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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
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
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
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
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
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
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
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
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
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
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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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
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
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
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
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
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
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
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
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
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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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
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
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
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
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
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
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
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
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
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
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
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
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
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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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
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
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
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친환경 리스 차량, 중고차 등으로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세그라드 4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거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비세그라드 4국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
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비세그라드 4국
V4과 공동 운영하고, 비세그라드 4국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
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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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8세기 말 카를 벤츠(Karl Benz)의 내연기관 자동차 발명과 19세기 초 헨
리 포드(Henry Ford)의 자동차 대량생산은 새로운 산업분야를 탄생시켰다.
이후 21세기에 들어서도 엔진 성능이나 연료소비 효율성 등이 개선되었지만
자동차의 심장은 여전히 내연기관이 차지했는데, 환경문제가 전 세계의 과제로
부상하면서 동력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환경오염
의 주범으로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
가 교통수단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내연기관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차량, 클린디젤 차량 등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인 ‘디젤게이트’ 이후 온실가스 무배
출 차량이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친환경자동차로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변화 및 발전하고 있다. 심지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중
단을 선언한 업체들과 판매금지를 예고한 도시들도 등장했다.1) 즉 “저공해 자
동차를 넘어 무공해 자동차로의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2)
2050년까지의 기후중립 목표를 채택한 EU는 친환경자동차에 큰 관심을 보
이고 있다. EU가 환경 부문의 선두에 있는 만큼 역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 환경목표 달성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산업경쟁
력 유지 및 강화라는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가 되었고, 둘 중 하나도 놓
치지 않기 위해 배터리전기차(BEV)와 연료전지전기차(FCEV) 등을 중심으로
하는 e-모빌리티를 강조하고 있다.3)
1) World Bank and UITP(2018), p. 14.
2) 권순우(2020), p. 61.
3) ‘전기이동성(electro mobility)’을 의미하는 ‘e-모빌리티’는 전기구동기술·차체 정보·통신기술과 차량
및 선박의 전기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 인프라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Gartner, “Electro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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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산업과 e-모빌리티가 각광받고 있고, 최근 많이 언급되는 중
요 이슈임에도 관련 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중에서
도 특히 EU 차원의 정책 분석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관련 연구 중 안상
욱(2016)은 프랑스 중앙정부의 전기자동차 육성 정책과 지방정부의 전기자동
차 이용문화 확산 정책,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어우러져
프랑스 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승문
(2016)은 북서유럽 국가들의 e-모빌리티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e-모빌리티
전략이 ‘친환경 수송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이지만 초기 전
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Clausen(2018)에서는 친환경자동차의 기존 화석연료자동차 대체
가능성을 살펴보고 독일 자동차산업 방향의 결정요인(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
면, 조직적 측면, 법적 측면)과 독일연방정부의 e-모빌리티 전략을 분석하여, 연
방정부와 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e-모빌리티로 전환 시 지역연계
(regional alliance)를 통한 지원 필요성, 전기차 생산에 중요한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R&D의 중요성, 이를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과 산업간 협력의 중요
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안상욱(2016), 이승문(2016)과 Clausen(2018) 모두
정책을 다루고 있으나 EU 차원이 아닌 개별 회원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각국
의 최근 정책에서는 해당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 대비 세부 내용상의 변화가 있
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Fredriksson et al.(2018)은 개별국이 아닌
EU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연구로 전 세계적인 변화발전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화(electrification),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 공유(sharing)
및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라는 측면에서의 발전을 예상하여 자동차의
전기(電氣)화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유럽 전기자동차가 유럽 자체만으로도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R&D를 실시하고 있으나,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e-Mobility),” https://www.gartner.com/en/information-technology/glossary/electro-mobility
-e-mobility(검색일: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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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특히 중국과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EU의 자동차산업 발전
을 위한 EU R&D 기금 활용, 유럽 차원에서의 조화로운 모빌리티 관련 조세제
도 확립, 화석연료 차량에 대한 더욱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 개별 회원국의 청
정 교통시스템 전환을 위한 EU 차원의 지원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 연구 역시
최근 2~3년 사이 EU가 추진한 정책 및 급변하는 정책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World Bank and UITP(2018)는 효과적인 e-모빌리티 정
책 수립과 적용을 위한 사례조사 및 일반적인 제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각
국마다 e-모빌리티의 단계가 서로 다르지만, 각 단계마다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e-모빌리티 정책은 교통기관의 저탄소배출 전략 전반
과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e-모빌리티에서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 정
부의 목표와 OEM 및 공급망 간의 관계, 에너지 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지만, 보편적인 e-모빌리티 정책을 다루고 있어 EU 차원의 정책을 살펴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 측면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국내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
춘 연구물이 거의 없어,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차별성은
본 보고서가 EU 차원의 정책을 다루고 있고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
이다. 환경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EU 및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 생산 및 보
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EU가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팩이
나 수소연료 등은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확보를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
고 있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EU 및 회원국들이 부단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EU의 이러한 e-모빌리티 정책을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들의 EU 진출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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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비세그라드 4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아직 전기차의 발전 초기 단계로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
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를 폭스바겐그룹, 다임러(Daimler)사,
BMW그룹, 르노-닛산-미쓰비시 연맹의 르노그룹(Groupe Renault), 스텔란
티스(Stellantis)로의 합병 전 Groupe PSA, 볼보(Volvo) 등의 기존 자동차 제
조업체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 이들 분석대상 국가는 앞서 언급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혹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본 연구 2장에서 제시하는 자동차산업
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고용 비중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특히 비세
그라드 4국의 경우에는 현대·기아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어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모빌리티를 언급함에 있어 전기모터가 주요 추진동력원인 차량은 일반
적으로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REEV), 배터리전기차(BEV), 연료전지전기차
(FCEV)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1-1], [표 1-2]와 같이 정의 시, 플러그인하이
브리드 전기차(PHEV)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기차(HEV)는 내연기관차로 분
류할 수 있고, REEV도 내연기관에 비해 상당한 배출감소가 나타나지만 엄밀한
의미의 친환경전기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4) 또한 [표 1-1], [표 1-2]의 정
의에 근거하면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순수 전기차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
된 BEV나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FCEV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V와
FCEV를 비롯하여 가장 보급률이 높은 PHEV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4) 비록 동력 구동기술에 따라 [표 1-1]과 같이 설명하고 [표 1-2]와 같이 장단점을 언급하기도 하나 이는
일반적인 정의의 예시로서 기술발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 차종에 대한 절대적인 정
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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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동력 구동기술에 따른 구분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전기차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배터리전기차

연료전지전기차

ICE

HEV(PHEV)

REEV

BEV

FCEV

Internal
Combustion
Engine

∙ 전통적인
내연기관
∙ 전기 인프라에
비의존
∙ 높은 연료소비
및 배출
∙ 장거리 주행
∙ 최적화 진행 중
(자동 시동/
정지 등)

Hybrid Electric Range Extended
Vehicle(Plug-in) Electric Vehicle

Battery Electric Fuel Cell Electric
Vehicle
Vehicle

∙ 전기와 내연기관 ∙ 전기와 내연기관 ∙ 순수 전기 구동
∙ 대형 배터리 용량,

구동의 병렬

구동의 병렬

하이브리드 구성;

하이브리드 연속

플러그인은 선택

구성

(PHEV)
∙ 내연기관이 차량
주 동력으로 소형

리튬-이온 기술
∙ 중-단거리 주행

∙ 때로는 BEV보다 ∙ 정차되어 있는
작은 배터리

동안만

용량

그리드에서

전기모터가 보조 ∙ 전기 운행으로
∙ 완전한 전기

중거리 주행

운행은 저속

∙ 그리드에서

배터리 충전 가능

∙ 연료전지
시스템과 전기
구동의 연속 구성
∙ (PEM)기술에
기반한 연료전지
스택
∙ 보통 350~700
바의 수소탱크
압력
∙ 중-장거리 주행

단거리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가능

플러그인 가능

∙ 유사 주행거리의 ∙ 장거리 주행을
내연기관에 비해

위한 BEV보다

나은 연비

소형인 내연기관
기반 발전기

내연기관이 주요 추진동력원

전기모터가 주요 추진동력원

주: BOP1-다양한 필수부품의 보조설비(가습기, 펌프, 밸브, 압축기 등).
자료: Amsterdam Roundtable Foundation and McKinsey & Company The Netherlands(201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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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전기 동력별 주요 장단점
PHEV
∙ 배터리와 e-모터로
환
경

REEV
∙ 내연기관 대비

BEV
∙ 무배출 차량,

FCEV
∙ 무배출 차량,

인한 배출 감소,

상당한 배출 감소 –

내연기관 대비 웰투휠

내연기관 대비 웰투휠

그러나 여전히

주행거리 연장기능

(well-to-wheel)이

(well-to-wheel)이

내연기관이 주요

이용 시에만 배출

더 효율적

더 효율적

추진동력원
∙ 기존 연료 인프라
장
점

사용
∙ 내연기관과 유사한
주행거리

∙ e-모터만 사용 시
짧은 주행거리
∙ 내연기관이 여전히
단

주요 추진동력원-

점

장기 운행 시 상당한
배출

∙ 연장기능으로 BEV
보다 긴 주행거리
∙ 실제 전기차이나

∙ 순수 전기, 무배출
차량
∙ 자택/회사 등에서의

주행거리 우려가

충전 가능; 인프라

덜함

성장 중

∙ BEV 대비 추가적인 ∙ 장시간 걸리는 연료
복잡성과 비용
∙ 연장기능이 제공하는
주행거리의 한계

보급, 고속충전도

∙ 긴 주행거리
∙ 연료보급에 단지 몇
분만 소요

∙ 에너지 집약적인
수소 생산

최소 20~30분 소요 ∙ 수소 인프라 필요∙ 상대적으로 짧은

현재 매우 제한적

현재 주행거리
∙ 인프라 필요,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성장 중

자료: Amsterdam Roundtable Foundation and McKinsey & Company The Netherlands(2014),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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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EU 및 EU 회원국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 수립에는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역내 시장의 특성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장
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1절에서 EU 자동차산업의 일반 현황 및 특징
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EU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시장 현황과 특징, 산업경쟁
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EU 자동차산업 및 시장 현황
가. EU 자동차산업 개요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EU 경제에서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2017년 3,846억
유로에 달하며 산업 부가가치 전체에서의 비중은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직접
부문이 3.2%, 판매·수리 등 연관 서비스산업이 포함된 간접 부문이 3.0%로 전
체 비중이 6.2%로 그 중요성이 확인된다(그림 2-1 참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유럽 국가들이 중·저가 완성차 및 부분품 생산기지로 활용되며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체코가 10.7%, 슬로바키아가 10.4%,
헝가리가 9.9% 루마니아가 9.3%로 자동차산업에 의존이 매우 큰 것이 확인된
다. 서유럽 국가의 경우, 독일이 9.2%로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예외적으로 높
다. 한편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동차 생산국들은 다변화된 산업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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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이 전체 산업 부가가치의 5% 수준으로 중동부 유럽보다 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지만, 규모 측면에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 EU 27의 산업 중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2017년 기준)
(단위: %)

주: 업종은 유럽표준산업분류(NACE) rev.2. 기준으로 산업 전체(B-N, 금융업(K) 제외)의 부가가치(Value added at factor
cost)에서 자동차산업의 비중을 계산. 직접부문은 자동차 제조(C29: 자동차 생산(C291), 차체생산(C292) 및 부분품
생산(C293) 포함)을 말하며, 간접부문은 자동차 판매(G451), 자동차 유지보수(G452), 자동차 부분품 판매(G453),
자동차 연료 판매(G473) 및 자동차 렌트 리스업(N771)을 지칭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sbs](검색일: 2020. 12. 18) 토대로 저자 작성.

EU의 자동차산업은 고용규모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Eurostat 통계에 따르면, EU에서 자동차 제조와 직접 관련된 종사자는 약
258만 명으로 나타나며 이는 산업 전체 고용 대비로는 약 2%로 나타난다(그림
2-2 참고). 간접 부문까지 모두 포함한 EU 내 자동차산업 종사자 수는 650만
명 수준으로 EU 산업 전체 고용의 약 5%로 확인된다. ICT 등 여러 산업과 광
범위하게 연관된 자동차산업 특성상 일부에서는 관련 노동자 수를 최대 1,380
만 명 규모로 추정하기도 한다.5) 국별 고용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
로 중동부 유럽국들의 자동차산업 의존이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된다. 루마니아
는 전체 고용의 약 7.7%, 체코는 전체 고용의 약 7.6% 등 자동차산업이 미치는
5) European Commission, “Automotive industry,” https://ec.europa.eu/growth/sectors/auto
motive_en(검색일: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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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매우 큰 것이 확인된다. 서유럽에서는 독일이 6.1%, 스웨덴이 5.8% 순
으로 비중이 높다.

그림 2-2. EU 27의 자동차산업 고용 비중(2018년 기준)
(단위: %)

주: 업종은 유럽표준산업분류(NACE) rev.2. 기준으로 산업 전체(B-N, 금융업K 제외)의 부가가치(Value added at factor
cost)에서 자동차산업의 비중을 계산. 직접부문은 자동차 제조(C29: 자동차 생산(C291), 차체생산(C292) 및 부분품
생산(C293) 포함)을 말하며, 간접부문은 자동차 판매(G451), 자동차 유지보수(G452), 자동차 부분품 판매(G453),
자동차 연료 판매(G473) 및 자동차 렌트 리스업(N771)을 지칭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sbs](검색일: 2020. 12. 18) 토대로 저자 작성.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은 EU의 수출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자동차는 EU 회원
국 체코,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
키아 수출 1위 품목에 해당한다(HS4단위 기준).6)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동차 및 관련 업종의 수출 의존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2019년 슬로바키아는 승용차(HS8703) 116만 대, 약 232억 달러어치
수출하였으며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를 합한 수출은 금액 기준 전체 수출 대
비 26%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도 전체 수출액 대비 자동차 수출이 12.1%로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 외 헝가리, 슬로베니아, 독일이 전체 수출금액의 10%
가까이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6)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ttps://atlas.cid.harvard.edu/(검색일: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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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U 27의 자동차 수출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주: HS4 단위 기준 각 회원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승합차(8702), 승용차(8703), 화물차(8704)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2. 30) 토대로 저자 작성.

세계시장에서 유럽 자동차 브랜드의 인지도와 점유율 또한 매우 높은 수준
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생산된 9,265만 대의 자동차 중 약 20%에 해
당하는 1,836만여 대가 EU(영국 포함)에서 생산되었다.7) 점유율 기준으로 세
계 10대 자동차 브랜드 중 독일의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가 포함되
어 있으며 이들의 합계 점유율은 13.15%에 달하고 있다(표 2-1 참고). 특히 유
럽 자동차 일부 브랜드는 세계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통하여 브랜드 가치 측
면에서 점유율을 뛰어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글상자 2-1 참고).

7)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2021), ｢세계자동차통계 2020–종합편｣, http://www.kama.or.kr/jsp/
webzine/201611/pages/issue_01.jsp(검색일: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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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브랜드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간의 제휴 및 인수합병, 자동차 브랜드의 기업 이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 어느 국가가 어느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유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보유하는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
해졌고 같은 공장에서 여러 브랜드의 완성차가 생산되기도 한다. 자동차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한 인수합
병이 상당히 활발하여 2018년 전 세계 자동차시장을 석권하던 14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62개 브랜드
소속에도 변동이 있었다.8) 제조업체와 브랜드가 동일한 Tesla가 Model 3 등의 전기차를 내세워 두
각을 나타내고 있고, FCA와 PSA가 2021년 1월 Stellantis로 합병하여 2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
하는 등 최근에는 [그림]과 같이 변화했다.9)

전 세계 주요 완성차업체 및 보유 브랜드

자료: 각 업체 웹사이트(Tesla, Toyota, Renault-Nissan-Mitsubishi, Tata Motors, Jaguar, Landrover, GM,
Honda, Geely, Ford, Lincoln, BMW group, Hyundai Motors, Daimler, Smart, Volkswagen, Stellantis,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28) 참고하여 저자 작성.

8) “These 14 companies dominate the world's auto industry”(2018. 2. 15), https://www.business
insider.com/biggest-car-companies-in-the-world-details-2018-2(검색일: 2021. 1. 28).
9) “Tesla Walks Tall Through The Ruins of The Automotive Industry”(2020. 5. 1), https://
www.forbes.com/sites/enriquedans/2020/05/01/tesla-walks-tall-through-the-ruins-ofthe-automotive-industry/?sh=7a6640ed474c(검색일: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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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세계시장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2019년 기준)
순위

브랜드명

국가

점유율(%)

브랜드 가치
(10억 달러)

1

Toyota

일본

10.24

51.59

2

Volkswagen

독일(EU)

7.59

12.26

3

Ford

미국

5.59

12.56

4

Honda

일본

5.46

21.69

5

Nissan

일본

5.15

10.55

6

현대

한국

5.05

14.29

7

Chevrolet

미국

4.52

N/A

8

기아

한국

3.35

5.83

9

Mercedes-Benz

독일(EU)

2.94

49.26

10

BMW

독일(EU)

2.62

39.75

주: 브랜드명 기준 평가로 실제 제조사명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점유율 자료: Statista, “Global automotive market share in 2019, by brand,” https://www.statista.com/
statistics/316786/global-market-share-of-the-leading-automakers/, 브랜드 가치: Interbrand, “Best
Global Brands,” https://www.interbrand.com/best-global-brands/?filter-brand-sector=automotiv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6) 토대로 저자 작성.

나. EU 자동차시장 현황
EU의 자동차산업은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EU의 자동차시장은 그 규모가 승용차 기준 2억 4,300만 대 수준으로 미국
(2억 7,300만 대) 및 중국(2억 5,800만 대)과 함께 세계 3대 자동차시장 중 하
나로 불린다.10)11) EU는 큰 시장 규모와 더불어 환경정책을 선도하며 역내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생산국 및 생산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EU의 자동차시장은 성장세 둔화, 시장 포화, 차량 노후화 등이 특징
으로 나타난다. 우선 EU의 자동차시장은 인구 및 경제성장의 정체로 증가세가

10) 해당 수치는 영국을 제외한 EU 27에 해당,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Vehicles in Use 2021,”
https://www.acea.be/uploads/publications/report-vehicles-in-use-europe-january-2021.
pdf(검색일: 2021. 2. 4).
11)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2021), ｢세계자동차통계 2020–종합편｣, http://www.kama.or.kr/jsp/
webzine/201611/pages/issue_01.jsp(검색일: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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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되는 추세이다. 승용차 기준 자동차의 증가는 2019년 전년대비 1.7%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4 참고). 특히 자동차 보급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된
서유럽 시장은 동유럽에 비해 자동차의 증가세가 매우 낮은 것이 확인된다. 국
별 자동차 증가세는 2019년 기준 벨기에가 전년대비 0.5%, 스웨덴은 0.4%로
나타났으며, 프랑스는 –0.3%로 차량 수가 감소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중동부
유럽의 경우 루마니아가 7.0%, 에스토니아가 6.5%, 헝가리가 4.7% 증가하며
중동부 유럽이 EU 전체 자동차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신규 승용차 등록이 2020년 1월부터 11월까
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5%를 기록하여 역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12)

그림 2-4. EU 승용차 대수 증가 추이
(단위: %)

순위

국가

2018~2019
증감(%)

1

루마니아

7.0

2

에스토니아

6.5

3

헝가리

4.7

26

벨기에

27

스웨덴

0.4

28

프랑스

-0.3

…
0.5

주: EU는 EU 27개 회원국 중 가용자료가 없는 불가리아, 키프로스 및 몰타 제외.
자료: ACEA, “Vehicles in Use 2021,” https://www.acea.be/uploads/publications/report-vehicles-in-useeurope-january-2021.pdf(검색일: 2021. 2. 4).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 자동차시장 성장의 차이는 인구성장률의 차이와 더불
어 경제수준에 따른 자동차 보급수준 격차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유럽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급은 400

12)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Passenger car registrations: -25.5% 11 months into 2020; -12.0%
in November,” https://www.acea.be/press-releases/article/passenger-car-registrations25.5-11-months-into-2020-12.0-in-november(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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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준으로 EU 전체 평균 610대보다 크게 뒤처진 수준으로 향후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폴란드를 제외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인구
가 매우 적어 EU 시장 전체의 장기 성장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서유럽 국가들
의 경우 1,000명당 자동차 대수가 600~700대 수준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성장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 EU 인구 대비 차량 수 비교(2018년 기준)
(단위: 대)

순위
1
2
3
4
5
23
24
25
26
27
참고
참고
참고

국가
대수(인구 천 명당)
룩셈부르크
774
키프로스
773
몰타
741
이탈리아
730
폴란드
719
(…)
슬로바키아
492
불가리아
464
크로아티아
451
헝가리
429
라트비아
372
EU 평균
610
미국*
837
한국*
458

주: 승용차 및 상용차 포함, * 한국은 2019년 기준, 미국은 2017년 기준.
자료: 유럽자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Vehicles in Use 2021,” 한국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2020세
계자동차통계, 미국통계: Statis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2) 토대로 저자 작성.

