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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자동차 기술의 현 상태와 발전방향

Study for Zero Emission Vehicle Technology : Current Status and 
Recent Trends

이성욱*, 박병주**

Sunguk Lee*, Byungjoo Park**

요 약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연료효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자동

차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전기자동차가 기술의 발달과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점 더 많은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과도기적 형태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단

계를 지나 현재는 순수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무공해 자동차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관심을 끌고 있고 점점 더 보급률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 된다. 본고에서는 무공해 자동차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상태와 최근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 검토해 본다. 또한 무공해자동차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분석해본

다.

주요어 : 무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지구온난화

Abstract To cope with severe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regulations on automobile 
emissions and fuel efficiency has been tightened around the world. Therefore zero emission vehicles which do 
not use fossil fuels such as electric vehicles have attracted attention by government and both industry and 
academia at developed countries. In the market, electric vehicles are being selected from more and more 
consumers because of technological advances and policy support. Recently another zero emission vehicle, 
hydrogen fuel cell vehicle, is drawing attention and is expected to become deployed widely. This paper reviews 
technology, current status and global trends of zero emission vehicle. The economical analysis of zero emission 
vehicles a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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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

국들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화석연료의 소비는 가파르

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화석연료의 고갈뿐 아니라 화

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이 전 세

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로 인한 지구 온난화(Green House Effect)를

막기 위해 국제환경규약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선진

국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원의 다각화와 환경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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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친환경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에 대

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력생산을 위한 발

전부분이 가장 큰 부분(약 40%)을 차지하며 운송. 교통

부분이 24% ,산업계 16%의 순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1]. 산업화된 사회에서 운송.교통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대부분(60%-70%)은 승용차와

작은 트럭과 같은 경량자동차( Light Duty Vehicle)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부분이 대형 화물차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1].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Green

House Gas)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실증단지가 운영 중이다.

운송, 교통분야 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전세

계 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연비 및 배출가스 규약을 강화

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무공해 자동차

로 대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의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 뿐 아니

라 가솔린과 디젤을 이용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

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2].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가솔린과 디젤을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자

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영국과 프

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

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도는 2030년부터 전기자동차만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 또한 내연기관 자동

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고려중이다[2].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EV)는 수송수단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강화되는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에 대

응할수 있는 친환경 수송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3].

전기자동차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사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대신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화석연료의 연

소로 인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는

무공해 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이다. 전기자동

차는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추진력을 얻는 내연기관 대

신 전기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전기모터를 사용 하여 작

동 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필요

하지 않던 배터리, 인버터/컨버터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의 눈부신 전기자동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되고 발전되어온 내

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남

아있다.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가격, 충전인프라

확대, 짧은 주행거리, 오랜 충전 시간 등이 전기자동차

의 확대에 방해물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중

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 HEV)가 상용화 되었고 아직도 많은 하이브리

드 전기자동차가 도로위에서 주행 중 이며 생산되고 있

다.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파워 트

레인에 배터리와 모터가 더해져서 연료효율성을 높여

주는 저공해 자동차 이다[4]. 초창기 대량생산 전기자동

차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형태였으며 배터리 및 관련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순수 전기모터만을 사용하는

전기차가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공해 자동차인 연료전지자동차 (Fuel Cell Vehicle)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연료전지(Fuel Cell)는 수소

(Hydrogen)와 공기 중의 산소(Oxygen)을 화학 반응시

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연료전지자동차는 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발생된 전기

를 사용하여 전기모터를 구동 하며 전기자동차에 사용

되는 배터리와 파워 트레인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5]. 따라서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 연료전지전기자동

차 (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라고 부르며 수

소연료전지자동차 역시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없기

때문에 공기오염물질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으며 부산

물로 물(H2O)만 발생된다. 현재까지 현대, 혼다 그리고

도요타에서 수소를 사용한 연료전지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전기자동차에 비해 연료

충전 시간이 매우 짧고 주행거리가 길지만 비싼 차량

가격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소충전 시설이 수소 연료

전지자동차 보급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

알아본다. 2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시판중인 무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도 언

급 한다. 3장에서는 현재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현황과

목표 그리고 최근의 무공해 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설명

한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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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자동차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4장 결론에서 끝을 맺는다.

