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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개발 동향과 전망
이 항 구
(연구위원·주력산업실)
hklee@kiet.re.kr

세계 각국의 환경과 연비규제 강화 및 고유가로 인해 자동차업체 간 그린카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고유가에 이어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동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나 자동차업체들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요 증가
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린카란 CO2와 유해물질의 배출이 적은 자동차로 정의할 수 있다. 자동차의
CO2 배출을 줄이려면 연료소비가 적거나 CO2 배출 자체가 적은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 주행과 폐차 과정에서 폐기
물이나 배출가스의 유해성이 적어야 한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1990년대 초부터 그린카를 개발해 왔다. 그 결과 내년에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21세기 세계 자동차산업은 그린
카개발과 판매 선도업체가 주도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2013년까지 그린카 4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
관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저연비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
동차의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인하와 성능향상을 우선 추진하고, 플러그 인 하이
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조기 상용화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그린카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업체와 에너
지 및 부품업체 간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참여 아래 관련
기술 간 융·복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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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동향
자동차업체들은 환경보호와 화석연
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
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와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천연가스와
에탄올 등의 대체에너지를 연료로 사
용하는 자동차를 개발해 왔다. 1990
년대 초에 미국 자동차업계는 전기자
동차를 개발하였으나, 충전 및 성능
문제로 상용화를 포기했다. 당시 도요
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기
자동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면서 개발에 착
수하여 1997년에 1세대 모델인 프리
우스를 출시하였다. 프리우스의 초기
판매는 낮은 유가와 미국내 SUV와
픽업트럭 판매 붐으로 인해 부진하였
으나, 21세기 들어 유가가 치솟으면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과 시장을
석권하였다. 한편, 서유럽 업체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배출이 적
고 연비도 낮은 디젤엔진의 성능개량
에 노력해 왔다. 일본과 서유럽 업체
들이 하이브리드와 클린디젤 자동차
를 출시하여 그린카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가자 미국 업체들은 플러그

인 전기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를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
본 자동차업계는 최첨단 디젤자동차
의 연비가 1세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자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이 저렴한 2세대 하이
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고유가와 환경규제 강화
로 연비가 낮은 차종의 수요가 증가
하자 자동차업체들은 향후 가격경쟁
력보다 연비경쟁력이 자동차 판매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이브리
드 모델의 확장과 다양한 동력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도요타는 전 차종의 하이브리드
화와 함께 경량화를 통해 원가를 낮
추어 2010년까지 연간 100만대를 판
매할 계획이며, 혼다는 연 50만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
다. 도요타와 혼다 간의 하이브리드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양
사 모두 내년 초에 새로운 모델을 출
시할 계획이다. 혼다는 기존의 시빅보
다 작고 저렴한 해치백 모델을 선보
였으며, 북미시장에서 연 10만대 판매
를 목표로 삼고 있다. 도요타는 기존
의 프리우스보다 큰 모델을 출시할
계획인데1)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50
만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판매하
였다. 도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

1) 도요타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18만 1,200대의 프리우스를 판매하였으며, 금년 1~8월 중에는
12만 5,529대를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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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는 일본내 판매가 32.9%, 미국을
포함한 40여개국 판매가 67.1%를 차
지하고 있다. 도요타는 일본 이외에
중국과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를 생산하고 있다.
서유럽 업체들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를 개발하였는데 다임러 벤츠는
BMW와 2모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일부 모델에 적용하고 있
다. 벤츠는 고급모델인 S클래스 휘발
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09년에,
BMW, 포르셰, 아우디는 2011년까지
휘발유 하이브리드 SUV를 출시할 계
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강화로
미국내에서 고급차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렉서스 휘발유 하이브리
드 자동차만 명맥을 유지하자 유럽의
고급차업체들이 휘발유 하이브리드 자
동차의 판매에 나선 것이다. 포드는

<그림 1>

미국 업체 중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였으나 경영악화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0년
까지 25만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
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2007년 판매는 전년 대비 31.5%가 증
가한 32만 4,318대로 내수판매의 약
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금년 1~8
월에는 23만 4,956대가 판매되어 전년
동기비 2.3%가 감소하였으며, 시장점
유율도 지난 4월의 사상 최고치 3.2%
보다 낮은 2.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판매 감소는 수요보다는 배터리 공급
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과 미국 자동차업체
간에 휘발유 하이브리드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유럽 업체들
은 클린디젤 등 디젤자동차의 성능향