유럽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미국 못지않게 노후화된 편이다. 2018년 기준
EU의 평균 차령은 10.8년으로 미국 11.8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의 7.7년
보다 4년 정도 높다. [그림 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차량 노후화 또한 동·서 유
럽 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서유럽 국가의 경우 룩셈부르크가 평균 6.4년,
오스트리아가 8.2년으로 낮은 편이며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리투아니아가,
에스토니아 및 루마니아가 평균 16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 확
인된다. 차량 노후화는 유럽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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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줄어든 2020년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EU의 친환경자
동차 정책에는 노후화된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림 2-6. EU 회원국 평균 차령(2018년 기준)
(단위: 년)

순위
1
2
3
4
5
23
24
25
26
27
참고
참고
참고

국가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벨기에
(…)
체코
그리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한국*
미국
EU 평균

차령
6.4
8.2
8.4
8.8
9
14.8
15.7
16.3
16.7
16.9
7.7
11.8
10.8

주: 승용차 기준, * 한국 자료는 2020년 기준이며 국토교통부 원자료가 차령 20년 이상의 차량 수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평균 차령은 계산보다 높을 수 있음.
자료: 유럽자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Average Vehicle Age,”https://www.acea.be/statistics/tag/category/
average-vehicle-age, 한국자료: 국토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2019), 미국자료: 미국교통통계부(BTS),
https://www.bts.gov/content/average-age-automobiles-and-trucks-operation-united-states(모든 자
료의 검색일: 2021. 1. 6) 토대로 저자 작성.

유럽 자동차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 및 미국과 비교하여 소형자동차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EU 회원국에서 신규 등록되는 승용
차의 평균 공차중량은 1,383kg으로 나타났다. 주요 회원국별로는 [그림 2-7]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몰타가 1,232kg으로 가장 작으며 스웨덴이 1,552kg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차중량은 2019년 기준 1,595kg으로 유럽
에서 평균 공차중량이 가장 높은 스웨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세계적
인 SUV 유행에 따라 유럽에서도 평균 차량 크기가 증가하는 추세로 유럽 내에
서도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장 2절 및 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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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EU 회원국 평균 공차중량(2018년 기준)
(단위: kg)

순위
1
2
3
4
5
23
24
25
26
27
참고
참고
참고

국가
몰타
그리스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
독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EU평균
한국
미국

중량
1,232
1,244
1,315
1,320
1,321
1,458
1,463
1,464
1,516
1,552
1,383
1,595
1,857

주: 승용차 기준, 한국자료는 2019년 기준이며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유럽자료: 유럽환경청(EEA), “CO2 emissions from new passenger cars,” http://co2cars.apps.eea.europa.
eu/, 미국자료: How Much Does a Car Weigh? – Average Car Weight”(모든 자료 검색일: 2021. 1. 31),
한국자료: 최회명(2019),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고 있는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가.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자동차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만 대 수준이었던 배터리 전기차(B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시장은 2019년 720만 대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그림 2-8 참고). 시장의 성장은 규모가 큰 미국, 중국 및 EU(‘ACE’)가 주도하
고 있으며 이 중 유럽은 큰 시장과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중국 다음으로 친
환경자동차를 많이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BEV) 479만 대 중 97만 대(약 20.3%)가 유럽에서 운행되
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238만 대 중 78만 대(약 32.8%)가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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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되고 있다. 다만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충전식 전기차의 46.52%는 중국
에서 운행되고 있어 1위와 2위 간 격차가 매우 크다.

그림 2-8. 세계 친환경자동차시장 현황(시장별)
(단위: 백만 대)

주: BEV는 (BEV + FCEV)합, 세계비교를 위해 시계환경기구(IEA)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보고서가 주로 활용하는 유럽자
동차공업협회(ACEA) 및 유럽환경청(EEA) 자료와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자료: IEA, “Global electric car stock, 2010-2019,”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globalelectric-car-stock-2010-2019(검색일: 2020. 12. 18).

주요 브랜드별로 친환경자동차 점유율을 살펴보면 유럽은 세계 10대 전기차
기업 중 독일의 BMW가 4위, 폭스바겐이 6위를 차지하며 프랑스의 르노가 10
위에 이름을 올렸다(그림 2-9 참고). 이들 3개사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19년
기준 12.3%로 유럽의 친환경자동차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그 외 기업들로는 미국의 테슬라가 16.2%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 닛산이 3.9%, 한국 현대자동차가 3.2%로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한
편 BYD, BJEV, SAIC, Geely 등 중국 브랜드들이 자국의 큰 전기차시장을 배
경으로 세계 전기차시장의 2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우 중국 외 진출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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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세계 친환경자동차시장 현황(브랜드별)
(단위: 천 대, %)

자료: Mckinsey(2020), “McKinsey Electric Vehicle Index: Europe cushions a global plunge in EV sales,” https://
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insights/mckinsey-electric-vehicleindex-europe-cushions-a-global-plunge-in-ev-sales#(검색일: 2021. 1. 28).

친환경자동차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EU 자동차시장의 내연기관
(ICE)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2018년 기준 EU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연료원 비중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가솔린이 54%, 디젤
이 41.9%, 가스(LPG+CNG)가 2.8%로 내연기관 점유율은 98.7%에 달한다.
친환경자동차 중에서는 충전식(BEV+PHEV)이 0.3%, 하이브리드(HEV, PHEV
제외)가 0.7%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3) 한편 프랑스 및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디젤 보급률이 가솔린을 앞서기도 한다. 상용차 및 버스의
경우는 디젤 점유율이 모두 90%를 넘기고 있어 시장 환경에 맞춘 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13) CNG 및 LPG 자동차는 내연기관으로 작동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환경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으나
일부 국가 및 기관에 따라서는 이들 연료를 디젤 및 가솔린에 대비되는 대체연료(Alternative Fuel)로
구분하기도 하며 환경오염이 적어 친환경자동차로 분류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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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EU 차종별 연료원 비중(2018년 기준)
(단위: %)

주: 경상용차는 적재용량 3.5t 이하를, 중상용차는 공차중량 3.5t 이상의 화물차를 말함.
자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Fuel types of new buses: diesel 85%, hybrid 4.8%, electric 4%, alternative
fuels 6.2% share in 2019”; “Fuel types of new cars: petrol 47.5%, hybrids 12.4%, electric 9.9%
market share third quarter 2020”; “Fuel types of new trucks: diesel 97.9%, electric 0.2%, hybrid
0.1% market share in 2019”(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2. 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연료원별 시장규모 변화를 차종별로 살펴보면 우선 승용차의 경우 신규등록
(New Registration)에서 디젤이 줄어들며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
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9년 기준 신규등록 중 가솔린이 58.9%, 디젤이 30.5%,
하이브리드(HEV)가 5.9%, 전기자동차가 3%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등록 대수
는 EV가 2019년 45만 9,450대로 전년 대비 52.9%(30만 524대) 성장하였으
며 HEV의 경우 89만 6,785대가 등록되어 전년대비 49.8%(59만 8,462대) 성
장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에도 EU의 친환경자동
차시장의 성장은 계속되었다. 2020년 1/4~3/4분기의 EV 신규 등록은 57만
278대로 2019년 전체 등록 대수보다 많으며 HEV도 2020년 1/4~3/4분기 등
록이 74만 6,203대로 2019년 전체 대비로는 낮지만 전년동기대비 41.2% 증가
하여 빠른 성장세가 관측된다. 반면 2020년 1/4~3/4분기 중 가솔린 및 디젤
등록은 전년동기대비 –38.3%, -35%로 나타나 친환경자동차시장의 확대가 가
속화되고 있다.

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 31

그림 2-11. EU의 승용차 연료원별 신규 등록 현황
(단위: 천 대)

주: EV는 별도의 충전이 요구되는 배터리전기차(BEV), 수소전지차(FC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포함하며 하이
브리드(HEV)차는 별도 충전이 요구되지 않고 전기모터가 보조적으로 작동하는 마일드 및 풀하이브리드차량을 지칭,
기타 에너지는 전기를 제외한 대체에너지(LPG, NGV, 에탄올 등)원을 말함.
자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Fuel types of new cars: petrol 47.5%, hybrids 12.4%, electric 9.9% market
share third quarter 2020,”https://www.acea.be/press-releases/article/fuel-types-of-new-cars-petrol47.5-hybrids-12.4-electric-9.9-market-share-t(검색일: 2020. 12. 18).

국별로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친환경 승용차 시장의 매우 빠른 성장세가 관찰
된다. 2020년 신규 등록된 승용차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이 스웨덴은 37%,
핀란드에서는 35%, 덴마크는 17.6%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12 참고). 또한
이 국가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하이브리드보다 전기차 등록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친환경자동차 등록 비중
이 각각 28.6%, 20.1%로 나타나 북유럽 국가들의 뒤를 잇고 있으며 전기와 하
이브리드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 및
리투아니아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각각 26%, 23%로 일부 서유럽 국가보다
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 친환경자동차시장은 북유럽 및 서유럽
비해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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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EU 회원국별 친환경승용차 등록 비율(2020년 Q1~Q3)
(단위: %)

주: 전체 신규 자동차 등록 대비 EV(BEV+FECV+PHEV+EREV) 및 HEV 등록의 비율. 불가리아, 몰타, 크로아티아는 가용
자료 없음.
자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Fuel types of new cars: petrol 47.5%, hybrids 12.4%, electric 9.9% market
share third quarter 2020,” https://www.acea.be/press-releases/article/fuel-types-of-new-cars-petrol47.5-hybrids-12.4-electric-9.9-market-share-t(검색일: 2020. 12. 18) 토대로 저자 작성.

친환경자동차시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CO2 배출 수준은 오히려
증가하여 보다 강력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유럽에서 판매된
승용차(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122.4g/km로 2020년 목표치인 95g/km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18.1g/km로 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 수준(123.3g/km)으로 퇴보하였는데, 이는 CO2 배
출량이 높은 가솔린이 디젤을 대체하면서 나타난 현상과 SUV의 판매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14) EU 회원국 중 2020년 목표를 충족한 국가는 전무
하며 네덜란드만이 98.4g/km로 목표치에 근접하였다. 유럽 국가 중 비EU 회
원국인 노르웨이만이 배출량 59.9g/km를 달성하여 다른 국가들에 모범이 되
고 있다.
14) EEA(2019), https://www.eea.europa.eu/highlights/average-co2-emissions-from-new-carsvans-2019#:~:text=The%20provisional%202019%20data%20on,2%2Fkm%20in%20total(검색
일: 2021. 1. 10) 및 “New car CO2 emissions hit the highest average in Europe since 2014”
(2020. 3. 20), “https://www.jato.com/new-car-co2-emissions-hit-the-highest-averagein-europe-since-2014/(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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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유럽(EU+3) 승용차 온실가스(CO2) 배출(2018년 기준)
(단위: g/km)

주: 유럽 평균은 EU 회원국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을 포함.
자료: EEA, “CO2 emissions from new passenger cars,” http://co2cars.apps.eea.europa.eu/(검색일: 2020. 1. 3).

그림 2-14. EU 대체연료 화물차 신규등록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대수)

주: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에서 연료원별 비중 계산(디젤 및 가솔린은 표에서 제외).
자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Fuel types of new trucks: diesel 97.9%, electric 0.2%, hybrid 0.1% market
share in 2019,” https://www.acea.be/press-releases/article/fuel-types-of-new-trucks-diesel-97.9electric-0.2-hybrid-0.1-market-share-i(검색일: 2020. 12. 18) 토대로 저자 작성.

화물차의 경우 [그림 2-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디젤 차량의 등록이 압도적
으로 많으며 LPG, CNG 등 가스동력의 화물차와 소형 전기화물차의 일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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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확인되고 있다. 2019년 유럽에 등록된 화물차 36만 8,752대 중 97%가
(36만 1,135대)가 디젤 차량이며 기타(LPG 및 CNG 등 가스 포함)는 6,371대
로 1.7%로 나타났다. 전기화물차와 하이브리드 화물차는 각각 0.2%, 0.1% 수
준으로 시장규모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 중 가스화물
차는 전년대비 71%, 전기화물차는 전년대비 109% 증가하며 친환경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승합차 시장의 경우 화물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디젤의 압도적인 우위가 계
속되고 있으며 일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9년 신규등록 승합차 4만 156대 중 디젤 차량은 85%(3만 4,123대)로 가
장 많았으며 기타(LPG 및 CNG 등 가스 포함)가 6.2%(2,504대), 하이브리드
가 4.8%(1,918대), 전기차가 4.0%(1,607대)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등록
대수의 증감은 디젤이 –3.1%, 전기차가 170.5%, 하이브리드가 59.7%, 가스
가 67.9%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그림 2-15 참고).

그림 2-15. EU 대체연료 승합차 등록 현황(2019년 기준)
(단위: 대)

주: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에서 연료원별 비중 계산(디젤 및 가솔린은 표에서 제외).
자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Fuel types of new buses: diesel 85%, hybrid 4.8%, electric 4%, alternative
fuels 6.2% share in 2019,” https://www.acea.be/press-releases/article/fuel-types-of-new-buses-diesel85-hybrid-4.8-electric-4-alternative-fuels-6(검색일: 2020. 12. 18)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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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전기자동차(BEV 및 PHEV)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보급이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EU 27개 회원국에 설
치된 충전소 수는 22만 4,237기로 5년 전인 2015년 4만 8,182기에 비해 4.7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15) 그러나 [그림 2-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전기 1기
당 충전식 자동차(BEV, PHEV)의 수는 2015년 5대에서 2020년 8대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충전기의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충전
기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보조금 지급 등을 주요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림 2-16. EU 내 충전기 보급 현황
(단위: 기수, 대수)

주: EU 평균 공용 기준.
자료: EAFO, https://www.eafo.eu/alternative-fuels/electricity/charging-infra-stats(검색일: 2021. 1. 18) 토대
로 저자 작성.

충전기 보급 현황은 [그림 2-17]과 같이 국별 및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난다. 2020년 기준 네덜란드에는 충전기가 6만 1,534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 EU 충전기 중 28.8%를 보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충전기 보급률은
충전기 1기당 자동차 4개로 한국과 유사하다. 그 외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15) EAFO, https://www.eafo.eu/alternative-fuels/electricity/charging-infra-stats(검색일: 2020.
1. 18).

36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전기차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충전기 보급률이 7~12기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한편 동유럽 국가들은 충전기당 전기자동차 비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인프라
확충보다는 낮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17. 전기차 충전기 현황(2020년 기준)
순위
1
2
3
4
5
23
24
25
26
27
참고
참고

국가

기수

헝가리
584
네덜란드
61,534
라트비아
241
슬로바키아
626
슬로베니아
743
…
아일랜드
1,023
리투아니아
177
노르웨이
18,273
몰타
101
포르투갈
2,109
EU 27
213,367
한국
29,387

1기당
차량
2
4
4
5
5
18
19
23
25
28
8
4

주 : EU는 공용충전기(Public charging points) 기준, 한국은 공용충전기(개인용 제외) 기준, 한국과 EU 간 비교는 참고용
이며 충전기 및 전기차 산정 방식 및 시점의 차이로 직접 비교는 어려울 수 있음.
자료: 유럽자료: EAFO, https://www.eafo.eu/alternative-fuels/electricity/charging-infra-stats, 한국자료: 한국자
동차연구원(KATECH)(2020),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 충전인프라 갈등」(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18) 토대로
저자 작성.

나. EU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EU는 자동차 전체 수출로 연 740억 유로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강국이지만 범위를 친환경자동차에 한정하였을 때에는 연 10억 유로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16) EU의 친환경자동차 역외 수출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2-18]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7년 수출이 47억 유로, 수입이
56억 유로로 11억 유로 이상 적자를 기록하였다. 친환경자동차 개발 초기에는
16) 자동차 무역수지는 HS4단위 승용차(8703 기준), Eurostat EU trade since 1988 by HS2-HS4
[DS-016894](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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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가 EU 수입시장의 33%를 차
지하며 도요타 등 일본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았다. 이후 수출입시장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여 2019년에는 수출이 131억 유로, 수입이 145억 유로로
14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입시장은 유럽 내 HEV 생산증가로 성장은 정
체된 반면 PHEV 및 EV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점유율은 테슬라 등 순수
전기자동차(EV) 및 한국과 중국의 중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인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여 2019
년 22.4%를 기록, 일본(22.6%)에 근접하게 되었다. 수출의 경우 EV 및 HEV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PHEV의 성장은 정체되며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2-18. EU 수출입 친환경자동차 완성차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수출

수입

주: HS6자리 기준 HEV는 870340(가솔린하이브리드) 및 870350(디젤하이브리드), PHEV는 870360(가솔린플러그인하
이브리드) 및 870370(디젤플러그인하이브리드), EV는 870380(순수전기차)을 말함.
자료: Eurostat, EU trade since 1988 by HS6 [DS-016893](검색일: 2020. 12. 31) 토대로 저자 작성.

기술력 측면에서 유럽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2010년대 중반까지 친환경
디젤(클린디젤) 개발에 집중하여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이 일본업체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
바겐, 다임러, 볼보 등 주요 업체들은 내연기관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R&D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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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크게 늘려 기술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2-19]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9년 기준 유럽의 자동차 R&D는 62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세계 자동차
분야 R&D 규모 1,238억 유로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또한 EU 자동차 산업
R&D 규모는 2019년 전체 R&D 투자금액 1,889억 유로 중 35%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역량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그림 2-19. EU 자동차 분야 R&D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전 세계 자동차 R&D 중

EU R&D 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e), “The 2020 EU Industrial R&D Scoreboard,” https://iri.jrc.ec.europa.eu/sc
oreboard/2020-eu-industrial-rd-investment-scoreboard(검색일: 2020. 12. 28).

자동차산업 R&D 투자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 업체들의 투자
선도가 두드러진다. [그림 2-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폭스바겐 그룹은 2019년
143억 유로를 R&D에 투자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2위인 일본 도
요타보다 50억 유로를 더 많이 투자하였다. 그 외 독일 완성차 업체들로는 다
임러(96억 유로), BMW(64억 유로)가 뒤를 잇고 있으며 부품업체들로는 보쉬
(62억 유로), 컨티넨탈(36억 유로) 및 ZF(21억 유로)가 뒤를 잇고 있다. 프랑스
의 경우 양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푸조-시트로엥 그룹(PSA, 40억 유로)과 르노
그룹(37억 유로)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부품업체인 발레오(Valeo)
(19억 유로)가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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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자동차산업의 기업별 R&D 현황(2019년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e), “The 2020 EU Industrial R&D Scoreboard,” https://iri.jrc.ec.europa.eu/
scoreboard/2020-eu-industrial-rd-investment-scoreboard(검색일: 2020. 12. 28) 토대로 저자 작성.

EU의 자동차 업체들은 주력 판매 차종과 기술력의 차이로 평균 온실가스 배
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2-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9년 EU 내에
서 판매된 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을 업체별로 비교해 보면 유럽기업 차량의
배출량이 일본기업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이 확인된다. EU의 CO2 배출 기준
을 맞추기 위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경우 2019년 미국 테슬라와 판매
량 풀링(Pooling) 계약을 체결하여 평균 배출량을 낮추었다.17) 기술력 격차는
코로나19에 대한 각 기업의 반응에서도 드러난다. BMW, 폭스바겐 그룹 등 상
대적 기술 우위에 있는 업체들은 폐차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자동차 전
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술력이 뒤처진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
은 EU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
다.18)19) 한편 푸조-시트로엥 그룹과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은 2021년 스텔
17) “Fiat Flags a $2 Billion Credit Bill That Will Be a Boon to Tesla(2019. 5. 3),” https://www.
bloomberg.com/news/articles/2019-05-03/fiat-flags-2-billion-regulatory-credit-billfor-next-few-years(검색일: 2021. 1. 18).
18) “Fiat Chrysler pools fleet with Tesla to avoid EU emissions fines(2019. 4. 7),” https://www.
ft.com/content/7a3c8d9a-57bb-11e9-a3db-1fe89bedc16e(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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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티스(Stellantis)로 합병하여 중복투자를 막고 전기차 기술개발에 자원을 집
중하려는 계획이 있다.20)

그림 2-21. 주요 제조사별 CO2 배출량(2019년 기준)

주: FCA는 테슬라와 2019년 CO2 풀링 계약을 체결함(본문 참고).
자료: ICCT(2020a), “CO2 emissions from new passenger cars in Europe: Car manufacturers’s performance
in 2019,” https://theicct.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CO2-EU-update-aug2020.pdf(검색일: 2021.
1. 11).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다
(그림 2-22 참고). 이에 따라 유럽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또한 현재 전량 3
국 해외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내 전기차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
의존은 리튬이온전지 수입 증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2015년 기준 EU의 리튬
이온전지(HS 850760) 수입은 22억 유로 수준이었으나 이후 전기차시장 확대
에 힘입어 2019년 56억 유로로 두 배 넘게 성장하였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29%에서 2019년 47.8%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본의 시장점유를 빠르
19) “European carmakers take sides on delaying CO2 targets due to coronavirus(2020. 3. 30),”
https://electrek.co/2020/03/30/european-carmakers-split-on-delaying-co2-targetsdue-to-coronavirus/(검색일: 2020. 4. 27).
20) “FCA and PSA complete merger to become Stellantis(2021. 1. 17),” https://europe.autonews.
com/automakers/fiat-chrysler-and-psa-complete-merger-become-stellantis(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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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잠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점유율은 2015년 24%에서 2019년 29%로 소폭 증
가하였다.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배터리 부분품(HS 850790) 수입시장
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년 연 1억 6,000만 유로였던 부분품 수입액은
2019년 7억 3,000만 유로로 4배 넘게 성장하였다. 특히 부분품 시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0.7%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2019년 67.4%로 급성장하였다. 한국은 LG화학이 폴란드에,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가 헝가리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EU의 전기차 GVC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2. 세계 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
(단위: 대)

자료: ICCT(2020b), “How Technology, Recycling, and Policy can mitigate supply risks to the long-term tansition
to zero-emission vehicles,” https://theicct.org/publications/mitigating-zev-supply-risks-dec2020(검색
일: 2021. 1. 28).

