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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의 일반적인 인식은 친환경자동차는 환경

성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우수할 것이며, 보조금을 주어서 이에 대

한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가장 상용화되어 있

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에 주는 보조금이 내연기

관 자동차(ICV)와 비교해서 개인의 구매요인을 유발할 적정한 수준인가

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HEV 중에 점유율 약 50%을 차지하

고 있는 쏘나타 HEV와 비교대상인 차종인 쏘나타 ICV를 선정하여, 개

인이 자동차를 10년 동안 운행하였을 때 들어가는 총비용을 산출하여 개

인에게 ICV 와 무차별한 보조금 수준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현재의 보조금 수준인 270만원 보다 높은 수준인 370만을 주

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 정도의 보조금을 주어야 개인이 차

량을 구입할 때 ICV와 무차별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향 후 HEV 에 의

해 발생하는 총 사회적 비용이 ICV 보다 낮고 이것이 초기에 준 보조금

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HEV 에 보조금을 주는 사회 경제적 목적이 달

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쏘나타 HEV의 총 사회적 비용이 ICV 에 비해 오히

려 372만원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것은 초기에 ICV와의 높은 차량 가격

차이를 유류비 절감이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즉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는 보조금이 현재 시점에서 향후 그 자동

차를 10년 동안 운행하여도 그만큼 사회적 편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현재 HEV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는 ICV와 비교해 볼 때 개인적 차원에서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되

지 못하며, 80여 만원의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HEV와 ICV의 구입 및 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HEV의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392만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현재 HEV 차량 구입시 제공받는 보조금액 290 만원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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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추가하여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HEV에 대해

부여하는 보조금이 해당 차량에 의해 편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보

조금으로 인해 향후 생산되는 차량에서 보조금의 효과가 발현된다면 보

조금을 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생산될 ICV 와

HEV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하였다. 이 때 향 후 차량의 사회적 총비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가능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본 프리우스의 선례를 이용한 학습곡선식을 이용하여

차량의 향후 가격변화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피해비용을 추정하여 HEV

의 사회적 총 비용을 ICV 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개선비율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ICV에 비해 절감

되는 총 사회적 비용이 초기에 HEV에 주었던 보조금을 상쇄시키지 못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현재 HEV에 주는 보조금은 해당차량을

향후 10년 운행하여도 ICV에 비해 사회적 비용감소가 발생하지 않을뿐

더러, 앞으로 생산되는 HEV 차량도 그만한 사회적 비용감소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HEV 의 보조금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HEV 가격

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낮아지거나, 기술발전으로 인한 연비개선이 매

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HEV 의 연

비개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차량가격 역시 단기에 급격하게 줄

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HEV에 주는 보조금은 사회 경제적인 실효성이 없으

며, HEV 보조금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HEV와는 다른 종류의 친환경 자동차에 주는 보조금 역시 충분한 사회

경제적 편익이 있는지 평가를 한 후에 보조금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다.

주요어 :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내연기과 자동차(ICV), 보조금,

사회적 편익, 학습곡선

학 번 : 2010-2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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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수송에너지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 중에서 자동차에 의한 육상 운송은 수송에너지의 80%를 차지하

고 있다.1) 대기 오염 측면에서 볼 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전체 오염

물질의 약 40%가 자동차에 의해 배출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 각종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며, 자동차에 의한 온실가스와 배

출가스 규제를 점차 강화해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3년 수도권대기질

개선특별법을 제정하고 자동차의 제작에서부터 운행에 이르기까지 근본

적인 저감대책을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도

19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자동차 제작사에게 2015년까지

자동차 1대당 평균 온실가스 140g/km 으로 설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송분야의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 '그린카 발전 로드맵'3)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120만대

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90만대를 해외에 수출하며 국내시장 점유율의

21%를 그린카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의 '그린카 발전 로드맵'의 자

료에 따르면 그린카는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플러그를 꽂아 충전

하며 모터와 배터리 기반으로 주행하는 전기차(EV), 전기차에 엔진을 추

가하여 평상시에 전기로 주행하며 필요시에 엔진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

1)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에너지통계연보

2) 환경부(2010), 환경백서

3)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범정부 차원의 그린카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린카의 종류와 정의, 생산목표, 보급목표 그리고 투자목표를 세우고 그 세부계

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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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하이브리드차(PHEV), 내연기관 엔진을 기반으로 주행하며 별도의 외

부충전 없이 회생제동을 이용하여 전기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차(HEV),

수소와 산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차(FCEV) 그리고 디젤엔진을

사용하지만 배출가스 적고 연료 효율이 좋은 클린디젤차(CDV)가 그것들

이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3.1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한다고 한다. 또

한 그린카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지원하며 전국에 충전시

설을 비롯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5일 발표된 온

실가스 감축 상세 기술개발 로드맵에서도 그린카는 수송분야에서 580만

t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

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된 기술로 가장 상용화된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

브리드 자동차(HEV)4)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발전기를 겸용하는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서, 내리막길을

주행하거나 제동이 남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여 저속에서는 모터로

운행하고 고속에서는 모터와 엔진이 같이 구동시켜 에너지 효율을 극대

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충전은 자동차의 회생제동

으로 주로 충전되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전원 공급은 필요 없으며, 따라

서 추가적인 전력 인프라 구성도 필요 없는 자동차이다. 우리나라 정부

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 자동

차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고 있으며 양산과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하지만 2009년 국내에서 1500cc급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시판되기

시작된 이래 HEV의 국내 판매 실적은 계속 저조한 상황이다. 2011년

HEV 판매량은 수입 HEV와 국산 HEV를 합하여 2 만여 대로 전체 승

용차 판매량의 1.3 % 수준에 불과하며, HEV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는 각각 7,193대, 5,279대 팔리는 데

4) 이 후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은 HEV 로

내연기관 자동차(Internal Combustion Vehicle)는 ICV로, 전기자동차는(Electric

Vehicle)은 EV로, 클린디젤자동차(Clean Diesel Vehicle)는 CDV로 축약하여 사

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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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다.5) 이는 동종의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 보아도 7.4%와 6.4%에 불

과한 수치이며,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HEV 판매를 위해 대대적인

판촉행사까지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이자 전 세

계 HEV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요타 프리우스가 판매순위 1위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2년에 들어서 국내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HEV의 판매

량은 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는 올 해도 HEV의 판매량이 저

조하다면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어렵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2012년까지 지원되는 HEV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곧 사라져

업계에서는 기한 연장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조기정착을 위

한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HEV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지만,

보유기간 동안의 유류비 절약분에 비해 HEV의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많으며, HEV 구매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더 커야 한

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가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비싼 HEV 보급을

확대시키는 이유는 결국 HEV가 운행하게 될 때 가져다 주는 사회적 편

익이 다른 차량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

과 비교해서 연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은 HEV가 확대된다면

유류비 절감이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너무

큰 보조금은 이러한 사회적 편익에 비해 보조금 비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연구는 중요한 일이다.

HEV와 같은 친환경 차량이 주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

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 외국의 HEV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국내에

서 제조되고 판매된 HEV를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한 예는 없었다. 이

는 국내에서 HEV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판되는

HEV를 대상으로 개인 구매자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과, 이 차량의 운행

5) 출처 : http://www.ajnews.co.kr/ajnews/view.jsp?newsId=20120507000447#

아주경제 신문(2012.05.17.)에서 각 제조사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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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여 HEV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본 논문

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 목적

국내에서 제작된 HEV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의 경제성을 판단하

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HEV를 개인이 구매할 때 ICV와 무차별하게 되는 사적 차

원의 보조금을 산출하고, 이 자동차 향후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여 그 경제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적

차원의 보조금은 먼저 현재의 HEV 보조금 지원 체제 하에서 HEV의 이

용기간 동안 총 운용비용을 동종의 ICV와 비교하여, HEV를 구매할 경

제적 유인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동차 전 이용기간에 걸쳐 세전 차량가격과,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세전 유류비용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비용들을

보조금 지원액과 비교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비교 판단해 볼 것

이다.

2. 분석 범위

1) 차종

2011년식 쏘나타 ICV와 동일한 옵션을 갖는 쏘나타 HEV 차량을 대

상으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쏘나타 ICV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내연기관 중형차이며, 쏘나타 HEV 역시 2011년 출시되어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판매된 차량이기 때문에 본 연구

의 대상 차종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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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V의 사적 보조금 분석

가. 분석대상 : 취득가격(세후), 유류비(세후), 유지관리비, 보험료

차량이 존재하는 전 주기동안 개인에게 부담이 되면서 HEV 와 ICV

간에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요인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차량 운행의 전주기 동안 필요한 비용의 분석대상은

차량의 세후가격과, 세후 유류비, 유지관리비, 보험료이다. 이 네 가지

요인은 개인이 차량은 운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ICV 와

HEV 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으로 차량의

배기량별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있지만, 이것은 ICV 와 HEV의 차

이가 없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량 취득가격과 유류비는 세후가격을 사용할 것이며, 유지관리비와

보험료 역시 차량의 경제적 차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

함된다.

나. 분석기간 : 차량이 존재하는 전주기로서 본 연구에서는 10년을 가

정한다.

3) HEV의 사회적 편익 분석

가. 분석대상 : 세수 감소액, 자동차가격(세전), 유류비용(세전), 환경

오염비용, 온실가스피해비용

ⅰ. 환경오염물질 : CO, HC, NOx

ⅱ. 온실가스 : CO2

본 연구에서는 HEV 의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ICV 와

HEV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HEV가 얼마나 사회적 편익을 있는

지를 분석한다. 교통 부문의 사회적 비용이란 교통시설이용자가 발생

시킨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은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의 합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부비용이란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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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부비용 외부비용

차량운행비용 유류비, 차량비, 통행료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교통시설비용 도로이용료 회수되지 않는 시설비용

교통사고비용 이용자의 교통사고 피해비용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

환경오염비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비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다른 사

람의 인체피해, 재산피해

혼잡비용 이용자의 시간비용 다른 사람에 대한 지체 비용

부담하는 비용으로 시간비용, 차량구입비용, 운행비용 등을 말한다.

외부비용이란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 대기오염, 교통사고, 고통혼잡, 소음공

해 등을 포함한다. (김강수, 2001)

[표1]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 분류

출처 : ECMT, Toward Fair and Efficient Pricing in Transport, 1996, p.16.

김강수(2001)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목적상 차량의 사회적 비용 면에서 ICV와 HEV 의 뚜렷

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유류비, 차량 가격, 환경오염비용, 온실가스피

해 비용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대상들은 차량의 사

회적 총 비용(Full Social Cost)를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현재 동원 가능한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요인들이다.

이 중 환경오염물질로 SOx 가 제외된 이유는, 황의 경우 활동도에

따른 연료소비량을 구하고 여기에 연료에 함유된 황함량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지만, 가솔린 승용차의 경우 황함량

이 경유에 비해 1/17 수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Ox를 분석대

상에서 제외한다.(국립환경과학원, 2010) 6)

6) SOx 배출량(kg/년) = 연료소비량(l/년)×연료비중×황함량/100×2 으로 산정되

며, 휘발유의 SOx 함량은 0.001%로 경유(0.017%) 와 LPG(0.015%) 에 비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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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SO2 와 CH4 가 제외된 이유

는, CO2로 환산한 N2O와 CH4의 배출량이 CO2의 각각 7%, 1% 미

만인 수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

다.

나. 분석기간 :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사적인 차원과

같이 10년을 가정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론 개요

1. 연구가정

1) HEV와 동종의 ICV 비교 연구

연구의 대상은 2011년식 내연기관 쏘나타 차량과 동일한 배기량과 옵

션을 가진 하이브리드 쏘나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2) 차량의 전주기 연구

본 연구는 차량의 전주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생산단계에서의 가격차이 뿐만 아니라 운행 단계에서의 모든

사회 경제적 비용이 포함된다.