GM의 그린카 로드맵

자료 :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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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주력해 왔다. 2005년 기준으로
EU 국가에서 주행하고 있는 승용차
의 70.9%가 휘발유승용차이고 28.8%
가 디젤승용차인데, 2006년에 처음으
로 디젤승용차 판매가 휘발유승용차
판매를 20만대 상회한 740만대를 기
록하면서 점유율이 50.8%에 달하였
다. EU시장에서 디젤자동차가 인기
를 끌고 있는 이유는 우수한 연비와
CO2 배출이 낮아 에너지와 환경문제
를 동시에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
다. 한편, 폴크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클린디젤 기술을 이용하여 휘
발유 엔진보다 더 깨끗한 가스를 배
출하는 디젤승용차를 생산하자 캘리
포니아주 정부는 이들 두 업체의 판
매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소
비자들의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디젤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주도하
고 있는 독일 자동차업계는 하이브리
드 자동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높
은 생산 비용과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독일 소비자들이 선
호하고 있는 디젤 엔진을 개량해 에
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임러
벤츠는 마력이 높고 경제적이며 NOx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클린디젤 시
스템인 ‘BlueTec’
을 개발하였다. 그

러나 고유가가 지속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
지자 EU 자동차업계도 지난해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히 디젤 하이브
리드 자동차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
서고 있다. 중형고급차를 주로 생산해
온 벤츠사나 BMW사 등 독일 자동
차업체들은 EU 집행위가 2012년부터
배기가스 배출량을 120g/km으로 규
제할 계획을 발표하자2) 디젤 하이브
리드 자동차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
다. EU 자동차업계가 개발과 상용화
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디젤 하이브
리드는 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첨단
디젤엔진에 전기모터를 결합함으로써
뛰어난 연비를 나타내고 있다.
MIT대학의 에너지환경연구소는
2020년에 디젤 하이브리드가 수소연
료전지보다 총 에너지소비와 그린하우
스 가스배출에서 우월해 판매 우위를
점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2020년경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상용화되더라
도 대규모 하부구조 투자가 필요해 대
량 판매가 어려울 것이나 디젤 하이브
리드 자동차는 이러한 투자가 필요하
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MIT
대학은 2010년에 디젤 하이브리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표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가 비교대상 자동차 중
가장 우수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미

2) 최근 EU 집행위는 시행을 3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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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차 엔진별 연비 비교
단위 : 리터
2010

2030

가솔린

6.57

4.11

디젤

5.48

3.48

가솔린 터보

5.9

3.66

가솔린 하이브리드

5.02

2.73

디젤 하이브리드

4.51

2.45

CNG

5.82

3.61

자료 : MIT, LEE, Europe's Evolving Passenger Vehicle Fleet: Fuel Use and GHG Emissions
Scenarios through 2035, 2008. 3.
주 : 100km 주행시 소비 연료량 비교.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와 대형 트럭이
유럽에서 주행 중이나, 도요타는 디젤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고 강조하고 있다. 비용 때문이다. 디
젤자동차의 생산비용이 휘발유자동차
보다 높고 여기에 고가의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부가할 경우 자동차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2003년
에 디젤 하이브리드 트럭을 출시했으
나 판매가 부진하자 원인을 휘발유 하
이브리드에 비해 비싼 가격 때문인 것
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빅
3는 ‘차세대 차량을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of Vehicles)’프로그램에 의해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미 개발해 놓
고 있다. GM이 다임러벤츠와 공동
개발한 오펠 아스트라 디젤 하이브리
드는 기존의 디젤자동차보다 연비가
25% 낮은 갤런당 59마일의 주행이