EU는 현재 한국과 일본이 선도하는 배터리 관련 기술을 따라잡고 역내 생산
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배터리 관련 특허 등록은 일본, 한국 및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EU와 중국의 관련 통계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자
동차 배터리 관련 통계 등록은 특허패밀리(PF) 기준 일본이 2,339건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이 1,230건으로 2위, 유럽이 1,021건 3위로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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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EU 리튬이온배터리 및 부분품 수입액과 상대국
(단위: 백만 유로, %)

리튬이온전지 HS850760

축전지 부분품 HS850790

주: EU 27개국 기준.
자료: Eurostat, EU trade since 1988 by HS6 [DS-016893](검색일: 2020. 12. 31)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24. 특허 등록 현황(PF 수)
(단위: 개)

자료: EPO & IEA(2020), “Innovation in batteries andelectricity storage,” http://documents.epo.org/projects/
babylon/eponet.nsf/0/969395F58EB07213C12585E7002C7046/$FILE/battery_study_en.pdf(검색일:
2021. 1. 19).

배터리 특허 주체로는 삼성과 LG의 2000~18년 누적 신청 건수가(PF 기준)
각각 4,787건과 2,999건을 기록하여 한국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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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배터리 관련 특허가 많으며 LG가 자동차 배터리 분야 특
허를 많이 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기업들로는 파나소닉, 도요타, 히타
치, 소니 등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많이 출원하였다. 유럽은 주로 독일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이 배터리 관련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특허건수는 보쉬가 1,539건, 다임러가 372건, BASF가 358건으로 뒤를 이었
다. 그 외 유럽기업으로는 아일랜드 기업인 Johnson Controls가 371건, 프랑
스의 CEA가 358건으로 상위 기업으로 확인된다. 유럽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소기업과 대학이 기술개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관련 유럽 특허 신청 중 중소기업과 대학의 비중이 각각 15.9%, 12.7%로 나타
났다.

그림 2-25. 상위 25개 배터리 관련 특허 등록신청 기업 현황(2000~18년 누적, PF 수)
(단위: 개)

자료: EPO & IEA(2020), “Innovation in batteries andelectricity storage,” http://documents.epo.org/projects/
babylon/eponet.nsf/0/969395F58EB07213C12585E7002C7046/$FILE/battery_study_en.pdf(검색일: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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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양극재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은 일반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코발트-옥사이드(LCO) 및 리튬-망간-옥사이드(LMO)와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니켈-망간-코발트(NMC) 관련 특
허보다는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양극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림 2-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EU는 NMC의 대체품으로 고려되고
있는 리튬-인산철(LFP)과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LNCA)에 기존 기술대
비 두 배 가까이 특허를 출원했다.

그림 2-26. 기술별 배터리 관련 특허 등록신청 기업(2014~18년 누적, PF 비중)
(단위: %)

자료: EPO & IEA(2020), “Innovation in batteries andelectricity storage,” http://documents.epo.org/projects/
babylon/eponet.nsf/0/969395F58EB07213C12585E7002C7046/$FILE/battery_study_en.pdf(검색일:
2021. 1. 19).

EU의 전기차시장 성장과 배터리 산업 육성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자원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전략에너지기술정보시스템
(SETIS)은 미래에너지원인 풍력, 태양광 및 전기차 세 분야 중 전기차 기술 관
련 자원의 확보가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했다(그림 2-27 참고). 특히 2030년에
는 배터리 제조에 활용되는 네오디뮴(Nd), 프라세오디뮴(Pr)과 리튬(Li)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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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자원의 생산지가 EU와 정치·경제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러시아, 중국 등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EU 산업의 비용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2-27. EU 미래에너지 핵심자원 수급 전망

자료: SETIS(2016), “Assessment of potential bottlenecks along the materials supply chain for the future
deployment of low-carbon energy and transport technologies in the EU,” https://setis.ec.europa.eu/sites/
default/files/reports/materials_supply_bottleneck.pdf(검색일: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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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EU집행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에는 EU 전반의 전략을 수립하고, EU 내 법률
및 정책을 제안하며,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있다.21)
EU집행위원회의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활동은 EU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EU는 각 회원국과 산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되 문서화 및 법제화하여 정당성을 부여
하며, EU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나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즉 EU의
친환경자동차를 위한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EU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어떤 관련 전략을 수립했
는지 살펴보고, 역내 어떤 협력체제를 구축했는지, 역내산업 보호를 위해 어떤
규제를 적용시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EU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산업을 위
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1. EU의 정책목표 및 전략
가. EU 차원의 정책목표 설정
1) 유럽 그린딜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EU집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019년 12월
녹색 전환을 위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유
21) European Commission, “What the European Commission does,” https://ec.europa.eu/info/
about-european-commission/what-european-commission-does_en(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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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여러 정책 분야 중 에너지, 산업,
건축 및 보수, 모빌리티에서의 배출 감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22) 모빌리티
만을 보았을 때, 대체연료가 강조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인프라 등 관련
산업에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그린
딜에 언급된 정책들이 이전에 비해 전혀 새로운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
다.23) 하지만 이를 근거로 다른 정책들이 파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EU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에 정당성, 연계성,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2) 유럽 신산업전략
2020년 3월 EU집행위원회가 산업경쟁력, 친환경과 디지털을 강조한 ‘유럽
신(新)산업전략(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했다. 유럽 신
산업전략은 유럽 그린딜에서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유하되 유럽 산업
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표 3-1 참고). 무엇보다도 ‘기후
중립 지원’ 분야에서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강조하고 있어 배터리와 함께
수소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24) 또한 지속가능하고 스마
트한 모빌리티 산업을 강조,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2) 유럽 그린딜의 정책 분야에는 △생물다양성 △농장에서 식탁까지 △지속가능한 농업 △청정 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및 보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오염원 제거 △기후활동이 있다.
23) “The Not-So-New Green Deal(2020. 1. 28),” https://www.forbes.com/sites/davekeating/
2020/01/28/the-not-so-new-green-deal/?sh=3bc3421675df(검색일: 2021. 1. 18).
24) European Commission(2020a), COM(2020) 102 final,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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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유럽 신산업전략 7대 중점과제
분야

실행계획
△단일시장 이행계획 및 TF 수립 △지속가능한 디지털 유럽을 위한 중소기업전

디지털 단일시장

략 채택 △2021년까지 EU 경쟁법 검토 및 필요 시 개정 △지재권 보호 강화 △

심화

유럽 데이터 경제 개발을 위한 전략이행 가속화 △디지털서비스법안 개선 △플
랫폼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2020년 중 제3국 정부보조금에 대한 백서 발간 △WTO 산업보조금에 대한

글로벌 공정경쟁

글로벌 규제 강화 △국제공공조달규정의 신속한 채택 △2020년 중 통관절차 강
화를 포함한 EU 관세연합 이행계획 마련
△에너지 분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유럽에너지데이터 플랫폼 활용 △

기후중립 지원

청정 철강 및 화학 분야 EU 전략 수립 △범유럽에너지망규정(TEN-E) 검토 △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운송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전략

적극적 순환경제
산업혁신 내재화
기술 및 재교육
투자 및 금융

△순환경제 실행계획 채택 △지속가능한 배터리 관련 규정 마련 △EU 섬유전략
△순환경제에서 소비자의 역할 강화
△연구혁신의 미래에 관한 정책 마련 △Horizon Europe 분야 PPP 추진
△2030년까지 직업훈련 어젠다 개정 △기술인력유럽협약(European Pact for
Skills) 추진 △디지털 교육 시행계획
△EU 보조금규정 검토 △지속가능한 금융전략 개정 △2020년 중 자본시장 통
합을 포함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실행계획 수립

자료: 장영욱 외(2020), p. 5.

나. 로드맵 형성
1) 배터리 전략
2015년 EU집행위원회는 ‘유럽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통합된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 Pl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을
발표했다.25) 명시된 10개의 SET Plan 주요 활동 중 일곱 번째가 ‘e-모빌리티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배터리 부문에서의 경쟁력 형성’으로 이때부터 유럽에
부재한 배터리셀 생산능력과 타계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26)
25) European Commission(2015), C(2015) 6317 final, “Towards an Integrated Strategic Energy
Technology(SET) Plan: Accelerating the European Energy System Transformation.”
26) European Commission, “SET-Plan 10 Key Actions: Batteries for e-Mobility and Stationary
Storage(ongoing work),” https://setis.ec.europa.eu/implementing-integrated-set-plan/
batteries-e-mobility-and-stationary-storage-ongoing-work(검색일: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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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배터리 가치사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b), p. 1.

2018년 5월 EU집행위원회는 움직이는 유럽(Europe on the move)이
라는 보고서를 통해 △안전한 모빌리티 △연결되고 자동화된 모빌리티 △청정
모빌리티를 강조하면서 청정 모빌리티의 일환으로 ‘배터리에 대한 전략적 활동
계획(Strategic Action Plan on Batteries)’을 발표했다.27) 동 계획은 △원자
재의 안정적인 확보 △유럽 내 배터리셀 제조 지원 및 관련 투자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가속화를 통한 EU의 리더십 강화 △배터리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서 고숙련 노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EU 배터리셀 제조업 지원 △EU 내 목표
및 체계와의 일관성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EU는 [그림 3-1]과 같
은 배터리 가치사슬의 단계에서 일부에만 참여하고 있는바, 모든 단계에 참여
하고 각 단계마다 고급기술인력을 유치하여 EU의 배터리셀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EU가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수립 후
2019년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행보고서에서도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자명
한바, 배터리셀의 역내 생산 촉구를 위해 연구, 혁신, 실증을 위한 투자를 강조
했다.28)
27) European Commission(2018a), COM(2018) 293 final, “EUROPE ON THE MOVE, Sustainable
Mobility for Europe: safe, connected and clean.”
28) European Commission(2019), COM(2019) 176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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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전략
배터리에 초점을 맞추던 EU가 수소에도 관심을 둔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그린 수소가 주요 청정연료이나 역내 자동차산업이 이미 배터리전기차 모
델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배터리에 더 관심을 가졌다. 하
지만 e-모빌리티의 양대 축인 수소에 등한시할 수 없어 2018년 후반부터 수소
의 잠재력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2018년 9월 EU집행위원회와 유럽 25개국,
2개의 지방정부 및 다수의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로 ‘수소 이니셔티브(Hydrogen
Initiative)’를 발족했다.29) 2019년에는 EU집행위원회가 참여한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사업(Fuel Cells and Hydrogen 2 Joint Undertaking)’이라는
민관합작 연구 파트너십이 ‘수소 로드맵(Hydrogen Roadmap)’을 발표했는
데, 동 로드맵에서 자동차 부문의 수소 활용 기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3-2 참고).

그림 3-2. 수소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의 활용 잠재력 예상도

자료: Fuel Cells and Hydrogen 2 Joint Undertaking(2019), p. 62.
29) 유럽 25개국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
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가 해당된다. Republic of Austria, The
Hydrogen Initiative, http://h2est.ee/wp-content/uploads/2018/09/The-HydrogenInitiative.pdf(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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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중립적인 유럽을 위한 수소전략
(A 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neutral Europe)’에서는 시기별로 3
단계에 걸친 재생수소 생산, 시장형성, 산업 활용 확대 전략을 수립했다(표 3-2
참고). 특히 2025~30년의 수소전략 2단계에서는 교통수단에서 수소활용 증
대를 꾀하고 있으며, 수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EU 차원의 수소충전소
보급을 강조했다.

표 3-2. EU 수소전략의 주요 내용
1단계(2020~24년)
∙ EU 내 6GW 이상 규모의
수전해장치 설치 지원
∙ 100만 톤의 재생수소 생산

2단계(2025~30년)

3단계(2030~50년)

∙ 통합에너지시스템에서 수소의 ∙ 재생수소기술의 성숙기 도달
중요성 제고
∙ 40GW 이상의 수전해장치
설치 및 EU 역내 1,000만

및 탈탄소화가 어려운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재생수소
활용

톤의 재생수소 생산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b), pp. 5-7에서 저자 정리.

3) e-모빌리티 전략
2016년 7월 당시 융커(Junker) EU집행위원회는 ‘유럽 저배출 모빌리티 전략
(European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맞추기 위해 저탄소
배출경제로 전환해야 함을 인식하여 대체연료의 사용과 관련 인프라 형성, e모빌리티를 위한 EU 전반의 기반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30) 이후 2017년 5월
‘Europe on the Move’ 정책을 도입했고, 두 번에 걸쳐 보완하여 2018년 5월
의 3차 모빌리티 정책에서는 안전, 청정, 연결 및 자동화된 모빌리티를 강조했
다(그림 3-3 참고).31)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정 강화, 유럽배터리연맹

30) European Commission(2016), COM(2016) 501 fina, “A European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
31) European Commission(2018a), COM(2018) 293 final, “EUROPE ON THE MOVE - Sustainable
Mobility for Europe: safe, connected, and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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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과 같은 배터리 이니셔티브 형성, 사용자/공해유발자 부담 원칙 등 현재
와 유사한 모습의 e-모빌리티 전략의 틀을 형성했다.32)
그림 3-3. 2017~18년 ‘Europe on the Move’의 발전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 on the Move,” https://ec.europa.eu/commission/news/europe-move–
2018-may-17_en(검색일: 2021. 1. 10).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을 발표했다. 동 전략을 통해 수송 부문에서
도 유럽 그린딜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교통수단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가장 높은 환경비용을 유발한다고 보고, [글상자 3-1]과 같이
목표를 수립했다.33) 동 전략에서는 도로 교통수단이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바, 운송수단의 분산, 연계의 필요성을 논하면서도 △공해 무배출·저
배출 교통수단의 생산과 재생연료·저탄소 배출 연료의 사용 △관련 연료공급·
충전 인프라 확충 △연료공급·충전 인프라를 위한 적절한 네트워크 형성 △공
해 무배출·저배출 차량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34)
32) European Parliament, “Europe on the Move and Clean Mobility Package,” https://www.
europarl.europa.eu/legislative-train/theme-a-europe-fit-for-the-digital-age/packageeu-mobility-package(검색일: 2021. 1. 20).
33) 도로 교통수단이 유발하는 온실가스 규모는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수단의 71.8%로 보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2020d),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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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EU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중 도로 교통수단 관련 세부 목표
◦ 2030년까지 공해무배출 승용차 3,000만 대 및 트럭 8만 대 운행
◦ 2050년까지 대부분의 승용차, 승합차, 버스, 트럭의 공해 무배출
◦ 모든 교통수단에 공해유발자 및 사용자 부담 원칙 즉시 적용 필요
자료: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 https://
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330(검색일: 2020. 1. 6).

2. 정부 및 산업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가. 배터리 관련 협력체제
1) 유럽배터리연맹(EBA: European Battery Alliance)
EU집행위원회는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EU가 친환경자동차로 방향을 전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럽 자동차기업들이 배터리전기차(BEV)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배터리전기차 시장이 2025년 이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7년 당시 EU 역내에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셀·배터리팩의
생산기술이나 보급 능력이 충분치 않아 전기차 배터리의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았다(그림 3-4 참고). 이에 EU 역내 배터리 생산 경쟁
력을 형성하고, 해외에 대한 기술적 의존 방지, 역내 배터리 관련 일자리, 성장,
투자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 주요 산업
및 연구 관계자들이 2017년 10월 유럽배터리연맹(이하 ‘EBA’)을 발족했다.35)

34) Ibid., pp. 81-92.
35)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BA는 현재 440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Battery Alliance,” https://ec.europa.eu/growth/industry/policy/europeanbattery-alliance_en(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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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EU 전기차 배터리의 해외의존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p. 5.

EU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EBA는 2018년 2월 유럽의회 내 ‘EU배
터리연맹의 친구들(the friends of EU Battery Alliance)’ 그룹이 발족되어
유럽의회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EBA의 협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EBA는 최초 역내기술의 배터리셀 생산공장인 Northvolt 지원을 추진했고 지
속가능한 에너지 혁신기업인 EIT InnoEnergy를 통해 [표 3-3]과 같이
‘EBA250’이라는 EU 역내 배터리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EBA 산업개발 프로그
램을 추진 중이다.

표 3-3. EBA250의 18대 핵심 활동내용
분야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배터리
원자재를 적절한 가격에 확보

핵심 활동내용
1. EU 역외 자원부국으로부터 원자재 확보
2. 유럽 원자재 공급원 확대/형성
3. 배터리 순환경제에서 재활용을 통해 2차 원자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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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분야

핵심 활동내용

4. 최소한의 환경발자국을 발생시키면서 셀 제조산업의 성장 지원. 이는
경쟁력이나 상업적인 측면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주요 이점이 될 것임.
지속가능한 배터리 기술에 있
5. 배터리 가치사슬을 교차하는 생태계 생성 및 유지. 이는 채굴, 가공,
어 유럽의 글로벌 리더화
재료 디자인, 2차 생명, EU 내 재활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계, 연
구, 산업, 정책, 금융계 등의 영역간 이니셔티브를 권장함.
6. 다수의 유럽 산업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산업 내 고품질 및
고성능 셀을 제공
시장 수요의 대규모 성장(2025년 7. 예를 들어, IPCEI(유럽 공동 관심사인 주요 프로젝트) 및/혹은 조세
연간 2,500억 유로)을 놓치지
혜택과 같은 다른 금융수단 등 재정적으로 전면 장전.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않도록 유럽 배터리 제조 지원
8. 과정을 가속화하여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국
제적인 경쟁자들을 능가함.
‘청정에너지’나 ‘모빌리티’ 패
키지 등을 통해 배터리를 위한
새로운 시장 형성 및 지원. 이
는 EU 기후목표에 따라 전력,
교통, 산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지원하는 새로운 이
니셔티브를 포함

유럽의 연구혁신(R&I) 역량 제
고. 가치사슬 모든 부문의 숙련
노동력 개발 및 강화. 유럽을
세계 최상급 전문가들에게 매
력적으로 만듦

9. ‘옐로 머신’을 포함한 e-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수요 제고
10. 동력이나 교통 부문 모두에서 배터리와 배터리시스템의 다기능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서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게 하
는 규제(혹은 규제의 부재)는 매우 중요함.
11. 저장이 전통적인 그리드 강화의 대안이 되도록 인센티브 활용
12. 전력망 배후를 포함한 동력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ESS를 통합
13.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 연구혁신의 지속적인 증대(예: 리튬이온)와
쇄신(예: 고체상태)으로 비교우위를 형성. 이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첨단소재, 신화학, 발전적 제조과정, BMS,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적용됨.
14. 배터리 화학, 배터리 시스템, 제조 및 재활용에 있어 선진연구 실시
이러한 분야에서 산업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대학들의 결과물을 제고
15. 셀 제조 등대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s)에 전 세계적인 인력
유치. 특히 응용 프로세스 디자인 분야에서, 유럽 내 충분한 주요
인적자본기술이 부재하므로 반드시 필요
16. 세계 최상급의 전문가들에게 유럽이 매력적이도록 만들고 수준 있
는 노동력 형성

17. 가치사슬의 끝에는 B2C 거래가 이루어짐. 초기부터 적절한 사회적
전용이 나타나도록 일반 대중들의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관심과
EU 시민들의 참여: 정보제공,
이해를 위해 공공부문 노력(학교 교육, 롤모델 등)에 대한 투자가
교육 및 동기부여
있어야 함. 유럽 내 유통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EU 시민과 정치인들 간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유럽 시민들에게 최고의 안전
을 보장하고 표준화를 통한 비
교우위 형성

18. 충전인프라, 능동 로드 보상, 차량-그리드 연결(vehicle-to-grid)
솔루션 구현을 포함한 저장 관련 장치 및 안전 규정의 표준화

자료: European Battery Alliance, “Priority Actions,” https://www.eba250.com/actions-projects/priority-actions/
(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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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배터리 기술혁신 플랫폼: BatteRIes Europe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2월 유럽 배터리 기술혁신 플랫폼(European
Technology & Innovation Platform(ETIP) on Batteries)인 ‘BatteRIes
Europe’의 출범을 발표했다. BatteRIes Europe은 EBA의 기술혁신 플랫폼
으로 유럽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터리 관련 연구혁신
(R&I)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BatteRIes Europe 내 국가 및 지역 코디네이터
그룹(NRCG)은 상호 정보교환 및 EU기금을 활용한 활동을 비롯한 공동활동을
조율한다. 한편 6개의 작업그룹은 배터리 SET Plan을 기반으로 하여 유럽 내
배터리 가치사슬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다.36) 이 중 신규
및 최신 배터리 기술 작업그룹은 배터리 분야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참여가 이
루어지도록 ‘배터리 2030+’ 등과 협력하고 있다.37)

3)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EU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배터리 2030+(BATTERY 2030+)’ 이니셔티브는
배터리 R&D 분야의 유럽 내 범부문간 대형 연구 이니셔티브로 유럽 배터리 산
업에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배터리 관련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제공하고자 2019년 3월에 정식으로 시작되었다.38) 배터리 2030+ 이니셔티
브는 특정 산업을 타깃팅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e-모빌리티를 포함, 의료장치,
스마트시티, 휴대용 전자기기, 고정식 에너지 저장, 비행체 등 배터리가 이용되
는 여러 분야에 대해 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20년 3월에 자체적인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배터리 인터페이스 게놈(BIG), 자재 가속화 플랫폼(MAP),
감지(sensing), 자가회복(self-healing),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제조

36) 작업그룹에는 △WG1. 신규 및 최신 배터리 기술 △WG2. 원자재 및 재활용 △WG3. 첨단소재 △
WG4. 셀 디자인 및 제조 △WG5. 적용 및 통합: 이동식 △WG6. 적용 및 통합: 고정식이 있다.
37) European Commission, “Batteries Europe Working Group,” https://ec.europa.eu/energy/
topics/technology-and-innovation/batteries-europe/working-groups_en(검색일: 2021. 1. 10).
38) BATTERY 2030+, “About us,” https://battery2030.eu/about-us/(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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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manufacturability)의 6개 분야에서 3, 6, 10년간의 연구목표를 수립
했으며, 시너지를 위해 유럽 산업계와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어, 10년 후에는 배
터리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유럽 역내 생산 및 범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39)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는 2020년 9월부터 4,050만 유로 규
모의 총 7개 Horizon 202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그림 3-5 참고).40) 동
프로젝트들은 안전하고 최소한의 환경영향을 유발하면서 초고성능 출력이나 엄
청난 저장용량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초고성능 배터리 발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5.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주도 기관 및 프로젝트명

자료: BATTERY 2030+, “Partners.” https://battery2030.eu/about-us/partners/(검색일: 2021. 1. 10).