3) 차량의 분석 기간

본 연구의 총 분석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차량 수

명은 기술진보와 함께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자동

차 수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총 수

명을 10 년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게 낮은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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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V의 정부 보조금 산출

우리나라 자동차 조세 체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ICV를 기준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HEV는 이러한 ICV에 적용하는 조세를 감면해 주는 형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쏘나타 HEV가 동종의 쏘나타

ICV에 비해 감면받는 조세를 보조금의 크기로 산출한다.

3. HEV의 사적 보조금과 사회적 편익의 산출

개인이 쏘나타 HEV를 구매할 때, 쏘나타 ICV와 무차별하게 되는 보조

금을 산출하여 현재의 보조금과 비교하여 무차별하게 되는 사적 보조금

을 산출한다. 또한 차량을 10년 동안 운행하였을 때, 사회적 차원의 쏘나

타 ICV와 쏘나타 HEV의 총비용을 비교하여 쏘나타 HEV의 사회적 편

익을 산출한다.

4. 사적 보조금과 사회적 편익의 비교

ICV와 HEV의 총 사회비용의 차이는 HEV를 10년간 운행하면서 내연

기관 차량 대비 발생하는 HEV의 편익의 크기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가 도출될 수 있다.

1) 사적 보조금( ) < HEV의 사회적 편익의 크기( )

사회적 편익을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2) 사적 보조금( ) > HEV의 사회적 편익의 크기( )

HEV의 사회적 편익이 개인이 무차별하도록 지급하는 보조금보다 작

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5. HEV의 사회적 편익의 변화 연구

신기술의 초기 단계에서의 생산은 원가 절감 요인이 작고 기술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만, 앞으로의 기술 진보와 생산되는 차량

생산대수의 증가에 따라 HEV의 사회적 비용은 낮아질 수 가능성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차량의 사회적 비

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 변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를

사적 보조금의 크기와 재비교 하는 연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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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 흐름도

자료의 분석

I<E : 사회적 편익을 한도로 보조금 지급

I>E : 사회적 편익의 변화에 대한 논의 필요

ICV과 HEV의 경제성 비교

생산대수 증가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HEV의 사회적 비용 변화 요인 도출

=>학습곡선을 이용한 개선비율을 도출, 시나리오 구성

HEV가 ICV와 무차별한

사적 보조금 산출 : I

I = HEV와 ICV의 사적총비용 차

HEV의 ICV 대비

사회적 편익 산출 : E

E= ICV 와 HEV의 사회적 총비용 차

HEV 의 사회적 편익 검토

개선비율A

1. 연비증가와 온실가스

감축이 선진국 수준

2. 두배로 증가

3. 변화없음

개선비율B

1. 연비증가와 온실가스

감축이 선진국 수준

2. 두배로 증가

3. 변화없음

개선비율C

1. 연비증가와 온실가스

감축이 선진국 수준

2. 두배로 증가

3. 변화없음

각 경우들의 HEV 사회적 편익을 사적 보조금과 재비교

I<E

사회적 편익을 상한으로

사적 보조금 범위 논의

I>E

HEV 보조금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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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제 1 절 보조금에 대한 정의와 자동차 보조금

1. 보조금 정의

1)　OECD 보조금 정의

　OECD에서는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시장수준 이하의 가격을 유지시

키거나 생산자에게 시장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

혹은 생산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관련조치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OECD는 보조금을 다음 표와 같이 세가지 범위로 나누어 정의한다.

[표 2] OECD 보조금 정의

범 위 내 용

환경적 정의
생태계에 보상없는 환경피해나 비가역적인 손실을 입히

는 재화나 용역의 흐름

경제적 정의
특정 재화나 용역의 생산 비용을 낮추거나 또는 거기에

부가된 가격을 높이는 정부주도의 시장 왜곡적인 간섭

재정적 정의
특정 재화나 용역의 생산 비용을 낮추거나 또는 거기에

부가되는 가격을 높이는 정부지출

출처 : OECD, Subsidies, Tax incentives & the Environment: Overview and

Synthesis, 1996

주목할 점은 OECD의 경우 생태계와 환경 외부비용에 대한 대가 없

이 혜택을 있는 경우에도 이를 환경적 보조금이라고 하여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있으

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와 서비스를 완전경쟁

하의 사적시장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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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부의 개입 없이 벌수 있는 소득보다 생산자의 소득을 더 끌어올

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chwartz & Clements, 1999)

2) 보조금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권오성 (2009)은 보조금에 대한 총체적, 총론적 접근을 시도했으며 우

리나라 보조금의 실제 예산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

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보조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 자금 급여

정부나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자금을 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교부하

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 제도를 가장 좁은 의미로 표현할 때는 바

로 이 자급급여 형태의 보조금 제도만을 지칭하게 된다.

나. 금융지원

정부가 기업 또는 개인 등의 경제 주체에게 장기 저리 등의 일반 시

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금융지원제도 또

한 국가기관이 조성한 자금을 시장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조금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보조금으로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 조세감면

조세감면제도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개인·법인에게 징수해야

할 조세에 대해 전부 또는 일정 부분을 면제해 줌으로서 이를 지원하

는 제도이다. 소극적인 조세 면제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자금급여

및 금융지원제도와 구별된다.

라.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정부가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대여해서 특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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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는 그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보조금의 금전적 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마.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제도 정부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용역을 특정 사경제 주체

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대량으로 구매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행위이다.

이상의 보조금 분류에 대해 정리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이브

리드 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조세감면은 정부의 예산에 분명히 드러

나지는 않지만 OECD와 WTO에서 모두 보조금의 한 종류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조세감면에 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제도를

보조금에 의한 지원제도로서 표현할 것이다.

2. 환경 보조금

환경 보조금의 개념은 아직 국내 외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

적으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노상환,

1998)

1) 협의의 보조금

협의 보조금은 환경재의 실질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가격으

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협의의 환경보조금 = 환경재를 시장기구내에서 생산하는대 고려되는

비용 - 환경재의 시장가격

2) 광의의 보조금

광의의 보조금에서는 환경재의 비용을 환경재의 모든 외부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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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가격으로 정의한다.

광의의 환경보조금 = 환경재로부터 유발되는 외부성을 모두 고려한

비용 - 환경재의 시장가격

3) OECD 보조금

현실적으로 환경재의 모든 외부성을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

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환경보조금을 표현한다.

OECD 국가들의 환경보조금 = 현실적으로 환경재의 계상 가능한

외부성을 고려한 비용 - 환경재의 시장가격

본 연구에서는 OECD의 계상 방법에 따라 HEV 자동차의 외부성을 고

려한 사회적 비용을 계상할 때, 현실적으로 계상 가능한 모든 비용을 고

려 할 것이다.

3. 자동차 보조금

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주로 자동차 세제와

지원제도에 대한 국제간 비교연구와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사후 비용편

익 분석 등이 주를 이루었다.

배정환(2006)은 바이오연료의 전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연구

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 연료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시나리오별

로 국내 유채에 의한 바이오 연료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시도하였다.

유채에 대한 보조금과 세수 감소액을 비용으로 보고 석유대체 편익과 각

오염물질의 환경오염 절감편익 및 CO2 절감을 편익으로 보고 비용편익

분석을 하였다.

김용성 외 (2007)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심층평가를 하였다. 수도

권대기환경개선 대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중심으로 성과

를 평가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성과 사적 경제성으로 비용편익 항목을 나

우어 구성하여 그 경제성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하였다. 이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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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정부 사업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사적 경제성과

사회적 경제성으로 나누어 접근한 방법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HEV

의 보조금을 사적인 보조금과 사회적인 차원의 편익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정부사업에 대한 공공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오염저감요소 평가와 경제성 요소평가 대한 주요항목을 알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일부 차용하여 사

용하도록 할 것이다.

제 2 절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1. 배출 계수에 관한 연구

1) 오염물질 배출계수 연구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이동오염원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에 승용차량에

대한 연료별, 배기량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산정하여 배출량산정 및 대

기보전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내 대표 차종을 차급별로 분류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을 실측하여 차종별, 속도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공시하였다. 또한 CO,

HC, NOx 에 대해 속도별 주행모드에 대한 배출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이

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계수는

2006년 당시의 차량을 대상으로 했으며, 차종별로 일일이 추정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대표차량을 샘플로 추출하여 차급별로 추정한 것이기 때

문에 본 논문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의해 환경부에서 매 년 고시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고시’ 자료를 이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 고시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운행되는 전 차종에 대해 CVS-75 모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

여 HC, NOx, CO2의 배출계수를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주행 조



- 15 -

건에서의 배출량을 산정했다는 측면에서, 이 고시의 배출계수를 본 연구

의 배출계수로 사용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2007)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에서는 이

동오염원에 대하여 엔진가열배출과 엔진미가열 배출, 휘발유 증발 배출

로 나누어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유 증발 배출

까지 본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크며 다른 배출에 비하여

그 양이 작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또한 CVS-75 모드

라는 주행모드는 25℃의 항온항습 상태에서 12시간 이상 보관 후, 차대

동력계 위에서 배기분석계 및 시료채취관을 연결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

기 때문에 엔진미가열 배출과 엔진가열배출을 포함한 시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동차 주행거리와 에너지 효율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해마다 자동차 주행거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다.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검

사통합시스템의 자동차등록마스터 자료를 이용, 별도 집계·구분하여 자

동차 등록현황을 3개용도 및 20개 세부차종으로 구분하였으며, 휘발유·

경유·LPG·기타연료 사용 자동차로 구분하여 주행거리를 산출하였다. 매

우 광범위하고 정확한 주행거리 산출이라고 판단되며 본 논문에서의

2003~2010년도의 주행거리 경향을 참조하여 앞으로의 주행거리를 산출

해 볼 것이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해마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하기 위

해 국내 모든 차종에 대해 CVS-75 모드에서의 연비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자료를 인용하여 자동차의 연비를 산출하겠다.

3. 전기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이경빈(2003)은 HEV와 EV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가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개선효과를 기존에 운행하는 ICV와 비교 평가하

여, EV 도입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대상은 북미에서 시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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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국내에서 아직 연구 중인 EV와 HEV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기오

염 물질 배출 및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사회적 외부비용은 HEV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논문은 대상 차종이 ICV의 경우 디젤승용차를 포함하고 있

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가솔린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가솔린 자동차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주범인 SOx가 거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환경성과가 과대하게 평가되었을 가능

성이 높으며, 자동차가격과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계산되어 결과의 신

빙성에 떨어진고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의 후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ICV

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과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이 논문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4. 학습효과에 의한 자동차 생산비용 감축에 관한 연구

HEV 생산 공정에서는 기존 ICV 제품과는 구성과 부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 생산으로 인한 학습효과가 발생한다. 학습효과가 있다면 제

품생산의 규모에 관계없이 제품 생산량이 누적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Pindyck, et. al, 1988).

즉 처음 생산을 시도하면서 작업자와 설비의 비 효율성으로 비교적 높은

생산 비용이 들지만, 생산을 지속하여 누적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비

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 학

습곡선이다.