가능하다. GM의 자회사인 앨리슨 트
랜스미션(Allison Transmission)은
버스용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을 생산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젤 하이브리
드 기술은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조만간 승
용차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한
편, J.D. Power는 기존의 휘발유 하이
브리드의 연비보다 디젤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5~20% 낮은 것으로 평가하
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디젤자동차의
미국내 판매비중이 30%에 달할 경우
미국은 일일 35만 배럴의 원유를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현황과 수요 전망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함께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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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그린카로는 유연연료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을 들 수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유
연연료 자동차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
는데 자국내 생산이 풍부한 옥수수에
서 에탄올을 추출하여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유연연료는 가격은 저
렴하나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이 어
렵다는 점이 보급·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는 전문업체들이 소량 주문생산하고
있지만, GM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를 2010년부터 미국과 유
럽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포드는 하이
브리드와 연료전지기술을 연계한 플
러그 인 하이브리드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다. 도요타 역시 2010년에 플러
그 인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인데,
GM의 전기자동차인 볼트가 가정 등
에서 충전한 후 주행 중에 재충전이
가능한 반면 도요타는 충전한 전기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하이브리드 방식
으로 주행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충전시간이 길
고 주행 가능 거리가 짧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르노닛산과 미쓰비시
자동차 및 소형 특수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
다. 이미 르노닛산은 전기자동차의 상
용화를 차세대 전략으로 확정하였으
며, 미쓰비시도 전기자동차의 시작차
를 선보였다. 문제점으로는 충전시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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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고 마력이 낮다는 점이다.
수소연료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의 상용화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료전지파트너십
(CaFCP) 프로그램에는 GM, 도요타,
혼다, 닛산, 폴크스바겐, BMW, 다임
러벤츠, 현대기아가 참여하고 있다.
GM은 100대의 이퀴녹스(Equinox)
연료전지 자동차를 시험운행 중이며,
혼다는 FCX 클래리티(Clarity) 모델
을, 포드는 H21CE E-350 셔틀버스를
시험운행 중이다. 혼다는 최근 200대
의 시작차를 월 600달러에 3년간 임
대해 주기로 결정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5만명 이상이 신청
한 데 고무되어 2018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혼다의 클래리티는
수소 4.1kg 주입으로 280마일을 주행
할 수 있다. BMW는 독자방식, 즉 액
화수소를 직접 주입해 엔진을 구동하
는 100대의 Hydrogen 7모델을 시험
운행 중이다. 연료전지 자동차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인
하,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수소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충전소 등 관련 인프
라 구축 비용이다. 따라서 자동차업계
는 상용화 초기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매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자동차업체들도 소형자
동차와 디젤자동차 및 대체연료 자동
차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자동차로 하이

그린카 개발 동향과 전망

브리드 자동차를 들고 있는데, 이치
(一汽), 둥펑(東風), 창안(長安), 치
루이(奇瑞) 등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를 개발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의 최
종목표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문에
서도 중국정부 및 관련기관이 중심이
되어 연료전지스택 및 관련부품을 개
발하고 있으며, 이미 수소연료전지 버
스도 시험운행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친환경자동차로 중점 지원해 온 전기
자동차는 차량가격이나 2차 전지개발,
인프라 등의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업체들이 그린카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1만 4,396대에
달하였으며, 이 중 미국내 판매가 28
만 8,484대로 69.6%를 차지하였다.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는 2007

<그림 2>

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3%가 증
가하여 2015년에 4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직까지 세계 자동차판매
에서 차지하는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나, 완성차업
체들의 경쟁적인 설비 확충으로 2010
년에는 1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며,
2015년에는 전체 승용차 판매의
6~12%를 차지할 전망이다. 한편, 보쉬
사는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30만~50
만대의 전기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이브리
드 자동차시장은 수입 자동차를 중심
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2009년에 LPI
하이브리드와 2010년에 휘발유 하이
브리드 자동차가 출시될 경우 2010년
에 7만대, 2013년 20만대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최근 MIT대학은 장기전망을 통해
2035년에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차 판매 전망

