의� 경우� 일반� 운

전자들의� 정책�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향후� 저탄소차� 보급� 확대에� 주요한� 수단

으로�활용될�수� 있는�방안�중� 하나라고�할� 수� 있다.

○� 지난� 2011년� 6월�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을� 30%까지� 감축

하고,� 전체� 온실가스� 중� 교통,� 수송부문에서는� 예상배출량의� 34.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교통,�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르면� 저탄소

차� 등� 그린카� 보급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생활

형�보행�및�녹색교통�활성화,� 녹색물류체계�구축�등의�방안을�제시하고�있다.� � � � � � �

○� 런던,� 스톡홀름,� 싱가포르� 등� 선진� 외국도시의� 경우� 도심혼잡통행료� 등� 강력한� 승용

차� 통행제한� 정책� 시행을� 통해� 승용차� 교통� 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승용차�

통행량� 감축,� 대중교통� 이용자�증가,� 대기오염물질�및� 온실가스� 저감�등의� 정책� 시행

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교통� 수요관리�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저탄소차에� 대해서는� 규제를� 경감해주는� 등의� 운행단계� 혜택을�

부여한다면�저탄소차�보급에�일정정도�기여할�수� 있을�것이다.

○� 저탄소차� 확대를� 위한� 운행단계�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현재�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만�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요금� 할인을� 민영�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것과� 저공해차에� 대

한� 공영� 주차장� 할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저공해자동차(이하� ‘저공해차’라� 한다)로� 인증�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차� 인증�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증�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같은� 운행단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나� 업체� 직원들이� 저공해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에� 대해� 충

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운전자와� 운영업체간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경차� 전용번호판� 제도처럼� 저탄소차에� 대해� 별도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검토�할� 필요가�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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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탄소차에�대한�인식�전환�캠페인�전개

○� 저탄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저탄소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캠

페인� 전개가� 필요하다.� 교통,�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과도한� 승용차� 이

용보다는� 대중교통이나� 보행,�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의� 실천과� 참여가� 필요하지만� 현

실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를� 구입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부처,� 지자체,� 공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부터� 적극적으로� 저탄소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서�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자동차� 연비와� 경제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료�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작은�차(저탄소차)를�이용�할수록�시민들의�연료비�부담이�줄게�되어�가계�경제

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

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1석2조� 1석3조의� 효과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친환경차나� 저탄소차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선진적인� 소

비� 트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 친환경상품� 구매력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차� =� 경제적인�

차’라는�개념과�함께� ‘친환경차�소비� =� 자랑스러운�소비’라는�개념을�개발하여�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탄소차의� 경제성과� 혜택을� 중심

으로� 홍보하고� 비교적� 고가의� 미래형� 저탄소차(전기차,� 연료전지차� 등)를� 구입할� 여

력이� 있는� 사회지도층이나�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친환경� 소비자

라는�두가지�홍보를�병행할�필요가�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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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①,②항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환경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저탄소차(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자동

차) 보급 정책과 관련하여「저탄소차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탄소차에 대한 시민인식의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자료는 본 연구의 내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내용은 통

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특히 개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위 설문목적과 비밀보호 보장을 양지하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 구 기 관 : 녹색교통운동

○ 조사대행기관 :

ID A1-5

◐ 응답시 유의사항 ◑

1. 질문지는 문1. 부터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차례차례 응답해 주십시오.

2. 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먼저 읽게 되시면 그로 인해 응답하시는 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사오니 반드시 한 질문에 응답하신 후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3. 질문 내용 중 특별한 안내문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은 총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지 및 별첨 자료 제외)

4. 질문에 응답하실 때 특별한 안내문이 없으면 보기번호 중 한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을 직접 기입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의견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혹, 작성도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조사기관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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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는 승용차를 모두 몇 대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    )

   ① 없음   ② 1대      ③ 2대      ④ 3대     ⑤ 4대 이상

2. (문 1. ②~⑤ 응답자 만)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구입했던 모든 자동차의 차

종은 무엇입니까? (‘✔’로 표시)

분

경차

(1,000cc

미만)

소형차

(1,600cc

미만)

중형차

(2,000cc

미만)

대형차

(2,000cc

이상)

RV, SUV

(9인승 

이하)

승합차

(10인승 

이상)

현재 운행 

여부

O X

 1) 가장 최근 구입 차량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2) 바로 이전 구입 차량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3) 그 이전 구입 차량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3.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향후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시거나 현재 소유하고 계