학습곡선은 인간의 반복 생산 작업에서 작업자의 효율증가 경향을 표현

한 곡선으로, 인력 소요계획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구매 물량에 따른 가

격추정,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가격의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

다(Stevenson, 2009). 정재우 외(2010)는 전기자동차의 종류별 핵심부품

의 초기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EV와 HEV 그리고 PHEV의 학습곡선식

을 이용하여 [그림1]과 같이 학습곡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개선비율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산업계 평균으로

고려하여 90%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공정은 여러 산업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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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가장 매뉴얼화가 빠른 공정 중 하나이며, 예상되는 개선 비율은

90%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정재우(2010)의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의 생산원가는 10년 만에 800만원 가까이 떨어지며 이 경우는

동종의 ICV보다 생산원가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HEV는 기본

적으로 ICV보다 더 많은 구성 부품이 들어가고 구성이 더 복잡하여 조

립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ICV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EV의 개선비율을 추정을 시도하여 향후 HEV의 가격

예측을 해 볼 것이다.

[그림 2]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가격의 학습곡선

출처 : 정재우 외 (2010). "전기자동차의수명주기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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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목
과세

주체
과세대상 세율

취득

단계

개별소비세 국세
배기량이 2천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100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5/100

교육세 국세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30/100

부가가치세 국세 자동차 판매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10/100

취득세
지방

세
차량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70/1000 (경차제외)

보유

단계

자동차세
지방

세
승용자동차

영엉용 : cc당 18-24원

비영업용 : 80-220원

지방교육세
지방

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
30/100

운행

단계

교통에너지

환경세
국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탄력세

율)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3원(탄력세

율)

교육세 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100

부가가치세 국세 휘발유, 경유, 부탄 10/100

주행세
지방

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 260/1000

제 3 절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현황

1. 자동차 세제 현황

우리나라의 2011년 현재 자동차세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2011년 기준)

출처 : 김재진 외 (2009), 『외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 개혁 동향 및 시사

점』에서 편집하여 인용.

주 1 : 취득세는 2011년부터 등록세와 통합하여 운영되며, 세율이 기존의

20/1000에서 70/1000 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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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방법

지원내역

(단위:만원)
보급대상 보급지역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조금

소형 : 200

대형화물·버스 : 650
일반소비자

수도권 및

5대광역시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금

버스 :1,850(대형)/1,600(중형)

청소차 :4,200(11t), 2,700(5t)
운수사업자 등 15개 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

지원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감면 (최대 332만원 감면)
일반소비자 전국

자동차의 취득단계에서는 자동차 구입가액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부과된다. 보유단계에서는 자동

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기 때

문에 친환경차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운행단계에서는 교통에너지환

경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주행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2.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김재진 외 (2009)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방법과 대상

차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지원차종 : 저공해경유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2) 지원방법 : 초기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대량생산 단계에서는 세

금감면을 통하여 친환경차의 구입을 지원함.

3) 보급대상 : 초기에는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을 지원 대상으

로 하나, 대량 생산 단계에서는 일반소비자의 친환경차 구입으로 그 범

위가 확대됨.

4) 보급지역 : 초기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지원 대상으로 하나, 대

량생산 단계에서는 전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

[표 4] 우리나라 친환경차 보급지원제도

출처 : 김재진 외 (2009), 『외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 개혁 동향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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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V 지원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

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09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

행계획(환경부고시 제2008-226)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고보

조금 지원을 통해 총 2458대의 HEV가 보급되었다. 2009년부터는 HEV

가 양산체제를 갖추어 본격 생산되므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신 취·등록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김재진 외, 2009)

[표 5] HEV 중기보급 지원계획

구분 1단계(시범운행) 2단계(소량생산) 3단계(다량생산)

지원방법 국고보조 국고보조 세제지원

해당연도 2004∼2006 2007∼2008 2009∼2012

지원규보 730대, 204억원 1,728대, 230억 -

지원방법내역
국고보조

(대당 28백만원)

국고보조

(대당 14백만원)

세제지원

(취득세 등)

보급대상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일반소비자까지

확대

보급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2006) 수도권 및 광역시 전국

출처 : 2009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환경부고시 제2008-226호)

2013년 이후 HEV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

HEV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은 [표 6]과 같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의 최대 감면 상한을 정해 놓았으며, 이에 연계되어

자동으로 감면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있다. 도시철도 채권의

일부 감면 혜택도 주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채권을 할인하여

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면 혜택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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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HEV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세목
최대

감면금액
적용기한

(1)개별소비세 100만원

2009.07∼2012.12

(2)취득세 140만원

(3) 기타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감면되는 부분)

3-1) 교육세 30만원

3-2) 부가가치세 13만원

3-3) 취득세 9만원

(4）도시철도구입금액 40만원

최대 332만원

주: 1)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2)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액 합계의 10%

3) 도시철도금액 :200만원×20%(배기량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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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론

제 1 절 HEV 의 사적 보조금 분석

1. 사적 보조금 추정 방법

쏘나타 HEV 차량과 동일한 배기량과 옵션을 갖은 ICV 모델의 공장

출하가격과 구매자의 취득가격은 [표7] 와 같다.

[표 7] 2011년식 쏘타나 ICV와 쏘나타 HEV의 조세와 취득가격

종 류 모델명
공장출하

가격
총 세금 세후가격 세금감면 취득가격

내연기관

자동차

단위 : 천원/대

Sonata YF

CVVL

Premier(A/T)

22,023 5,418 27,441 0 27,441

하이브리드

자동차

단위 : 천원/대

Sonata HY

Premier(A/T)
27,615 6,794 34,410 -2,921 31,489

출처 : 현대자동차 http://www.hyundai.com/kr/, 2011년 말 가격 기준

주 1 : 배기량은 1999cc 로 동일, 동일한 옵션을 적용한 차량임.

공장에서 출하된 물품가격은 쏘나타 HEV가 약 560만원이 더 높으며

세금을 적용하였을 때의 가격은 730만원이 더 높지만, 세금 감면 혜택으

로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의 가격 차이는 약 400만원 정도이다.

자동차의 평균 보유기간 10년 동안 ICV와 HEV의 총비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총비용 면에서 쏘나타 ICV와 HEV가 무차별하

게 되는 보조금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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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조세감면 전 차량가격은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조세감면전차량가격 ×

 :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율, 단  ≤ ≤ 

 : 내연기관 자동차 조세 부과 전 자동차 가격

여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조세감면 되는 비율을 라고 한다면 조세

감면 된 후의 차량 가격은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조세감면후차량가격 ×

 :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금 감면율, 단 ≤≤

자동차의 유류비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년도의 유류사용액, 세후금액

 : 자동차 연비(L/Km)

 : 자동차 연도별(I) 일평균 주행거리(Km/day)

 : 자동차 휘발유 연도별(I) 유가(원/L), (세후 기준)

HEV와 ICV의 개인소유자가 자동차의 총 보유기간 10년 동안 들어가는

총비용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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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동안 자동차의 취득과 운행 처분에 들어가는 총 비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 개인의 자동차 할인율

 : 자동차의 연도별(i) 유류비 (세후가격 기준)

 : 자동차의 연도별(i) 유지보수비

 : 자동차의 연도별(i) 보험료

 :　10년 뒤 자동차의 잔존가치

이때 HEV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개인의 보유기간동안 들어가는 총 비

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비용이 ICV의 총 비용과 같다면 두 차량은 무

차별하게 된다. 또한 조세를 차가한 HEV의 총비용이 작을 때는 HEV을

구입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세울 수 있

다.

 ≥   × × 

위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조세 감면율  에 대한 하한을

구할 수 있다.


 × 

  

≤ 

위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내

연기관차량과 무차별하게 되는 보조금   
를 구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액  × ×  와 조세감면율 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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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별 적용기준

1) 할인율 ()
김용성 외(2007)은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하면서 경유

자동차 개인소유자 입장에서 평가할 때 자동차할부시장 금리수준대를 고

려하여 연 8%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2011년 말 자동차 할부 금융시장

에서의 할인율은 7.95%이며 전년 대비 내구재의 물가상승률은 0%이기

때문에, 7.95%를 본 연구의 사적 관점에서의 자동차 총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할인율로 적용하도록 하겠다.

2) 잔존가치 ( )

회계기준법이나 세법의 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자동차의 정확한 가치 절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계적인 방법보다는 보험사나 중고차 시장에

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잔존율을 이용하여 차량의 잔존가치를

산출하고자 한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 감가상각 잔존율

은 중고차의 시중가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보험사가 차량의 도난

이나 파손시 보상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감가상각 잔

존율은 [표 8]과 같다.

[표 8] 표준 감가상각 잔존율표

차령 1 2 3 4 5 6 7 8 9 10

잔존율

(%)
79.4 63.1 50.1 39.8 31.6 25.1 20.0 15.8 12.6 10.0

출처 : 보험개발원

주1. 차량 도난 및 완파시 보상하는 기준임

위 표에 따르면 3천 만원에 신차를 구입했을 때, 10년이 지난 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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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가치는 3백만으로 절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합리적인 감가상각 잔존율 표라고 판

단되며, 본 논문에서는 위 잔존율을 이용하여 10년째 되는 해의 잔존

가치를 취득가의 10%로 하겠다.

3) 유류비 ( )

가)　휘발유 가격 ( )

개인의 차원에서 보조금을 산정할 때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2012년 현재 휘발유 조세체계는 다음표

와 같다.

[표 9] 휘발유 조세 체계

세전 가격 물품가격

교통에너지환경세 475원/L + 탄력세율(11.75%)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100

지방주행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100

공급가액 세전가격 + 교에환 +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세전가격 + 교에환 + 교육세 +주행세)의 10/100

세후 가격 공급가액 + 부가세

출처 : 김승래, et. al. (2008),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이철용(2010)은 `베이지안 추론(통계학 연구방법)을 토대로 시나리오별

`국제유가 중·장기 예측모형`을 개발했다. 고유가 상황은 경기 회복에 따

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석유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탐

사나 개발분야에 있어서 투자의 감축과 OPEC 의 가격상승을 위한 공급

조정이 전제된다. 저유가 상황은 세계경제의 침체로 유류 수요가 줄어들

고 공급측면에서는 공급 국가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이다. 고유가 상황에서는 국제 석유가격은 연평균 5.9~6.4% 까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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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저유가 상황에서는 연평균 2.3~2.9%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그림 3 ] 국제유가 중장기 예측 시나리오

출처 : 이철용(2010), 국제 유가 중장기 예측모형 개발

(베이지안 추론 이용)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고려하여, 유가 상승률

을 6.2%로 상정하고, 2011년 IMF에서 한국의 중단기 물가상승률로7)

예측한 3.1%를 고려하여 향후 유가 실질 가격을 다음 표와 같이 도출

하였다.

7) IMF 예측; 2010~2015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매일경제, IMF,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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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 1 2 3 4 5 비고

유가

명목상승
1,051 1,116 1,185 1,259 1,337

유가 명목

인상률(6.2%)

유가

실질상승 세전
1,051 1,083 1,150 1,221 1,297

물가상승률

(3.1%) 고려

유가

실질상승 세후
2,000 2,035 2,108 2,187 2,270

년 수 6 7 8 9 10

유가

명목상승
1,420 1,508 1,601 1,701 1,806

유가

실질상승 세전
1,377 1,462 1,553 1,649 1,752

유가

실질상승 세후
2,359 2,452 2,552 2,658 2,771

[표 10] 고유가 시나리오 반영한 국내 휘발유 가격 단위 : 원/L

사적 차원에서 적정 보조금 산출은 위 표의 세후 유가 실질 가격 상

승분을 이용하여 휘발유 유가를 산출하겠다.

