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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미래형자동차 사

업, 그린카 사업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분야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분야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였고, 본 연구는 그 이유

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자동차별 성과는 특허 건수와 보급량을 변수로 사용하여 측

정하였고, 저속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례들

을 보조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자단체 등의 관

계자와 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행

정의 책임성을 유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의 유형 중 전문가적 책임

성,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저속 전기자동

차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조되던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에서는 전기

자동차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율이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의 증가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는 전문가적 책임성을 너무 강조하여 민간의 전문성에 지나치게 의

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목표가

달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던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G7 차세대자동

차 사업이 종료된 2002년부터 미래형자동차 사업이 시작된 2004년

까지는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래

형자동차 사업이 시작되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미래형자동차

사업이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산형 전기자동차의 개발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



소연료전지자동차에 비해 저조했고, 보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정치적 책임성이 지나

치게 강조되어 생산자 본위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전기자동차가 사

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책임성의 공백이 이 분야의 실질

적인 반응성을 약화시켰다.

법적 책임성이 강조되던 그린카 사업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핵심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

들어 전기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였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비해 전기자동차 분야에

서는 여전히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이 없었고, 기술경쟁력도 저조하

다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판매 및 보급도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전기자동차는 사업의 목표 달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그린카 사업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 업

체들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들은 성능 개발에 노력하기보다는 무

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고, 결국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 퇴출되

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적 책임성이 지나치게 강

조되면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험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이 원

인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친환경자동차 전반의 성과를 분석한

것과는 달리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를

각각 나누어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

은 행정의 책임성을 설명변수로 이와 같은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친환경자동차, 그린카, 전기자동차, 저속 전기자동차,

책임성

학 번 : 2010-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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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산업혁명 이후 빠른 과학기술 진보를 통해 세계 경제는 지속적

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환경

(environ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발전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을 통한 대량생

산의 시대는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사회보장의 혜택

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대량생산품을 소비해

주는 성실한 소비자가 되어주었다. 이와 같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의 체제에서 경제와 사회복지가 동반 성장하면서 서구 경제는 1960

년 말까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자연은 심대

하게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생태환경적 위기라는 외재적 압박이 심

화되면서 환경을 희생하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제2

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발전한 화학 산업은 이후 자연의 능력으로는

정화할 수 없는 인공 화학제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단순히 오염의 차원을 넘어서 지구환

경용량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는 각종 보고서, 서적, 이

념들이 쏟아져 나왔고, 오늘날 생태주의 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오용선·최용재, 2009: 74).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성공하

였고, 이후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빠른 성장을

지속하면서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한 시기

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국가들이 이후에도 계속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성장을

시작하는 일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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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 내부의 동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

라 외부적 환경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라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외부요인과 이와 관련된 국제 논

의는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대외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발효됨에 따라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 38개국은 온

실가스를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를 의무적으로 감

축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교토의정서의 의무 부담국에 포함되고 있

지는 않으나, 2012년까지 시행되는 현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고, 2013

년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Post-Kyoto Protocol)체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된다는 것은 환

경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종석·이윤채, 2010: 54-55).

한국 정부는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

전으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나

가면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단’과

각 부처에서 발굴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검토해 2008년 12

월 녹색기술 산업 등 3대 분야에 걸친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을 최

종 선정하였다. 2009년 5월에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

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17개 신성장동력 사

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 수송시스템 분야에서 기존 자동차에 비해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으며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이 적은 미래형

친환경자동차를 개발해 나감으로써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에 진입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이석준·고형일·정석재, 2010: 719-720).

자동차산업은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창출 등과 같은 경제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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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중요성을 넘어 환경, 에너지 문제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

니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와 같은 통상정책

에서도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절반이 해외 시장에 수출되고

있어 세계적인 친환경자동차의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각국

이 환경기준을 도구로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친환경자동차의 개

발과 양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일본은 자동

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을 제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문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산업에서 한국보다 뒤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까지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을 추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산업, 특히 전기자동차 분야는 정부의 동반성장에

대한 비전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9월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자율기구인 동반성장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였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

업 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이양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업

의 진출·확장 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적합

업종 및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품질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김세종,

2011: 73).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동반성장의 비전에 따

라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막대한 자본과 연구개발 인력을

투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 경쟁력은 하이브리드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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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는 분야도 있

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은 엔진분야 관련 기술이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엔진 개발에 대한 자금, 인력, 시간 등의 자원

이 중요해 대기업이 주도해 왔으며 후발업체의 진출이 매우 어려웠

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관련 기술군에 따라 균형적으로 중요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중소부품업체 및 관련기술업체가 산업을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인 CT&T, AD모터스,

지앤디윈텍과 같은 회사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되면서 전

기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0월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

한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고 각종 지원을 하였다. 이런 정부의 지원

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능, 충전인프라, 시장성 등 전기자동차 분야

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들은

기술 개발을 통한 성능 개선에 노력하기보다는 사업 확장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이

와 같은 행태는 전기자동차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다른 친환경자동차 분야와는 달리 유독 전기자동

차 분야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전기자

동차 분야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저속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중

소기업들의 행태와 관련된 문제를 행정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친환경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친환경자

동차, 특히 전기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비교하여 수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한 정

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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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은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가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상용화 정도와 중요도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가장 상용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

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도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이 친환경자동차 산업에 범정부차

원에서 개입을 시작한 1992년부터 현 이명박 정부까지 약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은 3기에 걸쳐 진행되

었다고 할 수 있다. 1기는 1992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G7 차세

대자동차 사업, 2기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3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그린

수송시스템(그린카) 사업이다. 그렇지만 1기와 2기를 통합하고 3기

는 분리하여, 실질적으로는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이 시작되긴 하였지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부

의 관심은 부족하였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야 제대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기만 따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현 정부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정책 이후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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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경과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

다. 노무현 정부까지는 미래형자동차라는 개념 하에 친환경자동차를

포함시켜 정책적 개입을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으로 친환경자동차를 따로 분리하였고, 「전기자동차산업 활성

화 방안」 등과 같이 전기자동차 분야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

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위 기간 동안의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

과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이다. 우선 전반적인 친환경자동

차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

동차, 전기자동차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의 개발과 양산시기, 특허현

황, 생산량, 판매량, 보급량 등을 조사하였다. 영향요인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정책을 둘러싼 정부 조직 내·외적인 관계 및 그들의 전문성,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및 지지, 관련법 및 제도 등을 대상으로 하였

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제는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행정

의 책임성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자동차

전반에 걸친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 분석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각 자동차별 성과분석에 대한 틀을 마련하였고, 각

자동차별 성과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분야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기존문헌에서 나타난 친환경자동차

의 성과에 대한 연구 내용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산업에서

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직접

적인 실증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을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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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보완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과 양산시기, 특허

현황, 생산량, 판매량, 보급량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전기자동차 업

체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저속 전기자

동차 업체들의 행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특허현황, 생산량, 판

매량 등을 통한 계량적인 성과 분석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다. 셋

째, 정부부처 관계자, 협회 관계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전기자동차 분야의 성과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문헌 분석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켰다. 행정의 책임성은 결국 정책업무와 관련해서 정부가 전

기자동차 업체에 대해 어떻게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에 대한 문제이며, 정부가 대상 기간 동안 업체들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감시활동에 대한 규정 및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행정

의 책임성 확보 노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정책과 관련

된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부처 간 관계 등을 분석해 행정의 책임성

공백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내용분석, 그리

고 기술적 통계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친환경자동

차 사업, 특히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부

처, 기업 및 협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연구

를 위한 자료로는 관련 도서 및 연구논문, 매체보도자료, 통계자료,

회의록, 정부보고서, 관련단체 정책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사업에서의 행정의 책임성을 논하는

것은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양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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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친환경자동차의 개념 및 개요

제 1 절 개념 및 유형별 특징

1. 친환경자동차의 개념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다. 다만 「환

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연료전지

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의미하고 있다(법률

제10893호).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CO2 배출량이 적고

연비효율이 기존내연기관차보다 우수한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에서는 미래

형자동차라는 용어를 친환경자동차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였고, 이

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서는 그린카(Green Car)라는 용어를 주

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CO2 배출량

이 적고, 연비효율이 기존내연기관차보다 우수한 하이브리드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 수소연료전지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클린

디젤자동차(Clean Diesel Vehicle: CDV)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체연

료자동차, 초고효율가솔린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하고 있다

(하종현 외, 2010: 78-80).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산업정책

의 관점에서 어디까지를 친환경자동차 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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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환경자동차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CO2 배출을 감소하

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자동차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그 대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환경자동차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

차로 한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정책은 「환경친

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 중점을 두는 측면을

통해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과, 보급에 관한

사항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산업정책의 대상은 개발과 보급에 관한 정책이 핵심

이 된다.

2. 친환경자동차의 종류 및 유형별 특징

1) 하이브리드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두 종류의 동력을 조합·구동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

다 고연비·고효율을 실현하는 차를 의미하며, 현재 시점에서 친환경

자동차 가운데 현실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자

동차는 연료가 많이 이용되는 순간에 휘발유 엔진 대신 전기 모터

를 작동시킴으로써 연료 사용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배출도 줄이

며, 전기 모터 작동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100% 엔진의 구동력을

통해 얻어진다(데이코산업연구소, 2009: 13; 송용식·김영일. 2012:

29-30).

기존 가솔린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연료효율 증가 및 배기가스

의 감소가 최대의 장점이고, 차량 구매가격도 다른 친환경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급 확대에 유리하다. 반면, 100kg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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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터가 탑재되기 때문에 차량 본체의 무게로 인해 가솔린 자동

차와 동일한 견인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데이코산업연구

소, 2008: 47-50; 송용식·김영일, 2012: 29-30).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수소연료전지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는 수소탱

크를 통해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결합으로 물과 동력(전기에너

지)을 얻어 모터를 구동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일종이다.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0% 전기모터의

힘으로 작동되지만, 전기에너지를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에너

지를 만들어 내는 연료전지로부터 얻는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와

구별된다. 수소를 차 안에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전기를

만들고, 이 에너지로 모터를 돌려 차를 움직이는데, 이때 배기가스

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물만 배출된다. 개발비용이 막대하고 수소

의 대량생산 및 차량 내부 수소 저장 방식, 그리고 수소 폭발의 위

험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실용화까지는 다소 개발기간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배기가스가 전혀 없기 때

문에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친환경자동차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GP기획센터, 2007: 215-222; 데

이코산업연구소, 2009: 14).

3)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는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 배터

리와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구동하는 자동차로, 대기오염을 발생시

키지 않고 소음도 거의 없다. 하지만 필요한 전기를 100% 충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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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긴 거리를 주행하고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저장

해야할 전기량이 상당히 많아야 한다. 현재 기술로는 100km 정도의

거리를 주행하는 것이 한계이지만, 향후 전기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전기를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친환경자동차로서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평가된

다(데이코산업연구소, 2009: 14;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편), 2011:

33-34; 송용식·김영일, 2012: 28-29).

모터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며 연료

비용이 기존 연료비의 1/10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 큰 장점인

반면, 주행속도가 낮고 1회 충전에 따르는 주행거리가 짧으며 30%

이상 비싼 구입비용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데이코산업연구

소, 2009: 14; 송용식·김영일, 2012: 29).

전기자동차는 고속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와 저속 전

기자동차(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NEV)으로 나뉜다. 고속

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약 160km/h 수준으로 일반 자동차와 속도

가 다르지 않아 다른 규정 없이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

한 많은 완성차 제조업체들에서 관심을 갖고 생산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야이다. 반면, 저속 전기자동차는 아직은 부족한 배터리의

용량과 비싼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진 자동차이다. 보

통의 경우 60-70km/h를 최고속도로 하고, 100km 내외의 주행거리

를 갖는다. 이는 배달용, 출퇴근용, 관공서용으로 도시에서의 세컨드

카의 개념으로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한국산업마케팅연구

소(편), 20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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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이브리드자동차

(HEV)

수소연료전지자동차

(FCEV)

전기자동차

(EV)

동력계

구조

구동원 ▫엔진 + 모터 ▫모터 ▫모터

에너지원
▫화석연료

▫전기
▫수소 ▫전기

특징

▫구동시 내연기관/

모터 적절히 작동

시켜 연비 향상

▫별도 인프라

필요 없음

▫배터리 전용 주행

5km내외

▫수소/산소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모터 구동

▫Zero-Emission

▫수소탱크, 스택 등

장착

(레이아웃불리)

▫시스템 고가

▫Zero-Emission

▫현재 근거리

주행만 가능

(100km내외)

구매비용 다소 고가 초고가 고가

운영비용 다소 저비용 고비용 저비용

운전편의
내연기관 대비

동일

내연기관 대비

불편(수소충전 필요)

내연기관 대비

불편(충전 필요)

적용

사례

▫프리우스

(도요타)

▫시빅 (혼다)

▫아반떼LPI

(현대)

▫스포티지,모하비

(기아, 개발중)

▫I-MiEV

(미쓰비시)

▫e-Zone

(CT&T)

▫AURORA

(AD-TECS)

시장성숙

시기
현재 대표차종 전망 곤란 2015년 이후

<표 2-1> 친환경자동차 유형별 비교

자료: 지식경제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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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의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개요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세계 자동차 판매는 급감하였으

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는 증가하고 있

다. 세계자동차시장은 친환경자동차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고,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까

지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자동차시장을 여전히 주도하겠지만, 2012년

현재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향

후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2015년 125억 달러, 2020년에는 326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김태윤, 2009: 8-9).