신 자동차를 바꾸실 경우 (추가구입 포함)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

  ① 경차 (1,000cc미만) ② 소형차 (1,600cc미만) ③ 중형차 (2,000cc미만)

  ④ 대형차 (2,000cc이상) ⑤ RV, SUV (9인승 이하) ⑥ 승합차 (10인승 이상)

3-1. 2,000cc급 중형차 이상의 자동차 가격이 10%가량 상승한다면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예: 중형차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2,200만원으로 상승, 

대형차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3,300만원으로 상승) (    )

  ① 경차 (1,000cc미만) ② 소형차 (1,600cc미만)

  ③ 가격상승 중형차 (2,000cc미만) ④ 가격상승 대형차 (2,000cc이상)

  ⑤ 가격상승 RV, SUV (9인승 이하) ⑥ 가격상승 승합차 (10인승 이상)

3-2. 경차와 소형차 가격이 10~20%가량 하락한다면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시겠습

니까? (예: 경차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으로 하락, 소형차 가격이 

1,500만원이라면 1,350만원으로 하락) (    )

  ① 가격인하 경차 (1,000cc미만) ② 가격인하 소형차 (1,600cc미만)

  ③ 중형차 (2,000cc미만) ④ 대형차 (2,000cc이상)

  ⑤ RV, SUV (9인승 이하) ⑥ 승합차 (10인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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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차와 소형차 가격이 10~20%가량 하락하고, 동시에 2,000cc급 중형차 이

상의 자동차 가격이 10%가량 상승한다면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예: 경차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으로 하락, 소형차 가격이 1,500

만원이라면 1,350만원으로 하락, 중형차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2,200만원

으로 상승, 대형차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3,300만원으로 상승) (    )

  ① 가격인하 경차 (1,000cc미만) ② 가격인하 소형차 (1,600cc미만)

  ③ 가격상승 중형차 (2,000cc미만) ④ 가격상승 대형차 (2,000cc이상)

  ⑤ 가격상승 RV, SUV (9인승 이하) ⑥ 가격상승 승합차 (10인승 이상)

4.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자동차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점은 무엇입

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를 응답하여주십시오. (    ), (    )

   ① 현재 경제적 여건과 향후 경제적 여건의 개선 여부

   ② 구입예정 자동차의 가격과 관련세금 등 구입비용

   ③ 구입예정 자동차의 경제성(연비, 보험료, 세금 등)등 유지비용

   ④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⑤ 구입예정 자동차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

   ⑥ 자동차의 외향과 크기(배기량, 소/중/대형 등)

   ⑦ 나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편의사양

   ⑧ 구입예정 자동차의 안전성

   ⑨ 구입예정 자동차의 환경성(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

   ⑩ 기타 (                          )

※ 다음 지문을 자세히 읽으신 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5~13)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발표

정부는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겠다는 정

책을 지난 6월 발표하고, 특히, 교통/수송부문(자동차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를 34.3%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저탄소차란?

저탄소차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적은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Bonus - Malus (구입지원금 - 구입부과금)제도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량이 일정수준 미만인 자동차(저탄소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을 주고 

일정수준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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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높다     ② 관심이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6-1. 귀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몇%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6-2. (문 6-1.의 ‘○○%’답변을 참고하여) 귀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 (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낮은 편이다  ④ 매우 낮다  ⑤ 모르겠다

7. 귀하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

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    )

   ① 자세히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는 편이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8-1. 귀하는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   ② 약간 필요   ③ 보통   ④ 필요 없는 편   ⑤ 전혀 필요없음

8-2. 귀하는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효과적  ② 다소 효과적   ③ 보통   ④ 효과 미미   ⑤ 전혀 효과없음

9.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는 저탄소차에 대한 세제 감면,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의 

저탄소차 보급 확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향후 차량 구입시 저탄소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구입할 의향이 있다 (☞ 문.10번으로 이동)

   ② 잘 모르겠다 (☞ 문.11번으로 이동)

   ③ 구입할 의향이 없다 (☞ 문.11번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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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9. ①번 응답자만) 다음은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예정인 자동차 중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저탄소차의 정의에 적합한 자동차들입니다.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3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구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차량은 무엇입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판매가격, 혜택 등을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    )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g/km)
판매가격