나) 일평균 주행거리 ( )

교통안전공단(2004-2010)의 연구를 통하여 2000cc 미만급의 주행거리

연도별 자료를 [표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11] 연도별 자동차 주행거리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자동차

2000cc미만급

일평균 주행거리

44.80 46.21 45.89 40.62 34.37 34.70 32.30

전체 자동차

일평균 주행거리
60.90 58.60 57.30 54.80 47.80 47.60 46.20

출처 : 교통안전공단(2004~2010),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분석 연구(2004~2010)

에서 편집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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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 변화

출처 : 교통안전공단(2010), 2010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분석 연구

주행거리가 [그림 3]과 같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은 유가상승으로 인

한 자동차 이용의 억제 및 전철망 등 신규 대중교통수단 확충으로 보

인다. 버스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의 수단 전환 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교통안전공단, 2009)

전체 차량의 일평균 주행거리는 2002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최근의 주행

거리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 개년도의 평균

감소율 1.69%를 향후 자동차의 주행거리로서 적용하도록 하겠다.

다) 자동차 연비 ( )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해마다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을 분석하며,

연비 측정은 CVS-75 모드로 주행시 나오는 탄소성분의 배출가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8)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측정한 연

8)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http://bpm.kemco.or.kr/transport/index.asp) 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CVS-75 모드에서의 연비와

CO2 배출계수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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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유종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변속

형식

연비(km/

ℓ)

등

급

쏘나타 2.0하이브리드 휘발유 1999 1560 자동6 21 1

쏘나타 2.0가솔린 휘발유 1999 1415 자동6 14 2

비를 사용할 것이다. 이후에 사회적 관점에서의 보조금 추정에서 논하

는 오염물질 배출계수도 CVS-75 모드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비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2012년에 들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주

행 연비에 각각 55%, 4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복합연비로 차

량의 연비롤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현재로서는 개별 쏘나타

차량에 대한 연비가 측정되어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하

던 공인연비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연비의 열화계수 적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국립 환경과

학원에서 2001년 이후 생산된 휘발유 승용차에 대해 오염물질 열화계

수가를 1로 공시하였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연비 측정

은 CVS-75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그것의 탄소성분을 이

용하여 연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열화계수가 1이라면 연비

의 열화계수도 1로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모델의 연비는 다음표와 같다.

[표 12] 2011년식 쏘나타 ICV와 HEV 자동차 연비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http://bpm.kemco.or.kr/transport/index.asp

4) 유지보수비 ( )

미국의 자동차 평가 전문기관인 Kelly Blue Book 에서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 취득 및 운영시 소요되는 비용

을 제시하였다. 이 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연기관 쏘나타 취득 후 5년간

유지 보수 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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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1년식 쏘나타 ICV에 대한 유지보수비

년수 1 2 3 4 5 계

유지보수비(US$) 192 395 192 757 647 2,183

출처: 미국 자동차 평가 전문기관 Kelly Blue Book

http://www.kbb.com/hyundai/sonata/

취득 이후 향후 5년까지만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의 연평균 성장률 35.49%를 6년차에 적용하여 계산하고, 향후에는 이

비용이 해마다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유지보수비를 산출하였

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차량이 증가할수록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지만

6년 이상의 차령에 대한 합리적인 유지보수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년차 유지보수비를 이 후에도 적용하겠다.

또한 HEV는 발전기와 배터리가 내연기관과 연동하여 작동하기 때문

에, 통상 그 구조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복잡하고 구성하는 부품은

더욱 많다. 따라서 수리비와 유지보수비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HEV의 유지보수비에 관련한 자료는 없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HEV의 공장 출하가격이 ICV 보다 25% 높기 때문

에 이를 유지보수비에 대입하여 HEV의 유지보수비를 산출하겠다. 그

리고 25%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겠다.

[표14] 쏘나타 차량의 유지보수비 산출

년수 1 2 3 4 5 6 7 8 9 10

쏘나타 ICV

(US$)
192 395 192 757 647 877 877 877 877 877

쏘나타 HEV

(US$)
230 474 230 908 776 1064 1064 1064 1064 1064

출처: 미국 자동차 평가 전문기관 Kelly Blue Book에서 쏘나타 내연기관 차

량의 1~5년까지의 유지보수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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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 )
2009년 보험개발원에서 조사한 차 1대당 평균 보험료가 650천원인 점

을 고려하여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 1대의 보험료를 705 천원으로 계

산하였다.

[표 15] 대당 자동차 보험 평균보험료 추이

년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평균보험료

(천원)
527 563 574 610 651 693 705

출처 : 보험개발원

주) 대당평균보험료 = 전체수입보험료÷대인배상 평균유효대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현재 거의 없지만, 롯데손해보

험에서 보험료 1%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였다. 또한 3년 동안 무사고로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 보험

료를 매해 10% 씩 할인받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연도별 자동차 보

험액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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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HEV의 사회적 편익 분석

1. 사회적 편익 분석 방법

사적 차원에서는 차량의 취득비용, 유류비,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보조

금 추정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대기오염물

질 피해비용과 온실가스 피해비용 그리고 세전 유류가격을 적용한 유류

비를 적용하여 적정 보조금을 추론해 보겠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산출방법이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별(k) 연도별(i) 피해비용 (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k) : CO, NOx, HC, CO2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별(k) 배출계수 (g/Km)

 : 자동차 연도별(i) 일평균 주행거리(Km/day)

 :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의 단위 피해비용 (원/kg)

조세는 정부로의 이전효과만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보조금 분석에

서는 세금을 제외한 차량가격과 유류비용을 사용하였다.

환경오염물질인 SOx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가솔린 차량의 경

우 디젤 차량과 달리 SOx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가

스인 N2O와 CH4를 분석에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CVS-75

주행모드에서 각각 CO2의 7%와 0.3%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류정호 외, 2006)

자동차의 유류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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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년도의 유류사용액, 세전금액

 : 자동차 연비(L/Km)

 : 자동차 연도별(I) 일평균 주행거리(Km/day)

 : 자동차 휘발유 연도별(I) 유가(원/L), (세전 기준)

 : 유류 세액,  ≤  ≤ 

조세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HEV의 존속기간동안 ICV 대비 유류

비용과 환경오염비용 감소 편익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  ××

 
: HEV 조세 부과 전 자동차 가격

 : 자동차 세율, 단 ≤ ≤ 

 : HEV 세금 감면율, 단 ≤≤

 : 사회적 할인율

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조세감면율 의 상한이 결정된다.

≤
  




  












÷ ×

또한 차량을 생산하는 비용과 유지보수비 역시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

면, 조세 부여전의 차량가격과 유지보수비를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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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세 부여 전 차량가격과 유지보수비를 추가하여 분

석을 시도해 보겠다. 여기에서 유지보수비의 세금은 적기 때문에 고려하

지 않았다.







 















 ≥  ××

 : 차량의 i 년도 유지보수비

 
: HEV 조세 부과 전 자동차 가격

 
: ICV 조세 부과 전 자동차 가격

2. 요인별 적용기준

1) 할인율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사업의 경제적 평가에 사용되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지침의 수정·보완연구(제5판)」에서 제

시된 5.5%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2) 오염물질 피해비용 산출

가) 오염물질 배출계수

2011년도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고시 자료를 이용

하겠다. 환경부 고시 자료는 CVS-75 모드를 이용한 것으로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직접 시험하여 도출한 값이거나 자동차 제작사가 제출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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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고시

모델명
배기량

(cc)

HC

(g/km)

Nox

(g/km)

CO

(g/km)

CO2

(g/km)

쏘나타 2.0

내연기관
1,999 0.018 0.016 0.179 187.2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1,999 0.003 0.006 0.023 111.0

출처 : 2011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1-184호

나) 열화계수

자동차의 경우 운행시간과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촉매 및 엔진

의 노후화로 인하여 생산 초기보다 추가적인 배출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서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추가적인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

후화의 정도를 타나낸 것이 열화계수이다. (국립환경과학원, 2010)

다음 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차종별 차령별 열화계수를 공시한 자

료이다.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후 10년간 열화계

수가 1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17] 차종별 차령별 열화계수

차령

승용차

경차 ‘00 이전 ‘01이후
경유

NOx 기타

1 1 1 1 1 1

2 1 1 1 1 1

3 1 1 1 1 1

4 1 1 1 1 1

5 1 1 1 1 1

6 1.1 1.1 1 1.02 1.05

7 1.2 1.2 1 1.04 1.1

8 1.3 1.3 1 1.06 1.15

9 1.4 1.4 1 1.08 1.2

10 1.5 1.5 1 1.1 1.25

출처: 국립환경과학원(201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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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열화계수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

다.

다)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

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은(kg 기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

사(5판) 자료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한 다음 자료를 적용하도록 하

겠다.

[표 18] 주요 오염물질의 kg 당 사회적 비용

구분 CO HC NOx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5판)
9,127원 10,608원 10,981원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

정·보완 연구 제5판

주1 : 예타(5판) 자료를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1년 가격으로 보정

예비타당성조사(5판) 에서 제시한 오염물질의 원단위 비용은 NOx와

PM의 경우 유럽의 연구기관에서 1990년대 초에 연구한 자료이며, CO

와 HC의 경우 전문가 설문을 통한 위해도 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

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서 오염물질의 원단

위 피해비용을 종합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의 피해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아 한국개발연구원 예타 표준지침의 자료를 본 연구에 적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3) 온실가스 피해비용 산출

가) CO2 배출계수

본 연구 대상인 2011년식 쏘나타 ICV와 HEV의 CVS-75 모드에서의

CO2 배출 측정값은 각각 187.2g/km 과 111g/km 이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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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계수는 이 값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며, 일평균 주행거리는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2와 오염물질은 NO2, HC, CO 는 서로 비례하여 배출되며, 오염물

질 열화계수가 내구연수 10년 동안 1이기 때문에 CO2의 열화계수 역

시 1로 적용한다.

나) N2O 와 CH4 배제

CH4나 N2O 배출량의 경우 개별 차종에 대하여 측정된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1년 산출한 온실가스

계량식을 이용하여 2011년식 쏘나타 ICV와 HEV 의 N2O와 CH4를 도

출하였다.

[표 19] CH4와 N2O의 배출계수 산출 방법

온실가스 배출계수식
평균속도 34.1Km/h

적용시 온실가스 계수

g/km

CO2 환산

g/km

CO2 Y = 1177.7 X
-0.5151

191.211 191.211

CH4 Y = 0.4406 X
-0.7581

0.03034 0.6372

N2O Y = 0.67 X
-0.7636

0.45255 14.029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2001)에서 중대형차 배출계수식만 편집하여 인용

계량식을 이용하면 CH4 는 CO2로 환산하더라도 2011년식 소나타의

적용 배출계수가 1g/km를 넘지 않으며, N2O 의 경우도 CO2 의 7%

수준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탄소의 한계피해비용은 현재 상태에서 탄소 1 ton 이 배출되어 일으

키는 피해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결정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의

경제적 산정 값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6년 IPCC Working

Group II는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해 그 이전까지 발표된 연



- 39 -

구결과를 종합하였는데,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5-$125 (1990년

기준) 또는 $6-$160 (2000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제안하였다. 기존연

구들은 사회적 비용이 미래의 수입증가와 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사회적 한계비용 추정은 매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방

대한 양의 자료를 필요로 하며, 항상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많은 연구

들이 한계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였지만, 현재로는 약 $7~$40/tC 이 가

장 많이 인용되는 결과이다(채여라 외,2006).

높은 사회적 비용은 적극적인 탄소배출 삭감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

다. 영국 정부는 최근 낮은 할인율(1%)를 적용하여 $100/tC의 온실가

스의 한계 피해비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각 기관에서 제시하는 최근

의 온실가스의 한계 피해비용이다.