자료 : Global Insight(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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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15%만이 기존의 휘발유 내연기
관을 장착한 자동차일 것이고, 85%는
터보차지(turbocharged) 휘발유엔진,
디젤엔진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차
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MIT대학은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35년에 5%에 달하고 디
젤자동차의 점유율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미국 국가연
구위원회(The National Research
Council)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본격
적인 상용화는 2020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위원회는 2020
년에 자동차업체들은 최대 200만대의
연료전지 자동차를 판매할 것이며, 이
후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판매는 2035
년에 6,0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고유가의 지속과 친환경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우리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 즉 경제성
장을 추구하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친환경 경
제체제를 구축하는 정책목표를 설정
하였다. 이에 따라 대체에너지와 친환
경자동차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1) 개방형 혁신생태계의 조성
우리나라가 그린카 강국으로 발돋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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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하기 위해서는 대체연료생산, 관련
자동차 기술개발과 하부구조의 구축
이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
서 자동차업체는 국내외 정유업체와
전자업체 등 관련업체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조
성하여 다양한 그린카를 개발해야 한
다. 또한 정부는 그린카의 개발뿐 아
니라 보급 확산을 위한 금융 세제지
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미 국내 완성
차업체와 배터리업체 간의 제휴가 이
루어졌으나 제휴의 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기업 간 제휴는 그린카 개
발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기술 개발
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과 상용
화에 뒤진 구미업체들이 제휴를 통해
일본업체를 추격하고 있는 점도 이 때
문이다. GM은 다임러벤츠 및 BMW
와 제휴하여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
하고 있으며, 미국의 벤처기업들과 전
자업체들은 자동차업체와 함께 전기
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가속화하
고 있다. 베터 플레이스사는 르노닛산
과 합작으로 전기자동차의 양산에 나
서고 있으며, 에너지업체인 PG&E도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폴크스
바겐은 그린카 개발을 위해 스탠퍼드
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그린카의 외형과 성능을
중시하자 자동차업체들은 새로운 디
자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패션업체

그린카 개발 동향과 전망

와도 협력하고 있다. 고급차업체인 부
가티사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에르메스사와 제휴하였다.
한편, 미국은 연료전지 자동차를 상
용화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관련 하부
구조 구축에만 2,000억 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비
용부담으로 영국석유(BP)는 수소연
료개발을 중단하였으며, 엑슨 모빌은
새로운 하부구조의 구축없이 연료전
지 자동차에서 직접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혼다는
가정에서 가스관에 연결해 수소를 발
생시켜 연료전지 자동차와 가정용 전
기로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 중
이다.

(2) 종합지원정책의 수립 운용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정 연료인 수소나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그린카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극복해
야 할 장벽이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의 그린카 개발에 대한 자
금과 금융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있
다. 우리 정부도 다소 늦기는 하였으
나 대체에너지와 그린카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관련 분
야에서의 투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고
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각국 정부는 그린카에 대한 연구개
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5년간 에너지부가 12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2008년 1월에는 빅 3의
플러그 인 자동차 개발에 3,000만 달
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빅 3
가 2014년까지 가격경쟁력을 제고하
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정부
는 전 세계적인 배출가스 규제에 대
응하여 ‘혁신적 차세대 저공해차 종
합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
고 있다. 계획의 목표는 연료분사의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디젤연소방식
의 엔진개발, GTL(Gas to liquids)
등 클린연료의 도입과 연료품질의 개
선 및 최적화,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배출가스 정
화 시스템 개발에 두고 있다. EU 집
행위는 자동차업체와 공동으로 향후
6년간 5억 유로를 투자하여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는‘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기술 이니셔티브(Fuel
Cell and Hydrogen Joint Technology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
국정부는 최근 빅 3가 하이브리드 기
술을 포함한 신기술개발과 생산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50억 달러를
융자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유럽 자
동차업계도 EU 집행위원회에 유사
목적용으로 400억 유로의 지원을 요
청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는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
에서 에너지소비원단위를 2010년에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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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비 20% 삭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신
에너지 자동차생산 허가관리 규정”
을
통해 자국 업체와 선진 자동차업체
간의 미래형 자동차분야에서의 기술
격차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 동 규정
의 허가 대상에는 신에너지, 전기자동
차,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엔진자동차
및 기타 신에너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유용한 부품과 자동차
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신에너
지자동차 생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에
차량 탑재에너지 시스템, 구동시스템,
제어시스템 중 최소한 한 가지의 핵
심기술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린카 개발은 화석연료
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 전기
와 수소에너지의 개발과 동시에 추진
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수소가 가장 유망한 대체에너지로 각
광받았으나, 최근에는 리튬 이온배터
리의 개발과 에탄올에 대한 미국정부
의 대대적인 지원에 따라 전기와 바
이오연료가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
다.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업계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소비 절감 기술개발에 노력하면서 다
양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연
료전지 자동차의 상용화와 조류
(algae)와 목질계3) 에너지 개발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린카 개발과 상용화가 중요한 이
유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
사4)에서 그린카에 대한 소비자의 충
성도가 일반 자동차보다 높게 나타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설문 결과를 고
려해 볼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거나 새
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감소해 온
자동차업체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 감
소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즉, 하이
브리드 자동차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업체가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새
로운 빅 3로 등장할 가능성이 미국
빅 3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맞물려
높아지고 있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상을 강화할