<그림 1> 친환경자동차 미래 전망

자료: Global Insight, 2004.

구체적으로 Global Insight(2004)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해 낙

관적으로 보는 반면, Mckinsey(2006)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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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20년 2030년

분야 비율(%) 분야 비율(%)

1
내연기관

자동차
50

내연기관

자동차
33

2
하이브리드자

동차
30

하이브리드자

동차
23

3
클린디젤

자동차
11

클린디젤

자동차
17

4 전기자동차 9 전기자동차 15

5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0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13

로 2020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

로 여겨지고는 있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본격적인 등장에

대해 Global Insight(2004)는 2030년경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Mckinsey(2006)는 좀 더 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예측이 어렵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래 각국에서의 온실가스 배

출 감축목표 구체화는 친환경자동차의 개발과 친환경자동차산업의

조기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황규희·이중만, 2011: 408).

<표 2-2>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친환경자동차 전망 결과

자료: 김태윤, 2009.

한국에서 수행된 관련 전문가 조사(2009년 8월 31-9월 7일, 산·

학·연 전문가 45인 대상)에 따르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차

량으로는 2020년에는 내연기관자동차(50%), 2030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33%)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자동차 기술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2020년에는 내연기관자동차(50%), 하이브리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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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클린디젤자동차(11%)가 전기자동차(9%)와 수소연료전지자동

차(0%)보다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내연기관 엔진의 연비 개

선 및 성능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러나 2030년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33%), 전기자동차(23%), 수소연

료전지자동차(17%), 내연기관자동차(15%), 클린디젤자동차(13%) 순

으로, 화석연료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김태윤,

2009: 16).

1. 하이브리드자동차

한국은 1996년 아시아자동차가 자동차변속기(Automated Manual

Transmission: AMT) 장착 병렬형 하이브리드 마을버스 시제품을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현대·기아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을

주도해왔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2000년에 한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였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병렬형 하드타입 하

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소나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K5 하이브

리드자동차를 양산하여 현재 판매중이다. 한국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은 핵심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낮고, 일본 등 앞선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국가에서 관련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기술 진입의 어려

움을 겪고는 있지만 ‘병렬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같은

독자적인 기술로 진입장벽을 넘어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최진

석, 2012).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의 지난 10년간 특허출원을 보면, 특허출

원 3,329건 중 내국인이 2,489건을 출원하여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3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한국

이 2,489건(75%), 일본이 458건(14%)를 출원하여 미국, 유럽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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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출원 건수를 보였다. 한국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특허출원 건

수 및 비중을 통해 한국이 이 분야의 기술수준이 확실하게 성장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 세제지원 등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 9월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추진하여

17,178대를 공공기관과 민간에 보급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하이

브리드자동차 분야는 기술 및 보급에 있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인다.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한국은 2000년 현대·기아 자동차가 싼타페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공동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2005년

스포티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거쳐 2010년 100kW급 신형 투싼을

개발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판매 및 보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특허출원이 최

근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현승훈, 2008: 1). 또한 2007년 상하이에서 열린 친환경자

동차 대회 미쉐린 챌린지 비벤덤에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선진국들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제

치고 모두 좋은 성적을 받는 등 성능의 우수성도 해외에서 인정받

고 있다(안병기, 201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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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자동차

한국이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시작된

G7 차세대자동차 사업부터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미래형자동차

사업을 거쳐 현재 이명박 정부의 그린카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다. 1992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

작한 것은 8년이나 지난 후인 2000년이다. 또한 2009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관련 기술이 주를 이루었

고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은 이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그리고 관련

특허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더라도 여전히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

소연료전지자동차 관련 특허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소재/부품 자급

도 또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전기자동차의 성능에 관해서

는 많은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1)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그린카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중에서

특히 전기자동차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보급 계획에도

불구하고 판매량과 보급량을 통한 분석에서 전기자동차는 하이브리

드자동차에 비해 판매 및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그리

고 정부의 전기자동차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속 전기자동

차 업체들의 행태라고 할 수 있다. CT&T, AD모터스 등의 저속 전

기자동차 업체들은 한때 저속 전기자동차라는 유형으로 친환경자동

차산업에서 각광받았다. 정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보조금을 받

으며 중소기업들도 자동차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었

다. 그렇지만 이들은 정부의 이런 보조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에

1) 지식경제부 관계자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조사, 공공기관과 민

간인 소비자들의 인터뷰 등에서 고속·저속 전기자동차의 성능에 많은 문제가 있

다고 조사되었다.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기술 개발 단계이고 양산 단계는 아니

기 때문에 보급에 대한 조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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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데 투자하였고, 결국 기술

력이 드러나며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되었다.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행태는 그들의 책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 연구는 행정

의 책임성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기자동차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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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제 1 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행연구

1. 기술개발 및 보급동향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명확하게 유형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분석

을 위해 연구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친환

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동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분석

하고 있다. 김태윤(2009)의 연구는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먼저 분석

하고, 그린카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 뒤, 주요국의 그린

카 지원정책을 분석해 그린카 육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항구(2010)의 연구는 외국과 국내의 그린카 정책과 업계의

상용화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그린카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인식

과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린카 개발 및 상용화 전략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김경미(2011)의 연구는 세계 그린카 시장의 동

향과 한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한국의 그린카 보급 지원 계획과 향

후 시장의 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준항(2011)은 한국과 외국의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에 대해 비교하고, 한국의 호남광역경제권 전

기자동차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조은애(2011)의 연

구는 수소연료전지의 중요성과 원리에 대해 제시하면서 수소연료전

지자동차 개발 현황을 분석하며 향후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경유(2010)의 연구는 주요국의 전기자동차 전망과 개발 동향, 그

리고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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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동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기상

(2011)의 연구는 그린카 개발의 역사와 판매 및 시장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

발 동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노형복(2012)의 연구는 전기자동차

와 내연기관자동차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국가별 전기자동차 지

원 현황과 국내외 주요 업체별 개발 현황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

구의 가장 큰 의의는 국내 전기자동차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는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제품 개발능력, 소재/부품 자급도, 생

산기술, 생산설비 수준, 제품품질 등의 기술경쟁력과 배터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인버터, 모터, 충전기/충전인프

라 등의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였다.

2.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

강철구(2008)의 연구는 해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하이브리드자

동차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R&D 정부 지원액과 주요 국가들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지원 현

황을 비교하고 있다. 하종현 외(2010)의 연구는 자동차산업, 특히 친

환경자동차 분야에 대한 지식경제부 R&D 지원현황을 분석해 친환

경자동차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황

규희·이중만(2010)의 연구는 기술혁신과 미래 숙련수요에 대한 이론

적 논의를 통해 녹색성장 추동력으로의 그린카 산업에 대해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그린카 산업에서의 미래 숙력 수요에 대해 현재

대학 교과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이 연구는 친환경자동차 분야에서의 교육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염재호·이민호

(2012)의 연구는 제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G7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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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21C 프론티어 사업, 차세대성장동력 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통해 각

사업에서의 제도적 지속성을 도출하였고, 거시적, 중범위적, 미시적

분석을 통해 정책에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던 G7 프로젝

트와,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친환경자동

차 정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는데 이 연

구의 의의가 있다.

3. 법·제도 측면의 연구

이영희·김대영·라휘문(2002)의 연구는 환경과 자동차과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자동차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도출하고, 환경 및

자동차 관련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자동차 관련세제의

법·제도적 현황과 세수규모를 측정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유럽, 일본

등의 주요 국가의 자동차 관련세제와 분석하였다. 그들은 또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 관련 세제의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세제의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김

대희(2009)의 연구는 개별적인 중소기업은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

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친환경

자동차활성화 관련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제언을 하고 있다. 노영

훈(2005)의 연구는 외국과 한국의 자동차관련 세제 운영현황과 환경

기준을 비교하면서 친환경자동차 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김두형(2011)의 연구도 유류 과소비 억제 및 자동차

의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CO2 배출량이나 연비에 따라 차등 과세하

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방세재의 친환경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

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서재호(2011)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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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경산업에서 환경산업정책에 대한 이슈를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논의를 중심

으로 각국의 환경산업정책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분야

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동향이나 관련법, 제도의 정비방안 등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국내의 주요 연구들은 대부분 현행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관련 현황이나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언을 하는 것들

이 많고,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부족하다. 구은진(2010)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게 한

국의 친환경자동차 분야의 문제점을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분야의 개발과

양산 사이의 시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단계에 이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Dani

Rodrik(2008)의 신산업정책론(New Industrial Policy)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 정책조정(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책임성 및 투명성(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이 세 변수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친환경자동차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국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현재 상황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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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친환경자동차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고, 특히 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와서야 비

로소 다른 분야와 분리되어 정책적 지원이 되기 시작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구은

진(2010)의 연구도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개발과

양산 사이에 시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길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에 주목하고, 신산업정책론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분석하고자 시

도하였을 뿐이다. 이 연구도 친환경자동차의 유형 중 전기자동차 분

야, 특히 저속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체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

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를 구분하여 이들 사이의 성과를 비교분석

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친환경자동차의 한 유형인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유독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의 다른 분야들과는 다

르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데 중점

을 두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친환경자동차 분야의 성과를 측정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은 저속 전기자동차 중소기업들의 행태에 주

목하고, 그 원인을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석을 시도

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 2 절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

1. 책임성의 의의

책임성이란 하나의 가치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체화하

고 있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화

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책임성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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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은 행정인이나 행정조직이 일정한 기준

에 따라 행동하는 의무로, 그 내용과 범위에 따라 책임

(responsibility)과 책무(accountability)로 구분하기도 한다(정세욱,

2000: 234; 김종후, 2005: 377). 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하기도 한다. 전자는 공식적 지위나 권한과는 직접

적인 관계가 없이 지는 포괄적인 책임으로 도의적·윤리적 책임을,

후자는 일반시민이나 통치체(governing body)에 대해 공무원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정당화하거나 해명하는 공식적인 관계인 법적·

공식적 책임을 의미한다(정우일, 1997: 17-18; 정세욱, 2000: 234; 김

종후, 2005: 377).

책임성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Finer(1941)는 책임 또는 책무를 자기의 행위, 부작위에 대하여 타인

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Cooper(1987)는 일정한 행위를 행위자에게 연계시키고 일련의 가치

판단을 행위자에게 동시에 적용시키는 상호적 개념이라고 한다.

Romzek and Dubnick(1987)은 개인이나 기관이 집행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성과에 응답하도록 하는 관계로서 공공기관이나 그의 종사

자들이 조직 내외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기대들을 다루는 수단이라

고 본다. Bovens(2005)는 어떤 행위자가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행위

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

다. 라영재(2009)는 공공부문의 책임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이나 행정수반,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 내지 행정인

의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 국민에게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는 또한 행정책임은 공직자 개인이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도의적·법률적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무, 결과에 대한

책임과 과정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책임성 법적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광의적 개념



- 25 -

으로 확장하여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책임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권력 및 재량의 부여를 전제로 한다.