동일모델

일반 승용차

판매가격

구입 및 운행단계 혜택
연비 및 

최대운행거리

① 1,000cc 미만

   바이퓨얼

(LPG+휘발유) 경차

99~117

1,000만원

~1,235만원

880만원

~1,105만원

-개별소비세,취/등록세,채권

 구입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공영주차장 50%감면 등

-구입지원금 200만원 예정

15.1~21.4

km/L

② 1,000cc 미만

   일반 경차

106~137
825만원

~1,128만원

-개별소비세,취/등록세,채권

 구입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공영주차장 50%감면 등

-구입지원금 200만원 예정

17.0~22.0

km/L

③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134~156

1,340만원

~1,902만원
-구입지원금 100만원 예정15.0~17.5

km/L

④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99 2,187만원

~2,478만원

1,325만원

~1,790만원

-최대 310만원까지 세금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최대

 50%감면 등17.8km/L

⑤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111 3,068만원

~3,338만원

1,980만원

~2,945만원

-최대 310만원까지 세금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최대

 50%감면 등21.0km/L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
약 

5,000만원

일반

경차가격 

참조

-국고/지자체 구입 지원금

 (1,720만원)

-최대420만원 세제혜택 예정
1회 충전 최대

140km 운행

11. (문9. ②~③응답자만)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저탄소차 구입의향이 없거나 

구입의사를 결정하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① 저탄소차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② 연비 등 성능대비 차량 가격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비싸서

   ③ 세제 지원 등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이 너무 작아서

   ④ 차종이 한정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서

   ⑤ 경차,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주변 사람들이 평가가 좋지 않아서

   ⑥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라서 체면 때문에

   ⑦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이므로 안전성이 낮을 것 같아서

   ⑧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저탄소차를 구입할 의향이 없어서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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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로 표시

① 1,000cc 미만 바이퓨얼(LPG+휘발유) 경차

② 1,000cc 미만 일반 경차

③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④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⑤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⑦ 크기(배기량)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친환경차 모두

⑧ 기타 (                                                         )

12. 귀하(또는 귀하의 가정)가 향후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저탄소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① 저탄소차 가격이 더 인하되어야 한다.

   ② 차량구입비 지원, 세금 감면 등 구입단계의 혜택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③ 민영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할인 등 저탄소차에 대한 운행(유지)단계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

   ④ 다양한 차종이 개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⑤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이므로 안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

   ⑥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동차 자체의 성능이 높아져야 한다.

   ⑦ 저탄소차의 장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국민 인식

을 바꾸어야 한다.

   ⑧ 조건이나 혜택이 개선되어도 저탄소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

   ⑨ 기타 (                                 )

13. 귀하는 문10.의 보기에서 제시된 저탄소차의 제원(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혜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가 어떤 차종까지 구입지원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

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입의사와 관계없이, 해당차종에 모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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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①,②항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본 조사는 환경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저탄소차(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자동차) 

보급 정책과 관련하여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저탄소차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자료는 본 연구의 내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내용은 통계목

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특히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위 설문목적과 개인정보 보호를 양지하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 구 기 관 : 녹색교통운동

   (전화 : 02-744-4855, 전송 : 02-744-4844, e-mail : kngt@chol.com)

ID A1-5

◐ 응답시 유의사항 ◑

1. 질문지는 문1. 부터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차례차례 응답해 주십시오.

2. 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먼저 읽게 되시면 그로 인해 응답하시는 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사오니 반드시 한 질문에 응답하신 후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3. 질문 내용 중 특별한 안내문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은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지 및 별첨 자료 제외)

4. 질문에 응답하실 때 특별한 안내문이 없으면 보기번호 중 한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을 직접 기입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의견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혹, 작성도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연구기관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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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문을 자세히 읽으신 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발표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겠다는 정책을 

지난 6월 발표하고, 특히, 교통/수송부문(자동차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34.3%

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저탄소차란?

저탄소차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적은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Bonus - Malus (구입지원금 - 구입부과금)제도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수준 미만인 자동차(저탄소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구입시 지원금을 주고 일정수준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을 30%

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    )

   ① 자세히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는 편이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우

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낮은 편이다  ④ 매우 낮다  ⑤ 모르겠다

3. 귀하는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   ② 약간 필요   ③ 보통   ④ 필요 없는 편   ⑤ 전혀 필요없음

4. 귀하는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효과적  ② 다소 효과적   ③ 보통   ④ 효과 미미   ⑤ 전혀 효과없음

5. (또는 귀하의 근무기관) 위의 보기에서 설명한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제도가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 가격의 변화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의 변화가 각각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표기 예시]를 참고하여 가격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차종 선택의 변화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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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에서의 가격 상승
(→)로 

   예상 변화를 표시

2) 중형차 이상에서의 가격 상승 이후

   선택 차종 

경차(1,000cc미만)　 ① • • ① 경차(1,000cc미만)　