39) BATTERY 2030+(2020), “Inventing the sustainable batteries of the future: Research Needs
and Future Actions,” p. 17.
40) European Commission, “Europe invests in research on the batteries of the future,” https://
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europe-invests-research-batteries-future
(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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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소 관련 협력체제
1) 유럽청정수소연맹
유럽청정수소연맹(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은 유럽 신산업
정책이 발표된 2020년 3월에 발족했는데, 2021년 1월 기준으로 기업, 정부기
관, 학계, 시민단체, 금융기관 등 95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청정수소
연맹은 유럽의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림 3-6]과 같이 6개 산
업 분야의 청정수소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EU 산업이
수소의 가치사슬 전 과정(생산-운송/저장-사용)에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규모
의 수요공급을 형성하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적용이 어려운 산업
부문에까지 수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청정수소 분야에서 유럽의 글로벌 경
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수전해장치(electrolyser)에 대한
투자를 2024년 50억~90억 유로, 2030년 260억~440억 유로로 확대할 계획
인바, 수소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6.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관여하는 6개 산업 분야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
corner/detail/en/fs_20_1297(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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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
가. 배출 규제
2007년 EU가 발표한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 Energy
Package)’에서 2020년의 목표를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대비) △재생
에너지를 통한 EU 에너지 보급률 20% 달성 △에너지 효율성 20% 향상으로 세
운 바 있다. 1990~2019년 사이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4%로 목표치
를 달성했지만, 환경목표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갔다.41)
2019년 12월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을 EU집행위원장으로 한 새
로운 EU집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라는 친환경기조를 띠는 유럽경제 강화책을 내세웠다. 유럽 그린딜은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1990년 수준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32% 이상으로 확대 △에너지 효율성의 32.5%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15년 UNFCCC의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에서의 목표(2030년
에 1990년 대비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를 확대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42)43) 다만, 2021년 중 기존의 4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55%로 더
욱 강화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EU의 2050년까지의 장기목표는 ‘기후중립’ 달성으로, 기후중립은 온
실가스 순배출 ‘0’을 만드는 것이다. EU는 에너지, 산업, 모빌리티, 건물, 농림
업 등 모든 사회 및 경제 부문 등 다각도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기후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들의 참여에도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41) European Commission, “Progress made in cutting emissions,” https://ec.europa.eu/clima/
policies/strategies/progress_en(검색일: 2020. 12. 30).
42) European Commission, “2030 climate & energy framework,” https://ec.europa.eu/clima/
policies/strategies/2030_en(검색일: 2020. 12. 30).
43) European Commission, “Paris Agreement,” https://ec.europa.eu/clima/policies/inter
national/negotiations/paris_en#tab-0-0(검색일: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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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규정(regulation)’의 형
태로 제안했다.44)45)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나 유럽 그린딜에서 EU가 환경에 중점을 두되 경제
성장 요소를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특히 교
통 부문에서의 기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 그린딜에서는
‘청정하고 저렴하고 건강한 형태의 민간 및 공공교통을 제시’하고자 9대 정책
분야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sustainable mobility)’를 채택했다.46)
동 정책 분야에서는 교통 부문을 통해 2050년까지 90%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
축하겠다는 계획으로, [그림 3-7]과 같이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
출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공급 확대를 계획했으며
공해저감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오염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47)
배출규제의 강화로 자동차의 주기적 기술점검(periodic technical inspections)
과 기술적 도로주행 점검(technical roadside checks)이 실시되는데, 특히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검사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48)

44) European Commission, “2050 long-term strategy,” https://ec.europa.eu/clima/policies/
strategies/2050_en(검색일: 2020. 12. 30).
45) 규정(regulation)은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규로, 지침(directive)과는 달리
각 회원국 내 수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적용된다.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s, Directive and other acts,” https://europa.eu/european-union/law/legalacts_en(검색일: 2020. 12. 30).
46)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
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검색일: 2020. 12. 30).
47)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mobilit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
corner/detail/en/fs_19_6726(검색일: 2020. 12. 30).
48) European Commission(2020d),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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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2017년)
(단위: %)

자료: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mobilit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
fs_19_6726(검색일: 2020. 12. 30).

자동차 관련 정부규제 중 최근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된 환경규제
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EU에서 ‘Euro’ 기준으로 명시되는 환경오염원의 배
출 관련 규제가 그것이다. 승용차는 1991년의 Euro 0, 상용차는 1992년의
Euro 1을 시작으로 EU 내 표준화된 환경오염원 배출규제가 적용되었다.49) 휘
발유(petrol)와 경유(diesel) 차량 모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2014
년 Euro 6/Ⅵ을 도입(2015년 완전 적용)하면서 승용차와 상용차 모두 경유차
량의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즉 경유가 아닌 다른 연료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셈이다. EU는 더욱 강력한 Euro 7의 2021년 도
입을 추진 중이고,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 등은 Euro 7 안에 대해 내연
기관 차량의 사실상 퇴출로 받아들여 크게 반발하고 있다.50) 이렇듯 배출규제
강화는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9) ACEA, “Euro Standards,” https://www.acea.be/industry-topics/tag/category/euro-standards
(검색일: 2020. 1. 6).
50) ACEA(2020a), p. 10, https://www.acea.be/uploads/publications/ACEA_Position_PaperViews_on_proposals_for_Euro_7_emission_standard.pdf(검색일: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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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2. Euro 배출기준
1993년 Euro 1 배출 제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Euro 6 기준이 적용되었고,
Euro 1에서 Euro 6로 각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배출기준이 세분화 및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
다. Euro 2로 넘어가면서 휘발유와 경유로 구분, Euro 3에서는 HC와 NOx를 분리하여 제한, Euro 4
에서는 CO의 배출 제한 강화 및 경유의 미세먼지 제한 강화, Euro 5는 NOx와 미세먼지의 전반적인
제한 강화, Euro 6는 특히 경유의 NOx 배출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Euro 배출기준표
Euro 1
- CO – 2.72 g/km
(휘발유, 경유)
- HC+ NOx – 0.97 g/km
(휘발유, 경유)

Euro 2
[휘발유]

- CO – 2.2 g/km

- CO – 2.3 g/km

- HC+ NOx – 0.5 g/km

- HC – 0.20 g/km

- PM – no limit

- NOx - 0.15

- PM – 0.14 g/km
(경유만 해당)

Euro 3

[휘발유]

- PM – no limit
[경유]
- CO – 1.0 g/km

[경유]

- HC+ NOx – 0.7 g/km

- CO – 0.64 g/km

- PM – 0.08 g/km

- HC+ NOx – 0.56 g/km
- NOx – 0.50 g/km
- PM – 0.05 g/km

Euro 4
[휘발유]

Euro 5

Euro 6

[휘발유]

[휘발유]

- CO – 1.0 g/km

- CO – 1.0 g/km

- CO – 1.0 g/km

- HC – 0.10 g/km

- HC - 0.10 g/km

- HC – 0.10 g/km

- NOx – 0.08

- NOx – 0.06 g/km

- NOx – 0.06 g/km

- PM – no limit

- PM – 0.005 g/km

- PM – 0.005 g/km

(direct injection only)

(direct injection only)
- PM – 6.0x10 ^11/km

[경유]
- CO – 0.50 g/km

[경유]

- HC+ NOx – 0.30 g/km

- CO – 0.50 g/km

(direct injection only)

- NOx – 0.25 g/km

- HC+ NOx – 0.23 g/km

[경유]

- PM – 0.025 g/km

- NOx – 0.18 g/km

- CO – 0.50 g/km

- PM – 0.005 g/km

- HC+ NOx – 0.17 g/km

- PM – 6.0x10 ^11/km

- NOx – 0.08 g/km
- PM – 0.005 g/km
- PM – 6.0x10 ^11/km

주: CO-일산화탄소, NOx-질소산화물, HC-탄화수소, PM-미세먼지.
자료: Automobile Association, “Euro Emissions Standards,” https://www.theaa.com/driving-advice/fuels
-environment/euro-emissions-standards(검색일: 2021. 2. 1).

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 63

EU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 배출의 12%가 자동차의 책임으로
보고 CO2 배출 감축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51) 2012년에 도입된 신규
등록 승용차 평균 CO2 배출의 2015년 목표치는 130g/km로 2013년에 조기
달성했다. 2020~21년 목표치는 95g/km로 설정했는데, 2020년까지는 생산
차량의 95%만 목표수준을 맞추어도 되었으나 2021년 이후부터는 모든 신규
등록 차량이 목표치를 맞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생산된 자동차의 평균 CO2 배
출량이 설정 목표치를 초과하게 되면 자동차 제조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 2019년부터 부과되는 벌금의 수준은 목표치를 1g/km 초과 시마다 한 대
당 95유로이다.

나. 폐기물 규제
EU집행위원회는 2006년의 ｢배터리 지침(Batteries Directive)｣을 대신하
고자 2020년 12월에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을 제안했다.52)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원의 이
용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게 배터리라는 자원이 순환되도록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강제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
으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EU 회원국들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했다.53)
｢배터리 규정｣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전기배터리(EV batteries)를 포함,
역내 유통될 수 있는 배터리 관련 지속가능성 요건(sustainability criteria)을 제
시했다. 더욱이 재사용, 재활용 효율성 및 원재료 추출 정도(materials recovery
51) European Commission, “Reducing CO2 emissions from passenger cars-before 2020,” https://
ec.europa.eu/clima/policies/transport/vehicles/cars_en(검색일: 2020. 2. 18).
52) 해당 문서는 다음과 같음. European Commission(2020c), COM(2020) 798 final,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2019/
1020.”
53) ‘규정(Regulation)’은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EU 회원국들의 국내법을 우선하나, 지침(Directive)이
회원국 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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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s) 등을 포함한 배터리 폐기 규정을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글상자
3-3 참고).54) 일각에서는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경쟁적인 비즈니
스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유럽의 후발주자들에게 상대적으
로 유리하도록 시장규제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55)56)

글상자 3-3.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
◦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탄소발자국 원칙, 원료 재활용 최소비중, 성능 및 내구성 조건, 안전 척도 등
◦ 라벨링과 정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저장, 상태 및 예상 내용연수 데이터 등
◦ 폐기관리: 생산자 책임 확대, 수거 목표 및 의무, 재활용 효율성 목표 및 원재료 추출 정도 등
◦ 상품 필요조건과 연계된 관계자 의무
◦ 정보의 전자 교환
자료: European Commission,“Questions and Answers on Sustainable Batteries Regulation,” https://ec.europa.
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311(검색일: 2020. 1. 6).

다. 기타 규제: 표준 설정
유럽 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유
럽 표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EBA는 설립 초반인
2018년에 이미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나 유럽표준화위원회(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와도 회동이 있었다. 유럽자동차 및 산업
배터리생산자협회(EuroBat)에 따르면, 배터리 표준은 CENELEC과 국제전기
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의 영역이다.57)
54) European Commission(2020d), p. 93.
55) Platform Electromobility, https://www.platformelectromobility.eu/2020/12/09/platformfor-electromobility-reaction-to-the-revision-of-the-european-batteries-directive/(검
색일: 2020. 1. 8).
56) BATTERIES(202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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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ELEC에서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21x(CLC TC21x)
가 유럽 셀 및 배터리 표준을 담당하는데, 이는 IEC 내 담당인 기술위원회 21 및
소위원회 21A(IEC TC21/SC21A)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유럽 표준이 수
립되면 이는 개별 회원국 표준을 우선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 표준의 추
진 및 확립 시 회원국들은 물론 IEC를 통한 세계표준까지도 획득하여 아시아 국
가들에 비해 배터리 후발주자임에도 기술표준이라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4. EU의 직·간접적인 재원 투자
가. 연구혁신(R&I) 지원
1) Horizon 2020과 Horizon Europe
Horizon 2020은 2014~20년 7년간 진행된 약 770억 유로 규모의 EU 연
구혁신 프로그램 기금으로 크게 △탁월한 과학 △산업 리더십 △사회변화의 세
주요 분야로 나누었고 각 분야마다 세부 분야를 두었다.58) 각 분야 중 ‘사회변
화’의 세부 분야로 ‘스마트, 녹색, 통합된 교통(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에는 1,658건에 51억 4,000만 유로, ‘안전, 청정, 효율적인 에너
지(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분야에는 1,360건, 43억 6,000만 유
로, ‘기후활동, 환경, 자원 효율성 및 원자재(climate action, environment,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에는 658건, 23억 2,000만 유로
를 보조금(grant)의 형태로 지원했다.59)

57) EuroBat, “Standardisation,” https://www.eurobat.org/standardisation(검색일: 2021. 1. 18).
58) European Commission, “Horizon 2020,”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
en/background-material(검색일: 2021. 1. 18).
59) Horizon 2020 database, https://webgate.ec.europa.eu/dashboard/sense/app/93297a6909fd-4ef5-889f-b83c4e21d33e/sheet/erUXRa/state/0(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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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가 Horizon 2020 등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혁신 및 네트워크 운영기관(Innovation and Networks Executive
Agency)’에서 ‘성장을 위한 모빌리티(Mobility for Growth)’, ‘녹색 자동차
(Green Vehicle)’, ‘자동화된 도로 수송(Automated Road Transport)’, ‘경쟁
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Competitive Low Carbon Energy)’, ‘스마트시티와
지역사회(Smart Cities & Communities)’, ‘차세대 배터리(Next-Generation
Batteries)’, ‘푸른 성장(Blue Growth)’ 등과 같이 Horizon 2020 에너지 및
수송 분야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60)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2019년에
는 7개 주제 총 1억 1,400만 유로 규모, 2020년에는 4개 주제 총 9,000만 유
로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다.61)
Horizon 2020이 실시하는 혁신투자 패키지(Innovation Investment
Package)의 일환으로 공동기술이니셔티브(Joint Technology Initiative)를
지원하고 있는데, 배터리와 수소 로드맵 형성에 관여한 ‘연료전지 및 수소 2 공
동사업(FCH JU: Fuel Cells and Hydrogen 2 Joint Undertaking)’을 민관
합작 연구 파트너십의 사례로 들 수 있다. FCH JU는 Horizon 2020의 전신인
‘7차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이하 ‘FP7’)’를 통해서 △수송 및 급유 인프라 △고
정식 전력생산 및 열병합전력 △수소생산 및 유통 △초기시장 △공통 이슈
(cross-cutting issues) 관련 154개 프로젝트를 발주했고, Horizon 2020에
서도 △에너지 분야와 △수송 분야를 위주로 △공통 분야를 포함하여 총 91개
프로젝트를 발주했다.62)
60) Innovation and Networks Executive Agency, “Horizon 2020,” https://ec.europa.eu/inea/
en/horizon-2020(검색일: 2021. 1. 18).
61) Innovation and Networks Executive Agency, “€114 million available under Horizon 2020
for next-generation batteries projects,” https://ec.europa.eu/inea/en/news-events/news
room/%E2%82%AC114-million-available-under-horizon-2020-next-generation-batteriesprojects; Innovation and Networks Executive Agency, “€90 million available for Horizon
2020 new Next-Generation Batteries projects,” https://ec.europa.eu/inea/en/news-events/
newsroom/eur-90-million-available-horizon-2020-new-next-generation-batteries-projects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18).
62) 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 “KEY FIGURES,” https://www.fch.europa.eu/
page/key-figures(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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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Horizon Europe의 구조 초안

자료: 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https://ec.europa.eu/info/horizon-europe_en#timeline(검색일:
2021. 1. 18).

Horizon 2020 종료 후 2021~27년에는 1,000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Horizon Europe도 이전과 유사하게 △탁월
한 과학 △글로벌 과제 및 유럽 산업경쟁력 △혁신 유럽의 세 주요 분야로 구분
하고 있는데, 이 중 ‘글로벌 과제 및 유럽 산업경쟁력’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예
정이나 구체적인 전략계획은 아직 수립 중이다(그림 3-8 참고).63)

2) InnovFin과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Horizon 2020이나 Horizon Europe이 EU집행위원회가 중심이듯이
InnovFin은 유럽투자은행(EIB)이 중심인 연구혁신 프로젝트의 재원이다.64)
그러나 동 재원의 집행은 EU집행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Horizon 2020
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이 어려운 혁신기업들에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하
고 있다.
63) 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https://ec.europa.eu/info/horizon-europe_
en#timeline(검색일: 2021. 1. 18).
64) InnovFin은 ‘혁신인을 위한 EU 재원(EU Finance for innovators)’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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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EFSI의 분야별 투자 현황(2020. 12 기준)
(단위: %)

자료: European Investment Bank, “EFSI,” https://www.eib.org/en/efsi/index.htm(검색일: 2021. 1. 20).

InnovFin 상품들을 2014년 도입 이래 시장 발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면,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은 InnovFin의 틈새시장에 있어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을 보완해 주
는 역할을 한다.65) 2015년에 선보인 EFSI는 2020년 12월에 이미 누적 5,360
억 유로의 투자를 기록했고, 연구개발혁신이 26%, 수송 부문이 7%에 이른다
(그림 3-9 참고).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코로나19 관련 투자가 가장 확대될 전망이다.

나. 인프라 투자: 유럽연결장치(CEF)
유럽연결장치(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는 EU 차원에서 수송,
에너지, 텔레콤의 세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주요 투자지원제도이
다. CEF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하나 보증이나 프로젝트 채권의 형태로 재정지원
65) European Investment Bank, “InnovFin–EU Finance for innovators,” https://www.eib.org/
en/products/mandates-partnerships/innovfin/index.htm(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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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민간투자 혹은 다른 공공기금의 이용을 독려하는데, 2014년부터는 ‘혁
신 및 네트워크 운영기관(Innovation and Networks Executive Agency)’이
총 287억 유로(수송 약 237억 유로, 에너지 약 46억 유로, 텔레콤 약 5억 유로)
에 이르는 대부분의 CEF 프로그램을 도맡고 있다.66)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유럽경제의 녹색회복성장(Green recovery)
을 위해 TEN-T 정책과 연계하여 140개의 주요 수송 프로젝트에 22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고, 유럽 내 도로 네트워크에 CEF를 활용한 1만 7,275지점의 대
체연료 충전소 설립과 355대의 친환경버스 보급 계획이 발표되었다.67)68) 그
러나 2개월 후 안전한 녹색 수송서비스를 위한 5,400만 유로 규모의 5개 프로
젝트가 추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이탈리아 도로에 255개 신규 전기충전소 설
치도 포함하고 있다.69)

66) European Commission, “Connecting Europe Facility,” https://ec.europa.eu/inea/en/
connecting-europe-facility(검색일: 2021. 1. 18).
67) 범유럽수송네트워크(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정책은 유럽 내 수송인프라
를 갖추고 교통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모든 교통부문에 신기술과 디지털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European Commission,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 https://ec.
europa.eu/transport/themes/infrastructure/ten-t_en(검색일: 2021. 1. 18).
68) European Commission, “Boosting the EU's Green Recovery: EU invests over €2 billion in
140 key transport projects to jump-start the economy,” https://ec.europa.eu/commission/
presscorner/detail/en/ip_20_1336(검색일: 2021. 1. 18).
69)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transport: EU funds clean busses, electric charging
infrastructure and more in France, Germany, Italy and Spain,” https://ec.europa.eu/trans
port/themes/infrastructure/news/2020-09-29-cef-projects_en(검색일: 2021. 1. 18).