관료와 같이 공적 기능을 담당한 행위자들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

는데 사용하도록 부여된 권력이나 재력, 자원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특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순응하도록 만드는데 책임을 묻는 목적이

있다. 둘째, 책임성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과

재량을 근거로 한 행동이나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받을

응답성(answerability)을 갖는다. 셋째, 책임성은 공직자들이 특정 법

규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결과 및 성과라

는 평가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 및 재제(liability)를 받고, 반

대로 바람직한 행동과 높은 성과에 대해서는 포상 및 경제적 보상

을 제공한다(Heywood, 2000: 17; Behn, 2001: 16; 엄석진; 2009: 21).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를 통해

부패, 연고주의, 권력남용 등을 억제하고 국정운영의 청렴성을 개선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성과를 개선시키고 관료인 행위자

의 개인적, 제도적 학습을 촉진시킨다. 헌법적 가치나 행정이념에서

나온 행정적 규범은 행정의 책임성을 통해 적용·재생산되어 행정조

직에서 문화, 구조, 정책으로 내부화된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정당성

을 유지시키고 정부의 공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마지

막으로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사회적으로 정

책실패, 재량권 남용과 같은 문제에 대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분노

를 잠재우고 관료들에게 반성과 배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라영재,

2009: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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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성의 유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성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

위하게 정의되고 학자들마다 다른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행정

에서 책임성에 대한 논의는 누가(who; holders) 누구에게(to whom;

holdees) 무엇에 대하여(for what) 어떻게(how; by what means) 책

임을 지는지에 대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김종후,

2005: 374-376; 라영재, 2009: 241-246).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여 책임성의 유형을 살펴보겠다.

1) 책임성의 주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즉 책임의 주체(holders)의

관점에서 책임성을 유형화할 수 있다. 관료는 선출직인 행정수반과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행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행정기관과 관

료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문제되고 있다. 시민이나 정책고객은 일차적으로 대

통령이나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선거를 통해서 묻기보다는 실제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료의 책임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더욱 많은 관

심을 가지게 된다. 최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3)에 입각한 행정개혁은 행정과 경영의 동질성 강조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시킨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 정부부문에

민간기법의 적용이 곤란하고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의

갈등으로 효율성 향상이 곤란하며 국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

3) 신공공관리론은 복지국가의 과도한 부하, 관료제의 비능률과 같은 역기능을 줄

이기 위하여 시장의 영역을 넓히고 시장 논리에 의한 관리기법을 행정에도 적

용하자는 논리이다.



- 27 -

시킨다는 결함이 있다. 이와 같은 결함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더

욱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영재, 2009: 242-243).

전통적인 정부 또는 시장이 강조되고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거버

넌스 시대에도 행정의 책임성 확보 문제는 행정기관이나 관료 중

‘누가(who)’ 행정적·정책적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정부모델보다 민간화되고 민간부문과 협

력하는 정부모델에서 행정의 책임성 규명과 민간부문의 책임성 확

보 문제는 더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전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와 전환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행정의 책

임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초기

신공공관리론 연구자들이 정부 역할의 축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마치 정부의 책임성에 대해 관심을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

근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와 전통적인 위계적 업무수행이 수평적인

조정, 관리, 협력의 업무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행정의 책임성 문제

는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라영재, 2009: 243).

누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Bovens(2005)는 지배

구조 책임성(corporate accountability), 위계적 책임성(hierarchical

accountability), 집합적 책임성(collective accountability), 개인적 책

임성(individual accountability)의 4가지 책임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

배구조 책임성의 확보는 법적·행정적 통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조직의 개인 행위자들의 책임을 특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계적 책임성은 조직단위의 책임성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의 조직내부의 상관에 의한 통제전략이다. 그러나 위계적 책임성에

의한 통제는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 작은 공공기관의 낮은 계층제하

에서는 내부의 조직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상관에 의하여 통제를 받

고, 이런 경우 명령체계(chain of command)와 같은 엄격한 계선에

따라 책임관계가 형성되고 중간 관료는 책임을 지는 위치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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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제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집합적 책임성은 개인적인 책임

을 집단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정부기관과 같은 공공조직은 개인의

집합체이고, 공공조직 전체가 책임을 져야할 일에 대해 조직의 한

사람이 대표로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다. 그러나 공공조직을

대표해서 특정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개인적

인 책임을 집단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법적·도덕적 실체와 현대 민주

주의 제도에서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4) 개인적 책임성은 공적 책

임을 묻고 지우는 가장 특화된 전략이고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건에

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공직자인 행정관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기관의 부정적 결과와 성과에 대하여 행정관료 개인적

으로 기여하고 관여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전략은 전형적인 전문가적 책임성 유형과 같으며,

엄격한 사후적·법적·행위적·개인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작동해야 한

다(라영재, 2009: 243-244).

2) 책임의 객체: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두 번째로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책임성의 객체

(holdees)의 관점에서 책임성을 유형화할 수 있다. Bovens(2005)는

책임성을 조직적·정치적·법적·행정적·전문적 책임성이라는 다섯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직적 책임성은 조직의 상관에게 책임

을 지는 것으로 공식적 규범, 강력한 계서제, 엄격한 지시와 표준적

인 운영절차에 근거하고 있다. 조직적 책임성은 조직 내부적으로만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에 직접적인 접촉

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유형이다. 정치적 책임성은 대통령이나

의원과 같이 선출된 정치적 대표와 정당이 책임성을 통제하는 것을

4) 다만, 공동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규모가 작고 책임을 규명하는 어려움이 적은 공

공단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는 적절하고 유효하다(라영재, 2009: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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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정치적 책임성은 정치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정치적 의

제나 사안이 논쟁적이며, 여론, 정당연합, 정치적 기회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입법적·정치적 통

제는 약화되어 있다. 법적 책임성은 관료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을 대리해서 법원에 소환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원이 통제기관이다.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발전하

고 사회적 관계가 공고화되면서 정치적인 의회보다는 법원의 신뢰

가 더 높아지게 되었고 관료들에게는 법적 책임성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행정적 책임성은 감사기관, 상급기관

등 준사법적인 기관에 대하여 청렴성, 적법성, 효과성 등에 대한 책

임을 지는 것이다. 전문적 책임성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동

료가 상호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분류로 Page(2006)는 책임성의 망(web of accountability)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책임성을 계층적, 법적·정치적·전문적·시

장 책임성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계층적 책임성은 조직

과업 및 성과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고관리자가 설계한 규칙이나

절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책임성은 법적 위임을 받은 외

부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탁 및 계약적 책임을 말한다. 정치적

책임성은 직접적인 지지나 정무직 공무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유권

자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적 책임성은 직무

분야에서 학위나 전문지식 등 비공식적인 규범에 근거한 책임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책임성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객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한편, 안병영·정무권·한상일(2007)의 연구에서는 시민의 대리자로

서 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요구에 대응하여 행동해야 할 책임으로

민주적 책임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다시 정치적 책임성, 관료적 책임

성, 관리적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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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성은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따라 정부

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적 책임성은 실적주의 관료제를 통해 정책 집행을 담당하게 된

행정부 관료들이 정치적 집행부에 대하여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책임성은 관료적 책임

성에 대한 신뢰 붕괴에서 비롯한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로

서, 신공공관리론을 기반으로 시장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료에

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다.

3) 책임의 대상: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해(for what)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책임성

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1940년대 Friedrich와 Finer의 책임성에

대한 고전적인 논쟁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Friedrich(1940)는

관료적 책임의 핵심은 전문가주의이며 행정의 책임성은 미리 설정

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 이상이라고 한다. 행정책임의 본질은

기술적 전문가들 사이의 전문가주의 또는 장인정신(craftsmanship)

이고, 관료의 전문지식이나 직업윤리 등이 책임의 판단기준이 된다

고 보았다. 또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정치적·민주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관료의 내재적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Finer(1941)는 관료에 대한 외재적 책임성을 강조하였

다. 그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책임에 주목하였고, 국회나 사법부 등

제도적 방법에 의하여 확보되는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논쟁

은 이후 무엇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이 되

었다.

Friedrich(1966)는 행정인의 책임을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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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은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기능적 책임은 전문가 단체의 직업상의 윤리규율에 입각

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Mosher(1968)는 책임(responsibility)을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

임으로 나누어 객관적 책임은 책무(accountability)와 해명 또는 설

명의무(answerability)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한다. 예컨대 국민들의

표출된 의지인 정책들은 행정가들이 싫든 좋든 실행되어야 하며, 이

러한 객관적 책임은 통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에 필수적인 것이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책임은 관료

로서 정체성, 충성 및 양심을 일깨우는 것들이 포괄된다고 한다.

Spiro(1969)는 책임을 말할 때 책무(accountability), 인과성, 그리

고 의무(obligation) 등 세 가지 다른 함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책임은 관료들이 자신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을

말한다고 한다. 그는 또한 책임을 명시적 책임과 암묵적 책임으로

구분한다. 명시적 책임이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자원과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전략을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황에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암

묵적 책임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Cooper(1987)는 책임을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설명한

다. 객관적 책임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기대와 관련되어 있고 법규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며, 어떠한 성과의 범위 또는 특정한 표준에 대

한 의무라고 한다. 어떠한 의무의 표준이 자기 외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책무’와 매우 유사하며, 법규에 대한 책임은 관료가 최고의

법인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관적

책임은 관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각에 근원하는 책임이라고 한

다. 이는 충성, 양심, 일체감의 경험에 근원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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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n(2001)은 책임성을 절차(process)와 성과(performance)라는

두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 절차에 대한 책임성에는 조직과 구성원

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

정적 책임성(accountability for finances)과 민주적 규범에 의거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 윤리적 기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

는지에 대한 공정성을 위한 책임성(accountability for fairness)이 포

함된다. 성과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은 정부 행

위의 결과로 기관이 달성할 산출물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의미한다.

4) 책임의 방식: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다음으로 책임을 어떻게(how; by what means) 지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Dimock and Dimock(1969)은 책임이란 내·외부적으

로 강제되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 보고, 책임은 내·외부적인

수단에 의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내부 통제는 기관 내부에서

설정되고 강제되는 것으로 공직자 자신이나 동료, 계서제 상의 상관

그의 의무를 다하는지를 볼 때 달성된다. 외부 통제는 입법 감독이

나 예산 및 감사활동, 옴부즈만제도, 언론의 비판, 이익집단 및 다른

개인들의 감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Robertson and Acar(1999)는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통적

으로는 관료제, 법, 정치권, 전문 직업의식, 시장원리 등을 통한 방법

이 적용되었으나, 이런 전통적 방법들은 오늘날과 같은 민관 파트너

십 등 다양한 협력주체들에 의한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행정의 장에

서는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트너십 자체의

의미와 목적이 통제적 메커니즘과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Rosenau(2000)는 경험적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책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발적 방법보다는 전통적인 통제 및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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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조직, 기관

및 부서가 복잡하게 연루되는 행정의 현장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충분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에 법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불충분하여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파악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5) 책임성의 유형화 및 이론별 책임성 논의

책임성을 유형화한 대표적인 연구는 Romzek and Dubnick(1987)

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와 ‘책임성

의 판단 기준’의 특성을 조합하여 책임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다양한 ‘책임

을 묻는 자’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들은 기관 내부의 책임을 묻는

자와 기관 외부의 책임을 묻는 자로 구분될 수 있다. 판단기준은 의

무에 대한 세밀한 규정, 행정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등을 통해

‘책임을 지는 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행정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두 기준을 조합하면 계층적

(bureaucratic)·법적(legal)·전문가적(professional)·정치적(political) 책

임성으로 구분된다(엄석진, 2009: 23).

첫째, 내부적 책임성 관계인 계층적 책임성은 관료가 상급자의

감독, 명령이나 지시, 조직 내 표준운영규칙 및 내부 규율을 지킬

책무를 의미한다. 계층적 책임성 하에서는 상급자가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율성의 수준이 낮다(엄석진, 20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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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

조직 내부

(내부 통제)

조직 외부

(외부 통제)

‘책임성

판단

기준’의

특성

낮은 자율성 부여

(높은 통제수준)

계층적

(bureaucratic)

법적

(legal)

높은 자율성 부여

(낮은 통제수준)

전문가적

(professional)

정치적

(political)

<표 3 > 책임성의 유형

자료: Romzek and Dubnick, 1987; 엄석진, 2009.

둘째, 법적 책임성은 법적 제재 및 계약적 책임을 부과하는 외부

의 개인이나 집단과의 의무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즉, 법을 제정

하는 입법가와 제정된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과의 관계 또

는 계약을 통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책임성을

의미한다. 계층적 책임성이 종속적인 계층제적 관계 속에서 상사의

부하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근거하는 반면, 법적 책임성은 상호 자

율성을 가지는 두 당사자 사이의 공식적이거나 암묵적인 신탁

(fiduciary) 관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계층적 책임성과 차별화 된

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및 입법구조, 사법적 심판, 회계감사, 의회로

부터의 통제 등이 법적 책임성 확보기제가 된다(엄석진, 2009: 24).