Ⅱ. 무공해 자동차 기술

1.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183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그

당시 개발된 전기자동차 프로토타입들은 전기모터와

배터리의 제약으로 인해 상용화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4]. 1800년대 후반 직류(DC) 전기 모터와 재충전이 가

능한 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1900년대 초기에 많은 전기

자동차들이 생산 되었다.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

차도 이 당시에 독일의 페르디난디 포르쉐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내연기관의 도움 없이 배터리만으로 약 40 마

일 정도 주행이 가능하였다[5]. 하지만 1908년 가솔린

내연기관을 이용한 헨리포드의 포드 모델 T의 시장 출

시와 배터리의 제약으로 인해 1935년 이후에는 전기자

동차는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6]. 1970년대 오

일 쇼크로 인한 원유가의 폭등과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에 대한 인식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

으며 1997년 일본에서 최초의 현대적인 하이브리드 전

기자동차 프리우스(Prius)가 도요타자동차에 의해서 시

장에 선을 보였다[6].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와 내연 기관을 혼용하는 하

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전기모터만을 사용하는 순수

전기 자동차 (Full Electric Vehicle)로 구분된다[3]. 모

든 순수 전기자동차들이 동력원인 전기를 저장하기 위

해 배터리를 사용함으로 일반적으로 배터리 전기자동

차 (Battery Electric Vehicle, BEV)로 불리고 있다. 또

한 배터리 충전을 위한 외부 전력시스템과의 연결 여부

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Plug-In

HEV)와 플러그인 배터리 전기자동차(Plug-In BEV)로

구분된다.

1.1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과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구동에

필요한 동력을 얻는다. 이러한 구성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높은 효율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모터와 낮

은 효율의 내연기관을 같이 운용하여 내연기관을 단독

으로 사용할 때 보다 더 긴 주행거리와 높은 연료효율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비해 더긴

주행 거리를 가지며 작은 크기의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여 무게를 줄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7].

플러그인 유형이 아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전기자

동차는 내연기관이 발전기를 작동하여 배터리를 충전

한다. 또한 회생제동(regenerating braking) 이나 초과

되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

급받아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6].

그림 1.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파원 트레인

Figure 1 Power train of Hybrid Electric Vehicle.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

리드 전기자동차는 직렬, 병렬, 직렬-병렬 방식의 3가지

종류의 구동체계 구성을 가진다[7]. 그림1 은 하이브리

드 방식 전기자동차의 구동체계구성을 보여준다.

직렬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출력이 발전기로 전달되고 여기

서 생산된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모터를 작동시켜

구동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기모터가 내연기관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늘리고 연료 효율을 높

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방식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

차 방식중 가장단순한 방식이나 효율이 낮은 편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여 약 25%

정도의 효율향상을 기대 할 수 있으며 자주 정지하고



Study for Zero Emission Vehicle Technology : Current Status and Recent Trends

- 380 -

출발하는 주행 패턴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8]. 미국

쉐보레사의 볼트 (Chevrolet Volt)가 직렬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한 자동차이다.

병렬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가 모두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연기관 단독

이나 전기모터 단독 혹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사용하여 차량을 구동 시킬 수 있다. 모터가 힘을 구동

축에 전달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발전기

로 사용된다. 직렬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소

형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사용 할 수 있다. 병렬방

식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약 40% 정도의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8]. 혼다의 인사이트(Honda Insight) 와 포드 이스케이

프(Ford Escape)가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직렬-병렬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직렬과 병렬형

태를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모두 구동축으로 힘을 전달한다. 이형태의 하이

브리드 전기자동차는 직렬 형태나 병렬 형태로 선택하

여 주행할 수 있어 직렬 병렬 형태의 장점을 모두 가지

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

다. 도요타 프리우스 (Toyota Prius)가 이 방식을 사용

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형태를 가지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별도의 충전기를 통해 외부의 전력망으로부터 충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하이브리드 전기차보다 큰 배

터리팩을 가지며 더 오랜 시간동안 전기 모터만으로 주

행을 할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일반 전기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는 35%-65% 가 절감

되고 가솔린 소비는 40%-80% 정도 줄어든다[9].