3) 수생생물인 조류와 폐목재를 활용하여 생산한 대체에너지를 말한다.
4) Experience Automotive사가 2007년 1월~2008년 3월 중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소비자
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조사한 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의 47%가 동일 업체가 생산한 자
동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47%로 일반 자동차의 구매비율 35%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하이브
리드 자동차 구입 소비자의 18%는 동일한 모델을 재구입함으로써 일반 자동차의 재구입 비율
12%를 상회하였다. 도요타 프리우스 구매자의 재구매 비율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들 중 51%는 도요타의 다른 모델 구매 의사를 밝혀 도요타 모델에 대한 평균 충성도가 44%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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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개발 동향과 전망

수 있는 비전과 목표는 설정되었다.
문제는 세부 실행전략이다. 5년 전 국
내 자동차산업은 미래형자동차의 개
발을 통해 세계 4대 자동차 강국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당초 목표인 7%에 육
박하였다.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증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첨단기술
경쟁력은 선진국 업체에 비해 떨어지
고 있다. 50년 역사의 국내 자동차산
업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한 선
진국 자동차산업과 경쟁하면서 기술
격차를 축소해 왔다. 최근 세계 자동
차산업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개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독일은행은 향후
5년간의 자동차 기술 변화가 지난
100년간의 변화를 능가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카 개발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21세기 경쟁력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성공
할 경우 4대 강국의 목표 실현이 가
능할 것이나 실패할 경우 현재의 위
상 유지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국내 자동차업체가 출시할
LPI 하이브리드의 판매 목표는 3만
대다. LPG의 국내가격이 저렴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연비
가 문제다. LPG의 연비가 휘발유보
다 20% 이상 높고, 첨단디젤보다는 30%

이상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LPI 하이
브리드의 연비가 휘발유 하이브리드나
디젤 하이브리드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하락하여
LPG와의 격차가 축소될 경우 소비자
들이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의 고객충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
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
이 동 모델을 해외시장에서 얼마나
판매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외국의
LPG 공급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
기 때문이다. 자칫 국내용으로만 판매
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지
못해 가격경쟁력 문제와 함께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린카 개발경
쟁에서 승리해야만 21세기의 남은 90
년 동안 세계 자동차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연관산업의 발
전도 기대할 수 있다. 종합산업인 자
동차산업의 전장화가 가속화되면서
IT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으
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1차 및
조립금속산업, 고무산업, 화학산업, 세
라믹산업, 유리산업, 섬유산업, 종이산
업, 바이오산업 등의 성장에도 자동차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
후 성장잠재력이 큰 환경과 에너지기
술 개발도 자동차산업과 연계하지 않
고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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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전체로 확산되면서 우려를 자
아내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산업연관
성 때문이다.
결국 국내 자동차산업이 2013년까
지 그린카 4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저연비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인하와 성능향상을 우선 추
진하고,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자
동차의 상용화도 서둘러야 한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도 지속적으
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
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는 관련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그린카
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업체와 에너
지 및 부품업체 간의 협력을 확대하
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참여 아
래 관련기술 간 융·복합화를 도모해
야 한다.
그린카 개발 경쟁 속에 세계 자동
차산업은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돌입
했다. 2000년에 사상 최대의 판매 실
적을 기록한 미국의 자동차 판매와
서유럽 및 일본의 자동차 판매가 급
감하고 있다. BRICs 등 신흥개도국의
수요도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이미 구미 자동차업체들은 공장폐쇄
와 감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업
체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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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산업의 불황은 최소한
201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경
제의 성장 둔화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감소하고 있는 자동차 수요를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국
내 자동차업계는 환율에만 의존하지
말고 비용효율적인 자동차의 공급능
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에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금번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슬
기롭게 극복하는 업체가 향후 21세기
자동차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미국 빅
3는 외형은 작아지겠지만 민첩(agile)
대응 능력과 과거 최고 수준의 절반
으로 떨어질 임금을 바탕으로 원가경
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에 재도전
할 것이다. 서유럽 자동차업계도 유연
성과 스피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신
흥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일본 자동차업계 역시 소형차와 그
린카의 다양화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
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더
해 중국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기회
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한국 자동
차산업의 미래는 향후 2~3년간의 구
조개편과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카를
개발·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