70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개별 EU 회원국들이 큰 틀에서의 EU 정책을 따르고는 있으나 각 국가의 특
성 및 상황에 맞게 친환경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독일, 프랑
스, 스웨덴과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의 비세그라드 4국을 중심으로
이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국가 선정은
자동차 제조업체 혹은 자동차 브랜드 보유 여부를 비롯하여 제2장에 언급된 자
동차산업이 해당 국가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정도 등을 고
려하여 선정했다.

1. 독일
2008~18년까지 독일의 자동차산업은 매출의 정점을 찍으며 성장세를 보였
으나, 2019년부터 전 세계 자동차시장이 위축되면서 독일의 자동차산업 성장
세도 둔화되기 시작했고,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를 가속화시켰다. 그
렇지만 자동차산업의 성장가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요인은 전
기자동차로 기술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도 평가되고 있다.70)
독일에는 Audi, BMW, Mercedes-Benz, Opel, Porsche, Volkswagen 등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어 EU 역내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이 독일과 유사성
을 띠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일찍이 e-모빌리티가 독일의 경제, 사회에 중요

70) German Economic Institute, “The importance of the automotive industry for Germany,”
https://www.iwkoeln.de/en/studies/iw-reports/beitrag/thomas-puls-manuel-fritschthe-importance-of-the-automotive-industry-for-germany.html(검색일: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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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자연스럽
게 CO2 배출이 적은 친환경자동차가 더욱 각광받게 되었다.
2020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누적 신차 등록대수는 56만 569대로 이 중 배
터리전기차(BEV)가 52%에 달한다(그림 4-1 참고). 최근 몇 년 사이 독일에서
는 친환경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배터리전기차(BEV)나 연료전지
(FCEV) 차량뿐만 아니라 순수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
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모델의 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
한 정부 정책도 한몫을 했다. 현재 독일연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친
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1. 2010~20년(누적) 전기승용차 신규등록 현황
(단위: 대)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참고: 2010년 1월~2020년 10월 자료.
자료: VDA, “Elektromobilität: Elektromobilität in Deutschland,” https://www.vda.de/de/themen/innovationund-technik/elektromobilitaet/elektromobilitaet-in-deutschland.html(검색일: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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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1) 보조금
2016년 시작된 환경보조금 지급은 [그림 4-2]와 같이 친환경자동차(주로
BEV와 PHEV) 보급 확대의 계기가 되었고, 2017년 디젤차량 운행금지 조치가
이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 미국의 대독일 무역적자에 대한 항의
로 시작된 독일 자동차산업에의 타격이 내수시장에서의 부진에도 영향을 미쳤
다. 2019년 회사차량으로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 제공과 전기차종 모델 라
인업 확대도 독일 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71)

그림 4-2. 보조금 지급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자료: NOW-GmbH(2020b), “Elektromobilität in der Praxis: Zweiter Ergebnisbericht des Zentralen Datenmoni
torings des Förderprogramms Elektromobilität vor Ort,” p. 21, https://www.now-gmbh.de/wp-content/
uploads/2020/09/now_elektromobilitaet-in-der-praxis-zdm.pdf(검색일: 2021. 1. 18).
71) BMF,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
Steuern/2019-07-31-steuerliche-foerderung-elektromobilitaet.html; Haufe, https://
www.haufe.de/personal/entgelt/lohnsteuer-2019-steueraenderungen/lohnsteuer-2019
-steuervorteile-fuer-elektro-dienstwagen_78_467654.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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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조금
전기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독일연방정부의 환경보조금
(Umweltbonus) 지급 정책은 현재 연방경제수출통제청(이하 ‘BAFA’)에서 주
관하고 있다.72) 2020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환경보조금 지급건수
는 배터리전기차 24만 9,874대, 연료전지차 18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16만 9,933대로 총 41만 9,987건에 달한다.73)
독일 환경보조금은 순수 전기차(BEV나 FCEV) 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
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점과 구매가 아닌 리스차량도 리스 기간별
로 차등 제공한다는 점, 중고차도 수혜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4-1, 표
4-2 참고).74)
현행의 환경보조금 지급 정책은 코로나19로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관대해졌기 때문이다. 환경보조금은 BAFA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데, 2020년 11월부터 ‘혁신 프리미엄(Innovationsprämie)’이라는 명칭으로
환경보조금 지급 규모가 현행과 같이 두 배로 늘었고, 지급기간도 기존의 2021
년 말일까지에서 2025년 말일로 연장했다.75)

72) BMWi, “Förderrichtlinie zur Umsetzung der Kaufprämie für Elektrofahrzeuge,” https://www.
bmwi.de/Redaktion/DE/Downloads/F/foerderrichtlinie-zur-umsetzung-kaufpraemieelektrofahrzeuge.html(검색일: 2020. 1. 8).
73) BAFA, “Elektromobilität(Umweltbonus),” p. 2, https://www.bafa.de/SharedDocs/Downloads/
DE/Energie/emob_zwischenbilanz.pdf(검색일: 2021. 1. 18).
74)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환경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차종은 배터리전기차 480종, 연료전지차 1종,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56종이 해당되는데, 유일한 연료전지차는 현대 NEXO 모델이다. BAFA(2020b),
“Liste der förderfähigen Elektrofahrzeuge,” http://www.bafa.de/SharedDocs/Downloads/
DE/Energie/emob_liste_foerderfaehige_fahrzeuge.pdf?__blob=publicationFile&v=37(검
색일: 2021. 1. 18).
75) BAFA, “Verlängerung der Innovationsprämie für E-Autos,” https://www.bafa.de/ Shared
Docs/Kurzmeldungen/DE/Energie/Elektromobilitaet/20201120_verlaengerung_innovations
praemie.html(검색일: 2021. 1. 18).

74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표 4-1. 신규등록 차량을 위한 혁신 프리미엄 제공 기준
배터리전기차 혹은 연료전지차
차량 순 지불가격이
€40,000 미만인 경우의
국가보조금 규모

차량 순 지불가격이
€40,000 이상인 경우의
국가보조금 규모

구매 시
리스
기간

최소
보유기간

6,000유로

5,000유로

6개월

6~11개월

1,500유로

1,250유로

6개월

12~23개월

3,000유로

2,500유로

12개월

23개월 초과

6,000유로

5,000유로

24개월

차량 순 지불가격이
€40,000 이상인 경우의
국가보조금 규모

최소
보유기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차량 순 지불가격이
€40,000 미만인 경우의
국가보조금 규모
구매 시
리스
기간

4,500유로

3,750유로

6개월

6~11개월

1,125유로

937.50유로

6개월

12~23개월

2,250유로

1,875유로

12개월

23개월 초과

4,500유로

3,750유로

24개월

자료: BAFA(2020a), “Förderung von elektrisch betriebenen Fahrzeugen,” p. 3; BAFA, “Einzelantrag stellen,”
https://www.bafa.de/DE/Energie/Energieeffizienz/Elektromobilitaet/Neuen_Antrag_stellen/neuen_antrag_
stellen.html(검색일: 2021. 1. 18).

표 4-2. 중고차량을 위한 혁신 프리미엄 제공 기준
구매 시

리스 기간
6~11개월

12~23개월

23개월 초과

배터리전기차 혹은 연료전지차

5,000유로

1,250유로

2,500유로

5,000유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3,750유로

937.50유로

1,875유로

3,750유로

자료: BAFA(2020), “Förderung von elektrisch betriebenen Fahrzeugen,” p. 5; BAFA, “Einzelantrag stellen,”
https://www.bafa.de/DE/Energie/Energieeffizienz/Elektromobilitaet/Neuen_Antrag_stellen/neuen_antrag_
stellen.html(검색일: 2021. 1. 18).

나) ‘사회 및 자동차’ 자동차 교환 프로그램
‘사회 및 자동차(Sozial-Mobil)’ 자동차 교환 프로그램은 순수 전기차량으
로 교환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총 2억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연방환경
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가 2020~2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76)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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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조금은 개인 지원도 가능한 프로그램인 반면, ‘사회 및 자동차’ 프로그램은
기업이나 기관 등 법인이 자동차를 구매 혹은 리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지
원금 규모는 해당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77) 또 순수 전기차만 지
원하는바, 환경보조금과는 달리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환
경보조금이나 충전소 인프라 보조금과도 중복 수혜 가능하다.78)

2) 세제 혜택79)
독일은 자동차보유세 부과 시 배출량도 과세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승용
차의 경우에는 배기량과 CO2 배출량을 근거로 과세기준을 설정했는데, 2009년
7월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1km당 CO2 120g, 2012년 7월 이후 신규등록 차
량은 1km당 CO2 110g, 2014년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1km당 CO2 95g 이상
배출할 경우 1g당 2유로를 과세하는데, 무연휘발유 차량은 배기량 100cc당 2
유로, 디젤 차량은 배기량 100cc당 9.50유로가 더해진다. 그러나 2016년 1
월~2020년 12월 등록된 순수 전기차(BEV나 FCEV)의 경우에는 10년간 세금
이 면제되고 이후에는 중량에 따라 50% 할인된 과세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트럭, 고속버스나 일반버스의 경우에는 연료 종류, 중량, 해당되는 배기가
스 배출군(Euro 0 등) 및 소음발생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연방정부는 2019년 회사 차량을 전기차로 구매 시 세금을 50%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했다.80)
76) VDA, “Elektromobilitaet,” https://www.vda.de/de/themen/innovation-und-technik/
elektromobilitaet/Foerderungen-fuer-E-Fahrzeuge-in-Deutschland.html(검색일: 2021. 1. 18).
77) Weser-Ems, “BMU-Flottenaustauschprogramm “Sozial & Mobil”,” https://www.weserems.eu/wissensregion/de/ausschreibungen/BMU-Flottenaustauschprogramm-SozialMobil/(검색일: 2021. 1. 18).
78) Ibid.
79) ACEA(2020b), pp. 91-94, https://www.acea.be/publications/article/acea-tax-guide(검
색일: 2021. 1. 30).
80) Handelsblatt(2019. 12. 28), “E-Dienstwagen werden noch günstiger - Lohnt sich der Umstieg?”
https://www.handelsblatt.com/finanzen/steuern-recht/steuern/steuersenkung-e-dienst
wagen-werden-noch-guenstiger-lohnt-sich-der-umstieg/25369392.html(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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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적 편의 제공: e-모빌리티 법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와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당시 BMUB)
의 주도로 2015년 6월 ｢e-모빌리티 법(EmoG: Elektromobilitätsgesetz)｣
을 발효하여 각 지자체 단위별로 전기차에 유리한 행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끔
했다.81) 즉 지자체들이 공공장소에 자동차 충전을 위한 특별 주차장소를 설정
한다거나, 주차비 무료 혹은 할인을 실시한다거나 주차불가구역의 예외차량으
로 설정하는 등 전기차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100개 이상의 지자체에
서 동 법률을 활용하고 있는데, 2018년 이행보고서(3년 주기로 발행)에서는 하
이브리드 전기차(PHEV)도 CO2 배출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어 각 지자
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도 확대하여 전기차 자체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건의했다.82)

4) 충전 인프라 확충
독일연방정부는 2019년 10월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을 채택하면서 e-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충전소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확대는 2016년 제기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
지 3,000만 유로의 예산 규모를 책정, 2030년까지 100만 개의 충전소를 설립
할 예정이다. 일단 2025년까지 공공충전소를 건설하고, 개인 및 상용충전소
건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83) 이어 12월에 독일 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향후 2년간 일반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충전소 5만 개를 보급하고, 자동차산업에서도 2022년까지 공공충전소
1만 5,000개 이상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글상자 4-1 참고).84) 연방교
81) VDA, “Elektromobilitaet,” https://www.vda.de/de/themen/innovation-und-technik/
elektromobilitaet/Foerderungen-fuer-E-Fahrzeuge-in-Deutschland.html(검색일: 2021. 1. 18).
82) BMVI & BMU(2018), “Elektromobilitätsgesetz (EmoG) Berichterstattung 2018,” pp. 53-54.
83) Die Bundesregierung, “Klimaschutzprogramm 2030,” https://www.bundesregierung.de/
breg-de/themen/klimaschutz/klimaschutzprogramm-2030-1673578(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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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디지털인프라부에 따르면, 2020년 6월에 제5차 ‘독일 전기차 충전인프라
(Ladeinfrastruktur für Elektrofahrzeuge in Deutschland)’ 보조금 지원
접수가 마감되어 심사·승인 중이고 7월에 3,500만 유로 규모(약 3,000개의 일
반 충전소와 1,500개의 고속충전소 설치 가능)의 제6차 보조금 지원접수가 마
감되었다.85) 총 1억 5,000만 유로 예산이 투입된 제1~4차 보조금으로 2만
2,400개의 충전소(이 중 고속충전소 5,000개)가 설치 승인을 받았고 8,700개
의 충전소가 실제 운영 중이다. 현재 2만 6,500개의 공공충전소가 있는데, 제
5~6차 보조금은 개인투자자와 지자체들의 충전소 설치, 그리드 연결 및 설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연결 등 각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단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2시간 이상 일반에 개방한다는 조건이 요구
되었다.

글상자 4-1. 충전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 CO2 미배출 승용차와 트럭의 주유 및 충전 인프라에 2023년까지 30억 유로 이상 투입 예정
◦ 공공 충전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2020년 신규 민간 충전소에 5,000만 유로 투입 예정
◦ 2020년 봄부터 슈퍼마켓 등 고객주차장에 충전 지점 확충 예정
◦ 충전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019년 국가조정센터(Nationale Leitstelle)를 설립하여
전국의 모든 전기차가 인근에 사용자친화적인 인프라 확보
◦ 자동차산업계가 차량 주문자료 등 향후 인프라 계획에 필요한 정보 적극 제공. 제조업체들의 직원
주차장 내 충전지점 설치 투자 증가
◦ 2020년 에너지 산업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한 통일된 기본조건을 정의. 즉 점유실
태, 투명한 가격책정 및 간단한 지불 옵션 제공 등
◦ 충전소의 위치는 연방정부와 조율하여 설정
자료: BMVI, “Bald laden wir allerorts und jederzeit - Masterplan Ladeinfrastruktur,” https://www.bmvi.de/
SharedDocs/DE/Artikel/G/masterplan-ladeinfrastruktur.html(검색일: 2021. 1. 18).

84) Die Bundesregierung, “Masterplan Ladeinfrastruktur der Bundesregierung,” p. 1, https://
www.bmvi.de/SharedDocs/DE/Anlage/G/masterplan-ladeinfrastruktur.pdf?__blob=
publicationFile(검색일: 2021. 1. 18).
85) BMVI, “500 Millionen Euro zusätzlich für Ladeinfrastruktur-6. Förderaufruf abgeschlossen,”
https://www.bmvi.de/SharedDocs/DE/Artikel/G/infopapier-sechster-foerderaufrufladeinfrastruktur.html(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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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
1) 산업 지원정책의 형성
2018년에 연방정부가 설립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한 국가 플랫폼(NPM:
Nationale Plattform Zukunft der Mobilität)’은 독일 내 지속가능한 모빌리
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86) NPM은 △온실가스에 중립적이고 친
환경적인 교통시스템을 위해 교통수단 통합개발 및 해결책과의 연계 △경쟁력
있는 자동차산업 보장 및 고용지로서의 독일 홍보 △효율적, 고품질, 유연, 안
전 및 지불 가능한 모빌리티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87) NPM에는 6개의 작
업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수시로 발표하는 이행보고서가 e-모빌리티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일례로 환경보조금의 지급기간 연장에도 NPM의
관여가 있었다.
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다. e-모빌리티 관
련 산업체 및 산업 관련 서비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e-모빌리티 산업그
룹(Der Industriekreis Elektromobilität)’은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
장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데, 19대 연방하원에 e-모빌리티 관련 제안서를 제출
하기도 했다.88) 이후 e-모빌리티 산업그룹은 연방하원 내 ‘e-모빌리티 분과’
와도 워크숍 개최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86) 2010년 5월 연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던 ‘e-모빌리티 국가 플랫폼(NPE: Nationale Plattform
Elektromobilität)’은 메르켈 4기 연방정부가 출범하면서 NPM으로 흡수되었다. VDA, “Die Nationale
Plattform Zukunft der Mobilität,” https://www.vda.de/de/themen/innovation-und-technik/
elektromobilitaet/Nationale-Plattform-Zukunft-der-Mobilit-t(검색일: 2021. 1. 18).
87) NPM, “Die NPM,” https://www.plattform-zukunft-mobilitaet.de/die-npm/(검색일: 2021.
1. 18).
88) 제안에는 △혁신 지역으로서의 독일 △모빌리티 변화에 따른 독일 에너지정책 △독일 내 셀 및 배터리
생산 △2020년까지 독일의 국제시장 주도 △민간 및 공공 충전인프라 개발 △지역 내 대중교통 및 상
업운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VDA, “Der Industriekreis Elektromobilität,” https://www.
vda.de/de/themen/innovation-und-technik/elektromobilitaet/Industriekreis-Elektromo
bilitaet.html(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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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셀 연구 및 생산 지원
독일연방정부의 배터리셀 연구 지원의 근거는 2009년의 ‘국가 e-모빌리티
개발계획(Nationale Entwicklungsplan Elektromobilität)’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터리
셀 연구 지원은 배터리 전기화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 인프
라 형성에서부터 시작했고, 리튬이온 배터리 및 금속-공기 배터리 연구를 지원
하고 있다.89) BMBF는 2012년부터 ‘리튬이온 셀 생산 연구 및 최적화를 위한
생산라인 연구개발 및 테스팅’ 프로젝트에 2,600만 유로를 지원했고 ‘리튬이
온 셀의 산업생산을 위한 연구 플랫폼(FPL: Forschungsplattform für die
industrielle Produktion von großen Lithium-Ionen-Zellen)’을 발족했
다. 2014년에는 미래 e-모빌리티 및 다른 산업 관련 적용을 위한 배터리 연구
개발 재정지원 이니셔티브인 ‘배터리 2020(Batterie 2020)’이 출범하여 현재 44
개 합동 프로젝트와 2개의 준합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44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구성된다(그림 4-3 참고).90) BMBF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6년에는 배터리셀 연구 생산 인프라를 갖춘 ProZell 연구 클러스터, 2018
년에는 고체전해질 개발을 연구하는 FestBatt 연구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한편 2019년 10월 독일연방정부가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의 R&D 분야에서 10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셀 생산 강화계
획을 밝혔는데, ‘배터리 연구공장(Forschungsfabrik Batterie)’을 통해 배터리
가치사슬의 각 단계마다 참여하여 역량 및 기술제고를 기대하고 있다.91) ‘배터
리 연구공장’은 연구 프로그램, 재정지원 등 배터리 관련 모든 개념을 집합 및
포괄하는 개념으로 크게 △배터리 원자재 △셀 생산 과정 △배터리 셀 대량생
89) Batterie(2020b), “Rückblick: Förderung seit 2007,” https://batterie-2020.de/foerderinitiative/
foerderungen-der-batterieforschung-durch-das-bmbf/rueckblick-foerderung-seit-2007/
(검색일: 2021. 1. 18).
90) Batterie(2020a), “Projekte,” https://batterie-2020.de/projekte/(검색일: 2021. 1. 18).
91) Die Bundesregierung, “Klimaschutzprogramm 2030,” https://www.bundesregierung.de/
breg-de/themen/klimaschutz/klimaschutzprogramm-2030-1673578(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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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배터리 연구공장’과 연계되어 독일 내 스마
트 배터리셀 생산(InZePro), 재활용/그린 배터리(greenBatt), 배터리 사용
개념(BattNutzung), 분석/품질보장(AQua)이라는 4개의 역량센터 클러스
터를 운영하고 있다.92) 아울러 배터리셀 연구 생산을 위해 프라운호퍼 연구소
(Fraunhofer- Gesellschaft)의 책임하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뮌스터에 건립
중이며, 2022년 중반 개소 예정이다.93)

그림 4-3. 독일 내 배터리 연구 프로젝트

자료: Batterie(2020a), “Projekte,” https://batterie-2020.de/projekte/(검색일: 2021. 1. 18).