[표 20] 온실가스 한계 피해비용

영국 유럽연합 World Bank 네덜란드

온실가스 한계비용 €105 /t C €17-70 /tC €20/tC €8.8 /tC

출처 : 채여라 외(2006), 『적정 탄소세 책정을 위한 온실가스의 단위
피해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

실가스의 단위당 피해비용이 점점 증가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위 연구 결과중 비교적 객관적이면서 최근의 연구결과를 제

시한 EU의 결과를 인용하여, 온실가스의 단위당 피해비용을 €44/t C

로 하였으며, 별도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유류 비용

사회적 차원에서 보조금 추정 시 유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

며 고유가 시나리오의 세전 실질유가를 적용하여 적정 보조금을 추정

하여 보겠다. 구체적인 적용 유가는 표 [10]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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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HEV의 사적 보조금과 사회적 편익의 비교

HEV 의 사적 보조금의 크기와 사회적 편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사적 보조금 :    

사회적 편익 :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1. 사적 보조금 < HEV의 사회적 편익의 크기 (   )

개인이 HEV를 구매할 때 ICV와 무차별하도록 지급하는 보조금이 크

기가 이 자동차를 앞으로 10년간 운행했을 때 나오는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적 편익을 상한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2. 사적 보조금 > HEV의 사회적 편익의 크기 (   )

개인이 구매할 때 ICV와 무차별하도록 지급하는 보조금이 크기가

HEV의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경우이다. 이 경우 HEV의 향 후 사회적 편

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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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HEV의 사회적 편익의 변화 연구

신기술의 초기 단계에서의 생산은 원가 절감 요인이 작고 기술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만, 앞으로의 기술 진보와 생산되는 차량

생산대수의 증가에 따라 HEV 의 사회적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변화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

1. 변화 요인 도출

앞으로 HEV의 기술진보와 생산량 증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 요인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
  

  
∆

 
 ∆

  




    ∆   ∆


: HEV 가격 변화



, 


: HEV와 ICV의 연비 변화로 인한 유류비 변화


 


: 연비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피해비용 변화

1) HEV 가격 변화 (∆
)

HEV의 누적 생산 대수가 증가하며 차량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때 학습곡선을 이용하여 가격이 낮아지는 추이를 알아볼 수 있다.

학습곡선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EV와 HEV의 학습

곡선을 추정한 정재우 외(2010)가 이용한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겠다.

학습곡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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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 번째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제품의 비용

 : 상수, 첫 번째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ln
ln

 : 개선비율 (Progress Ratio)

여기서 개선비율은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낮아지는 비용의 비

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개선비율 90%라면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비용이 10%씩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도요타의 프리우스 자동차

의 누적생산량과 가격을 이용하겠다. 원가가 아닌 판매가격을 사용하

는 이유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원가를 사내 기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

에 판매가격을 이용하였다. ICV의 가격 ( 
) 의 경우, 충분한 누적 생

산량으로 더 이상의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2) 연비 변화로 인한 유류비 변화(
∆


, 

∆

)

본 연구에서는 세전 유류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 ×



:  년도의 유류사용액, 세전금액

 : 자동차 연비(L/Km)

 : 자동차 연도별(I) 일평균 주행거리(Km/day)

 : 자동차 휘발유 연도별(I) 유가(원/L), (세전 기준)

 : 유류 세액,  ≤  ≤ 

자동차 성능향상과 함께 연비가 상승되었을 경우 유류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류비 변화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43 -

3) 연비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비용 변화(
∆


∆


)

∆  ∆× × ××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별(k) 연도별(i) 피해비용 (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k) : CO, NOx, HC, CO2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별(k) 배출계수 (g/Km)

 : 자동차 연도별(i) 일평균 주행거리(Km/day)

 :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의 단위 피해비용 (원/kg)

연비가 변화하면 온실가스 배출계수도 변화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동

차의 연비를 측정하는 방식은 탄소성분을 포함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취합하여 배출계수를 산출한 후, 이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연비를 계산

하는 방식이다. 9)

배기량 2000cc 급 휘발유 자동변속 승용차에 대한 연비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연비×××


이때 계산된 연비 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산화탄소

(CO₂)로 연비와 99.9%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 식을 이용하여 연비의 변화에 따른 CO2의 배출계수를

다음 공식으로 구한다.

9)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 http://bpm.kemco.or.kr/transport/co/co_202.asp)에는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와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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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그리고 달라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피해비용을 산

출한다.

온실가스 외에 오염물질인 NOx, HC, CO2 경우 과거에 비해 후처리기

술 발달로 현재 시점에서 배출량이 충분히 작고, 자동차의 사회적 총 비

용에 미치는 영향이 온실가스에 비해 많이 작기 때문에 시나리오 구성에

서 제외하였다.

2. 변화 시나리오 구성

1) HEV 가격 (∆
) 의 변화

일본 프리우스의 경우를 이용하여 산출된 개선비율을 중심으로 개선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경우에 따라 변화된 미래 차량 가격을 산출한

다.

2) 각 개선 비율에 따른 유류비 변화와 온실가스 피해비용 산출

가) 향후 연비증가에 따른 유류비 감소와 온실가스 피해비용 감소가

없는 경우

- (
∆


, 

∆

)와 (

∆


∆

)가 변

화가 없는 경우

나) 선진국 수준의 연비증가와 온실가스 피해비용 감소가 해마다 점

차적으로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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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비

(km/L)

ICV 14.0 14.2 14.3 14.5 14.6

HEV 21.0 22.0 23.0 24.0 25.0

온실가스

(g/km)

ICV 167.5 165.7 163.9 162.2 160.5

HEV 111.6 106.6 101.9 97.7 93.8

차종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비

(km/L)

ICV 14.8 14.9 15.1 15.2 15.4

HEV 26.0 27.0 28.0 29.0 30.0

온실가스

(g/km)

ICV 158.8 157.1 155.5 153.8 152.2

HEV 90.2 86.8 83.7 80.8 78.1

-
∆


와 

∆

가 선진국이 수준으로 변화

-
∆


와 

∆
 는 동종 ICV의 과거 변화 양상을

반영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선진국 수준의 연비와 배출계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연비의 변화는 1997년에서 2009년까지 도요타 프리우스의

연비가 28km/L에서 38km/L (일본 연비기준)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국

내 HEV는 해마나 1km/L 씩 변화는 것으로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계

수는 연비에 따라 위에서 기술한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쏘나타

ICV의 경우 1988년도 2세대 쏘나타(2000cc급)의 연비가 10.86 km/L

였으며 현재 2011년식 쏘나타의 연비가 14 km/L 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연평균 증가율인 1.06%를 이용하여 미래의 연비 변화를 산출하였

다.

[표 21] 선진국 수준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계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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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비

(km/L)

ICV 14.0 14.2 14.3 14.5 14.6

HEV 21.0 24.0 26.0 28.0 30.0

온실가스

(g/km)

ICV 167.5 165.7 163.9 162.2 160.5

HEV 111.6 97.7 90.2 83.7 78.1

차종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비

(km/L)

ICV 14.8 14.9 15.1 15.2 15.4

HEV 32.0 34.0 36.0 38.0 40.0

온실가스

(g/km)

ICV 158.8 157.1 155.5 153.8 152.2

HEV 73.3 69.0 65.1 61.7 58.6

다) 선진국의 2배 이상의 수준의 연비증가와 온실가스 피해비용 감소

가 발생할 경우

-
∆


와 

∆

가 선진국의 두 배 수준으로 변화

-
∆


와 

∆
 는 동종 ICV의 과거 변화 양상을

반영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의 연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계수 변화는 일본

프리우스의 연비변화의 두 배 수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가정한다.

[표 22]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계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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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적 보조금의 크기와 재비교

시나리오의 결과값을 가지고 사적 보조금의 크기와 재비교 한다.

1. 사적 보조금 < HEV의 사회적 편익의 크기 (    )

재분석을 하였을 때, ICV와 무차별하도록 지급하는 보조금의 크기가

향후 생산될 HEV를 10년간 운행했을 때 나오는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적 편익을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

제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범위에서 개인

이 내연기관에 비해 무차별하게 되는 보조금보다 더 주어도 되는 보조금

의 범위를 논할 수 있다.

2. 사적 보조금 > HEV의 사회적 편익의 크기 (    )

향 후 기술진보와 가격하락의 가능성을 두고 재분석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개인이 구매할 때 ICV와 무차별하도록 지급하는 보조금이 크기

가 HEV의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경우이다. 이 경우 HEV에 보조금을 주

는 것은 사회 경제적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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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령

잔존

가치

연간

유류비

유지

보수비
보험료 계

현재

가치

취득

가격
총계

1 1,684 212 705 2,601 2,410 27,441 29,851

2 1,684 437 705 2,827 2,426 　 2,424

3 1,715 212 705 2,633 2,093 　 2,090

4 1,749 838 634 3,223 2,373 　 2,369

5 1,785 716 571 3,073 2,096 　 2,091

6 1,824 971 513 3,309 2,091 　 2,085

7 1,864 971 462 3,297 1,930 　 1,924

8 1,907 971 416 3,294 1,786 　 1,780

9 1,953 971 374 3,298 1,657 　 1,650

10 (2,744) 2,001 971 337 565 263 　 1263

계 (2,774) 18,170 7,275 5,425 30,870 20,358 27,441 46,571

제 4 장 사적 보조금 결과 분석

제 1 절 HEV 의 사적 보조금 분석

1. 사적 총비용 비교 분석

2011년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개인이 이 차량을 향 후 10년 동안 운행

했을 때의 쏘나타 ICV 와 HEV 의 총 사적비용을 [표23]과 [표24]에 나

타나 있다.

[표 23] 쏘타나 ICV의 보유기간동안 총 사적비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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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령

잔존

가치

연간

유류비

유지

보수비
보험료 계 현재가치

취득

가격
총계

1 1,122, 265 697 2086 1,933 34,410 36,343

2 1,123 547 697 2368 2,032 　 2,032

3 1,143 265 697 2107 1,675 　 1,675

4 1,166 1,048 628 2843 2,093 　 2,093

5 1,190 896 565 2651 1,808 　 1,808

6 1,216 1,214 508 2939 1,857 　 1,857

7 1,242 1,214 457 2914 1,706 　 1,706

8 1,271 1,214 412 2897 1,571 　 1,571

9 1,302 1,214 370 2887 1,450 　 1,450

10 (3,441) 1,334 1,214 333 2 1 　 -259

계 (3,441) 12,113 9,094 5,370 23698 16,129 34,410 50,278

[표 24 ] 쏘타나 HEV의 보유기간동안 총 사적비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 기간에 걸쳐 차량의 취득과 운행에 들어가

는 총비용이 HEV가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쏘나타 HEV 소유자가 차를

보유하는 동안 자동차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쏘나타 ICV보다 크다는 것

이다. 따라서 개인의 HEV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세감

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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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사적 보조금 비교 분석

세 목
내연기관

차량 세제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조세감면(X)

하이브리드

조세감면(O)

감면율 43%

현재 조세

하이브리드

조세감면O

감면율

54.34%

물품가격 　 　 22,023,047 27,615,450 27,615,450 27,615,450

개별소비세
물품가격의

5/100

최대

100만원

조세 감면

1,101,152 1,380,773 380,773

총세금

3,087,12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100

최대

30만원

조세 감면

330,346 414,232 114,232

공급가액

물품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23,454,545 29,410,454 28,110,454

부가

가치세

공급가액의

10/100

공급가액과

연계되어

감면

2,345,455 2,941,045 2,811,045

차량가격
공급가액 +

부가세
　 25,800,000 32,351,500 30,921,500

취득세
공급가액의

7/100

공급가액과

연계되어

감면

1,641,818 2,058,732 567,732

총 취득가액

-

　 27,441,818 34,410,231 31,489,231 30,702,570

총 세액 　 　 5,418,771 6,794,781 3,873,781 3,087,120

조세

감면액
　 　 -　 -　 2,921,000 3,707,661

조세

감면율(%)
　 　 - - 42.99 54.57

자동차세

비영업용 :

cc 당

80-220원

좌동 399,800 399,800 399,800 399,800

지방

교육세

자동차세의

30/100
좌동 119,940 119,940 119,940 119,940

주 :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엔진 실린더 용량(cc)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차

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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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V와 HEV 의 현재 보조금과, 개인이 10년간 유지했을 때의 총비용을

고려한 보조금은 [표25]와 같다. 현재는 쏘나타 HEV 에 대해 보조금을

292만원 주고 있지만 적어도 개인이 HEV와 ICV가 무차별하도록 하려

면 370만원은 주어야 된다.