셋째, 전문가적 책임성은 관련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관료들

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기술적이고 복잡

한 정책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전문가적 책

임에 따라 관료들은 내재화된 규범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내재화된 규범은 전문가로서의 사회화, 개인적 신념, 훈련과

교육, 업무 경험 등에서 나온다. 결국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전문가

적 책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가능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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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 2009: 24).

넷째, 정치적 책임성은 기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반응성

(responsiveness)을 강조한다. 즉, 관료들이 선출직 정치인, 고객 집

단, 일반 대중들과 같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책임성의 강조는 한편으로는 정실주의(favoritism)

와 부패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정부의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성에 대

한 제재는 간접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엄석진, 2009: 24).

한편, 행정 이론별로 강조하는 책임성은 다르다.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관료제론은 모든 직위의 계층과 상명하복 질서, 그

리고 조직의 구조와 절차를 근거로 관료의 책임성이 정의된다. 따라

서 계층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

평성(social equity)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능동적이고 대응

적이며 전문적인 관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책임성과 정치

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부문에 경쟁과 시장기제

를 도입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의 강조로 연결되고, 계약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거버넌스 이론은 공공문

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에 정부를 비롯한 민간기업, 준(비)정부기

구 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이들의 협

력과 공동결정, 공동생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된다(엄석진, 2009: 25-35).

위와 같은 유형의 책임성은 정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Frederickson(1980)은 능동적이고 대응

적이며 전문적인 관료를 요구하며 “유능한 관료는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합리적 평가자이어야 하며, … 기획가

이어야 하며, … 심판이 아닌 경지가(player)이며, … 공공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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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한 전문가들이어야 한다. … 그들은 다양한 시민을 위하

여 국민주권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언급

하고 있다(Frederickson, 1980: 114-115; 엄석진, 2009: 29). 이와 같

은 전문적 책임성의 강조는 과학적·기술적 해법과 사실적 지식의 타

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직윤리와 공익, 사회적 형평성 등의

강조를 통해 관료들의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엄석진,

2009: 30). 그러나 전문적 책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료들은 위탁계약이나 민영화 등으

로 민관 공동관리의 형태로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관 공동 파트너십에서는 권한이 분산되고 통제 메커니즘이 약화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화된 여타 조직구조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책

임성에 있어 취약하게 되고, 정부와 민간의 목표가 달라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정책이 수행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김동원, 2002:

401; 차경은 2009: 97).

Aucoin and Heintzman(2000)에 의하면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

면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의 청렴성을 개선시키는 기

능이 있다. 그리고 시민과 대표자, 피치자와 통치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연결시키는 정부의 공적 신뢰를 높여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호간의 학

습과정과 적응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와 같은 학습과 상호

이해를 통해 형성되는 신뢰는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성과를 제고하

는데 기여한다(엄석진, 2009: 34). 그러나 증가된 행정과 정책 투명

성 때문에 정치적 사건들이 표면 위로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대중영합주의에 의해

고객의 요구와 수요를 표면적으로는 충족시키려하나, 소비자 본위가

아닌 생산자 본위의 시장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에는 무신경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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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반응성(responsiveness)이 약할 수 있다(권오성 외, 2009:

239).

법적 책임성은 헌법, 법률, 그리고 조직의 구조와 절차를 근거로

관료의 책임성이 정의된다. Weber(1968)는 “관료들의 직무수행은 법

규나 행정규정에 의해 배분된 의무를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처리”

하는 것이며, “비교적 면밀하고 엄격한, 그리고 습득 가능한 일반법

규에 따른다”고 강조한다(Weber, 1968: 956-958; 엄석진, 2009:

25-26). 그리고 관료가 맡을 업무, 권력, 필요한 강제수단과 그 조건

들이 법류에 명확히 명시되며 복종의 의무도 그 한계 영역 내에서

만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Weber, 1968: 212-271; 엄석진, 2009:

26). 이러한 법률과 규칙들은 모든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간의 조정을 촉진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책임과 이들 사이의 관

계를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명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엄석진, 2009: 26). 그러나 Behn(2001)에 의하면 법적 책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관료 개인은 잠재적 실수와 비판을 숨기고 법에

명시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을 피하려 한다고 한다.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행정과 정책을 집행한다는 역기능이 있

다.

제 3 절 연구 설계

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한국의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를 행정의 책임성 측

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고 기술축적

을 하는 중인 분야이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야이고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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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배터리, 모터 등의 부품개발 및 설계능력, 생산설비 및 기술수준, 품

질 경쟁력에 있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산업

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

동차 분야는 선진국의 기술 수준보다 높게 평가 받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전기자동차, 특히 저속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성과가 저

조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본 연구의 연구문제이다. 분석과정에서 전

기자동차 사업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주

목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전기자동차, 특히 저속 전기자동차 분야의

성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로 정

하였다.

본 연구는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미래형자동차 사업, 그린카 사

업의 각 시기에 Romzek and Dubnick(1987)이 제시하는 네 가지 책

임성의 유형들 중에서 어떤 책임성이 강조되는지 분석하여, 그것이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G7

차세대자동차 사업과 미래형자동차 사업은 분석과정에서 통합하여

분석하였고, 그린카 사업은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성과를 측정하는데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은 전기자동차 사업의 초기로 기술 축적의 시

기였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업별로 강조되는 책임성은 각각 달랐다. G7 차세대자동차 사

업은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작 단계로 책임

의 원천은 내부에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라 자율성

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

조되었다. 미래형자동차 사업은 친환경자동차의 시장 형성 및 보급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들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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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이름은 ‘참여정부’로 여러 기

관,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다.5) 이런 정책기조는 노무현 정

부가 거버넌스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거버넌

스를 강조하는 정책은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책임을 묻는 자의 위

치가 외부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래형자동차 사업에 들어

와서 비로소 친환경자동차 관련법들이 제·개정되기 시작하였기 때문

에 아직까지는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린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

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명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정운영방향과 관련, “‘경제살리기’가 무엇

보다 시급하다”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

이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

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고,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으며,

5) 노무현 정부는 ‘소통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29일

350여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강연 등을 하였다. 그의

‘소통’관련 어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간 (청와대 주변 4중 철망을 걷어내는 등) 형식을 많이 개방했지만 이제는 마

음도 개방하고 싶다…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고 있으나 현행헌법도

잘 운용하면 괜찮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려면 대화와 신뢰가 쌓여야 한다. 자주

노력하자” (3월 17일, 여야5당 원내대표 만찬).

▲“인터넷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인터넷이 예전처럼 제 마당이라고 생

각하지 않지만 아직도 이 분야에 이해를 많이 갖고 있다. 네티즌이 당 만들면

끼워달라. 오늘 (대화를) 시작했는데 말을 한 이상 확실히 내용을 설명해야하니

까 오늘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오늘 소화 못

하면 한 주제를 갖고 또 한 번 하자.”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오늘 이 자리에 소통을 위해서 왔다. 직접 대면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만

큼 우리 사이에는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말하고 나서

다음 날 보도를 보면 내말 하고는 좀 다르거나 내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말은

없다. 내 생각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항상 갖고 있다”

(3·28,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는 소통을 위해 노력한 측면이 보인다(이미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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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불필

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고, 기업인이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며, 기술혁신을 추구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6)

그린카 사업은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신공

공관리론에 입각하여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친환경자동차 관련법들이 성숙되어 여

러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통제

의 원천은 외부에 있고, 친환경자동차 관련법들의 성숙에 의해 자율

성이 낮아지게 되어 법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미래형자동차 사업, 그린카 사

업의 세 시기에 강조되는 책임성이 다르고 그와 같은 책임성의 순

기능과 역기능이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

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전문가적(professional) 책임성의 강조되면 합리성을 바탕으

로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관료들의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한이 분산되고 통제 메커니즘

이 약화되어 오히려 책임성에 있어 취약하게 되고, 정부와

민간의 목표가 달라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사업이 수행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6) 이명박 대통령은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

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

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말했

다. 이같이 선진화 원년을 선포한 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

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함께 열어갑시

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

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한다”며 미래를 향한 화합 속의 전진을 강조했다(김상협·

심은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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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이 강조되면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

국정운영의 청렴성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적 신뢰를 높여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개선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다는 순기

능이 있다. 그렇지만 증가된 행정과 정책 투명성 때문에 정

치적 사건들이 부각되고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대중영합주의에 의해 고객의 요구와 수요를 표면

적으로는 충족시키려하나 소비자 본위가 아닌 생산자 본위

의 시장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에는 무신경하고 실질적인 반

응성(responsiveness)이 약하다는 역기능이 있다.

가설 3: 법적(legal) 책임성이 강조되면 관료가 맡을 업무, 권력, 필

요한 강제수단과 그 조건들이 법류에 명확히 명시되며 복종

의 의무도 그 한계 영역 내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모

든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조정을 촉진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책임과 관계를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명확

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관료 개인은 잠재적 실수와 비

판을 숨기고 법에 명시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을

피하려 한다.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행정과 정책의

집행이라는 역기능이 있다.

이상의 가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책임성에 대

해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상의 가설은 기존의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들에서 설명하는

책임성의 유형을 받아들여 그것들에 대해 검증하는 방식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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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연구의 분석틀 및 구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저속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사

업의 성과이다. 우선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면서 하이브

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적인 친환경자동차

의 기술 개발과 보급 동향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기술 개발

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친환경자동차관련 부품기술

동향과 특허 동향을 사용하였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의 기술경쟁력

평가와 개발된 자동차의 성능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

급 동향은 친환경자동차 중 일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양산되지

않는 것이 있어 판매량과 보급량을 함께 사용하였다. 개발 연혁은

언론매체나 학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친환경자동차들을 조사하였고, 친환경자동차관련 부품기술 동향과

특허 동향은 통계청의 특허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의 기

술경쟁력 평가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참조하였

다. 판매량과 보급량은 각종 언론매체와 관계부처의 보도 자료를 조

사하였다.

전기자동차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는 ‘전문가적 책임

성’,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이다. 변수들이 모두 명확하게 구

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Romzek and Dubnick(1987)의 책임성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전문가적 책임성은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관료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조사하였다. 정

치적 책임성은 대통령이나 관련 기관들의 정책 추진 의지나 이해관

계자들에 대한 대응성을 언론매체나 보도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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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성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자동차관리

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

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에관한법률」등과 같은 전기자동차 관련법을

대상으로 정부의 감독업무나 통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유가 급등, 환경 담론의 형성, 환경규제 강화 등으

로 인한 통상여건 등과 같은 횡적 요인과, 각 사업별로 성과의 비교

를 하기 위해 이전 사업의 정책이 다음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영향과 기술 축적에 따른 성숙요인 등과 시계열적 영향을 고려하기

로 한다. 유가 급등, 환경 담론의 형성, 환경규제 강화 등과 같은 변

수들은 한국 내에서의 변화이고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자동차 전반에 걸쳐 동일

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 기의 정책과 성과는

다음 기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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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G7 차세대자동차

사업(1992-2002)과 미래형자동차

사업(2004-2008)

제 1 절 전기자동차 분야의 성과 분석

1. 기술수준 및 개발 연혁

1) 기술수준 비교 분석

G7 차세대자동차 사업과 미래형자동차 사업 동안 한국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 미국 등의 선진 국가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

지는 후발 국가였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친환경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시작되었

고, 미래형자동차 사업에 와서 기술축적을 통한 양산단계에 접어들

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이 1992년에 시작되었지만 기술축적이 되

어 특허출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이

다. 각 자동차별로 보면, G7 차세대자동차 사업과 미래형자동차 사

업 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출원 건수 자체는 증가하였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비해서는 그 증가율이 적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G7 차세대자동차 사업과 미래형자동차 사업

에서 특허출원 건수와 증가율을 통해 살펴본 전기자동차의 기술수

준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999년 8건에 불과한 특허출원에서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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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계

하이브리드자동차 8 63 41 68 180

수소연료전지자동차 1 28 14 33 76

기타 전기자동차

관련
37 12 53 39 141

계 46 103 108 140 397

차세대자동차 사업이 종료되었던 2002년에는 68건의 특허출원이 이

루어졌다. 4년 만에 750%의 특허건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은 하이브리드자동차 관련 기술이 원활하게 개발되고 빠르게 축적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시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관련 특허

출원은 1999년 1건에서 2002년 33건으로 33배 증가하였다.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관련 기술도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에서 빠르게 성장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기타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은

1999년 37건에서 2002년 39건으로 2건(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2001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을 때 전기자동차만 59건으로 증가하긴 하였지

만 2002년에 다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특허출

원 건수에는 역전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에서 전기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의 축적도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 전기자동차 관련 연도별 특허출원

(단위: 건수)

자료: 이영노, 201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던 하이브리드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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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3건, 2004년 49건으로 2002년 68건에 비해 2년 연속으로 감

소하였다. 이는 2002년에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이 종료되었고, 2004

년 미래형자동차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사업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수소연료전지자동차도 2002년 33건으

로 2002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던 특허출원 건수가 2003년

19건, 2004년 24건으로 2002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기타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는 2002년 39건에서 2003년 51건, 2004년 64건

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기

에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여 모순된 상황을 보여준다.