92) BMBF, “Batterieforschung in Deutschland,” https://www.bmbf.de/de/batterieforschungin-deutschland-662.html(검색일: 2021. 1. 18).
93) BMBF, “Forschungsfertigung Batteriezelle: So fiel die Entscheidung für Münster,” https://
www.bmbf.de/de/forschungsfertigung-batteriezelle-so-fiel-die-entscheidung-fuermuenster-10710.html(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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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유럽배터리연합(European Battery Union)
폭스바겐(Volkswagen) 그룹의 주도로 2019년 3월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인 노스볼트(Northvolt) 및
EU 7개국으로부터의 기업/기관들과 함께 유럽배터리연합(이하 ‘EBU’)을 형성했다. 이는 기업 주도
의 컨소시엄으로 EU집행위원회 주도의 유럽배터리연맹(EBA)과는 차이가 있다. EBU는 배터리 기술
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투자하고 배터리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대한 연구협력을 위해 조직
되었고, 2020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컨소시엄 내 모든 연구결과물을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이
며, 자체적인 재원마련은 물론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Volkswagen forms European Battery Union with Northvolt”(2019. 3. 21), https://www.volkswagennewsroom.com/en/press-releases/volkswagen-forms-european-battery-union-with-northvolt-4773
(검색일: 2021. 2. 1).

3) 수소 연구 지원
수소에 대한 연구 지원은 배터리셀 관련 연구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BMBF가 2020년 6월에 ‘국가수소전략(Nationale Wasserstoffstrategie)’
을 발표했고 ‘독일수소공화국(Wasserstoff-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수소 연구 프로젝트를 공모했다.94) 독일의 “국가수소전략”은 EU와 마찬가지
로 그린수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후 △에너지 △산업 △혁신정책을 상
호 연계시키고 있다. BMBF는 2021년까지 전기분해, 메탄열분해, 인공광합
성, 연료전지에 1억 8,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수소기술개발 투자를 위
해 2023년까지 기후기금에서만 3억 유로 이상 조달 가능하다고 밝혔다.95)

94) NOW GmbH(2020a), ““Hydrogen Republic of Germany” ideas competition launched,”
https://www.now-gmbh.de/en/news/pressreleases/hydrogen-republic-of-germanyideas-competition/(검색일: 2021. 1. 18).
95) BMBF, “Nationale Wasserstoffstrategie,” https://www.bmbf.de/de/nationale-wasserstoff
strategie-9916.html(검색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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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3.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래 전략
폭스바겐 그룹, 다임러, BMW 그룹으로 대표되는 독일 완성차업체들이 아래 [표]와 같이 전기차 위
주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폭스바겐 그룹은 ‘Transform 2025+’
전략을 통해 가장 적극적인 미래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표. 제조업체별 향후 친환경자동차 투자 및 생산 계획
제조업체명
폭스바겐(VW)
그룹

친환경자동차 관련 계획
∙ 2029년까지 75종의 순수전기차 모델 및 60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산,
총 260만 대 판매 계획
∙ 2023년까지 e-모빌리티에 330억 유로 투자
∙ 2022년까지 추가 10종의 순수전기차 모델을 선보여 총 50종의 전기차 모델

다임러

확보 예정
∙ 배터리 자체 생산을 위해 10억 유로 이상 투자 예정

BMW 그룹

∙ 2025년까지 유럽 내 생산 차량의 1/3이 전기차, 2030년까지 생산 차량의
1/2이 전기차

자료: “Electromobility: Why we are focusing on E”(2019. 10. 12), https://www.volkswagen-newsroom.
com/en/stories/electromobility-why-we-are-focusing-on-e-5658; “Plans for more than ten different
all-electric vehicles by 2022: All systems are go,” https://media.daimler.com/marsMediaSite/en/
instance/ko/Plans-for-more-than-ten-different-all-electric-vehicles-by-2022-All-systems-are-go.
xhtml?oid=29779739; BMW Group(2020. 8. 20), “FULL SPEED AHEAD FOR E-MOBILITY”(2020. 8. 20),
https://www.bmwgroup.com/en/company/bmw-group-news/artikel/vorfahrt-fuer-die-e-mobilitaet.
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2. 1).

2. 프랑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 자동차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최근 산업 경쟁
력 약화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자동
차 산업에 15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여 일자리를 보존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차량 소비에 따른 보조금 및 부담금(보너스-맬러스)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친
환경자동차 소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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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산업 정책 주요 내용
정책

주요 내용
∙ 친환경차량 구매 시 최대 6,000유로 지원
∙ 저소득층이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전환 구매 시 최대 5,000유로
지원, 내연기관 재구매 시 최대 3,000유로 지원

친환경자동차 유도

∙ 저소득층 폐차지원금 지급대상 차량 오염 등급 완화
∙ 차량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 소득수준 완화(일시)
∙ 관용차 50% 전기차 전환
∙ 2021년까지 충전소 10만 개소 확충
∙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브 제공(공공주차장 무료, 전용차선 도입 등)
∙ 미래자동차기금 15억 유로 조성

미래 자동차 투자

∙ 하청업체 생산라인 현대화 지원
∙ 기술개발 투자

기업 지원을 통한

∙ 지급 보증 실시

일자리 보존

∙ 견습사원 지원

자료: 프랑스 정부, “La transition écologique au cœur du plan de soutien à l’automobile,” https://www.economie.
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mesures-plan-soutien-automobile(검색일: 2020. 1. 19) 토대로 저자 정리.

가. 친환경자동차 수요 정책
프랑스 정부는 2008년부터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및 각종 혜택을 지
원하고(보너스, Bonus)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구입의 경우에는 추
가 부담금을 징수하는(맬러스, Malus) ‘보너스-맬러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친
환경 전환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인을 제외하면 별도의 차량 보유세가 없
는 것이 특징으로 보조금 지급 및 부담금 부과는 차량의 등록과 폐차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구입 시 제공되는 보너스를 살펴보면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된다. 전기차
의 경우 차량 가격이 4만 5,000유로 미만인 경우 7,000유로를 지급하며, 4만
5,000유로에서 6만 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3,000유로를 지급하여 저렴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구매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4만 5,000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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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만인 경우에만 보조금 5,000유로가 지급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구
매할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5만 유로 미만일 경우에만 보조금 2,000유로를 지
급한다. 보조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으로 코로나19
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표 4-4 참고).

표 4-4. 프랑스 신차 구입 지원금(보너스)
(단위: 유로)

차종

전기차

차량가격 기준

보조금
2021년 6월 30일까지

2021년 7월 1일부터

45,000유로 미만

7,000

6,000

45,000유로 미만(법인)

5,000

4,000

45,000~60,000유로

3,000

2,000

60,000유로 이상(수소차)

3,000

2,000

2,000

1,00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0,000유로 미만

자료: 프랑스 정부, “Comment fonctionne le bonus-malus sur l’achat d’un véhicule?” https://www.economie.
gouv.fr/cedef/bonus-malus-automobile#:~:text=Le%20d%C3%A9cret%20du%207%20d%C3%A9cembre,
du%20m%C3%AAme%20montant%20en%202022(검색일: 2021. 1. 19).

프랑스는 신차 구입 보너스에 더하여 공해차량 폐차와 친환경차량 구입 장
려를 위한 전환지원금(prime à la conversion)을 별도로 지원한다. 전환지원
금은 노후차량의 종류 및 차령, 구입할 신차의 종류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평균 통근거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액수는 최소 100유로에서 최대 5,000유로(차량 가격의 80% 제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신차 구입 보조금과 전환지원금까지 합하면 친환경 차량 구입에 따
른 총 지원금은 최대 1만 1,000유로에 이른다.96) 한편 코로나19 이후 프랑스
정부는 전환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소득수준을 기존 1만 3,500유로에서 1만
8,000유로로 한시적으로 증가시켜 전 국민의 75% 가까이가 지원금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96) 프랑스 정부, “Prime à la conversion: du 3 août 2020 au 30 juin 2021 inclu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5354(검색일: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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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차량등록세는 CO2 배출량과 엔진 출력이 반영되는 행정마력(Puissance
administrative)을 기준으로 과세된다.97) 등록세는 1행정마력당 지자체별로
30유로에서 51.2유로까지 상이하게 부과된다(2020년 기준). 전기 및 수소자
동차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하이브리드(가솔린, 디젤), LPG 및
에탄올 자동차는 지자체별로 0~100% 사이에서 면제율이 상이하다.98)
CO2 배출량이 높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세에 더하여 배출량에 비례하는
추가 부담금(Malus)이 부과된다. 2021년 기준으로 등록 차량의 CO2 배출량이
133g/km를 초과할 경우 50유로의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여 218g/km를
초과할 경우 3만 유로가 부과되며 배출량에 비례하여 급격하게 증가한다(그림
4-4 참고). 부담금 기준 및 액수는 매년 강화될 예정이다. 분담금 시작점은 2022
년에는 128g/km, 2023년에는 123g/km로 강화되며(50유로부터 부과), 최대
부과금액은 2022년 224g/km부터 4만 유로, 2023년에는 226g/km부터 5만
유로로 증가할 예정이다(그림 4-4 참고). 정부는 대형 차량을 보유할 수밖에 없
는 3자녀 이상 가족의 차량 구매에는 부담금을 할인해 주며 2022년부터는 부
담금이 차량가격(세금 포함)의 5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차량 중량에 따라 부과하는 중량세(malus au
poids)를 도입하여 SUV 등 고중량 자동차 소비를 억제하고 경량자동차 소비
를 유도할 예정이다. 중량세는 공차중량 1,800kg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과세
되며 과세액은 초과 kg당 10유로로 설정되었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중량세를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산업계와 소비자의 반발로 2022년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99)
97) 행정마력(단위: CV) = (CO2/45) + (P/40)*1.6으로 계산(CO2: CO2 배출량, P는 마력(1hp = 0,736
kW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자체별로 1행정마력(CV)당 부과되는 등록세가 다름.
98) 프랑스 정부, “Coût de la carte grise(certificat d’immatriculation),”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9211#:~:text=taxes%20et%20redevance-,Taxe%20r%
C3%A9gionale,6)(검색일: 2021. 1. 19).
99) “Malus sur le poids des voitures(2022), Tout sur la nouvelle taxe”(2020. 10. 27), https://www.
largus.fr/actualite-automobile/malus-sur-le-poids-des-voitures-2022-tout-sur-la-nouvelletaxe-10450395.html(검색일: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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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프랑스 신차 구입 부담금(맬러스) 제도
(단위: g/km, 유로)

자료: “Bonus-malus écologique 2021: tous les barèmes adoptés !”(2020. 12. 17), https://www.largus.fr/
actualite-automobile/bonus-malus-ecologique-2021-tous-les-baremes-adoptes-10494407.html(검색일:
2021. 1. 20);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검색일: 2021. 1. 19).

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
프랑스 자동차산업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르노, 푸조 등 주요 제조업
체의 대주주로 참여하여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다.100) 코로나19로 프랑
스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르노에 50억 유로 규모의 지급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등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 투입되는 공적 자금을 미래 자동
차 개발 투자로 활용하여 산업구조 재편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101)
미래차 투자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20년 5월 15억 유로 규모의 자동차 미
래기금(Fonds d’avenir pour l’automobile) 조성을 발표하였다. 이 중 6,000만
100) 프랑스 정부는 르노(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지분 15.01%를 보유하고 있으며 PSA 그룹에는 공공
투자은행(Bpi France)을 통하여 12.23% 공동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101) European Commission, “State aid: Commission approves €5 billion loan guarantee by France
to the Renault group to mitigate economic impact of coronavirus outbreak,” https://ec.
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779(검색일: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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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는 하청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으로 정부가 지분을 직접 투자하
여 미래 자동차 부품 강소기업 양성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2,000
만 유로는 자동차산업 현대화에 투자될 예정으로 생산라인의 자동화 및 디지털
화에 투자된다. 세 번째로 1,500만 유로는 미래 자동차 기술개발 R&D에 투자
될 예정으로 프랑스 공적투자은행(BPIFrance)의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
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용 전기배터리 공장 건설에 6,900만 유
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대상 기업은 프랑스와 독일 합작기업인 SAFT와 프
랑스 푸조-시트로엥그룹(PSA)의 조인트 독일과 프랑스 각각 한 곳에 벤처로
리튬-이온 배터리 셀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102)
위와 같은 정부 지원의 대가로 르노와 PSA 등 주요 업체들은 국내 일자리 보
호와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을 공약하였다.103) 우선 PSA는 2021년 친환경자
동차 생산량을 13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국내 생산분을 45만 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공약하였으며 4억 유로를 신규 투자하여 프랑스 내 전기
차 생산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르노그룹은 SAFT-PSA 배터리 생산 조인트
벤처에 지분 참여, 일본에서 생산되는 닛산 일부 모델의 프랑스 생산 이전 및
2022년까지 전기차 생산량 3배 증가를 공약하였다. 그 외에도 부품업체인
Valeo가 전기차 관련 부품의 프랑스 내 생산 강화, 타이어업체인 미쉐린의 연
구개발 시설 일부 프랑스 재이전 등이 공약되었다.

102) 프랑스 정부(2020), “Plan de Soutien a l’Automobile: Pour une industrie verte et competitive,”
https://www.economie.gouv.fr/files/files/directions_services/covid19-soutien-entreprises/
DP-Plan_soutien_automobile26052020.pdf(검색일: 2021. 1. 20).
103) “encadre-France-Les engagements des acteurs de la filière automobile”(2020. 5. 27), https://
www.reuters.com/article/france-automobile-constructeurs-idFRL8N2D858D(검색일: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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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환경 정책 영향
프랑스의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중은 2018년까지 2% 아래로 저조한 편이었
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신모델이 출시되며 증
가하기 시작하였다.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율이 정점을 기록한 것은 2020년으
로 10.1%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배터리전기차(BEV)가 6.1%, PHEV가 4%로
나타났다(그림 4-5 참고). 이와 같은 판매 비중 증가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
해 자동차 판매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한편 친환경자동차 수요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급 강화로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4-5. 프랑스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율
(단위: %)

자료: EAFO, “France,” https://www.eafo.eu/countries/france/1733/vehicles-and-fleet(검색일: 2021. 1. 30)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전기차 충전소 보급 또한 2020년 중 크게 증가하며 친환경자동차 수요
를 뒷받침하였다. 프랑스 자동차 충전소 수는 2020년 4만 6,045기로 전년대
비 55% 증가하였다(그림 4-6 참고). 이와 같이 정부의 충전소 건설 지원 등으
로 충전소 1기당 충전식 자동차(BEV+PHEV) 대수는 8대로 스웨덴과 비교하
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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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프랑스 충전소 수(승용차)
(단위: 기수, 대)

자료: EAFO, “France,” https://www.eafo.eu/countries/france/1733/infrastructure/electricity(검색일: 2021. 1.
30) 토대로 저자 작성.

3.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2030년까지 판매 승용차 100%를 탄소배출제로자동차(ZEV)
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친환
경자동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04) 이에 맞추어 스웨덴은 2020년 Q1~Q3
등록된 신규 승용차 중 37% 가까이가 친환경자동차(EV 및 PHEV)로 EU 내에
서 친환경자동차 소비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스웨덴 정부는 친환경자
동차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독일 및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보너스-맬러스 제도
를 2018년부터 강화 시행하고 있다.

가. 친환경자동차 수요 정책
스웨덴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EU 자동차 배기가스 2021년 목표 기준
104) ICCT(2020b),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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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 강화된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보너스-맬러
스 제도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및 경화물차 모두에 적용되며 지급 및 징
수 모두 CO2 배출량에 비례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보너스는 자동
차 구입 단계에서 지급되는 반면 맬러스는 자동차 보유세에 가산되는 형태로
징수되는 점이 프랑스 제도와도 비교된다.

그림 4-7. 스웨덴 신차 구입 보조금–부담금(보너스-맬러스) 제도
(단위: 유로)

주: 1SEK=0.0946EUR로 환산한 자료.
자료: ICCT(2018), “Sweden’s new bonus-malus scheme: From rocky roads to rounded fells?” https://theicct.
org/blog/staff/swedens-feebate-system-20181008(검색일: 2021. 1. 20).

우선 스웨덴의 보너스 제도를 살펴보면 전기 및 수소 자동차 등 CO2 배출량
이 0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6만 스웨덴크로나(약 5,700유로, 약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제공된다. 그 외 연료 및 엔진 형식에 관계 없이 배기가스가 배
출되는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CO2 배출량이 0g/km에서 60g/km 사이인 경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 91

우 최대 지급액 6만 크로나에서 1g/km씩 증가할 때마다 833크로나씩 보조금
이 감소하게 된다(그림 4-7 참고).105) 최대 지급액은 자동차 가격의 25%로 제
한되며, 보너스 산정에는 개인용도 및 법인용도에 따라 적용이 일부 달라진다.
공해차량의 맬러스는 보유세 형태로 징수되며 자동차 등록 후 첫 3년 전후로
구분되어 다르게 적용된다. 등록 후 첫 3년의 부담금은 EU의 2021년 CO2 배
출량 목표치인 95g/km 이상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해당되는 자동차
는 기본 부담금인 360크로나(약 35유로)에 더하여 CO2 배출량에 비례하여 분
담금이 가산된다. 만약 CO2 배출량이 95g/km에서 140g/km 사이인 경우에는
매 1g/km마다 분담금이 82크로나씩 증가하게 되며 배출량이 140g/km 이상인
경우에는 매 1g/km마다 140크로나씩 분담금이 증가한다. 해당 자동차가 디
젤자동차인 경우에는 추가환경부담금(additional environmental charge) 250
크로나 및 추가유류부담금(Additional fuel charge)이 CO2 배출량에 13.52
크로나를 곱하여 더해지게 된다. 등록 후 4년차부터는 가솔린과 디젤자동차 모
두 CO2 배출량이 111g을 초과하면 매 1g/km마다 22크로나씩 부담하며 디젤
자동차의 경우 기존 추가환경부담금과 추가유류부담금은 계속 적용된다.106)

표 4-5. 스웨덴 맬러스 제도
유종
가솔린

기간
첫 3년간
4년차부터

적용방식
360SEK+82SEK*g(95~140g/km 구간)
+ 107SEK*g(140g/km 초과 구간)
360SEK+22SEK*g(111g/km 초과 구간)
360SEK+82SEK*g(95~140g/km 구간)

디젤

첫 3년간

+ 107SEK(140g/km 초과 구간)
+ 13.52xCO2배출량(추가유류부담금)
+ 250SEK(추가환경부담금)

105)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Bonus - for low emission vehicles,” https://www.transportstyrelsen.
se/en/road/Vehicles/bonus-malus/bonus/(검색일: 2021. 1. 29).
106) ACEA(2020b), “ACEA Tax Guide 2020,” https://www.acea.be/publications/article/aceatax-guide(검색일: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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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유종

기간

적용방식
360SEK+22SEK*g(111g/km 초과 구간)+13.52x

디젤

4년차부터

CO2배출량(추가유류부담금)
+250SEK(추가환경부담금)

CNG/Ethanol

첫 3년간

360SEK+11SEK*g(111g/km 초과 구간)

4년차부터

360SEK+11SEK*g(111g/km 초과 구간)

자료: ACEA(2020b), “ACEA Tax Guide 2020,” https://www.acea.be/publications/article/acea-tax-guide(검색
일: 2021. 2. 1).

나. 친환경 정책 영향
스웨덴은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친환경자
동차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2018년 세금제도 개편 이후 본격적으로 소
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전체 승용차 등록 중 배터리전기차 및 플러
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BEV+PHEV)의 비중은 5.3%였으나 세금제도가 개편
된 2018년에는 그 비중이 8.1%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한편 친환경자동차 소비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며 비중이 29.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판매까지 고려하면 친환경자동차 등록 비중은 37%에 달한다.
스웨덴의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것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자국 대표 기업인 볼보 자동차가 선제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출
시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볼보사는 2025년까지 충전식 자동차를 100
만 대 생산하며, 전기차 판매량 목표를 전체 판매량의 50%가 되게 할 것이라
발표하였다.107) 현재 볼보는 친환경자동차 신차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출시된
승용차 모델의 대부분을 PHEV 버전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일부
모델의 전기자동차 버전을 출시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2020년 기준 볼
107) Volvo, “The Future is Electric,” https://group.volvocars.com/company/innovation/
electrification(검색일: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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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자동차 판매의 25%가 PHEV로 나타나 유럽 내에서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
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체로 꼽힌다.108)

그림 4-8. 스웨덴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율
(단위: %)

자료: EAFO, “Sweden,” https://www.eafo.eu/countries/sweden/1755/vehicles-and-fleet(검색일: 2021. 1. 30)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스웨덴의 충전소는 빠르게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판매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충전소 1기당 충전식 자동차 수는 보급
초기인 2015년 7대 수준이었으나 이후 충전소 확충보다 자동차 증가세가 더
빨라지면서 2019년에는 충전소 비율이 19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충전소가 1만 412기로 전년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하면서 비율이 15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유럽 평균인 8대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충전소 확충이 늦어진 다른 배경으로 전력 부족 및 전력공급망 노
후화를 지적하고 있다.109)
108) FleetEurope(2020), “Renault heads EV sales, but Volvo has highest EV ratio,” https://www.
fleeteurope.com/en/new-energies/europe/features/renault-heads-ev-sales-volvo-hashighest-ev-ratio?a=DQU04&t%5B0%5D=Jato&t%5B1%5D=Renault&t%5B2%5D=Volvo&
t%5B3%5D=JLR&t%5B4%5D=Daimler&curl=1(검색일: 2021. 2. 2).
109) “Sweden's Electric Car Boom Is Under Threat From Power Crunch(2019. 6. 12),” https://
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6-12/sweden-s-electric-car-boom-is-underthreat-from-power-crunch(검색일: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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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스웨덴 충전소 수
(단위: 기, 대)

주: 승용차 기준 충전소 1기당 EV 대수.
자료: EAFO, “Sweden,” https://www.eafo.eu/countries/sweden/1755/infrastructure/electricity(검색일: 2021.
1. 30) 토대로 저자 작성.