현재의 조세감면율 43%는 개인이 HEV을 구매할 유인책이 되지 못하

며, 조세감면 형식으로 보조금을 준다면 적어도 54.57%의 조세감면율을

적용해야 개인이 HEV를 구입한다는 뜻이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873

천원보다 더 작은 3,102 천원을 조세로 부과해야 개인이 차량을 구매할

유인이 제공된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가액이 높아 잔존가치 역시 HEV가 높고, 총 유류

비에서는 HEV 가 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HEV의 유지보수비를 ICV보다 25%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HEV가

181만원 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총 보험료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며, 모든 운용비용을 차량 할부시장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HEV

가 차량을 10년 동안 운용했을 경우 326만 절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HEV 의 취득가격이 696만원 더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는 HEV를 구입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370만원

을 주거나 조세를 감면해 주어야 ICV와 무차별하게 된다.

[표 26 ] 쏘나타 ICV 와 HEV의 사적 총비용 차이 단위(천원)

잔존

가치
총유류비

총 유지

보수비
총 보험료

현재

가치

취득

가격
총계

ICV (2,744) 18,170 7,275 5,425 19,129 27,442 46,571

HEV (3,441) 12,114 9,094 5,371 15,869 34,410 50,279

차이 697 6,057 (1,819) 54 3,261 (6,968)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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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HEV-ICV

천원
3,609 3,772 3,837 3,840 3,789 3,707

2. 요인별 민감도 분석

1) 차량의 보유기간별 분석

2011년에 취업 기관인 잡 코리아가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541명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기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7 ] 직장인 차량 보유기간 설문조사 결과

보유기간 3-5년 5-8년 8-10년 10년 이상 기대값

비율 17% 47% 27.2% 8.9%

출처 : www.jobkorea.com 에서 편집하여 인용

이 간단한 조사에서는 직장인 평균 보유기간이 7년이 나왔지만, 차량

보유기간은 개인의 성향과 차량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차량 보유기간을 5~10 으로 6단계로 나누어 쏘나타 HEV 와

ICV 의 보유기간별 사적비용의 차이를 산출하였다.

[표 28] 쏘나타 ICV 와 HEV 의 보유기간별 사적비용 차이

보유기간별 ICV와 HEV의 사적인 비용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유기간이 증가하면서 유류비의 차이는 증가하

지만 차량 잔존가치와 유지보수비의 차이로 상쇄되지 때문에, 보유기

간별 민감도는 거의 없다.

2) 유가 상승률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2 년

이후 유가가 연평균 6.2% 상승한다는 고유가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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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25% 20% 15% 10% 5%

HEV-ICV

천원
3,707 3,482 3,257 3,033 2,808

유가

상승률
6.2 % 5.5 % 5.0 % 4.5 % 4.0 %

HEV-ICV

천원
3,707 3,776 3,871 3,871 3,916

2.6%의 저유가 상승률은 현재의 상황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가의 연평균 상승률을 6.2%에서 4%까지 5단계로 나누고

물가상승률을 3.1%로 하여 ICV 와 HEV의 사적 총 비용의 차이를 산

출하였다.

[표 29 ] 쏘나타 ICV 와 HEV 의 유가 상승률별 사적비용 차이

고유가 일수록 HEV 의 유류비 경제성이 좋아지고 ICV 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HEV의 사적 총비용이 ICV 에 비해 작게 나온다. 4% 대

의 유가 성장률과 비교해서 약 20만원 차이가 난다.

3) 유지보수비 인상률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HEV 의 유지보수비를 ICV 와의 가격차이인 25%를

ICV의 유지보수비에 적용하여 이용하였다. 그러나 HEV의 유지보수비

는 차량을 이용하는 환경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

거와는 달리 차량의 기술진보로 HEV와 ICV의 유지보수비 차이가 크

게 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25%보다 작은 유지보수비 인상률을 적

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표 30] 쏘나타 ICV 와 HEV 의 유지보수비 인상률별 사적비용 차이

HEV의 유지보수비가 ICV보다 5% 인상되었을 때 현재의 보조금과 비

슷한 수준인 281만원이 산출되었으며, 그 이상의 인상률에서는 모두

현재의 HEV에 주는 보조금보다 높은 300만원 이상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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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HEV 의 사회적 편익 결과 분석

1. 사회적 편익 비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고유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쏘나타 ICV

와 쏘나타 HEV의 총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 보았다.

[표 31 ] 쏘나타 ICV의 총 사회적 비용

단위 : 천원

차

령

유지

보수비
HC NOx CO CO2 유류비 계

할인율

적용

세전

차가격
총계

1 213 2 2 19 146 885 1,268 1,202 22,023 23,225

2 438 2 2 19 144 897 1,501 1,349 - 1,349

3 213 2 2 19 141 936 1,313 118 - 1,118

4 839 2 2 18 139 977 1,977 1,596 - 1,596

5 717 2 2 18 136 1,020 1,896 1,450 - 1,450

6 971 2 2 19 134 1,065 2,193 1,590 - 1,590

7 971 2 2 19 132 1,111 2,238 1,538 - 1,538

8 971 2 2 20 130 1,161 2,285 1,489 - 1,489

9 971 2 2 20 127 1,212 2,335 1,442 - 1,442

10 971 2 2 21 125 1,266 2,387 1,397 - 1,397

7,275 21 21 191 1,354 10,529 19,391 14,171 - 3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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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쏘나타 HEV의 총 사회적 비용

단위 : 천원

차

령

유지

보수비
HC NOx CO CO2 유류비 계

할인율

적용

세전

차가격
총계

1 266 0 1 2 87 590 946 897 27,615 28,512

2 547 0 1 2 85 598 1,233 1,108 - 1,108

3 266 0 1 2 84 624 977 832 - 832

4 1,048 0 1 2 82 651 1,785 1,441 - 1,441

5 896 0 1 2 81 680 1,661 1,271 - 1,271

6 1,214 0 1 2 79 710 2,007 1,456 - 1,456

7 1,214 0 1 2 78 741 2,037 1,400 - ,400

8 1,214 0 1 3 77 774 2,068 1,348 - 1,348

9 1,214 0 1 3 76 808 2,101 1,298 - 1,298

10 1,214 0 1 3 74 844 2,136 1,250 - 1,250

9,094 3 8 25 803 7,019 16,952 12,301 - 39,916

유지보수비와 유류비 온실가스피해비용 대기오염물질 피해비용만 고

려했을 경우 HEV의 사회적 총 비용이 작게 나온다. 이는 유지보수비가

ICV에 비해 조금 높더라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이 작게 나오고 총

유류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량가격이 ICV에 비해 560만원

더 비싸기 때문에 총 사회적 비용은 ICV에 비해 372만원 더 높게 나오

는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HEV의 가격의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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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비

오염

물질

온실

가스
유류비

계

(할인율

적용)

세전

차량가격
총계

ICV 7,275 233 1,353 10,529 14,171 22,023 36,194

HEV 9,094 35 802 7,019 12,300 27,615 39,916

차이 (1,819) 198 551 3,510 1,871 (5,592) (3,722)

[표 33 ] 쏘나타 ICV 와 HEV의 사회적 총비용 차이 단위:천원

2. 요인별 민감도 분석

1) 유가 상승률별 분석

사적 총비용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유류비 인상률이 다를 때마다 총비

용의 차이를 산출하였다.

[표34 ] 쏘나타 ICV 와 HEV 의 유가 상승률별 사회적 비용 차이

유류비

인상률
6.2% 5.5% 5% 4.5% 4%

HEV-ICV

천원
3,721 3,795 3,847 3,897 3,946

유류비 인상률이 4%까지 감소하였을 HEV와 ICV의 차이는 약 20만

원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유지보수비 인상률별 분석

ICV에 대한 유지보수비 인상률이 5%인 경우와 25%인 경우의 차이가

100만원 정도 나지만, HEV와 ICV의 차이를 역전시키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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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 쏘나타 ICV 와 HEV 의 유지보수비 인상률별 사회적 비용 차이

유지보수비

인상율
5% 10% 15% 20% 25%

HEV-ICV

천원
2,686 2,945 3,204 3,462 3,721

3) CO2 원단위 비용별 분석

1996년 IPCC Working Group III는 아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해

그 이전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은 $5-$125 (1990년 기준) 또는 $6-$160 (2000년 기준)에 이를 것으

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연구들은 할인율의 선택 등 연구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5에서 $446)를 보이고 있다(채여라 외,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의 원단위 피해비용을 Kg 당 20원

400원까지 다양하게 민감도 분석을 해 보았다.

[표36 ] 쏘나타 ICV 와 HEV 의 온실가스 원단위 비용별 사회적 비용 차이

CO2

원단위비용

원/kg

20 66 100 200 300 400

HEV-ICV

천원
4,013 3,721 3,507 2,874 2,242 1,609

하지만 온실가스 원단위비용을 kg당 400원까지 증가시켜도, HEV 와

ICV의 사회적 총 비용의 차이는 역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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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적 보조금과 사회적 편익의 비교

사적 차원에서의 보조금 분석은 현행의 290만원 조세감면보다 더 많은

370만원 의 조세 감면을 해주어야 개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ICV과 무차

별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370만원 이상 감면을 해 주어야 개인이

차를 구매할 경제적 유인이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차량을 앞으로 10년간 운행한다고 하여도 하

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HEV의 높은 사회적 총비용이 도

출되었다. 다시 말하면 HEV의 차량가격이 오염물질 저감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편익을 상쇄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차량가격을 포함하는 HEV와 ICV 의 총 사

회적 비용의 차이도 370만원 가량 매우 높게 도출되었다. 즉 자동차의

가격을 고려한 사회적 보조금 추정 분석에서 현재 HEV에 주는 보조금

은 해당 차량의 사회적 편익으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37 ] HEV의 사적 보조금과 사회적 편익 단위(원)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쏘나타 ICV 차량 46,571,182 36,194,308

쏘나타 HEV 차량 50,278,844 39,916,005

보조금의 크기 3,707,662

사회적 편익 (3,721,697)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ICV와 HEV를 차량 구매자들에게

무차별하게 하는 보조금 수준이 되지 못한다.

이는 현재의 HEV의 저조한 판매량을 설명할 수 있다. HEV 판촉에 각

자동차 제작사들은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HEV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 차량을 구입하여 향후 10년 동안 운행하여도 동

급의 ICV에 비하여 100 여 만원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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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HEV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하다.

둘째, 현재 판매되는 HEV를 향후 10년 동안 운행한다고 해도, 높은 차

량 가격으로 인해 ICV에 비해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차 가격

차이인 559만원 차이를 상쇄하려면 유류비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절감부

분에서 그 이상의 편익이 나와야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상대적 편익

은 426만이다.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HEV가 더 높기 때문에, HEV의 사

회적 비용이 372만원 더 높게 나오는 것이다.