이후 2004년 미래형자동차 사업이 시작되었고 하이브리드자동차

관련 특허건수는 2005년 74건, 2006년 16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7년 64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

였으나 2008년 164건으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

다. 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는 2004년 49건에서 2008년

164건으로 약 235%의 특허출원 건수 증가율을 보였다. 미래형자동

차 사업에서의 특허출원 건수와 증가율을 통해 살펴본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수준은 빠르게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관련 특허출원 건수도 미래형자동차 사업이 시작되고

2004년 24건에서 2005년 32건, 2006년 8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돌

아섰고, 2007년 44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 114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은 24건에서 114건으로 375%의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수소연료전지자동

차는 이와 같이 비약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반면, 전기자동

차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4년 64건에서 2005년 36건, 2006년 42

건으로 2004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2003년과 2004년에는 증가하였다가 2004년에 미래형자동차 사업이



- 47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하이브리드자동차 68 53 49 74 163 64 164

수소연료전지자동차 33 19 24 32 86 44 114

기타 전기자동차

관련
39 51 64 36 42 95 78

계 140 123 137 142 291 203 356

시작되자 다시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07년 95건으로 다시 증

가하였으나 2008년 78건으로 2007년에 비해 다시 감소하게 되었다.

결국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은 2004년 64건에서 2008년 78건으

로 약 22%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출원 건수와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미래형자동차 사업 기간 동안에도 전기자동

차의 기술개발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비해

그 성과가 저조하였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기와 시행 후의 시

기에 다른 자동차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와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한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4-2> 전기자동차 관련 연도별 특허출원

(단위: 건수)

자료: 이영노, 2010.

2) 개발 연혁 및 성능 비교 분석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동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미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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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발회사 개발내용

1995 현대·기아자동차 NiMH 배터리 이용한 FGV-1

1996 아시아자동차
자동차변속기(AMT) 장착 병렬형 하

이브리드 마을버스 시제품 개발

1999 현대·기아자동차 서울모터쇼에서 FGV-2

1999 현대자동차 아반테 시제품 개발

2000 현대자동차

베르나 시제품 개발

미니버스(카운티) 시제품 개발

- 디젤엔진을 장착한 직렬형 하이브

리드 미니버스

- 1,500cc 디젤 엔진 + 50kW 발전기

- 최고속도 80km/h, 0~40km/h 도달

시간 7.8초

2001 현대자동차

클릭 하이브리드 시제품 개발

- 1,600cc 가솔린 엔진 + 12kW 모터

+ CVT

- 최고속도 188km/h, 0~100km/h 도

달시간 10.9초

동차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보급이 되기 시작하였

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기간 동안 현대·기아자동차는 1995년 서

울모터쇼에서 NiMH 배터리를 이용한 FGV-1, 1999년 서울모터쇼에

서는 FGV-Ⅱ를 선보였으며, 2000년에는 한국 최초로 하이브리드자

동차를 개발하였다. 이후 2002년에 환경부와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을 통하여 25인승 카운티 직렬형 소형 하이브리브 버스를 개발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에 시범운행 하였다(데이코산업연구소,

2008: 55-56).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1999년 아반테 시제품, 2000년

베르나 시제품, 2001년 클릭 하이브리드 시제품 개발을 비롯해 2004

년에는 현대자동차가 클릭 양산 시제품을 국내 시범운행 하였다.

<표 4-3> 국내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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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현대자동차 클릭 양산 시제품 국내 시범운행

2005 현대자동차 베르나 하이브리드 양산

자료: 데이코산업연구소, 2008; 이기상, 2011; 정용일, 2011.

미래형자동차 사업 기간 정부는 2005년 산업자원부가 수소경제

실용화 로드맵인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수소연료전지자동

차의 시장형성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여러 정책들을 기획하여 왔

다. 특히 2006년 8월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대규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 프로그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실증사업은 수소 경제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의 실용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어

미래 국내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조기

실용화에 필요한 관련 부품 및 산업인프라 확대에 큰 공헌을 할 것

으로 평가되었다(오형석, 2007: 19).

국내 현대·기아자동차는 2000년 75kW급 싼타페 수소연료전지자

동차 개발을 시작으로 2005년 80kW급 투싼 및 스포티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를 독자 개발하여 미국 에너지부 및 캘리포니아 에너지

파트너십 사업에 32대의 차량을 참여시킨 바 있다. 또한 2007년

100kW급 투싼, 2008년 115kW급 모하비를 개발하였다. 현대·기아자

동차는 외국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이력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개

발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2007년 상하이에서 열린 친환경자동차 대

회인 미쉐린 챌린지 비벤덤에서 다임러, GM, 닛산, 포드 등 경쟁사

를 제치고 소음, 배기, 연비 등에서 모두 A의 좋은 성적을 받는 결

과를 얻었다. 또한 2008년 모하비 수소연료전지자차는 1회 수소 충

전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637km 주행에 성

공하였다(안병기, 2012: 38).7)

7) 주행 후 남은 연료까지 고려하면 약 758km 주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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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발회사 개발내용

2000 현대·기아자동차

싼타페 연료전지차(공동개발)

- System: Fuel Cell Only

- Fuel: Compressed Hydrogen(350 bar)

2002 현대·기아자동차

싼타페 연료전지차(공동개발)

- System: Fuel Cell+ Ni-MH Battery

- Fuel: Methanol

싼타페 연료전지차(공동개발)

- System: Fuel Cell + Ni-MH Battery

- Fuel: Compressed Hydrogen (350 bar)

2004 현대·기아자동차

투싼 연료전지차(공동개발)

- System: Fuel Cell + Li-Polymer

Battery

- Fuel: Compressed Hydrogen (350 bar)

2005 현대·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연료전지차(독자개발)

- System: Fuel Cell + Li-Polymer

Battery

- Fuel: Compressed Hydrogen (350 bar)

2007 현대·기아자동차 100kW급 투싼

2008 현대·기아자동차 115kW급 모하비

<표 4-4> 국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 연혁

자료: 안병기, 2012.

한국의 전기자동차 분야는 고속 전기자동차와 저속전기자동차로

나눌 수 있다. 고속 전기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

Korea 등의 대기업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저속 전기자동차는

CT&T, AD 모터스, 지앤디윈택 등 주로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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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1991년 11월 소나타 EV 1호를 시작으로 1993년에

엑셀 전기자동차를 실용화하였으며, 1996년 3월에는 니켈메탈수소전

지와 독자 개발한 모터를 장착하여 최고속도 130km/h, 1회 충전거

리 390km의 엑센트 EV를 개발하였다. 1997년 2월 전기자동차를 개

발하기 위하여 미국 US Electorlica사와 모터,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

의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의 주식 5.4%를 매입하였으

며, 1997년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보전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으로부터 무공해차 인증(세계 5번째)을 취

득하여 실용화하였다. 1997년 말에는 2000년부터 한국과 유럽에 판

매할 계획으로 아토스 EV를 개발하였으며, 2000년에는 산타페 EV

를 개발하여 하와이 및 제주도에서 시범운행 하였다. 2010년에는 시

장에서 경쟁 가능한 양산형 전기자동차 블루온을 시장에 출시하였

다(노형복, 2012: 104-105).

기아자동차도 1991년 납전지를 탑재한 프라이드 EV를 개발하여

형식 승인을 취득하고, 1994년 9월 시판을 계획하였으며, 1993년에

세피아 EV와 베스타 EV를 개발하여 프라이드 EV와 같이 대전 엑

스포에서 운행하였다. 기아자동차는 전기자동차를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내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어 현

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개발로드맵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노형

복, 2012: 105-106). 이 외에도 GM Korea, 르노삼성 등의 대기업들

이 주로 고속 전기자동차 개발에 노력하고 있었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과 미래형자동차 사업 기간 동안에 저속 전

기자동차는 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였고 양산형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

지는 못하였다. 미래형자동차 사업이 끝날 무렵에야 양산형 저속 전

기자동차의 개발이 완료되고 보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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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발회사 개발내용

1991 현대자동차 11월 소나타 EV 개발

1991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EV 개발

- 납전지 탑재

1993 현대자동차 엑셀 EV 실용화

1993 기아자동차

세피아 EV 개발

- 직류전원, 1회 충전거리 190km, 최고

속도 160km/h

베스타 EV 개발

- 교류전원, 1회 충전거리 120km, 최고

속도 90km/h

1994
GM Korea

(구 대우자동차)
에스페로 EV 개발

1996 현대자동차

엑센트 EV 개발

- 니켈메탈수소전지와 독자 개발한 모

터를 장착하여 최고속도 130km/h, 1

회 충전거리 390km

1996
GM Korea

(구 대우자동차)

DEV-4 개발

- 씨에로 플랫폼에 고성능 납전지 사용

1997 현대자동차

2000년부터 한국과 유럽에서 판매할 계

획으로 아토스 EV 개발(니켈메탈수소

전지탑재)

1997
GM Korea

(구 대우자동차)

4월 DEV-5 개발

- 니켈메탈수소전지를 탑재한 4인승 3

도어의 해치백 타입으로 알루미늄과

FRP로 경량화를 시도

- 최고속도 124km/h, 1회 충전거리

201km 성능 구현

2000 현대자동차
싼타페 EV 개발

- 하와이 및 제주도에서 시범운행 실시

<표 4-5> 국내 고속 전기자동차자동차 개발 연혁

자료: 노형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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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 및 보급 추진결과 비교 분석

양산이란 대량으로 생산, 시중에 판매를 위하여 만드는 것을 말

한다. 국내에서는 양산차를 통상적으로 일정기간(연속되는 12개월/1

년) 동안에 2,500대 이상이 공장라인에서 생산되는 동시에 관련 기

관의 형식 승인을 획득한 차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구은진, 2010:

46). 양산에는 제조업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제대로 판

매될 수 있는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 기업의 입장

에서는 초기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매우 커서 이익을 창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낮은 신뢰

도와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높은 가격 때문이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과 미래형자동차 사업 기간 동안에 한국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

차에 대한 시장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분

야만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겨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수

소연료전지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G7 차세대자동차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 사업 동안에는 양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및 보급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 중에서 전기자동차만 미래형자동차

사업의 마지막에 겨우 양산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린카 사업

에서만 전기자동차의 보급량에 대해 측정하였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모

든 분야에서 판매 및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미래형자동차

사업에 와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중심으로 점차 판매 및 보급이

이루어졌다. 보급 대수가 특히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는 하이

브리드자동차였다. 2004년까지 50대에 불과했던 국내 하이브리드자

동차는 2005년 312대, 2006년 368대, 2007년 656대 등으로 연간 보

급대수가 1,000대에 못 미쳤으나, 2008년에는 1,072대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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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모델

명

클릭 50 50

베르나 191 223 305 771 1,430

프라이드 121 145 351 361 978

계 50 312 369 656 1,072 2,458

정부지원금(억원) 14 87 103 83 145 432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시행되었던 각종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이

와 같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다(이재

호, 2012).8) 전기자동차가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는 보급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보급이 비교

적 잘 이루어졌다.

<표 4-6> 연도별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대수

(단위: 대수, 억원)

자료: Business Information Research, 2009.