4. 비세그라드 4국110)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국(V4)은 2004년 EU 가
입을 전후로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정책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 자동차 산업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였다. V4는 현
재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물론 전자, IT 등 제조업 강국 중 하나이며, 서로 이
들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으로 이 분야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V4에 투자 진출하였고, 관련
110)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국(V4)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1991년 헝가리의 체코슬로바키아 접경도시 비세그라드에서 만나 외교·경제·안보 등을 협의하기 위
해 비세그라드 그룹이라는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되면서 비세그라드 그룹의 회원국이 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4개국은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서유럽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 정부의 친(親)기업정책 등에 힘입어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기지로 부상하였다. 이하에서 우리는 이들을 V4라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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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다. 따라서 V4 각국 정
부는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해 자국이 향후 유럽 e-모빌리티 산업 발전
에 기여하는 핵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V4는 미
래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서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생산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 폴란드
폴란드는 EU의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석탄 개발과 석탄 화
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국내 발전량의 80% 가
까이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는 아직도 광업 관련 일자리만 8만여
개에 달한다. 이러한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e-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2016년 폴란드 정부는 에네아(Enea), 에네르가(Energa),
PGE, 타우론(Tauron) 등 폴란드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4개의 공동 출자를
통해 ‘일렉트로모빌리티 폴란드(EMP: ElectroMobility Poland)’를 설립했으
며, 현재 EMP의 지분 상당수를 폴란드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환경문제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2016년
9월 ‘전기차량 계획(Electromobility Plan)’을 국가 프로젝트로 발표하였
다.111) 상기 국가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2017년 4월 폴란드는 ｢전기차량과
대체에너지 개발 법(Electromobility and Alternative Fuels Act)｣을 도입하
였으며, 이 법은 2018년부터 발효되었다. 상기 계획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5
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차량 등록으로, 당시 0.1%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 시
장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부가가치의

111) 당시 324개에 불과했던 충전소를 2020년까지 6,400개 충전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Krzysztof Bolesta & Sipinski, Dominik(2020), pp. 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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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를 로컬 생산으로 하는 것, 전기차량 사용의 기반이 되는 충전소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기차 관련 국가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하였으며, 법인 전기차량에 대해 감가상
각비에 최대 3만 유로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도심 버스전용 차선
이용이 가능한 특권을 부여하였고, 도심 유료 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무료 주
차와 함께 도시 제로 배출구역을 설정, 이산화탄소 제로 방출 차량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충전소 위치안내와 가용성, 가격 등을 안내해 주는
앱을 개발하고 충전소 선택 자유권, 일회 이용은 물론 계약 이용까지 가능한 다
양한 편의와 함께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전기요금 관련 각종 편의를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림 4-10. 폴란드 ‘전기차량 계획(Electromobility Plan)’의 비전과 정책

2025년 100만 대
전기차 등록

자료: Łuszczyk(2017), pp. 273-283.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였다. 주요 자동차 조립생산 공장들과
부품생산 공장이 폴란드 남부에 밀집되어 있어 유럽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피아트, 폭스바겐, GM(General Motors Manufactur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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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승용차 조립생산 공장이 폴란드에 건설되어 현재
생산 중이다. 또한 대형 차량 부문에는 버스 및 트럭 생산업체인 MAN Bus,
MAN Truck, Scania, Solaris 등이 폴란드에 진출해 있다.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전기자동차 부문 글로벌 업체로는 테슬라, 미쓰비시
(Mitsubishi Motors), 르노-닛산(Renault-Nissan), BMW, 폭스바겐 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는 아직까지 승용차 부문 전기자동차 로컬 생산업체가 없
지만, 로컬 버스 생산업체 중에는 e-버스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Solaris,
Ursus, Solbus 등이 있다. eBUS 생산 부문에서 폴란드의 기술력은 유럽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예를 들면, Solaris사의 e-버스 모델 Urbino
Electric은 2016년 9월 하노버 전시회(IAA fair)에서 ‘Bus of the Year 2017’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술한 폴란드 전기차량 관련 국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기차량 부가가치의 30%를 2025년까지 국내 생산으로 담당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고, e-버스가 해당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112) 한편 기존 연료생산업체 PKN Orlen, Lotos와 스마트 그리드 업그
레이드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전력업체 Enea, Energa, Tauron, PGE, Innogy
등이 폴란드 전기차 관련 유틸리티 공급 및 운영업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부품 벤더들로 Impact Clean Power Technology,
ABB, Medcom, LG Chem, ABB 등이 폴란드에 진출해 있고, 주요 ICT 관련
업체로서 Apator, Apanet Green System 등이 있다. 이밖에 폴란드에는
Greenway Infrastructure, DBT CEV, Tesla, Innogy 등의 주요 충전소 개
발·운영 업체가 있고, Garo, EkoEnergetyka, ABB, Medcom 등의 관련 자
재 생산업체들이 있다.

112) 폴란드 전기차량 국가 프로젝트에 의하면, 2020년까지 45개 지방자치정부에서 819대의 전기 시내
버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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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폴란드 e-모빌리티 클러스터 현황

자료: Polish Investment & Trade Agency(PAIH, 2019), “Poland, Land of Opportunities; Electromobility and other
sectors in the heart of Europe,” p. 23, https://www.paih.gov.pl/publications/foreign_investors_in_poland
(검색일: 2021. 1. 28).

지난 2020년 12월 폴란드 정부는 실레지아(Silesia)주의 산업도시인 야보
주노(Jaworzno)에 폴란드 최초의 전기차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다.113) 이번 전기차 제조공장은 ‘카토비체 특수경제지대(Katowice Special
Economic Zone)’에 건설될 예정으로, 해당 구역은 전체 투자액 중 60%가 자
동차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 공장은 2021년에 착공해 2024년 가을부터 폴
란드의 국영 자동차 기업인 ‘EMP(ElectroMobility Poland)’의 자동차 모델
을 생산할 예정이다.

113) “Poland picks factory location for Izera EV brand”(2020. 12. 20), https://europe.autonews.
com/automakers/poland-picks-factory-location-izera-ev-brand(검색일: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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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4. 한국기업의 폴란드 e-모빌리티 진출 사례
LG화학,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생산기지 구축
∙ LG화학은 2018년 폴란드의 코비에지체(그림 4-11의 7번 지구)에 유럽 최대 생산능력을 갖춘 배
터리 생산공장 완공 이후 최근까지 증설투자 지속
∙ 전극,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을 모두 생산하는 유럽 최초 완결형 배터리 생산체계
구축
∙ 주 거래처인 폭스바겐, 다임러, 아우디, 르노, 볼보 등의 생산거점과 가까운 위치에서 유럽 고객사의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물류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LG전자 등 계열사의 생산거점이 있는 폴란
드 진출
∙ 전기차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생산과 배터리 부분품 생산 관련 우리 기
업들의 동반진출(엔켐, 후성, SK이노베이션, LS전선, LT정밀, 한국단자공업, 경신전선, 나라엠엔
디, 동신모텍 등)
∙ LG화학의 진출로 폴란드는 2019년 유럽 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40%에 가까운 비중을 생산,
최근 유럽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허브로 급부상
자료: Polish Investment & Trade Agency(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미할 쿠르티카(Michal Kurtyka) 폴란드 환경부 장관은 이번 투자계획이 실
레지아 지역의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혁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
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
여 상기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오트르 자렘바
(Piotr Zaremba) EMP CEO는 이에 대해 총 1만 5,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
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실레지아 공장에서 자사의 전기차 브랜드인 ‘이제라
(Izera)’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EMP는 해외 자동차 기업의 플랫폼
을 차용해 생산과정의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EMP가 폭스바겐, 포드(Ford), 현
대자동차 등과 접촉하여 전기차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 도
이체 벨레(Deutsche Welle)가 보도하였다.
EU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함께 전기차량 구매 관련 정부보조금 지원정책
등으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지속하면서 폴란드 내 전기차 배터리 생
산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유럽 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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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불과했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은 2019년 거의 40%에 달하는 등 최근 폴
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 전
기차 판매 시장점유율은 EU 회원국 중 아직 하위권이나 해외기업들의 지속적
인 폴란드 투자 진출로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은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폴
란드자동차연합회는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전체 e-모빌리티 산업 규
모가 2030년에는 폴란드 GDP의 0.3%, 2050년에는 GDP의 약 1.1%를 점하
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 헝가리
자동차산업은 2011년부터 헝가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
으며, 2018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28%를 점하고 있다. 스즈키, 아우디(Audi),
메르세데스(Mercedes) 등 완성차업체 공장이 현재 헝가리에서 자동차를 생산
하고 있으며, BMW도 2024년 헝가리 공장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100대 글로
벌 OEM 자동차 부품기업 중 43개가 헝가리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e-모빌리
티·자율주행차 등의 R&D와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EV 배터리 관련 공장도 다수 운영 및 설립 중이다.
헝가리는 EU집행위원회의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대체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권고 등을 V4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수용하였다.114)
헝가리 경제부는 2014년 3월 ‘e-모빌리티 이행 계획(JAT: Jedlik Anyos Terv)’
을 발표하였고, 2015년 3월 헝가리 정부는 EU 집행위의 권고사항 이행과 헝
가리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동 계획을 승인하였다. 헝가리는 JAT를
통해 등록대수 기준으로 2020년까지 전기차량을 5만 대까지 증가시킬 계획이
었다.
114) 2013년 1월 24일 EU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대해 대체에너지 개발을 권고했으며, 2014년 10월
22일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소 이행과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Directive 2014/94/EU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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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의 주요 내용에는 첫째, 산학연을 통한 국내 생산력 증진, 둘째, 전기자
동차 인프라 확충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셋째, 법무·세무적 지원 등 인센
티브 지원정책 마련, 넷째, 지역사회 연계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실행,
다섯째, 시험 사업(Pilot Project)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헝가
리 최고 공대와의 산학연 협력을 예로 들면,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교와 지
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헝가리 곳곳에 설치하도록 전기
자동차 충전기술을 산학연 협동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전기자동
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전력회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핵심 인프
라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추진, 2016년에는 1,000
개의 충전소 설치를 위한 12억 5,000만 포린트(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
다. 또한 2017년에는 헝가리 내 주차장 100개 중 1개에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제도화하였고, 이는 2019년 1월까지 100개 중 2개로 확대되었다.

그림 4-12. 헝가리 자동차 부문 R&D 시설 위치도

자료: HIPA, “Automotive Industry,” https://hipa.hu/automotive(검색일: 2021. 1. 8).

JAT를 통해 헝가리 정부는 전기자동차 수요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을 추진하였다. EU 기금을 대규모 투입하여 등록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
제, 헝가리 12개 주요 도시 공공 주차장 주차비 면제, 도심 버스차선 이용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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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량 구매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시적으로 전기차 구입
시 최대 차량 가격의 21%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
와 함께 아우디, 벤츠, 스즈끼 등 헝가리 내 완성차 업체의 추가적인 증액투자
와 1, 2차 벤더 기업의 신규 혹은 증액 투자, 삼성 SDI 전기차용 2차 배터리 생
산공장 유치를 성사시키며 e-모빌리티 생산거점으로서 헝가리의 역할 강화에
도 집중하였다. 이러한 헝가리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헝가리에서 e-버스의 생
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부다페스트를 비롯한 헝가리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하이브리드 에보버스(Evobus)는 독일계 완성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와
협력해 생산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적으로 1억 유로
의 추가 투자를 통해 헝가리 내에 두 번째 공장 설립을 결정하였다.
2020년 12월 14일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가 헝가리 중부 도시인 케치케메트
(Kecskemét)에 있는 현지 공장에 500억 포린트(약 1,875억 원)를 투자할 계
획이라고 발표하였다.115) 그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케치케메트 현지 공장에 전
기차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이며, 헝가리 정부가 메르세데스-벤츠의 이번 투자
에 150억 포린트(약 562억 5,0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크리
스티안 볼프(Christian Wolff) 메르세데스-벤츠 헝가리 지부장은 자사의 EQB
전기차 모델을 2021년 봄에 공개할 계획이며, 이후 2021년 4/4분기부터 케치
케메트 공장과 베이징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가 언
급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벤츠의 EQB 모델은 헝가리에서 최초로 생
산되는 전기차 모델이 될 것이다. 벤츠뿐만 아니라 BMW 또한 헝가리 데브레첸
(Debrecen)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다. 2020년 초 BMW
는 데브레첸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 SDI와 SK이노베이
115) “Hungary welcomes Mercedes EV investment(2020. 12. 14),” https://europe.autonews.
com/automakers/hungary-welcomes-mercedes-ev-investment(검색일: 2020. 12. 30).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 103

션을 비롯한 여러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헝가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체코
체코는 EU의 대체연료지침인 ｢Directive 2014/94/EU｣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청정모빌리티 국가액션플랜(2015~18)’을 도입하였다. 상기 정책은 3
년 주기로 해당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정되는데, 2019년 시점의 평가를 바
탕으로 2020년 4월에 승인된 최근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터리전기차
(BEV) 22만~50만 대 보급, 전기차 충전소 1만 9,000~3만 5,000개 설치, EV
버스 800~1,200대 운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기 국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체코 정부는 전기차 확대를 위한 법 체제 구
축,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인프라 확충 지원 등 전기차 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
그램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교통, 기업
혁신, 통합지역 운용 프로그램에 EU 기금이 투입될 방침이며, 이밖에도 국가
환경 프로그램과 국가 R&D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표 4-6. ‘청정모빌리티 국가액션플랜(2015~18)’의 충전소 목표
(단위: 개)

구 분

2015년

2025년

전기차 충전소

200

1,300

CNG 충전소

100

200

LNG 충전소

0

5

수소 충전소

1

3~5

자료: Czechinvest(2019), “Czech Green Mobility at a Glance,” Green Mobility, https://www.czechinvest.org/
getattachment/Prioritatssektoren/Automobilindustrie/E-mobility/Green-mobility_ENG_UPDATE_2019_
WEB.pdf(검색일: 2020. 12. 30).

전기차 확대를 위한 법 체제 구축 지원 프로그램에는 친환경 에너지 및 차량
에 대한 EU 지침 수용을 위한 법 마련과 충전소 및 충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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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D 발급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
한 지원 프로그램에는 첫째, 폐기물 수거 차량 및 공용 시설 관리 차량을 전기
차 및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 둘째,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대체연료 차
량 구입 지원, 셋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대체연료 차량 구입 지원, 넷째, 친
환경 승용차 구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지원 프
로그램은 전기차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 대중교통을 위한 민간 충전소 건설 지
원, 주택 및 아파트 등 민간 충전소 투자 지원, 전기차 및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들어 체코 정부는 구매보조금, 세금혜택, 전용주차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도로세가 면
제되고, 대도시 일부에 충전소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의 경우는 저탄소 기술 및 e-모빌리티 지원을 위한 EU기금 혁신
기업 운용 프로그램을 통해 프라하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기업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6월 다섯 번째 지원 프로그램에 1억 5,000만
코루나(약 683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였고, 기업 규모 및 전기차 유형별로
구입비용의 20~40%까지 지원하였다. 프리덱 미스텍(Frydek-Mistek)시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기업뿐만 아니라 거주민에게도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
격의 15%, 최대 7만 5,000코루나(약 3,400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
행하였다. 최근까지 체코에서 주로 전기차 보조금의 수혜 대상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인바, 일반 시민이 보통 차량에 비해 비교적 고가인 전기자
동차를 구입할 때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
현재 체코 정부는 친환경 교통체제 확립 계획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보급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EU 기금을 활용하여 전국에 전기차 충
전소를 확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체코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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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기차 충전소는 EU의 0.4% 수준인 808곳에 불과하다.116) 이는 비교적 선
진화된 체코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다른 비세그라드 국가들과 비슷
하게 전기차 인프라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체코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5,00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하지만 향후 체코 전기자동차시장의 성장 전망은 매우 밝다. 2030년까지
체코에서 최대 25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었다.117)
체코의 최대 자동차 제조회사 스코다(Škoda)는 2020년 약 2,500대의 전기자
동차 판매 계획을 세워놓은 바 있어 체코의 전기자동차 운행 대수는 향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루보스 블체크(Luboš Vlček) 스코다 사장은 “신규 차량의
배출가스를 2030년까지 2021년 수준에서 37.5% 축소하기로 한 EU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
은 전기자동차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스코다가 2022년까지 선보일
30종의 신형 모델 중 1/3이 전기자동차이다.
체코의 에너지 기업인 체코전력공사(CEZ)의 토머스 크메릭(Thomas Chmelik)
청정기술부문 사장은 2020년까지는 체코 도로를 주행하는 전기자동차가 1만
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는 2030년까지 최대 25만 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재 체코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절반 정도를 관리하는 CEZ는 이
러한 전망에 맞춰 2019년 말까지 급속 충전소 수를 150곳 이상으로 늘렸으며,
수년 내에 500개의 충전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체코에서 전기자동차가 제
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충전소 수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편리한 충전을 위해
선 2025년까지 약 2만 개의 충전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에서 충전소 설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동안 EU 내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선 전기자동차를 이
용하고 싶어도 정부가 충전소 설치에 미온적이라 전기자동차 충전이 힘들어 전
116) “Czechs lagging most of Europe in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2020. 7. 12), https://
english.radio.cz/czechs-lagging-most-europe-electric-car-charging-stations-8702232
(검색일: 2020. 12. 30).
117) “iHNed: electric car market set to take off next year(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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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동차 보급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체코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의 CEZ를 포함한 중동
부 유럽의 전력회사, 기술 스타트업, 석유회사들이 모두 충전사업 분야에서 주
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CEZ는 일단 국내시장에 집중한 후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지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헝가
리 석유가스회사인 몰(MOL)도 2020년 말까지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 최대 700곳의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3,400
만 달러(약 411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라.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에서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부문으로 폭스바겐, PSA,
기아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 등 4개의 글로벌 자동차업체가 완성차를 생산, 슬
로바키아 전체 산업생산의 49.5%를 점하고 있다. 또한 17만 명 이상의 노동자
들이 직접적인 자동차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7만 명 이상이 간
접적으로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자동차산업협회(ZAP SR)
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인근 비세그라드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임금의 37% 수
준에 해당하는 EU 평균보다 높은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와 최근 급증하고 있
는 임금이 주요 원인이다. 2010년과 비교한 2019년 말 기준 슬로바키아의 노
동생산성은 28.8%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무려 44.1% 증가하였다. 따라서 슬
로바키아 자동차산업의 당면과제는 자동차산업의 숙련근로자 유치, 노동 생산
성 개선, 차세대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엄격한 EU의 배출
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자동차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R&D)에 대한 ‘세금 슈퍼 공제(Super-deduc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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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20년 현재 연구 및 개발에 기업이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을 20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미래형 자동차로의 생산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OEM의 R&D센터 유치,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
대, 친환경차량 생산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0년 9월 슬로바키아 경제부는 650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 슬로바키아과
학아카데미(SAV), 코시체 공대 등과 협력하여 코시체(Kosice) 지역에 ‘수소기
술연구소(Hydrogen Technology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였다. 이 연
구소는 현재 자동차산업과 직결되는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1년 10월 개
최 예정인 두바이엑스포에서 주요 연구결과 중 수소 버스·비행기 및 탐사차량
(space rover) 등 슬로바키아의 수소기술 관련 주요 성과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의 이노뱃(InoBat)은 2019년 7월 미국의 에너지 기술업체인 ‘와
일드캣 디스커버리 테크놀로지스(Wildcat Discovery Technologies)’와 슬
로바키아 현지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118)
약 1억 유로를 투자하여 오는 2021년 말에 설립될 이 공장의 배터리 생산량은
초기에는 연간 평균 1,500개에서 최대 15만여 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
해 마리안 보첵(Marián Boček) 이노뱃 사장은 와일드캣 디스커버리 테크놀로
지스와의 협력이 이노뱃으로 하여금 R&D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
합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노뱃에 따르
면,119) 자사는 헝가리의 에너지회사 몰(Mol) 그룹,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부품
사 마타도어 홀딩스(Matador Holdings) 및 슬로바키아 정부 등으로부터 500
만 유로의 투자를 받아 2022년까지 100MWh 규모의 R&D 센터 및 10GWh
규모의 양산시설을 완성하여 유럽의 중심에서 AI를 활용한 고효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118) “Slovakia will produce accumulators for electric cars; The investment should reach €100
million(2019. 7. 29),” https://spectator.sme.sk/c/22178136/producer-of-batteries-for-ecars-to-invest-in-slovakia.html(검색일: 2020. 12. 30).
119) 이노뱃, https://inobatauto.eu/(검색일: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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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은 현재 자동차 제조강국이면서 친환경자동차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서도 한국이 유럽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EU와 유럽국들의 현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변
화 방향에 맞추어 대응하며 한국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는 참고할 필
요가 있다.