유지보수비와 유류비 변화, 온실가스 원단위 비용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감도 테스트를 하여도, HEV의 총 사회적 비용이 ICV보다 적게 나오

는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HEV 가격이 매

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이 차량을 전주기 동안 운행을 하여도 차

량 가격 차이를 상쇄할 만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

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한 사회 환경적인 경제성이 있

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서 장려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있는

HEV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다른 친환경 재화나 자동차까지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

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친환경 재화의 보조금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을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은 처음에 투입되는 자금 공여나 조세면제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보조해 주어 처음에는 비록 제품의 높은 원

가나 개발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만, 이후에 점점 기

술발전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해당 제품이 사회적으로 갖는

편익의 증가 때문에 초기의 투입한 보조금을 사회적 차원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Myer et al., 2001).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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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에 대해 부여하는 보조금이 해당 차량에 의해 편익이 발생하지 않

더라도, 이 보조금으로 인해 향후 생산되는 차량에서 보조금의 효과가

발현된다면 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생산

될 ICV 와 HEV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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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회적 편익 변화 분석

제 1 절 기술발전을 고려한 재분석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은 이제 초기 단계이다. 연비가 개선되거나 오

염물질이 저감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ICV와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거

나 역전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쏘나타 ICV와 HEV의 연비는

각각 21km/L, 14km/L 였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운행되고 있

는 HEV 차종인 프리우스만 하더라도 연비는 29km/L 이며 쏘나타 HEV

보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도 작다.

또한 지금 차량에 대해 부여하는 보조금이 해당 차량에 의해 향후 편익

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보조금으로 인해 향후 생산되는 차량에서 보

조금의 효과가 발현된다면 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 때 향 후 차량의 사회적 총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가

능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본 프리우스의 선례를

따라 변화요인을 도출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 논

해 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HEV 향후 차량 가격변화

본 연구에서 HEV의 가격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곡선식을 이용하

였으며, 개선비율을 알기 위하여 일본 프리우스의 누적생산량과 가격을

이용하였다.

프리우스의 누적생산량과 차량가격은 [표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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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우스 2세대 프리우스 3세대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대수)
125,441 174,594 183,794 279,816 284,457 402,032 495,341

판매

가격(¥)
2,340,000 2,340,000 2,340,000 2,340,000 2,340,000 2,050,000 2,050,000

[표 38 ] 일본 프리우스의 누적생산량과 차량 가격

출처 : 2010 전일본자동차 판매협회 회사별 생산량에서 일부 편집하여 사용

프리우스 1세대의 경우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되었지만 2세대

프리우스와 차체와 섀시가 완전히 틀리며 내부구성도 부품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많이 있다. 따라서 2세대 프리우스 판매량 자료를 사용할 것

이며 2004년도의 판매가격 2,340 천엔과 2009년도의 2,050 천엔을 이용하

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 생산 원가를 구할 수 없어서 판매가격

을 이용한 개선비율을 산출했지만, 제작사가 판매가격을 인하한 이유는

그만한 원가절감 요인 있기 때문에 인하했다고 판단하여 판매가격을 사

용하였다.

학습곡선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개선비율(Progress Ratio=F)은 0.993

이었다. 정재우 외(2010)가 사용한 우리나라 산업의 일반적 개선비율보

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의 대량생산과 생산방법의 매뉴얼화로 어느 정도의 학습이 상

당히 진행되어, 비교적 새로운 차량인 HEV라고 하더라도 학습효과가 높

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HEV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개선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재우 외(2010)가 사용한 학

습곡선식을 이용해서 다음 표와 같이 개선비율에 따른 연도별 차량 가격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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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개선비율을 이용한 연도별 HEV 가격 단위 (대수, 천원)

개선비율

초기값

연도 (차량가격)

정부

목표값(대수)

F=0.990 F=0.991 F=0.992 F=0.993 F=0.994

27,615 27,615 27,615 27,615 27,615

2011 12,377 24,089 24,421 24,759 25,100 25,446

2012 19,856 23,924 24,271 24,623 24,980 25,342

2013 31,856 23,761 24,122 24,489 24,861 25,238

2014 44,254 23,648 24,019 24,396 24,778 25,166

2015 61,477 23,535 23,916 24,303 24,696 25,094

2016 74,855 23,468 23,855 24,248 24,646 25,051

2017 91,143 23,401 23,794 24,192 24,597 25,009

2018 110,976 23,334 23,733 24,137 24,548 24,966

2019 135,125 23,268 23,672 24,082 24,499 24,923

2020 164,528 23,202 23,611 24,027 24,451 24,881

2021 200,329 23,136 23,551 23,973 24,402 24,838

2022 243,921 23,070 23,490 23,918 24,353 24,796

2023 296,998 23,004 23,430 23,863 24,305 24,753

2024 361,625 22,938 23,370 23,809 24,256 24,711

2025 440,314 22,873 23,310 23,755 24,208 24,669

주1 : 쏘나타 HEV 는 2011.06월부터 판매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의 월평균

판매량×12개월 = 12,377을 적용한 값을 2011년도 초기값으로 하였음.

2025년까의 생산량은 쏘나타 HEV의 2011년도 생산량에 정부 그린카

로드맵의 향후 생산량 목표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개선비율은 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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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이보다 낮은 경우 세가지와 높은 경우 한가지로 경우의 수

를 나누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HEV 후발주자로서 일본보다 개선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개선비율이 0.990보다 낮은 경우에는 2020 년경에 HEV 가격이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해진다. HEV는 기본적으로 ICV보다 사용되는 부

품이 많고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선비율이 0.990보다 내려가는 경우

는 없을 것이다. ICV의 경우 충분한 누적생산량으로 더 이상의 학습효

과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제 3 절 가격변화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의 변화

각 개선비율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도별 총 사

회 비용 차이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연도별 차이가 양으로 나오

는 경우는 HEV가 ICV보다 더 사회적 편익이 있다는 의미이며, 음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회적 비용이 더 있다는 의미이다.

이 차이를 나타내는 다음 그림들은 우상향으로 나타나며 기울기가 감소

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것은 HEV의 학습의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여 ICV와 HEV와의 총비용의 차이가 어느 시점부터는

거의 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이후

부터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거의 정체되고, 온실가스비용과 유류비의 차

이만이 반영된다.

개선비율이 낮을수록 양의 값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빨라진다. 이것은

개선비율이 낮을수록 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에 총비용의 차이도 크게 반

영되어 ICV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비상승

과 배출계수 감소 수준이 높을수록 HEV의 사회적 편익은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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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시나리오별 ICV와 HEV의 사회적 총 비용의 차이

시나리오A: 개선비율 F=0.990 인 경우 사회적 총비용의 차이

시나리오B: 개선비율 F=0.991 인 경우 사회적 총비용의 차이

시나리오C: 개선비율 F=0.992 인 경우 사회적 총비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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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D: 개선비율 F=0.993 인 경우 사회적 총비용의 차이

시나리오E: 개선비율 F=0.994 인 경우 사회적 총비용의 차이

대부분의 그림에서 2020년경에 ICV와 HEV 의 사회적 총비용의 차이

는 더 이상 크게 증가되지 못하고 약간씩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연비는 HEV 의 연비는 28km/L에서

35km/L까지 증가하고 2009년도에 연비 38km/L인 3세대 프리우스를 생

산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나오는 4세대 프리우스의 경우 플러그인하이브

리드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즉 순수 HEV 의 연비 발전은 38km/L

에서 멈추고 다른 형태의 차량으로 발전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일본의

기술발전 속도를 보았을 때 2020년 이후부터는 국내 HEV 의 기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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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느 정도 정체될 수 있다.

[표40] 시나리오별 연도별 HEV-ICV 의 사회적 총비용 차이의 증가율(%)

연도

시나리오
2011 2014 2017 2020 2023 2026

시나리오A 65.86 14.88 6.72 2.60 2.45 2.27

시나리오B 103.63 20.49 8.38 2.97 2.79 2.55

시나리오C 150.45 46.34 35.54 3.58 3.45 3.01

시나리오D 216.73 95.42 46.25 4.85 4.38 3.87

시나리오E 274.28 168.69 67.39 8.97 7.75 6.15

주1 : 기술발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인 경우만 표기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생산되는 쏘나타 ICV 와 HEV 의 사회적 총

비용을 비교하여 이 차이가 쏘나타 HEV에 주는 보조금의 차이를 상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다음 표는 2020년의 쏘타나 ICV와 HEV

의 각 개선비율별 사회적 총 비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41 ] 2020 년의 개선비율별 사회적 비용 차이 (단위:원)

시나리오A

F=0.990

시나리오B

F=0.991

시나리오C

F=0.992

시나리오D

F=0.993

시나리오E

F=0.994

연비, 배출계수

고정
1,600,472 1,383,716 869,631 347,014 (184,267)

연비, 배출계수

선진국수준
2,547,422 2,041,738 1,527,654 1,005,037 473,756

연비, 배출계수

선진국 2배 수준
3,563,860 3,058,176 2,544,091 2,021,475 1,490,194

시나리오A 인 경우 각 연비·배출계수 수준별 자료를 보면, 학습효과가

높아 2011년 말에 이미 차량가격을 포함한 HEV의 총 사회적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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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V보다 낮다. 하지만 2020년이 될 경우 연비와 배출계수가 선진국의 2

배 수준을 증가해야 사적보조금 수준인 37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B 인 경우에도 2011년말부터 사회적 총비용의

차이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연비상승과 배출계수 감소가 가장 높은 수준

에도 2020년에 HEV가 ICV에 비해 사회적 총비용이 300 여 만원 감소

한다.

시나리오C 의 경우부터 사회적 총비용의 차이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

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HEV 의 생산원가가 생산 초기부터 급격

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보다 타당한 사회적 총

비용의 차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나리오C 에서는 2012년부터 시나

로오D 에서는 2014년, 시나리오D 에서는 2016년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대의 사회적 총 비용의 차이는 개선비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시나리오E 의 연비·배출계수 고정인 경우 2020년까지도 여전

히 음의 값이 나온다.

결국 생산 초기의 차가격의 차이를 미래의 기술로 생산되는 차들의 사

회적 편익으로도 상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쏘나타 HEV 주는 보

조금이 사회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현재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

중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 4 절 차량가격 변동과 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적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HEV를 개발 생산한 프리우스의 가

격변화를 이용하여 학습곡선식의 개선비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학습의

속도가 빠른 경우를 예상하여 일본의 경우보다 더 낮은 개선비율의 시나

리오도 적용해 보았다. 이와 같이 일본 자동차의 사례를 사용한 이유는

국내에 종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타입의 차량을 대량 생산한 경우가 없

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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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개발이나 학습의 속도는 본 연구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HEV 선진국에 비해 10 여년 늦게 HEV

개발에 착수했지만, 선진국 특허를 모두 우회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해

현재의 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대량생산이 강한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라

인은 새로운 타입의 자동차에 예상보다 빨리 적응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2011 년 말 현재 7200 여대를 생산한 쏘나타 HEV 의 경우

아직 가격 변화의 폭과 속도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수천가지의 부품

으로 조립되는 자동차는 수많은 하도 업체들과도 원가가 모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변화의 추정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HEV 의 원가가 절감되는 속도와 폭이 본 논문에서 사용

한 수준 이상으로 빠른 경우, HEV 보조금 지급의 수준과 정당성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학습곡선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개선비율과 장래의 차량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EV 나 FCEV 의 경우도 역시 이러한 학습

곡선을 이용하여 미래의 차량 가격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HEV 의

경우 차량 구성이 ICV 에 비해 매우 복잡하며 전기장치와 내연기관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동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따라서 특정 핵심부

품의 가격 변화만을 가지고 전체의 가격변화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차량 전체 가격을 대상으로 학습곡선식을 이

용하여 차량 가격 변화를 추론하였다.