1.2 배터리 전기자동차 (Battery Electric Vehicle)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의 도움 없이 전기모

터만으로 구동하는 자동차로 배터리를 전력원으로 사

용한다. 따라서 공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효율

이 높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주행한다. 그림 2.는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파워트레인 구성을 보여준다.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만을 전력원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큰 배터리팩을 사용해야 하며 주행거리는 전

적으로 이 배터리의 크기에 좌우된다. 따라서 장거리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고 도심지 주행에 적합하다. 대부

분의 배터리전기자동차는 외부 전력망을 통해서 배터

리를 충전하는 플러그인 배터리 전기자동차이다. 표 1

에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가 기

술되어 있다 [10,11,12].

그림 2. 플러그인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파워트레인

Figure 2. Power train of Plug-in Battery Electric Vehicle

표 1.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모델 생산 년도
주행거리
(km)

배터리 용량
(Kwh)

Tesla model3 2018 425 62

Kia Niro EV 2018 385 64

Kia Soul EV 2019 180 30

Chevrolet Bolt 2019 383 60

VW e-golf 2017 300 35.8

기아자동차의 니로 EV와 쏘울 EV를 비교해보면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사

용해야 하지만 무게와 가격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배터리 충전을 위해 배

터리 관리시스템 ( Battery Management System)이 사

용되고 있으며 외부전력망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중전

을 위해서 전용 충전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과금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표 2. Chevrolet Bolt 의 충전 사양

Table 2. Charging specification of Chevrolet Bolt

충전형태 충전전력 충전시간 충전요금(한국기준)

급속

충전

(DC)

80 Kw

1시간

80%

충전가능

약 10,428원

(173.8원/Kwh)

완속

충전

(AC)

7.2 Kw 9시간45분

홈충전 : 4,287원

(전기차전용 요금

71.3원/Kwh)

외부충전: 18,780원

(313원/Kwh)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만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는 공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높은 효

율성을 가지지만 높은 가격,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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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 확충 그리고 오랜 충전 시간등의 문제를 해

결하여야만 한다. 2019년형 쉐보레 볼트의 충전에 관한

정보가 표 2.에 설명되어 있다 [12]. 또한 전기자동차의

주행으로 인한 공해물질 배출은 없지만 충전을 위한 전

기 생산에는 아직까지 상당부분 화석 연료가 사용됨으

로 전기자동차가 완전한 무공해 자동차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연료전지 자동차 (Fuel Cell Vehicle)

최초의 연료 전지[14]는 1842년경 발명되었으며 프란

시스 베이컨에 의해 1930년대에 알카라인 연료전지 (

alkaline fuel cell) 가 발명되었다. 1959년에 15와트의

연료전지를 장착한 최초의 근대 연료전자동차가 제작

되었으며 재미니와 아폴로와 같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

에 사용 되었다 [5,14]. 1966년에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에서 최초로 주행이 가능한 연료전지

전기차, GM Electrovan을 제작했으나 상용화 되지는

못했다[15]. 2000년대 들어서야 현대적인 수소차가 소비

자들에게 선을 보였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공기중의 산소와

화학 반응하여 전기를 생산해 내는 연료전지를 사용하

여 구동하는 일종의 전기자동차이다. 따라서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 (Fuel Cell Electric Vehicle) 라고도 불린

다. 연료전지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없이 연료전지에

서 생산된 전기 사용하여 모터를 구동함으로 오염물질

의 배출이 없고 오직 물(H2O) 만이 부산물로 배출된다.

그림3 은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파워

트레인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16].

그림 3.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의 파워트레인

Figure 3. Power train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작동

한다[17].

1) 탱크에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산소가

연료전지 스택으로 전달된다.

2) 연료전지 에서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하여 전

기와 물을 만들어낸다.

3) 만들어진 전기는 모터로 보내어져 자동차를 구동

하고 물은 배출된다.

연료전지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연료전지로 대체

된 직렬-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다[5]. 연료전지에서 발생된 전기는 모터를 구동하고 남

는 에너지는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쓰인다. 표3에 수소

연료전지전기차의 사양을 비교하였다[18].