1.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한국기업들이 전기차의 양대 축인 배터리전기차(BEV)와 연료전지전기차
(FCEV)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전기차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은 세계
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을 중
심으로 배터리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배터리가 생산되고 있고, 한국 10대
그룹 중 상위 9개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120) 한편 현대
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코나, 아이오닉, 니로 등의 전기차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몇 종류 되지 않는 수소자동차인 넥쏘 또한 생
산하고 있다.
한국의 배터리(2차전지) 및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정부 정책은 2012년 당시
중소기업청이 ‘통합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2차전지와 연료전지를 전략분야
에 포함시키면서 수립되었다.121) 최근 2차전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다
120) ｢글로벌 배터리 전쟁, 한국 재계 판도 뒤흔든다｣, No. 1300 2020. 10. 26~11. 1,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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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움직이고 있다. 2019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에서 자동차 분야의 산업기술 R&D 투자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차에 초점을 맞
추고 “차세대 2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소재, 장비, 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2차전지펀드’” 조성 계획과 수소경제
를 포함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122) 그다음 해 미래
차, 시스템반도체, 2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R&D 활동을 지
원하는 5,000억 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조성했다.123) 수소기술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있으면서 크게 발전했다. 2015년 ‘수소경제 로드
맵’,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0년 2월에는 ｢수
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124)
한편 국내 수요 측면에서 친환경자동차의 등록 대수나 비중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125) 이에 한국정부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 및 개선해
나가고 있다. 최근 2021년 1월 21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전기차 보조금 증액 △고
성능·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 부여 △전기차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차
등화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전기차 충전소 지원 △수소충전소 운영 지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126)
121) ｢중기청, 2012년 중소기업 통합 기술로드맵 수립｣(2012. 3. 15), p. 2, https://www.korea.kr/
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9700(검색일: 2021. 1. 18).
122) ｢산업기술R&D의 향후 정책 방향 제시｣(2019. 3. 7), pp. 2~3, https://www.korea.kr/news/press
ReleaseView.do?newsId=156320577&call_from=rsslink(검색일: 2021. 1. 18).
123) ｢시스템반도체·이차전지 등 제조업 대상 5,000억 원 규모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2020. 3. 11),
http://www.mtnews.net/m/view.php?idx=8009(검색일: 2021. 1. 18).
12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0), p. 14.
125) ｢국내 친환경차 보급률 3%대 돌파… ‘그린 뉴딜’ 탄력 주목｣(2020. 11. 22), http://biz.newdaily.
co.kr/site/data/html/2020/11/22/2020112200031.html(검색일: 2021. 1. 18).
126) ｢무공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2021. 1. 21), pp.
1~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22&call_from=
rsslink(검색일: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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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가.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
｢파리기후협정｣ 이후 EU는 환경과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다.
유럽 자동차산업이 배터리전기차에 집중하면서 역내 자체적인 배터리셀 생산
을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했는데, 배터리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배터리
를 전량 역외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 일찍이 위기감을 느꼈다. EU집행위원
회는 유럽 그린딜과 유럽신산업전략을 통해 기후중립은 물론 역내 e-모빌리티
중심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크게 배터리, 수소,
그리고 둘을 포괄하는 e-모빌리티 전략을 제시했다.
EU집행위원회는 배터리셀 생산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진 EU 회원국들과 역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유럽배터리연맹(EBA)을 발족하여 유럽의
회의 협력도 이끌어냈고 역내 기술을 이용한 Northvolt 배터리셀 생산공장 설
립 및 자체적인 산업개발프로그램(EBA250)도 추진 중이다. 배터리 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연구혁신(R&I) 방안을 논의·제안하는 기술혁신플랫폼 BatteRIes
Europe과 연구현장에 활동하는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도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배터리 분야에 비해 유럽 내 수소 분야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수소의 가능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수소 관련
투자활성화 등 EU의 적극적인 관심은 비교적 최근인 폰 데어 라이엔의 EU 집
행위원회 형성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EU는 각종 직·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방어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EU 역내 유
통되는 배터리의 재활용이나 폐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연구성과
및 확보기술을 중심으로 배터리의 EU 표준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세계 표준화
하려는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EU가 배터리 후발주자임에도 EU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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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과 산업환경을 형성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EU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EU집행위원회, 유럽투자은행
등의 연구개발혁신과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거대한 규모로 장기에 걸
쳐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EU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
원과 EU 회원국들과 역내 학계, 산업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은 특히 배터리 분야
에서 동북아 중심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비단 배터리 분
야뿐만이 아니다. EU 내 배터리 연구개발이 상용화 가능한 궤도에 오르고 역내
자체 대량생산 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남아 있는 다른 에
너지원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지금은 시작 단계인 수소 분야에 대해서도
배터리 분야와 유사한 모습으로 연구개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현재는 한국기업들이 배터리와 수소기술 모두에서 앞서 있지만, EU 내 투
자재원, 개발의지, 행정지원의 삼박자가 맞으면 수출 의존적인 한국기업들이
새로운 시장발굴을 모색해야 할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는 EU 등의 경쟁자들이 언제 따라잡을지 모르므로 e-모
빌리티 관련 더욱 발전한 정교한 기술을 보유할 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한국도
EU처럼 정부와 학계가 산업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여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기업들이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세계적인 배터리팩 생산기술
수준을 지닌 한국기업들이 왜 기술력의 차이가 현저한 EU 기업 및 기관들과 협
력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EU 기업 및 기관들과의 협력은 그들의 기
술력을 습득해 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EU 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임을 이해해야 한다. 기술교류 확대를
통해 유럽기업들이 한국이 사용하는 기술표준에 익숙해지게 되고 더 많은 기업
들이 더 빈번하게 이용하게 되며, 교류하는 기업 및 기관들을 통해 EU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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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EU가
정하려는 기술표준이 한국 기술표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배터리팩의 단순 수출만으로는 아시아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경
계하는 EU의 친환경자동차 제조업에서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배터리 기술도 다른 광물을 활용하여 리튬이온을 대체하는 새로
운 기술로 진화하고 있음에 대해서 인지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 기
술력을 기반으로 하여 유럽과 미래기술의 일부를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이는
한국만의 기술이 아니라 유럽의 기술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한국도 유
럽 표준설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및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
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유럽 수소기술이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
에 있을 때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수소기술도 배터리셀 생산기술 확보와 유사하게
EU 역내 기술 확보를 위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바, 막대한 R&D 투자와
표준설정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배터리셀 역
내 생산을 위한 EU 내 움직임을 참고하여, 수소기술에서도 EU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짐작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형 친환경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수
소기술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및 유지하려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지상물류가 발달한 유럽 대륙에서 배터리 전기자동차 대비 수소전기 자동차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수소기술에 투자하려는 개별 EU 회원국과 민관학 교류의
장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표준설정과 같이 EU 역내에서 수소기술 선발
주자인 한국기업들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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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과 학계는 유럽 표준화 관련 위원회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제
적으로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EU 진출 한국기업들에 불리하지 않은 혹은 유리
한 e-모빌리티 환경이 형성되도록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유수한 자동차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독일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장려를 위
한 정책과 산업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자동
차의 보급 장려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통한 수요 창출, 세제 활용, 행정적 편의
제공 및 인프라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보조
금 정책에서 특이한 점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지원과 리스 차량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은 친환경자동차의 기준을 더 엄
격하게 수립해 순수전기차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이라는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플
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
란의 여지가 있어 독일이 순수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서 환경목표 달
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한국이 더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리스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
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5-1 참고). 한국에서는 신차 구매 시에만 보
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리스/장기렌털 및 중고차시장이 활성화되
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여건이 가능한 경우, 신차 구매 유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 리스 및 중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확
대시킨다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증대되지 않을까 사료된
다. 독일경제에서는 자동차산업이 중요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혁신
투자 등 미래 지향적인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셀 관련 연구투
자의 경우, 독일의 경쟁력이 해외에 비해 떨어지는 분야임에도 차근차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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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한 언제 연구성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배터리 연구공장’과 같이 배터리 가치사슬 내 모든 단계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역량센터 클러스터와도 연계하여 산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
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데, 프랑스의 친환경차량 구입 보조금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비쌀수
록 적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프랑
스와 같이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친환경성까지 고려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로
개편한다면 제공된 지원금이 다시 경유차 구입에 활용되는 사례를 피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자동차 취득
세를 CO2 배출량이 반영되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친환경자동차 구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산업 현실과 달라 직접적
인 참고는 어려울 수 있으나 외부적 영향에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침체에
빠진 자국기업을 지원하는 대신 생산라인 일부 및 고부가가치 공정의 자국 이
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
과 유럽 수출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프랑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국 대부분이 자국 혹은
역내 생산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의 배터리 수출기업 및 유럽 현
지 생산설비를 갖춘 우리 기업들이 유럽 역내에서 겪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판매 승용차 100%를 탄소배출제로자동차(ZEV)로 전
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인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2018년 7월 1일부터 강화한 보너스-맬러스 제도는
지급 및 징수 모두 CO2 배출량에 비례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정책의 친환경성
을 강화하였으며, 차종 및 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차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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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혜택 혹은 불이익을 막은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맬러스는 자동차
보유세에 가산되는 형태로 징수되는 점이 특징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우리
나라 현행 제도 개선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국가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
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
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이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바, 보조금으로 인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사례에서 특징적인 점은 친환경
리스 차량이나 중고차의 경우에도 보조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리
스 차량은 리스 기간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차등하게 지급되나, 소비자의 입장
에서 리스 차량도 보조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동일 비용일 때 친환경자
동차를 이용할 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고차에 대해서도 신차와 유사하거나
혹은 조금 낮은 수준의 환경보조금 제공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수요확대에 직접
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현행 우리나라의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전환지원금’ 사례는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
과 통근거리까지 고려하여 제공하는 반면, 독일의 ‘자동차교환 프로그램’ 사례
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각 국가마다 상황이 상이하므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에 한국에 적용시킬 경우, 친환경자
동차 전환구매에 대한 보조금 제공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개인과 법인용으
로 나누어 비교한 후에 적용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셋째,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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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담금 산정 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사례 모두
공통으로 CO2 배출량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면제되는 CO2 배
출량 상한 기준에 차이가 있고, 부담금 징수 시기나 중량, 소음발생 정도, 보유
기간 등 추가 고려 기준에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배기량과 연
식에 따라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른 규제와 중복 등의 우려
는 있으나, 부담금 산정 시 기존 배기량 기준과 CO2 배출량 기준을 병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5-1. 보너스-맬러스(보조금-부담금) 제도 비교
독일
승용차, 상용차
적용대상

프랑스
승용차(M1)

스웨덴
승용차, 경승합차(Light Bus)

- 개인 및 법인용 모두 포함 - 개인 및 법인용 모두 포함 및 경화물차(light lorries)
- 개인 및 법인용 모두 포함

지급
보

시기

너

산정

스

방식
징수
시기

최소 보유기간 경과 후

등록 단계

등록 단계

- 엔진 종류 및 차량 가격대, - 엔진 종류 및 차량 가격대 - CO2 배출량에 비례하여
리스 기간에 따른 정액 지급
자동차 보유세(매년)

에 따른 정액 지급

지급

등록 단계

자동차 보유세(매년)

- CO2 배출량에 비례하여

- CO2 배출량에 비례하여

- 승용차:
CO2 배출량(2014년 시

맬

작점 95g/km), 엔진 종

러
스

산정
방식

류 및 배기량에 비례하여
징수
- 상용차:
자동차 공차중량, 해당

징수(시작점 133g/km)

징수(시작점 95g/km)

- 자동차 공차중량에 비례 - 보유기간별 차등
하여 징수(2022년부터)

Euro 배출 그룹, 소음에
비례하여 징수
기타 특징

중고차 및 리스 차량에도 보
너스 제공

자료: 제4장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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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4를 활용한 유럽 내 GVC 거점 형성
중동부 유럽(CEE) 국가들의 EU 가입과 함께 우리의 대유럽 투자는 유럽
GVC의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으로 V4 국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
어졌다. 기아자동차와 다수 협력업체의 슬로바키아 진출에 이어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체코 진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진출, LG
전자와 협력업체의 폴란드 진출 등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2차 및
3차 자동차와 전자 부품업체들의 폴란드를 비롯한 V4 진출이 러시를 이루었으
며, 최근에는 LG, 삼성, SK 등의 배터리 부문 유럽 진출이 폴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리의 제조업 부문 유럽 GVC는 이미 V4에 견
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이는 점차 R&D와 친환경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V4 국가 중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
가는 폴란드와 헝가리이다. 2019년 한국기업의 폴란드 투자금액은 10억 달러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해 2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증가세가 유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투자대
상국은 헝가리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신규투자는 폴란드의 경우 96%,
헝가리의 경우 94.3%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와 협력업체의 현지 투자의 결과이다. 이
로 인해 최근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서 배터리 및 관련
핵심 소재의 수출규모 및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배터리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2019년 45.6%로 1위임은 물론, 배터리
부분품의 경우 점유율이 75.1%로 압도적인 1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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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 추이

그림 5-2. 한국의 대헝가리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
main.do(검색일: 2020. 8. 4).

그림 5-3. 폴란드 배터리(HS 850760)
수입시장 규모 및 점유율

(단위: 천 달러, 건)

자료: 좌동.

그림 5-4. 폴란드 배터리 부분품
(HS 850790) 수입시장 규모 및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주: 상대국의 수입금액 기준.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 6. 17) 토대로 저자 작성.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좌동.

유럽 국가 중 폴란드가 전기차용 배터리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
던 데에는 우리나라 LG화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8년에 준공된
LG화학의 폴란드 배터리 공장은 면적이 약 4만 1,300㎡에 달하며, 폴란드 남
서쪽 브로츠와프에서 약 22km 떨어져 있는 코비에지체(Kobierzycie) 경제특
구의 LG 계열사 생산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 최대 생산능력과 유럽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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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형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기 공장은 유럽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극
(셀을 구성하는 요소)부터 셀(Cell), 모듈(Module), 팩(Pack)까지 모두 생산하
는 대규모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생산기지이다. LG화학은 중동부 유럽에 소재
해 유럽 고객사인 폭스바겐, 다임러, 아우디, 르노, 볼보 등 완성차 업체의 요구
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저렴한 물류비, 인건비 등의 이점을 적극 활용한다
는 전략을 기반으로 폴란드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 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완공 이후에도 LG화학 폴란드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증설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전기차 배터리의 4대 소재 생산 관련 우
리 업체들도 LG화학의 폴란드 공장 건설을 계기로 폴란드 동반 진출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엔켐(전해액), 후성(전해질), SK이노베이션(분리막) 등 배터
리 주요 소재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현지생산을 위해 폴란드에
투자 진출하였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폴란드 남부에 리튬이온배
터리 분리막(LiBS) 생산공장을 2019년 건설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외에도
10여 개의 LG화학에 배터리 부분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한국 협력사들이 폴란
드에 동반 진출하였다.
최근 중국 배터리 업체의 유럽 진출도 폴란드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과 경쟁이 앞으로 현지에서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설
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로 Capchem사와 Guotai Haurong사
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주로 배터리 전해액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폴란드에
투자 진출하였다. 중국기업 외에도 일본의 미쓰비시하이테크사는 전기 및 하이
브리드 자동차용 모터코어를 생산하기 위해 2019년 폴란드에 최초의 유럽 소
재 생산공장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아시아계 기업뿐 아니라, 서유럽의 전기차 관련 기업과 폴란드 기업
의 투자도 향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e-모빌리티 업체
로는 버스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Impact Clean Power Technology와 대중

120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교통 버스를 생산하는 Solaris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럽 최대 버스 제조업체
중 하나인 Solaris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최근 들어 유럽에서 좋은 평가
를 받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폴란드
투자진출 초기 내연기관 엔진 등을 주로 생산했던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 가솔린/디젤 엔진, 전기차 배터리 등을 총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였고 2020년 상반기부터 최첨단 자동 설비를 완비
하여 폴란드 공장에서 부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밖
에도 벨기에 Umicore사는 2018년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 유
럽투자은행(EIB)의 투자 지원을 받아 폴란드 남서부 니사(Nysa)에 진출하였
다. 이처럼 유럽 완성차 업계의 투자가 정점에 달해 자체 배터리 생산이 본격화
되는 시점부터는 우리 기업들도 V4를 비롯한 유럽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
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V4에 구축된 우리의 유럽 GVC 거점은 향후 엄청난 경쟁
의 소용돌이가 예상되는 유럽 e-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V4 국가와 더욱 굳건한 e-모빌리티 부문 경
제협력 체제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V4 국가와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한
다. 미래차 개발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우수한 통신 인프라 기반인 만
큼 우리에게 충분한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e-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요구되
는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와 V4 간 산관학 공동 협력 프로
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V4와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자동
차, 배터리, 5G 등의 부문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자동차
산업 GVC 중심인 V4와 관련 R&D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e-모빌리티 유
럽 거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에서 인증이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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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전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와 V4 정부 간
상호 인증 협력이 병행되어야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V4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
요가 있다. 수소차 및 충전시설 관련 한국의 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
록 V4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동차, 배터리, 5G 등 관련 부문에서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바, 이
를 활용한 V4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개발 인센티브 지원을 유도하여 최고
의 지원을 보장하는 국가에 성공적인 우리의 유럽시장 거점을 구축하자는 전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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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uropean e-Mobility Focusing on Automobile Industry
Hyun Jean Lee, Cheolwon Lee, and Hyung Jun Yoon

This study analyzes e-mobility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EU) and
its major member states. Through the analysis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promoting eco-friendly
automobiles, and strategic insights for Korean companies aiming to
access the EU market.
The automobile industry of the EU faces multiple challenges today.
Aiming to achieve climate neutrality by 2050, the EU will hav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cars by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while maintaining the industry’s competitiveness. Currently, the
EU remains comparatively weak in the market for eco-friendly
automobiles. The share of European brands in the world’s eco-friendly
car market is only 12%. Moreover, Europe is lagging behind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battery packs and hydrogen
fuel cells technology and production. Upon this background, the EU is
endeavoring to support the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to reduce
overseas dependence on core components, and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cars.
On the EU level, the EU Commission is playing a pivotal role in laying
the basis for the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It has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and adopted the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A roadmap has been presented for supporting the eco-friendly
automotive industry through EU-level strategies in the areas of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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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and e-mobility. Meanwhile, cooperative alliances are being
formed in the battery sector, including the European Battery Alliance
(EBA), BatteRIes Europe, a technology innovation platform, and the
Battery 2030+ initiative. The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has
been formed to promote hydrogen fuel technology. In addition, the EU
protects and supports the regional e-mobility industry using indirect
methods of regulation, such as emission regulation, waste reg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inancial support for research
innovation is being provided through the Horizon Europe and InnovFin
initiatives, and through mobilization of the European Strategic
Investment Fund (EFSI), while infrastructure investment is actively being
carried out through the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On the EU member state level, Germany, France, Sweden, and the four
Visegrad states (Poland, Hungary, Czech Republic and Slovakia) were
selected for case studies, on the basis of their importance in the EU’s
automobile industry. Germany, France, and Sweden are all actively using
subsidies and tax regimes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eco-friendly cars.
Germany has introduced a new e-mobility law to facilitate the
administrative process of using eco-friendly cars. Germany's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support policy incorporates suggestions from the
industrial sector, while providing support for research and production of
battery cells, as well as R&D projects in hydrogen technology. In the case
of France, it is notable that the government, as a major shareholder,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of major manufacturers with a
view to protecting jobs and fostering the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Sweden has the highest sales volume of eco-friendly cars in
Europe thanks to government policies to encourage consumption. The
V4 countries are gaining importance as emerging powers of the
European automobile industry, with a large number of global companies
entering their markets, both as primary and secondary suppliers.
Through the analyses, the study draws three main implications. First, it
is importa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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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with Europe. For Korean
companies it is important to work closely with EU companies and
institutions to reflect their opinions when setting battery technology
standards.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academia,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use of
hydrogen technology in Europe, so that well-advanced Korean hydrogen
technology can penetrate into the newly-formed EU market.
Second, expanding the supply of eco-friendly cars in Korea through
improvement of the subsidy system can be considered. Policy makers
could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subsidies to include leased or
used eco-friendly vehicles, to the extent of available budget levels.
Another option to consider would be modifying the eligibility criteria to
incentivize transition to eco-friendly cars, rather than focusing on
scrappage program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ncorporate CO2 emission into the calculation of automobile taxes.
Finally, further cooperation with the V4 countries is necessary to
improve access to the EU market. To make more efficient use of the
advantageous position already formed in the V4, Korea needs to
implement a step-by-step cooperative framework with the V4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mobility. Possible directions would include
establishing joint R&D centers for developing electric vehicles and
batteries, or forming a global consortium in the field of hydrogen cars
and charg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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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e-Mobility
Focusing on Automobile Industry
Hyun Jean Lee, Cheolwon Lee, and Hyung Jun Yoon

본 연구는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국(독일, 프랑스, 스웨덴, 비세그라드 4국)의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정책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EU가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은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EU 및 회원국들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여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배터리·수소·e-모빌리티 전략 등의 부단한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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