제 2 절 성과에 대한 요인 분석

1. 전문가적 책임성 분석: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에서는 친환경자

동차에 대한 국책사업의 시작 단계로 책임성의 원천이 내부에 있었

고, 관련법들이 마련되지 않아 자율성이 높아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

조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기자동차를 전담하는 부처는 없었지만 관

련 부처가 많지 않고, 총괄부처와 협조부처가 나뉘어 책임을 지고

8) 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 국내 하이브리드자동차 초기 양산 시기에 공공기관

대상으로 구매보조금(누적 432억원)을 지원하여 총 2,458대를 보급하였다. 2004

년부터 2006년은 대당 2,800만원, 2007년부터 2008년은 대당 1,400만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였다. 그렇지만 2009년 7월부터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시판하게 되면

서 보조금은 없애고,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27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하도록

하였다(Business Iinformation Research, 200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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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부

처 중 하나인 과학기술부의 전문가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전기자동

차 사업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선도기술개발 사업(G7 프로젝트)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간 진행된 계획으로 8개 정부 부처와 많은 산·학·연 기관들의 공조

체제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G7 사업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

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저공해, 안전도, 전기자동차 등의 기술 분야

에 집중해 연구과제를 선정했다(최병윤 외, 1998: 38-39). 이 사업의

추진 조직을 보면, 총괄은 산업자원부9)가 하고 과학기술부가 협조하

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 자동차에 관련된 연구 역량을 동원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 주관기관은 자동차 부품연구

원이며 완성차 업계, 학계, 관련 연구소, 부품업계가 공동으로 참여

하고 있었다(최기련 외, 2003: 234). 총괄부처는 개별사업을 책임지

고 사업전반을 관리하고, 협조부처는 소요재원의 분담을 지원하고

소관분야 연구과제의 합동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결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분야 도출, 구체적인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 선정, 추진

전략 수립, 연구수행 주체 선정 등과 같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간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민간 전문가들의 활용은 위

원회 형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1단계에서는 G7 전문가 기획단이, 2

단계에서는 1단계 종합평가 기획단이 핵심 주체였다. 이러한 상위 의

사결정 기구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것과 동시에 과학기술부는

연구회 운영(1단계), 기획 소위원회 운영(2단계), 2차례의 연구기획

과정에서 산·학·연의 많은 전문가들을 선도기술개발 사업(G7 프로젝

트)의 정책형성 과정에서 활용하였다(이찬구, 2008: 179).

9) 산업자원부는 1948년 신설될 당시에는 상공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993년 상

공자원부, 1994년 통상산업부, 1998년 산업자원부를 거쳐 2008년 지식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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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기술부는 상위 의사결정 협의체인 G7 전문가 기획단과

종합평가 기획단에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단계와 2단계 모두 의사결정 협의체의 책임자를 정

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대학의 교수가 아닌 민간 기업의

CEO로 임명하였다. 이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선도기술개발

사업의 특성상, 연구결과는 최종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구현되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의사결정체 구성은 당시 전문가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던 국내 대기업들의 성공사

례를 정부에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찬구, 2008: 179).

정책형성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주요 정책주체이었던 장관, 국장, 과장 등의 개인적 성향과 판

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G7 프로젝트의 주

창자인 장관은 특정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어서 과학기술

계의 여러 요구와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

이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당시 과학

기술부의 연구기획조정과(국장)의 대외 리더십과 연구기획과장의 기

획역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구기획조정관과 연구기획과

장은 당시 정부 조직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부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직접 주도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는 당시 공무원들의 전문

성이 낮고 사명감도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이찬구,

2008: 188)..

따라서 과학기술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전

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관 부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함으로써 부처이기주의를 용이하게 극복하고자 G7 전문가 기획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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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게 된 것이었다. G7 전문가 기획단의 운영은 전적으로 이들

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졌다. 과학기술부는 기획단에게 보고요청이

나 지시 등을 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기획단

에 문의하는 형태로 업무가 추진되었다. 특히, 당시 국장과 과장 등

은 거의 매주 이어지는 기획단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지

만, 이들이 먼저 의견을 개진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민간 위원들의 의견이나 논의가 정부조기의 특성

상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점들을 개진하여 좀 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렇게 관료들이 위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한

결과 나중에는 기획단 위원들이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들에

게 문의하기도 하였다(이찬구, 2008: 189).

또한 과학기술부는 기획단의 사무실을 청사 내에 별도로 마련하

였다. 이처럼 기획단 사무실이 상근으로 과학기술부에 위치함으로써

정부와 민간 전문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구축될 수 있었

다(이찬구, 2008: 189).

이상을 통해서 G7 차세대 자동차사업 동안 관료들은 민간의 전

문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그

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는 있다. 자신들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간 전

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관료는 사업의 기획가로서

공공 목표 달성을 위해 반응성을 제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간의 전문성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목표에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다. G7 차

세대자동차 사업에서 전기자동차의 개발은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비해 저조하였다. 또한 특허출원 건수와 증가율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01년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종료시점에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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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의 증가율이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비해 낮았다는 사실을 통해 기술 개발도 전기자동차 분야

가 저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이 종료된 다음해인 2002년부터 2004년 미

래형자동차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

지자동차의 특허출원은 줄어든 반면, 전기자동차는 오히려 특허출원

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민간과 정부의 목표가 달랐다는 것을 시사

한다. 전문가적 책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민간의 전문성에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책이 원래 목표했던

방향으로 추진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전기자동차의 개발 연혁과 연

도별 특허출원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정치적 책임성 분석: 미래형자동차 사업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는 참여정부의 거버넌스 기조로 인해 친

환경자동차 분야에서도 책임성의 원천이 외부로 이동하였고, 관련법

들이 제·개정되긴 하였지만 정비가 미비하여 자율성은 여전히 높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이하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전기

자동차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책임성은 대통령의 관심과 그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추진 의지는 199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다. 한

국에서 대통령의 주도로 정치적 책임성을 가지고 대형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

부부터이다.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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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기자 회견에서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 진입”이라

는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1992년 8월부터 선도기술개발 사업(G7 프

로젝트)이 진행되면서 차세대자동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

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노태우 정부의 말기에 시작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에도 상당히 소극적이며 개인적인

이미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경향은 차

세대자동차 사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표면적으로는 민간의 요구에

기초한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지향하였지만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책임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언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서 이런 사실

을 확인하였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은 김영삼 정부로 이어졌지만 뚜렷한 정책

의 추진은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과학기술정책이 중요한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천명되면서 각광을 받았으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같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

심이나 지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박해옥, 1998).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가 매

우 초기 단계였고, 기술개발 지원 이외에 관료가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민간의 관심도 매우 적

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을 분석하기는 것은 어렵고, G7 차세대

자동차 사업 동안에는 정치, 행정, 민간 모두의 관심이 매우 적었다

는 사실만 확인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본격적으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표출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미

래형자동차 사업은 과거 산업자원부(현재 지식경제부)가 한국 자동

차 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착수한 기술개발 사업이다.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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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출범 당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짧은 기간에 세계 5위의 자

동차 생산 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선진국과의 핵심 기술력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정부가 2004년 4월

세계적인 환경, 안전 규제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이 직면해 있는

환경, 에너지 및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지

능형 미래형자동차 기술 개발을 목표로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을 추

진하게 되었다. 사업의 총괄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사업단 운영기

관은 자동차부품연구원 미래형자동차 사업단이었다(유영면, 2009:

110). 미래형자동차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였고, 협조부처는

없었다.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

차, 그리고 지능형 자동차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했고, 그 중 수소연

료전지자동차에 더욱 집중하였다(유영면, 2009: 112-115). 이 과정에

서 전기자동차는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환

경자동차 시승을 많이 한 대통령이다. 2006년 3월 11일 ‘투싼’ 연료

전지자동차 시승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정책추진 의지는 이전의 정부

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니다. 이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래형자동차 개발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

혔다(박영출, 2005a). 이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소연료전지자동

10) 이 사업은 2003년 2월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와 참여정부 국정토론

회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및 성장동력 산업 육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동년 8월 대통령이 주재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보고대회에서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포함한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하고 부처별 역할분담을 확정하였으며, 그 후속으로 자동차 분

야에는 ‘미래형 자동차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9개 기술개발

대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세계 자동차 산업계의 기술여건 변화

에 적극 부응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등 3개

분야 기술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미래형 자동차의 실용화에 대비

하여 핵심기술과 제품을 선점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유영면, 200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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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2005년을 ‘수소경제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산업자원부가 2040년까지의 국가 수소경제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친

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에 착수하도록 영

향을 주었다(부경진, 2006).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

모터쇼 개막식에도 참석하였다. 당시 5회째를 맞는 서울모터쇼에 대

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사 직후

기아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해 스포티지 연료전지자동차 등 전시 차

량을 두루 살펴봤다(박영출, 2005c).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관심과 지지가 가장

증대된 시기였지만 실무 부처는 이와 같은 정치적 책임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公

言)했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통령

의 약속을 공언(空言)으로 만들고 있었다.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자동

차 개발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연간 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고, 미래형 자동차 관련 개발 과제에 책정된 예산은 연간 6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박영출, 2005b).

차세대자동차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시행

하는 사업이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부가 이 사업에서 빠

지고 산업자원부가 단독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규

모도 크게 축소되었다(예진수, 2002).11) 이와 같은 문제는 친환경자

동차 사업에서의 정치적 책임성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

11)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체 세수의 16%인 17조9900억원(2000년 기준)을 자동차

분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는데도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분야에 정부의 지

원규모는 일본의 6.25%수준인 연간 140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학기

술부가 빠지고 산업자원부가 단독으로 예산을 책정하면서 2002년 정부의 지원

예산은 8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미래형자동차 사업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2002

년부터 향후 10년간 1조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것에서 매우 부족한

예산이다(예진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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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실제 차세대자동차 사

업의 대상에서도 전기자동차는 제외되었다. G7 차세대 자동차사업

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미래형

자동차사업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통령과 정부

의 정치적 책임성 문제가 전기자동차, 이후 저속 전기자동차 분야의

성과에 악영향을 주었다.

대통령은 보통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과제를 선정

하고 이를 추진한다. 몇 개의 커다란 이슈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통

치이념 및 정책기조에 따라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정치적 관심을

보인다. 한국의 대통령의 경우 임기 5년 중 첫 6개월은 준비하는 시

간, 마지막 6개월은 마무리하는 시기로 실질적으로 자신의 과제를

수행 할 수 기간은 최대 4년이다(김동욱, 2003: 4). 한국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거의 모든 정권에서 집권 초기에는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정책이 추진되지만 임기 말에는 레임

덕 현상으로 정책의 추진이 매우 어렵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전 정권의 정책이 다음 정권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다음 정권에서는 중지되는 경우

가 많았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심했고, 결국 미래형

자동차사업의 종료기간이 이명박 정권의 임기 중인 2013년 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사업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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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그린카 사업(2008-현재)

제 1 절 전기자동차 분야의 성과 분석

1. 기술수준 및 개발 연혁

1) 기술수준 비교 분석

그린카 사업에서 전기자동차의 특허공개 건수는 2009년 426건에

서 2011년 691건으로 약 6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

해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09년 245건에서 2010년 237건, 2011년 213

건,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2009년 216건에서 2010년 125건, 2011년

151건으로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허공개 건수로 전기자동차 분야의 성과가 하이

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핵심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기업들이 전기자

동차 상용화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12)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이영노, 2010: 2)

특허 외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그린카 사업에 들어와서 현대·기아자동차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비해 구조는 간단하면서 구동 효율을 보다 극

대화하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독자 개발해 하이브리드자

동차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장철홍,

2011: 4).13)

12) 이와 같은 기술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도 공통으로 쓰이

는 기술이라 전기자동차 고유의 기술 특허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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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계

하이브리드자동차 245 237 213 695

수소연료전지자동차 216 125 151 492

기타 전기자동차 관련 426 468 691 1,585

계 2,896 2,840 3,066 8,802

<표 5-1> 전기자동차 관련 연도별 특허공개

(단위: 건수)

자료: 윈텔립스 특허공개 검색, (www.wintelips.com).

그린카 사업 기간 동안 수행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기자동

차의 기술경쟁력은 일본·미국·유럽 등 선진국(=100) 대비 85 수준으

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재/부품자급도’에서 71을 기록하여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열

위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배터리/모터 등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재

료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전기자동차가 요구하는 자동차 경량화에

대응하는 소재개발 등에서 기술력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노형

복, 2012: 107-108).14)

전기자동차 분야의 기술수준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의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같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부문

도 없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이 세계적인 친환경자동차 대회에

13) 현대·기아차는 2011년 5월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를 나란히 출시

했다. 소나타와 K5 하이브리드는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에 성공

한 ‘병렬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

술력과 성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진석, 2012).

