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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그림 1 : American Center for Mobility(ACM)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연비규제 완화에 대해 토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을 방문해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
부가 추진해 왔던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석유·석
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서명에 앞서 트럼
프는 지난 15일 자동차 산업 중심도시인 디트로이트
에 위치한 아메리칸센터포모빌리티(American
Center for Mobility, ACM)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차량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수정할 것을 약속했

자료: Matthew Rocco(2017. March 15), “Trump Starts Review of Obama-Era FuelEconomy Rules, Putting Electric Cars in Doubt”, FoxBusiness
http://www.foxbusiness.com/markets/2017/03/15/trump-starts-review-obamaera-fuel-economy-rules-putting-electric-cars-in-doubt.html (2017.4.10.)

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를 늘림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기대하고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이다.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미국의 전기

해당 법안은 2025년까지 모든 자동차들이 1갤런당

자동차 개발과 같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활동을 지연

54.5마일의 연비를 달성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안이

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과된 2012년도 당시 판매된 차들의 평균연비는 1
갤런당 23.2마일 수준이었다.1)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동차 생산
업체들의 노력

높은 새로운 연비기준은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들의 생산 방식을 변화하도록 만들었다. 가장 두드
러진 변화가 바로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다. 전

논란이 되던 규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환경

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 쉐보레 볼트

보호청(E P A)이 실시한 기업평균연비제도

(Chevrolet Bolt),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Toy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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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us Prime)의 매출은 지난 2016년 총 59%가 늘었

제를 통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해당 규제

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대체

철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연료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전기차에 대

재부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

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가 미

들 역시 이러한 기존의 강화된 규제효과에 동의하지

국 전체 자동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 연합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 AAM)은

미래 전기차 시장에 대비하여 현재 너무 많은 투자

강화된 규제가 매출을 증진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를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일 수 있다.

다.2) AAM의 대변인 웨이드 뉴턴(Wade Newton)은

따라서 1갤런당 54.5마일의 연비기준에 도달하기

“제도가 기술개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에는

위해 기업들은 가솔린 엔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해당

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터보차저

기술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Turbocharger)를 이용한 낮은 배기량 엔진의 사용

언급하였다. 지난 2월 미 환경보호청에 보낸 편지에

과 초경량 재료를 이용한 프레임 제조 등이 그 예이

서 AAM은 오바마 행정부가 정한 연비기준으로 인

다. BMW의 경우 자사의 전기차 모델 i3를 제외한

해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매출은 줄어들면서 결과적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새로운 제품에 적어도 하나

으로 약 110만 명의 산업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

의 터보차저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포드(Ford)는

측하였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인 F-시리즈 픽업트럭에 알

그러나 규제 강화가 항상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루미늄과 특수 군용합금을 사용하면서 보다 가볍고

트럼프 정부의 관점은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적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효

제시된 예와 같이 새로운 규제는 기존 생산방식의

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에너지, 전기, 의료

변화를 강요하면서 이전에는 없던 비용을 발생시킬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강화된 규제가 기술 발전 속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의 혁신모델 개발의 동인이

도를 오히려 빠르게 만든 사례들을 소개한다. 현재

되기도 하였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의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주행

새로운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능거리는 늘어나고 있으며 급속충전소 등과 같은
전기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
다. 그 결과 전기차는 유가가 낮을 때에도 꾸준한 인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 기술혁신이 연비규

기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미국 전기차 시장의 발전

1) Joe Harpaz(2017.3.15.), “Will Trump’s Reduced Emissions Rules Kill Auto Industry Innovation?”, Forbes
2) Farhad Manjoo(2017.3.25.), “Trump Says Regulations Impede. Perhaps Not In The Electric Car Business”, Houston
Chron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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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첫 번째로 미국 연방수준뿐만 아니라 9개 주

(Barack Obama) 재임시절 각 행정부가 새로운 연

에서 채택한 배출가스 제로계획(zero-emission

비규제를 도입하면서 미국 자동차들의 연비 효율성

plan)과 같은 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을 다시 높이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규제 강화가 혁신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상용화에 가장 앞장서는 단

을 이끈 몇몇 역사적인 사례들이 존재한다. 1970년

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

대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연비기준을 강

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이다.

화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자동차 산업을 저해할 것

CARB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 프로

이라는 우려와 달리 해당 규제를 통해 미국의 자동

그램(Zero Emission Vehicle program)은 뉴욕, 뉴

차들은 보다 작고 효율적인 차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저지,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등을 포함한 다른 9개

유럽 혹은 일본산 자동차들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주에서도 채택되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시

있었다. 반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

장참여를 위한 개선된 기준(standard)을 제시하고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미국

있다. 2018년까지 해당 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자동차의 연비는 1975년부터 1980년 무렵까지 개선

4.5%는 완전 전기차(fully electric), 플러그인 하이

되었는데, 그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재

브리드(plug-in hybrids) 혹은 수소연료전지

임기간 정부가 연비규제를 완화하면서부터 미국산

(hydrogen fuel cell) 자동차와 같은 배기가스 제로

자동차의 연비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게 되었다. 그

차량(zero-emission vehicles)이어야 하며 2025년

후 조지 부시(George W. Bush)와 버락 오바마

까지 22%로 그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

그림 2 : 미국 주별 도시별 전기차(EV) 시장현황

자료: Johana Bhuiyan(2016. December 21), “There have now been over 540,000 electric vehicles sold in the U.S.”, recode
https://www.recode.net/2016/12/21/14041112/electric-vehicles-report-2016 (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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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필수 기준을 넘어 전기차를 초과 생산한 경우

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는 국내 기업

이를 “크레딧(credits)” 형태로 전환하여 생산량이

이 늘어나고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정책수립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 기업들이 실제 전기차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테슬라와 같이

그림 3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테슬라 모델3, 2017 쉐보레 볼트,
2016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습

수억 달러의 크레딧을 판매해 온 신생 전기차 업체
들에게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유용한 제도였다. 국가
차원의 규제와 제도가 자동차 산업에서 기업들 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차 시장이 발전하는데 기
여했음을 보여준 예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 혁신활동을 돕는 적절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말 친환경자동차(전
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의 등록대수가 10,855대
로 집계되어 5년 만에 등록대수가 약 31배 증가한

자료: Andy Lundin(2016. December 7), “Top 10 Articles of
2016 on GreenFleetMagazine.com”, Green Fleet
Magazine
		 http://www.greenfleetmagazine.com/channel/greenoperations/news/story/2016/12/top-10-articles-of2016-on-greenfleetmagazine-com.aspx (2017.4.20.)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전체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중이
1%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중심인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적극
적으로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생태계
4)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
대한다는 계획과 2017년 총 1만 4천대의 전기차 보
급을 위해 대당 평균 1,9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
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
린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하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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