그러나 EV 나 FCEV 의 경우 배터리나 연료전지가 차량의 핵심 부품

으로 아직까지 차량 전체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EV의 다른 부품들은 ICV 에 비해 종류가 작고 동력 구조도 단순한 구

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EV나 FCEV 의 경우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학

습곡선은 미래의 차량 가격을 추론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Tsuchiya, H.

et. al (2004) 역시 FCEV 의 연료전지 가격변화를 학습곡선을 이용하여

r도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전지에 대한 개선비율은 본 논문에

서와 같이 기술발전이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나라의 사례를 인용하여 구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국내 기업이 참여해 연구와 생산을 병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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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이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보다 정확한 개선비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HEV 의 경우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 없지만, 미

래의 친환경차로 가장 유력한 EV나 FCEV 의 경우 충전 인프라가 필수

로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적 비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사회적 총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친환경 차량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회적으로 정당화 되기에 어

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인프라 구성 방식이나 충전시설에

대한 표준 제정이 늦어져 정확한 연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 후

인프라 구성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산출에 있어서도, 현

재의 친환경 자동차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세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EV 의 경우 단위전력 당 주행거리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이 사회적 총비용을 산출하는 주요 인자가 되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 다양한 발전원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원의 선

택과 사용되는 연료의 비율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결정하

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화력 발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는 다양한 화석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이 많이 이

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위 전력 생산에 따른 각 발전 연료의 배분과

이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친환경 자동차에 본 논문의 연구방법을 적용할 때,

보다 주의깊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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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 1 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의 일반적인 인식은 친환경자동차의 환경성

이 ICV 에 비해 우수할 것이며, 보조금을 주어서 이에 대한 보급을 장

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친환경자

동차인 HEV 에 주는 보조금이 ICV와 비교해서 개인의 구매요인을 유

발할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시중에 나와있는 HEV 중에 점유율 약 50%을 차지하고

있는 쏘나타 HEV와 비교대상인 차종인 쏘나타 ICV를 선정하여, 개인이

자동차를 10년 동안 운행하였을 때 들어가는 총비용을 산출하여 개인에

게 ICV 와 무차별한 보조금 수준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총 비용 산출시 고려한 요인은 보험료, 유지보수비, 세후 유류비, 차량

잔존가치, 그리고 세후 차량가격이다.

연구 결과 현재의 보조금 수준인 270만원 보다 높은 수준인 370만을 주

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 정도의 보조금을 주어야 개인이 차

량을 구입할 때 ICV와 무차별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향 후 HEV 에 의

해 발생하는 총 사회적 비용이 ICV 보다 낮고 이것이 초기에 준 보조금

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HEV 에 보조금을 주는 사회 경제적 목적이 달

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산출되는 차량의 사회적 총 비용에는 차량

의 유지보수비, 온실가스 피해비용, 대기오염 피해비용, 세전 유류비, 세

전 차량가격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쏘나타 HEV의 총 사회적 비용이 ICV 에 비해 오히

려 371만원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것은 초기에 ICV와의 차량 가격 차이

를 유류비 절감이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는 보조금이 현재 시점에서 향후 그 자동차를

10년 동안 운행하여도 그만큼 사회적 편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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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현재 HEV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는 ICV와 비교해 볼 때 개인적 차원에서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되

지 못하며, 80여 만원의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HEV와 ICV의 구입 및 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HEV의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392만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현재 HEV 차량 구입시 제공받는 보조금액 290 만원이 사회

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추가하여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HEV에 대해

부여하는 보조금이 해당 차량에 의해 편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보

조금으로 인해 향후 생산되는 차량에서 보조금의 효과가 발현된다면 보

조금을 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생산될 ICV 와

HEV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하였다. 이 때 향 후 차량의 사회적 총비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가능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본 프리우스의 선례를 이용한 학습곡선식을 이용하여

차량의 향후 가격변화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피해비용을 추정하여 HEV

의 사회적 총 비용을 ICV 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개선비율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ICV에 비해 절감

되는 총 사회적 비용이 초기에 HEV에 주었던 보조금을 상쇄시키지 못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현재 HEV에 주는 보조금은 해당차량을

향후 10년 운행하여도 ICV에 비해 사회적 비용감소가 발생하지 않을뿐

더러, 앞으로 생산되는 HEV 차량도 그만한 사회적 비용감소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HEV 의 보조금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HEV 가격

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낮아지거나, 기술발전으로 인한 연비개선이 매

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HEV 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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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차량가격 역시 단기에 급격하게 줄

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HEV에 주는 보조금은 사회 경제적인 실효성이 없으

며, HEV 보조금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HEV와는 다른 종류의 친환경 자동차에 주는 보조금 역시 충분한 사회

경제적 편익이 있는지 평가를 한 후에 보조금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수준도 정부는 단기간의 빠른

보급 목표를 세우고 일본의 보조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추세이다. 10) 정

부의 ‘그린카 발전 로드맵‘을 통해 4개 차종을 친환경 차량으로 설정하고

단기간에 최대한 빠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차종마다 경제적 환

경적으로 유리한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 철저한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 상

황에 맞는 차종을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다른 친환경 자동차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HEV 는 기본적으로 엔진 기반이며 구동 중 남는 동력을 배터리에 저장

하여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동차로서, 차 가격이나 개발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면에 CDV(Clean Diesel Vehicle) 나 EV 는 HEV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결과를 이런 차량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유럽에서 일반화된 CDV 의 경우 기존의 디젤 내연기관 자동차에 후처

리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초저유황 경유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CDV는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

에 추가적인 기술발전만 이루어진다면 단 기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현재 유럽 국가들의 전략 역시 CDV 를 전기자

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활용을 하고

10) 환경부에 따르면 고속 전기차는 동급 내연차 가격과츼 차액에서 최대 50%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속의 경우 최대 한도를 800

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최근 자동차 업계와 협

의 중이다. 이는 일본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과 수준과 비슷하다. (한국경제,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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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V 의 경우 오직 전기로만 운행되기 때문에 HEV 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이다. 현재 배터리 가격 때문에 높은 차량가격이 형성되지만, 일본

환경성에 의하며 배터리는 대량생산에 유리한 제품이고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 현재 셀 당 18,000 엔에서 2020년 2000엔까지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AT 커니 코리아, 2010).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충전 인프라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까지 포함한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높은 인프로 투자비가 요구되는

FCEV 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개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부여할 때, 친환경자동차의 본래의 환경적 경

제적 목적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고려된 쏘나타 ICV 와 HEV 의 총비용 구성 요인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비용

등을 고려하였고, 불확실한 요인은 민감도 분석을 하여 연구결과에 신빙

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차량의 모든 외부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총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차량의 생산에서부터 운행, 폐차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분석(LCA, Life Cycle Assessment)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신빙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해당국가의 친환

경 차량에 대해 전주기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친

환경 자동차에 대한 전주기 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HEV 로 쏘나타 HEV를 선택하

여 이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출시된 국산 HEV는 LPG 하

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합하여 5종이며 쏘나타 HEV는 HEV 시장에서 약

50%을 차지한다. 쏘나타 HEV 와 외부형태만 다르고 차체와 섀시, 내부

동력기관이 동일한 차량인 K5 하이브리드 차량은 약 35%의 점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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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차종을 합하면 국산 HEV 시장에서 85%의

점유율을 갖는 차량이다.

하지만 향후 다양한 차급에서 HEV 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차급과

차종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도요타의 경우 2013년 이후 전

체 차종에서 HEV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차종과 차급에서 HEV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HEV 보조금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차급과 차종을 대상으로 총체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수입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고려도 향 후 연구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현재 수입 HEV 는 전체 HEV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HEV 보조금은 국산

차와 수입차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조금이며, 수입차의 보조금을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과 환경성 분석 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향 후 추가적인 연구과제이다. 앞으로 지급될 EV 보조금의 경우, 국내

전기차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수입차는 제외하고 국산차만 주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보조금이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

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 자동차 업체의 큰 반발이 예

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까지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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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subsidy on eco-friendly vehicles,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eco-friendly vehicles are environmentally better

than Internal Combustion Vehicles(ICV) and that the supply of the

vehicle should be encouraged by giving out the subsidy. This study

was started from the question on whether the subsidy on the Hybrid

Electric Vehicles (HEV), the eco-friendly vehicle commercialized the

most, is at the optimal level that can motivate the buying factor of

an individual in comparison with the ICV.

In order to do the research, a Sonata HEV taking up the share of

about 50% out of HEVs being available in the market and a Sonata

ICV, the target vehicle type for comparison were selecte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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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cost paid by an individual when operating the vehicles for 10

years was calculated to check the subsidy level at which the

individual is indifferent to an ICV.

The research resulted in the fact that KRW 3.7 million that is

higher than KRW 2.7 million being the current subsidy level should

be provided. The subsidy at this level was the level at which an

individual was indifferent to the ICV when purchasing the vehicle.

Furthermore, if the total social cost occurring from the HEV in the

future is lower than that occurring from the ICV and it is the level

beyond the subsidy provided in the initial period, the socio-economic

purpose of providing the subsidy to a HEV can be achieved.

However,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total social cost of Sonata

HEV was at the level being higher than the ICV by KRW 3.72

million. It wa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saving of gas expenses

and the reduction of the greenhouse gas don’t trade off the initial

high vehicle price difference from that of the ICV. Namely, the

subsidy provided for a hybrid vehicle is not returned as the social

benefit by so much even though the vehicle is operated for 10 years

from now on.

The following research conclusion can be derived from the result.

First of all, when the level of the subsidy provided by the

government when purchasing and operating the HEV is compared

with the ICV, it cannot be a sufficient economic cause from the

personal perspective, and the additional subsidy of KRW 0.8 or more

million is necessary.

Secondly, the analysis of the social cost occurring from the purchase

and operation of the HEV and the ICV showed that the social cost of

the HEV occurs more than that of the ICV by KRW 3.92 milli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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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es that KRW 2.9 million, the amount of the subsidy provided

when purchasing the HEV vehicle, cannot be justified from a social

perspective.

In addition to the conclusion,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subsidy

currently provided for the HEV can be the basis for the provision of

the subsidy if the effect of the subsidy is derived from the vehicle

produced in the future due to the subsidy in spite of the

non-occurrence of the benefit from the corresponding vehicle so that

the additional research on the ICV and HEV to be produced in the

future was done.

Even though the possible correct estimation on the factor affecting

the total social cost of a vehicle in the future is needed, the total

social cost of the HEV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ICV by

estimating the future vehicle price change and the greenhouse gas

and air pollution damage cost with the learning curve formula using

the precedent of Japan’s Prius in the paper.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the total social cost reduced in

comparison with the ICV doesn't trade off the subsidy initially

provided for the HEV even though various progress ratio scenarios

are applied. Namely, the subsidy currently provided for the HEV does

not cause the decrease of the social cost compared to the ICV even

though the corresponding vehicle is operated for 10 years in the

future. The HEVs produced in the future will not decrease the social

cost by so much either.

The research showed that in order to justify the subsidy for the

HEV, the HEV price should be decreased dramatically or the fuel

efficiency caused by the technical development should be achieved at

the very high level. However, the improvement of the fuel efficiency



- 84 -

of the HEV has a limitation with the difficulty in the dramatic

reduction of the vehicle price in the short period.

Hence, the subsidy provided for the HEV by the government has no

socio-economic effectiveness. The prudent review on the HEV　

subsidy should be done. Furthermore, the subsidy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fter the evaluation on whether the subsidy provided for

the eco-friendly vehicl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HEV has the

sufficient socio-economic benefit.

Keywords : Hybrid Electric Vehicles(HEV), Internal Combustion

Vehicles(ICV), Government Subsidies, Social Benefits, Learning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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