14) 국내에서 개발된 블루온(Blue-On)이 선진국에서 개발한 자동차와 성능면에서

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블루온의 경우 기존 자동차(i10)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

동차인데 반해, 일본과 미국 등은 자체 고유모델로 전기자동차를 개발 생산하였

다(노형복, 201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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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능력

소재·부품

자급도
생산기술

생산설비

수준
제품품질 종합

전기

자동차
87 71 89 89 88 85

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성능의 우수성을 보여준 사례도 없어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이 다른 친환경자동차 분야에 비해 떨

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2> 전기자동차의 기술경쟁력 현황

(기준: 선진국=100)

자료: 노형복, 2012.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수준이 높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이다. 여전히

소재·부품 자급도 분야의 평가는 낮은 수준이고, 전기자동차 성능

및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발 연혁 및 성능 비교 분석

그린카 사업이 시작되면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본격적으로 양산

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7월 현대자동차는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5월 현

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소나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K5 하이

브리드자동차를 개발하여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1년 5월에

양산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소나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K5 하이브리

드자동차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독자 개발한 ‘병렬형 하드타입 하이

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성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김

성호, 20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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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발회사 개발내용

2009 현대자동차

7월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 양산

- 리튬 폴리머 배터리 최초 적용, 청

정연료 LPG 연료 사용

- 제조에서 주행까지 탄소배출량 12.7

톤 감축효과

- 최고속도 182km/h, 연비 17.7km/l

(CO2: 99g/km), 22.7km/l (가솔린

환산시)

- 감마 1.6 LPi + 15kW 전기모터 +

무단변속기

2011 현대자동차

5월 소나타 하이브리드 양산

- 배기량 1,999cc, 연비 21.0km/l, 최

대출력 150마력/6,000rpm, 최대토

크 183kg-m/5,000rpm

2011 기아자동차

5월 K5 하이브리드 양산

- 배기량 1,999cc, 연비 21.0km/l, 최

대출력 150마력/6,000rpm, 최대토

크 183kg-m/5,000rpm

<표 5-3> 국내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 연혁

자료: 이기상, 2011; 정용일, 2011.

그린카 사업에서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래형자동차 사업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다. 그린카 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친환경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08년 현대·기아자동차가 115kW급 모하

비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개발한 것에 이어 2010년에도 100kW급

신형 투싼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개발하여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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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발회사 개발내용

2010 현대자동차

블루온(Blue-On) 개발 및 출시

-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양산형 전기자

동차

- 국내 1호 고속 소형 전기자동차

- 최고출력 61kW, 최대 시속 130km/h,

1회 충전 거리 140km

- 최고속도 124km/h, 1회 충전거리

201km 성능 구현

2012 기아자동차

4월 레이 EV 개발 및 출시

- 최고속도 130km/h, 1회 충전거리

135km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자동차

는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린카 사업에서 중점 대상으

로 지정되면서 개발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현대자동차는 시

장에서 경쟁 가능한 양산형 전기자동차 블루온을 개발하여 출시하

였다. 블루온은 국내 1호 고속 소형 전기자동차로 최고출력 61kW,

최대 시속 130km/h, 1회 충전거리 140km의 성능을 보여준다(노형

복, 2012: 105).

또한 기아자동차는 2012년 4월 17일 ‘2012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

업 출범식’에서 국내 첫 양산 전기자동차인 레이(Ray) EV를 공개하

였다. Ray EV는 국내 최초 전기자동차 양산모델로 최고속도가

130km/h, 1회 충전시 최고 135km까지 주행가능하다(권윤, 2012).

<표 5-4> 국내 고속 전기자동차자동차 개발 연혁

자료: 노형복, 2012.

현대자동차는 지식경제부가 2010년에 발표한 ‘그린카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진행된 ‘준중형 전기자동차 개발’ 프로젝트에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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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ZONE (CT&T) Change (AD모터스)

공차충량 620kg 710kg

총 중량 620kg 710kg

전장 2,665mm 3,220mm

전고 1,540mm 1,550mm

전폭 1,440mm 1,560mm

축거 1,870mm 2,180mm

최고속도 60km/h 60km/h

으로 참여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15) 현대자동차가 국가

프로젝트로 전기자동차 개발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배터리 기술의

한계와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을 병

행하고 있다(노형복, 2012: 104-105).

국내에서 개발된 저속 전기자동차는 CT&T에서 개발된 e-ZONE

과 AD모터스에서 개발된 Change가 대표적이다. CT&T와 AD모터

스는 한국의 저속 전기자동차 개발에 앞장서 있었던 기업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를 이끌어가 중요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CT&T

의 e-Zone과 AD모터스의 Change는 최고속도 60km/h, 총 중량이

620kg, 710kg인 2인승 저속전기자동차이다(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

(편), 2011: 221-231).

<표 5-5> 대표적인 국내 저속 전기자동차

자료: 장근우 외, 2011.

또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아도 전기자동차의 기술수준과 성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양산된 고속 전기자동차는

15) 컨소시엄은 현대자동차를 주관기업으로 중소기업 21개사, 중견기업 5개사, 대기

업 12개사, 연구소 2개소, 4개 대학 등 총 44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현대자동차

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준중형 전기자동차를 2014~2015년 사이에 양산

할 계획을 세웠다(노형복, 201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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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에서 개발한 ‘레이 EV’ 이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현대자

동차도 ‘아반떼 EV’를 개발했다. 하지만 이들 전기자동차는 충전하

는데 고속충전은 25분, 완속충전은 6시간이 걸린다.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100km 내외이고, 최고시속도 130km/h 정도

이다(이승택, 2012). 이들 고속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대기업들은 자

신들의 고속전기자동차를 통근용이나 마트에 쇼핑가는 용도인 세컨

드카로 적합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4,500만원이나 되는

고속전기자동차를 민간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구입한다는 것에는 의

문이 든다. 자동차산업연구소의 친환경자동차 관계자에 의하면,

대기업들도 고속 전기자동차에 주력해 양산단계에 접어들었

지만 과연 시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공공부

문에서는 구입이 가능하지만 민간에서는 구입이 가능하지 않

습니다.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3년부터가 민간부문에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

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가격격차가 적지만,

전기자동차는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내연기관 레이는 1,500

만원이고, 레이EV는 4,500만원인데 일반 소비자가 보조금

420만원 받고 누가 레이EV를 사겠습니까? 대기업도 결국 민

간에는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결국 전기자동차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

다. 고속 전기자동차는 구매 시 1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충전인

프라 구축비용 880만원이 지원된다. 저속전기자동차의 판매가격은

2,100만원으로 구매 시 578만원의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구축비용

88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권윤, 2012). 그렇지만 보조

금과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성능대비 가격이 비싸 시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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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전기자동차 분야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고속 전기자동차를

시내주행용인 세컨드카로 사용할 것이라면 오히려 저속 전기자동차

가 더욱 적합할 것이다. 굳이 비싼 고속 전기자동차를 세컨드카로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저속 전기자동차 분야이다. 중소기업 완성

차업체는 CT&T는 국산 전기자동차 1호인 ‘e-ZONE’을 개발했다.

CT&T는 e-ZONE을 출시하며 매연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이고 최고

속도 60km/h, 1회 충전으로 5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홍보했

다. e-ZONE은 2010년 4월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

령이 시승하는 등 관심을 가졌던 차량이다. 현재 관공서에는

e-ZONE이 약 300대 가량 보급되었다.

하지만 e-ZONE을 구입한 관공서와 소비자들은 이 저속 전기자

동차의 성능에 불만을 갖고 있다. e-ZONE을 관용차량을 사용 중인

서울 서초소방서 관계자는 “주행할 때 차가 요동치고 에어컨 작동이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짧은 주행거리다”라고 말했다. 개인 구매자

도 “작년 겨울 구입 후 3개월 정도 타보니 차량 전체에서 문제가 발

생했다. 에어컨, 창문의 작동이 안 되고 보닛도 열리지 않는다. 그리

고 완전 충전해 6km를 주행하면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하였다(정진

수, 2011).

이와 같은 문제는 저속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기술력은 되지 않

으면서 과장 광고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행위가 존재했음

을 시사한다.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의 대표주자인 CT&T는 정부의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16) 2010년 12월 CT&T는 일

본자동차공정검정협회(Nippon Automobile Fair Certificate

Assosiation)의 수입대행사 오토렉스사와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16) 저속 전기자동차의 판매가격은 2,100만원으로 구매 시 578만원의 보조금과 충

전인프라 구축비용 88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권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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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000대(e-ZONE 500대, e-VAN 300대, e-픽업 200대)의 수

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20억원 규모였다.

또한 2010년 10월 중국 절강성 지방정부-정뢰전기유한공사와 전

기자동차 사업에 관한 3자 협약도 체결해 중국 진출도 시도하였다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편), 2011: 221—226). 그렇지만 CT&T는 결

국 고속 전기 스포츠카 개발을 위한 자회사와 전기모터 회사를 잇달

아 설립하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였고, 2012년 3월 상장폐지 되

었다.

AD모터스는 2006년부터 전기자동차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 순

수 국내 기술로 구동계 핵심 부품의 자체 개발을 통한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였다. AD모터스는 2010년 10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전기자동차 전문 생산업체인 중국의 New Power

Automobile(ZOTYE AUTO 자회사)과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부

품 및 제반 기술을 공유하여 한·중 전기자동차 시장에 공동으로 진

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편), 2011:

232).

또한 Change를 미국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해외 전기자동차 인증

과정을 진행하였고, 미국시장 이외에도 중국 심천에 지사를 운영하

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찰에 참여하는 등 많은 사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다(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편), 2011: 233). 그러나

AD모터스는 2012년 3월 4년 연속 적자로 거래정지 되었다(김은정,

2012).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TF팀

은 2011년 8월 ‘2011년도 저속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

표하고 CT&T의 e-ZONE과 AD모터스의 Change를 선정했다(오동

혁, 2011). CT&T, AD모터스 등의 저속 전기자동차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보조금에 힘입어 더욱 사업을 확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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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결국 2012년 3월 CT&T는 상장폐지, 동년 4월 AD모터스

는 적자로 거래정지에 이르게 된다. 기술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저속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과

장 광고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

하는 것에만 집중한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행태가 결국 전기자

동차 분야의 성과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판매 및 보급 추진결과 비교 분석

아직 양산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제외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판매 및 보급량을 분석해 보면,

전기자동차 분야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에 비해 원래 정부의 목

표와 실제 보급에 있어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1,072대

가 판매되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그린카 사업이 시작되고 2009년

에 6,312대에 이어 2010년에는 8,115대가 판매되어 보급대수가 급증

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인다. 정부가 432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에 더해 2009년 7월부터 세금감면으로 인한 혜택

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17)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방안」을 통해 전기

자동차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기자동차 4,000대,

충전장치 3,000개를 보급할 것을 계획하고, 2020년까지는 전기자동

차 100만대, 충전장치 220만개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2011년 말까지 보급된 저속 전기자동차는 현대·기아 자동차와 르노

삼성 자동차가 개발한 고속 전기자동차까지 합쳐도 344대뿐이다. 더

욱이 일반 판매는 거의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

17) 2012년 현재 정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최대 310만원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이재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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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매한 물량이 대부분이다. 설치된 충전기도 600여개에 불과했

다. 이런 문제로 저속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은 2012년 1월 지앤디

윈텍이 상장폐지, 동년 3월 저속 전기자동차 선두업체인 CT&T도

상장폐지, AD모터스는 4년 연속 적자로 거래정지 되었다(김은정,

2012).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상용화가 빠른 분야로 전기자동차 분야의

판매 및 보급량과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원

래의 목표와 실제 현황을 비교해 보면,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는 판

매 및 보급이 정부의 계획과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분야는 그린카 사업에서 정부가 중

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및 보급이 계

획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 2 절 성과에 대한 요인 분석: 법적 책임성 중심

그린카 사업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에 의한 신공공관리

론의 국정운영 기조로 통제의 원천은 외부에 있고, 관련법들이 정비

되면서 이전에 비해 자율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법적 책임성이 강조

되었다. 이하에서는 법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

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친환경자동차

사업은 ‘그린수송시스템(그린카)’ 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 3월부터 전문가 500여명으로 구성된 ‘그린카 전략포럼’을 통

한 논의를 통해 동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녹

생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세계 4강 도약을 위

한 그린카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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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부처

주관 유관

자동차 기술개발,

연비기준 및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환경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지원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2015년 그린카 산업이 120만대 생산, 90만대 수출, 그리고 국내시장

의 21%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

년 동안 3.1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지식경제부 외, 2010: 1-2).