소형차(1,600cc미만)　 ② • • ② 소형차(1,600cc미만)　

가격상승 중형차(2,000cc미만) ③ • • ③ 가격상승 중형차(2,000cc미만)

가격상승 대형차(2,000cc이상) ④ • • ④ 가격상승 대형차(2,000cc이상)

가격상승 RV, SUV(9인승 이하) ⑤ • • ⑤ 가격상승 RV, SUV(9인승 이하)

가격상승 승합차(10인승 이하) ⑥ • • ⑥ 가격상승 승합차(10인승 이하)

1) 경, 소형차의 가격 인하
※ 화살표(→)로 

   예상 변화를 표시

2) 경, 소형차의 가격 인하 이후 

   선택 차종 

가격인하 경차(1,000cc미만)　 ① • • ① 가격인하 경차(1,000cc미만)　

가격인하 소형차(1,600cc미만)　 ② • • ② 가격인하 소형차(1,600cc미만)　

중형차(2,000cc미만) ③ • • ③ 중형차(2,000cc미만)

대형차(2,000cc이상) ④ • • ④ 대형차(2,000cc이상)

RV, SUV(9인승 이하) ⑤ • • ⑤ RV, SUV(9인승 이하)

승합차(10인승 이하) ⑥ • • ⑥ 승합차(10인승 이하)

  [표기 예시]

1) 모든 차종에서의 가격 변화
※ 화살표(→)로 

   예상 변화를 표시

2) 모든 차종에서의 가격 변화 이후 

   선택 차종

가격인하 경차(1,000cc미만)　 ① • • ① 가격인하 경차(1,000cc미만)　

가격인하 소형차(1,600cc미만)　 ② • • ② 가격인하 소형차(1,600cc미만)　

가격상승 중형차(2,000cc미만) ③ • • ③ 가격상승 중형차(2,000cc미만)

가격상승 대형차(2,000cc이상) ④ • • ④ 가격상승 대형차(2,000cc이상)

가격상승 RV, SUV(9인승 이하) ⑤ • • ⑤ 가격상승 RV, SUV(9인승 이하)

가격상승 승합차(10인승 이하) ⑥ • • ⑥ 가격상승 승합차(10인승 이하)

5-1. 2,000cc급 중형차 이상의 자동차 가격이 10%가량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의 변화

     (예: 중형차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2,200만원으로 상승, 대형차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3,300만원으로 상승)

5-2. 소형차 가격이 10~20%가량 하락할 경우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의 변화 

     (예: 경차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으로 하락, 소형차 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1,350만원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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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에서의 가격 변화
(→)로 

   예상 변화를 표시

2) 모든 차종에서의 가격 변화 이후 

   선택 차종

가격인하 경차(1,000cc미만)　 ① • • ① 가격인하 경차(1,000cc미만)　

가격인하 소형차(1,600cc미만)　 ② • • ② 가격인하 소형차(1,600cc미만)　

가격상승 중형차(2,000cc미만) ③ • • ③ 가격상승 중형차(2,000cc미만)

가격상승 대형차(2,000cc이상) ④ • • ④ 가격상승 대형차(2,000cc이상)

가격상승 RV, SUV(9인승 이하) ⑤ • • ⑤ 가격상승 RV, SUV(9인승 이하)

가격상승 승합차(10인승 이하) ⑥ • • ⑥ 가격상승 승합차(10인승 이하)

5-3. 소형차 가격이 10~20%가량 하락하고, 동시에 2,000cc급 중형차 이상의 

자동차 가격이 10%가량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의 차종 선택의 변화

     (예: 경차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으로 하락, 소형차 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1,350만원으로 하락, 중형차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2,200만원으

로 상승, 대형차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3,300만원으로 상승)

6.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

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를 응답하

여주십시오. (    ), (    )

   ① 소비자의 현재 경제적 여건과 향후 경제적 여건의 개선 여부

   ② 구입예정 자동차의 가격과 관련세금 등 구입비용

   ③ 구입예정 자동차의 경제성(연비, 보험료, 세금 등)등 유지비용

   ④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⑤ 구입예정 자동차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

   ⑥ 자동차의 외향과 크기(배기량, 소/중/대형 등)

   ⑦ 나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편의사양

   ⑧ 구입예정 자동차의 안전성

   ⑨ 구입예정 자동차의 환경성(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

   ⑩ 기타 (                          )

7.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저탄소차에 대한 세제 감면,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의 

저탄소차 보급 확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향후 소비자들의 저탄소차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구입이 늘어날 것이다 (☞ 문.8번으로 이동)