표 3. 수소 연료전지전기차 사양

Table 3. Specification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

모델

사양

Honda

Clarity

Toyota

Mirai

Hyundai

Nexo

최고출력(hp) 174 154 163

수소탱크 (kg) 5.46 5 6.33

주행가능거리(km,

미국EPA 기준)
589 502 595

최대토크(kg.m) 30.6 34.2 4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 연료전지전기차는 1

회 충전으로 500km이상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충전 시

간은 3-5분 정도 소요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연료

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소형차량에 적합한 전기자동

차와 달리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에도 쓰이고 있다. 또

한 제철소나 정유공장 같은 생산현장에서 생산되는 부

생 수소를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높은

차량 가격, 부족한 인프라, 높은 수소 충전소 설치비용

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아직까지 전기자동차에 비해

서도 판매량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Ⅲ. 무공해 자동차의 현황 및 동향 분석

1.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현황과 목표

더욱 강화되는 환경규약과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

달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배터리 전기자동

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판매대수가

2012년 11만대 판매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5년 54

만대 2017년에는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 114만대를

기록하였다[19]. 표 4는 주요 국가의 전기자동차 판매대

수 추이를 보여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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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기자동차 신규 판매 (천대)

Table 4. New electric vehicle sales

년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15.34 73.17 207.38 336 579

미국 96.70 118.78 113.87 159.62 198.35

영국 3.75 14.74 29.34 37.91 47.25

프랑스 9.62 12.64 22.95 29.51 34.78

노르웨이 8.52 19.77 33.73 44.89 62.26

일본 28.88 32.29 24.65 24.85 54.10

한국 0.60 1.31 3.19 5.26 14.71

전 세계

판매량
202.80 322.70 540.72 744.22 1,148.7

표 4 에서 보는 대로 중국이 현재 전지자동차의 가

장 큰 시장이며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수가 120만대

를 넘었다. 그다음으로 미국과 일본 , 노르웨이 등의 국

가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표 4의 자료는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판매

량을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 2017년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의 판매대수는 약 75만대로 배터리 전기자동차가 전체

시장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시장점

유율은 노르웨이가 39.2%로 가장 높으며 스웨덴 6.3%,

네덜란드 2.7% 등 EU국가들이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

고 있다[19]. 표.5는 2020년에서 2030년까지의 각 나라

의 전기자동차의 배치목표를 정리한 것이다[19].

표 5. 세계 각국의 전기자동차 배치 목표

Table 5. Plan for Electric vehicle deployment

국가 전기자동차 배치 목표

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8개 주에서 2025년까지 전

기자동차 330만대 보급

․캘리포니아주 에서 2025년까지 150만대, 2030년

까지 500만대의 무공해자동차 보급

․ZEV 프로그램 의무화 확대

중국

․2020년까지 버스 20만대, 트럭 20만대, 승용차 480

만대 총 500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New Energy Vehicle(NEV) 규제 시행

영국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396,00 – 431,00 대 보급

노르

웨이

․2025년까지 승용차, 경트럭, 도시형버스는 100%

전기자동차만 판매

․2030년까지 장거리버스는 75% 트럭은 50%의 전

기자동차 목표

인도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 30% 및 도시형 버스

는 100% 배너리전기자동차 보급

일본 ․2030년까지 20%-30% 의 전기자동차 판매

한국 ․2020년까지 20만대의 전기승용차 보급

수소 연료전지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2017년까지 판매된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는 7200여대에 못 미치는 정도로

3500여대 이상이 미국 특히 켈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

었으며 일본이 약 2300여대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하는

EU 국가에서 약 1200여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 [20].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약 177대의 수소연로전지자동

차가 운행 되었으나 2018년도에 약 889대로 늘어났다

[21]. 2017년도까지 판매된 수소연료전지차중 6000대 이

상이 Toyota Mirai 이며 나머지 부분을 혼다와 현대자

동차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20]. 표 6에 주요국가의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계획이 나타나 있다

[20,22].

표 6. 세계 각국의 수소연로전지자동차 배치 목표

Table 6. Plan for Fuel Cell Vehicle deployment

국가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일본
․2020년까지 4만대, 2025년까지 20만대 20303년까

지 80만대 보급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20년 13,400대 2023년

37,400대 이상

영국 ․2025년 28만대, 2030년 160만대

독일 ․2025년 65만대 2030년 180만대 보급

중국
․2020년 5천대, 2025년 5만대, 2030년 1백만대 이

상

한국 ․2020년 1만대, 2030년 63만대 보급

2. 무공해 자동차 정책

세계 여러 나라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차

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 하

고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킬로미터당 이산

화탄소배출량 기준을 승용차와 경상용차에 대해 2021

년 목표 대비 2025년에 15% 2030년에 30% 저감을 목

표로 기준을 강화하였다[19]. 또한 EU 여러 나라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CAFE(Coporative Average Fuel

Economy)[23] 정책을 시행하여 미국 내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는 ZEV(Zero Emission

Vehicle) [24]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ZEV가 시행

되는 주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자동차, 연료전

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고효율 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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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자동차등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하여 할당된 ZEV

크레딧을 얻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 또한 더욱더 강화되

고 확산 되어가는 추세이다. 중국도 미국의 ZEV와 유

사한 NEV(New Energy Vehicle) 규제 정책을 시행하

여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의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하여 할당된 크레딧을 충족

시켜야 한다[19].