그린카 사업은 이전의 사업들에 비해 굉장히 다양한 부처들이

관련되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

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가 친환경자동차관련 부처로 상호작용하게

되었다. 자동차 기술개발, 연비기준 및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

련 업무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주관 부처, 교육과학기술부가 유

관 부처이고,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환경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

지원은 환경부가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유관 부처

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및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은 국토해양부가 주

관 부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유관 부처이고, 수소관련 기초기술

등 원천기술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 부처, 지식경제부와 환

경부가 유관 부처이다. 개발 보급관련 세제지원은 기획재정부가 주

관 부처, 행정안전부가 유관 부처이고, 개발보급 관련 효과분석 및

예산 업무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주관 부처,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가 유관 부처이다.

<표 5-6> 친환경자동차관련 업무 주관 정부부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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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수소관련 기초기술 등

원천기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개발 보급관련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개발보급 관련

효과분석 및 예산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개발이 활성화 되고 정부의 보급 계

획이 집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기관들이 복잡하게 관련었

다. 과거에는 산업자원부가 다른 기관들보다 계층적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린카 사업에서는 지식경제부가 하이브

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실증사업을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부처와 지

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였다. 때문에 모든 기관들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책 추진에 관여하게 되었고, 다양한 법과

제도가 연관되게 되었다.

자동차에 의한 환경문제가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이 법률에 반영된 것은 1990년에 제정된 환경처18) 소관의 「대기환

경보전법」이다. 이 법률에 기반하여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지정

하여 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자동차 업체들은 그

에 부합하는 차종을 개발하여 인증을 받아야 했다(동법 제31조, 제

32조). 자동차 업체들은 점차 강화되는 배출허용량에 부합되는 차종

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했으며, 정부도 1995년 「대

18) 1980년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의 환경청으로 발족해 1990년 환경처로 승격되었

고, 1994년 환경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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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저공해 엔진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은 처음에는 저공해 엔진으

로 한정되어 있다가 점차 확대되어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와 이에 연

료를 공급하는 시설,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으로 확대되었다(한재각,

2009: 83). 그렇지만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2003년 12월 31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3조에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환경부장관이 책임진다고 명시하기 전까지는 이런 내

용이 없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래형자동차 사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저공해자동차’라는 이름으

로 보급과 구매 등에 대한 제도적 책임이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이

내용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정은 아니었고, 개발과 이에 대한 감독

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결국 친환경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2004년 10월 22일 「환

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이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동법 제1조). 동법 제3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

적자동차에 대한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

고, 제4조에서는 개발시행계획을 추진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였다.

동법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은 환경부장

관이 책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 법 역시 감독에

대한 책임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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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2006-2010)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중심

으로 계획되어 전기자동차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데

이코산업연구소, 2009: 192).

2004년 10월 22일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환경친화적자동차

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은 2009년 5월 21일, 2009년 5월 24일

두 차례에 거쳐 일부 개정되었다. 중간에 관련 타법이 개정되어 반

영된 것은 있지만 동법만 일부 개정된 것은 두 차례이다. 2004년에

제정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3

호부터 제7호까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별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는 산업자원부령과 「대기환

경보전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수도권대기환

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

공해자동차의 기준과 지식경제부령의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

할 것을 요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7호와 제8호에 천연가스자

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8년 8월 29

일 타법이 개정되면서 동법도 개정되었으나, 동법 제3조 제1항의 산

업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한 내용 중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그 책임기관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

1항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

진하는 책임 기관의 명칭,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

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책임 기관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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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내용의 변경, 특히 다른 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환

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의견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의견수렴의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련

되지 않았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

한법률」의 규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동법 제4

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책임을, 동법 제5조는 환경부장관이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

기자동차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기관에 규정이 없다. 전기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공백상태인 것이다. 이를 놓고 지식경제부

와 환경부는 오랜 기간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자동

차가 친환경‘자동차’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식

경제부의 영역이라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라는 점을

내세워 주무 부처라고 주장하였다(박신영, 2011). 지식경제부 관계자

와의 면접조사 과정에서 그는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다

툰 적은 없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충전인프라 관련 부

분이 애매해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다툼을 하지는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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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부가 공공부문 인프라, 지식경제부는 민간 부문의 인

프라 보급 관련을 담당합니다.

라고 대답해 이와 같은 부처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

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CT&T 등의 저속 전기자동차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

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

다. 국내의 경우 배기량으로 자동차를 규정해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형식 승인도 내주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해외 수출에만 의

존하고 있었고, 국내에는 골프장의 카트, 축구경기장의 앰뷸런스 자

동차 정도로만 판매가 이루어졌다(이정화, 2009).

기존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시내 도로에서 시속 6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

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운행이 불가능하였다. 2009년 12월 29일 「자

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동법 제3장의2 저속 전기자동차

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동법 제35조의2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

29조 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

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법이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저속 전기자동차가 일

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전기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등의 세부 규정 등은 여전히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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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여전히 법적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차종별 기준,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 설치시 전기충전기의 인가

/신고 명시, 「도로법」의 전기충전소와 충전기에 관한 규정 등이

여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규

정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적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된

다. 이런 법적인 공백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와

의 면접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상반기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부도와 관련된 질문에 지식경제

부 담당자는,

지식경제부는 저속 전기자동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의 정책대상이 아니었습니다. CT&T, AD모터스와 같

은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기술은 지식경제부 R&D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

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관계자는,

CT&T, AD모터스 등과 같은 저속 전기자동차 분야는 한국자

동차산업협회 쪽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회원사들이

주로 고속 전기자동차에 집중하는 대기업들 위주라서 저속 전

기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해 두 기관 모두 법적인 책임성을 묻는 것에 거부감을 드

러내었다.

그린카 사업에서는 전기자동차 관련법과 제도들이 제·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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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 법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

어 법적 책임성이 확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법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정책이나 사업은 관료의 위험회피 경향으로 인해 제대

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전기자동차의 성과

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카 사업에서의 관련법도 여전히 전

기자동차, 특히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정은 거의 정비되지 않았

다. 그나마 규정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담당 관료는 저속 전기자동차와 같이

위험이 큰 분야에서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와 같은 저속 전

기자동차 분야에 대한 법적 공백과 관료의 소극적인 행정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부족한 기술력, 지나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와 같은 문제의 시

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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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분석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을 설명

변수로 하여 저속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

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이 친환경자동차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과 양산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비교적 성과가 좋았다. 이에 반해 전기자

동차 분야, 특히 저속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은 이

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조되던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사업의 초창기로 기술을 축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술수준이나 판매 및 보급에 대해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사

업의 후반기에 특허출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의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율이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

동차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에

서는 전문가적 책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민간의 전문성에 지나

치게 의존하였고,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목표가 달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음으로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던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치적 발언 및 지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특허출원을 통해 살펴본 기술수준은,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이 G7 차세대자동차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오히려 증

가하다가 미래형자동차 사업이 시작되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

였다. 또한 양산형 전기자동차 개발은 2000년대 초 이후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매 및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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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업에서 전기자동차는 거의 암흑기였다. 이 시기에는 노무

현 대통령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였고, 실

제 사업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책임성의 강조는 생산자 본위의 시장을 형성하였

다. 미래형자동차 사업에서 전기자동차 분야는 정치적 책임성의 공

백으로 인해 실질적인 반응성이 약해졌다.

마지막으로 법적 책임성이 강조되던 그린카 사업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법들을 분석하였다. 그린카 사업 동안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특허공개 건수가 감소하

는데 반해, 전기자동차의 특허공개 건수는 증가한다. 그렇지만 이것

을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핵심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단

계에 진입한 반사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전기자

동차 분야의 기술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판매 및

보급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반면, 전기

자동차는 사업의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그린카

사업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저급한 기술력 개선을 위한 투자보다

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노력하여 결국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법적 책임성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험

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이 원인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미래형자동차 사업, 그

린카 사업에서 강조되는 책임성은 달랐고, 그것들의 역기능이 전기

자동차 사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특히 그린

카 사업에서 저속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는 각 시기의

책임성과 그에 따른 성과가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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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한계

‘환경(environment)’이라는 이슈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영

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분야에서도 환경에 대한 논의는 지

난 20여 년간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

책이나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친환경자동차 중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

자동차 각각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와 같은 성과 차이

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최근의 저

속 전기자동차 분야의 문제에 주목하여 G7 차세대자동차 사업, 미

래형자동차 사업, 그린카 사업에서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를 다른

친환경자동차와 비교 분석하고, 성과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행정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행

정의 책임성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전기자동차 사업의 성과에 대

해 분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분석하였고,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행정의 책임성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린카 사업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법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분석의 대

상이 자동차 관련 기술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이

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특허가 중복되는 경우

가 많아서 각각의 자동차에만 사용되는 특허를 파악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또한 책임성을 유형화하긴 했지만 각 유형들을 상호배타

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19)는 분석에 반영하지 않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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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였다. 실제 독립변수인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은 상호 병존적인 내용들이 존재하였으나, 실증분석과정

에서는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 자료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 등 자료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사업에서 전기자동차, 특히 저속 전기자동

차 분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자동

차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연구를 보완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9) 엄석진(2009)은 책임성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각 유형들을 상호 배타적인 것

으로 보기보다는 병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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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on the Outcomes

of Electric Vehicle Projects:

Focusing on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Kim, Hyun Beom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eco-friendly car

business for 20 years by implementing three projects, and they

are G7 Next Generation Car Project, Future Car Project and

Green Car Project. However, the outcomes of the electric vehicle

business has been low when compared with those of hybrid

electric vehicle or fuel cell electric vehicle se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outcomes among eco-friendly car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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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tent status of hybrid electric

vehicle , fuel cell electric vehicle and electric vehicle sectors as

well as the mass production of them in order to measure the

outcome of each vehicle. Moreover, this paper analyzed the

outcome of the electric vehicle sector including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for the analysis, professional accountability,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legal accountability were set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based on theoretical reviews of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types.

During the period G7 Next Generation Car Project,

emphasizing on professional accountability was conducted, the

patent increase rate in the electric vehicle sector was lower than

those of hybrid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 sectors. In this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was overly dependent on the

private professionalism as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was

excessively emphasized. In addition, there were the difference of

goals to the electric vehic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industry. Those were the reasons why the different

outcomes among eco-friendly car sectors had occurred in this

project.

During the period Future Car Project, emphasizing on political

accountability was conducted, the number of patents related with

electric vehicle tended to decre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Future Car Project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the electric vehicle, when analyz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patents related with electric vehicle began to

decrease as the Future Car Project initiated which wer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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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from 2002 to 2004, which is the period in between the

end of the G7 Next Generation Car Project(2002) and the

beginning of the Future Car Project(2004). Also, the progress in

development of the electric vehicle for mass production was

slower than that of hybrid electric vehicle or fuel cell electric

vehicle. Excessively emphasized political accountability in the

Future Car Project created a producer-centered market. Moreover,

the exclusion of the electric vehicle from project target made a

loophole of accountability and weakened practical responsiveness

of the electric vehicle project.

During the period Green Car Project, emphasizing on legal

accountability was conducted, government has focusing on

technical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 sector as the key

technologies of hybrid electric vehicle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

entered mature steps. However, the Korean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s did not have their own technologies whereas the

other eco-friendly car manufacturers had. Moreover,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electric vehicle sector was evaluated to be

low. Also, electric vehicle sector had a hard time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sales and supply while hybrid electric vehicle

went smoothly. Especially, the problems of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s were magnified. They tried to extend their

businesses over their capacities and they were forced to retreat

from the market eventually. This result was because of

defensive administration, avoiding to take the risk of

implementing tasks which were not defined by law or regula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on analyzing hybrid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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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fuel cell electric vehicle and electric vehicle comparatively

while other research studies analyzed the outcomes of

eco-friendly car sectors as a whole, and analyzing the reasons of

the different outcome of each vehicle by using different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types as explanatory variables.

Key Words: Eco-Friendly Car, Green Car, Electric Car,

Neighborhood Electric Car, Accountability

Student Number: 2010-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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