   ② 구입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문.9번으로 이동)

   ③ 잘모르겠다 (☞ 문.9번으로 이동)



저탄소차설문조사결과보고서.hwp

77

8. ( 7. ①번 응답자만)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중   

위의 보기 지문에서 설명한 저탄소차의 정의에 적합한 자동차들입니다. 귀하(또는 귀하

의 근무기관)가 판단하시기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탄소차는  

무엇입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판매가격, 혜택 등을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    )

온실가스

배출량(g/km)
판매가격

동일모델

일반 승용차

판매가격

구입 및 운행단계 혜택
연비 및 

최대운행거리

① 1,000cc 미만

   바이퓨얼

(LPG+휘발유) 경차

99 ~ 117

1,000만원

~1,235만원

880만원

~1,105만원

-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채권

  구입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 공영주차장 50%감면 등

- 구입지원금 200만원 예정

15.1 ~ 21.4

km/L

② 1,000cc 미만

   일반 경차

106 ~ 137

825만원 ~ 1,128만원

-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채권

  구입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 공영주차장 50%감면 등

- 구입지원금 200만원 예정

17.0 ~ 22.0

km/L

③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134 ~ 156

1,340만원 ~ 1,902만원 - 구입지원금 100만원 예정15.0 ~ 17.5

km/L

④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99
2,187만원

~2,478만원

1,325만원

~1,790만원

- 최대 310만원까지 세금감면

- 수도권 공영주차장 최대

  50%감면 등17.8 km/L

⑤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111
3,068만원

~3,338만원

1,980만원

~2,945만원

- 최대 310만원까지 세금감면

- 수도권 공영주차장 최대

  50%감면 등21.0 km/L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
약 

5,000만원

일반

경차가격 참조

- 국고/지자체 구입 지원금

  (1,720만원)

- 최대420만원 세제혜택 예정
1회 충전 최대

140km 운행



저탄소차설문조사결과보고서.hwp

78

9. (문7. ②~③응답자만) (또는 귀하의 근무기관)가 저탄소차 구입의 변화가 없거나 

잘모르겠다고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① 저탄소차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이 부족해서

   ② 구매단계의 지원이 작아 차량 가격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여전히 비싸서

   ③ 자동차세, 주차비, 통행료, 연료비 등이 운행단계의 지원이 너무 작아서

   ④ 차종이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서

   ⑤ 경차,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주변 사람들(소비자)의 평가가 좋지 않아서

   ⑥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라서 체면 때문에

   ⑦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이므로 안전성이 낮을 것 같아서

   ⑧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소비자들이 저탄소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서

   ⑨ 기타(                                   )

10.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향후 저탄소차를 구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① 차량구입비 지원, 세금 감면 등 구입단계의 혜택이 더 확대되어 저탄소차 가격이 

더 인하되어야 한다.

   ② 자동차세 인하, 통행료 및 주차료 할인 등 저탄소차에 대한 운행(유지)단계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

   ③ 다양한 차종을 개발/보급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④ 저탄소차 차종이 주로 경/소형차이므로 안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

   ⑤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동차 자체의 성능이 높아져야 한다.

   ⑥ 저탄소차의 장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⑦ 저탄소차의 환경성(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이 더 높아져야 한다.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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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로 표시

① 1,000cc 미만 바이퓨얼(LPG+휘발유) 경차

② 1,000cc 미만 일반 경차

③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④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⑤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⑦ 크기(배기량)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친환경차 모두

⑧ 기타 (                                                         )

구 분
1순위

‘√’로 표시

2순위

‘√’로 표시

3순위

‘√’로 표시

① 1,000cc 미만 바이퓨얼(LPG+휘발유) 경차

② 1,000cc 미만 일반 경차

③ 1,600cc 미만 일반 소형차 중 저탄소차 기준 만족 차량

④ 1,600cc 미만 소형 LPi 하이브리드차

⑤ 2,000cc 미만 중형 하이브리드차

⑥ 경차 크기의 고속전기차

⑦ 크기(배기량)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친환경차 모두

⑧ 기타 (                                           )

11. 문8.의 보기에서 제시된 저탄소차의 제원(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혜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가 어떤 차종까지 구입지원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차종에 모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2.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문8.에서 제시된 저탄소차 차종 중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보급해야하는 차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2순위-3순위로 나누어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3. 귀하(또는 귀하의 근무기관)는 저탄소차 보급 확대 또는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정부, 관련업계,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설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기타 의견



저탄소차설문조사결과보고서.hwp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