규제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를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도 여라 나라에서

시행중이다[25]. 표 7에 주요나라에서 시행중인 전기자

동차 지원정책을 정리하였다[25,26].

표 7. 세계 각국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정책

Table 7. Supporting policies for EV purchase

국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정책

일본 ․전기차 1대당 최대 40만엔 지원 (2017년부터)

미국
․차량크기와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00$-7500$

세금혜택

영국
․BEV 구매시 4,500파운드, PHEV구매시 2,500

파운드 지원

독일
․BEV구매시 4,500유로 PHEV구매시 300유로

지원 ( 20년까지 20만대 한정 )

중국 ․주행거리에 따라 1.5만 - 5만 위안

한국

․BEV구매시 1,400만원 , PHEV 구매시 500만원

지원

․지역에 따라 300만원 –1200만원 추가 지원

수소전지자동차의 경우 미국에서는 전기자동차와 같

이2500$-75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일 경우 소득에 따라 5000$-700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27]. 중국은 수소연료전지승용차 구매 시

최대 20만 위안을 지원한다[28]. 우리나라에서는 국고보

조금 2,250만원 지자체 보조금 1,000만원 –1,250원이

지원된다[29].

3. 무공해 자동차 경제성 분석

현대자동차의 Nexo 수소연료전지자동차, Tucson 1.6

디젤자동차, GM 쉐보레의 Bolt EV 그리고 가솔린을

사용하는 같은 회사의 Aveo를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해

보았다. 차량가격은 가솔린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

차가 가장 저렴하며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순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쉐보레의 Aveo는 약

2000만 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며 Bolt EV는

4,500-4,800만원으로 지원금(1350만원-1900만원)을 고

려하면 약 2900만- 345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다,

수소연료전지차인 현대 Nexo는 6,890만-7,220만원을 지

원금을 고려하면 약 3,390만 – 3,970만원에 Nexo를 구

매할수 있으며 디젤차인 Tucson 1.6 은 2,380-3200 만

원이면 구매할수 있다[29,30].

한 달에 25일 운행한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50km,

100km, 150km 주행 시 1년간의 총 연료비용을 비교해

보았다. 가솔린은 리터당 1,500원 디젤은 리터당 1,300

원 수소는 kg당 8,000원, 전기는 가정충전용 가격인

71.3원/kwh로 계산하였다.

표 8. 차량 연료비용 비교 (단위 천원)

Table 8. Comparison of fuel cost

주행거리

종류
50 km 100km 150km

Chevolet Aveo

(12,2km/l)
1,844 3,689 5,533

Hyundai Tucson

(16.3km/l)
1,196 2,393 3,589

Chevolet Bolt

(5.5km/Kwh)
195 389 583

Hyundai Nexo

(96.2km/kg)
1,247 2,495 3,742

경제성만을 고려 할 때는 배터리 전기자동차가 월등

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현재의 수소충전 가격으로는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는 이득이 있지만 디젤 자동차와 비교해서는 아주 주행

거리가 길지 않은 이상 경제적인 이점이 없다. 일반적

인 주행 거리로는 아직 까지 디젤 자동차의 경제성이

더 높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소충전소가 11개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로의 진

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를 중

심으로 무공해 자동차의 기술과 현 상태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

라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역

시키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높이기 위해 환경규제

를 더욱 강화하고 무공해자동차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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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대신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 했고 수소 연료전지자동

차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짧

은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많

은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의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

을 것이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는 무공해 자동차이며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소충전인프라가 너무 빈약 하여 우선적으로 수소충

전소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수

소 가격으로는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 경제

성에서도 크게 이점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수소 가

격이 하락하고 수소 충전소가 확충이 되어야만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무공해자동차들은 주행 시의 오염 물질 배출은 전혀

없으나 전기와 수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

은 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이 대폭적으

로 늘어나야만 진정한 무공해 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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