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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imate Change has been emerg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and economic issues

and is affecting our daily life. The Post-Kyoto Protocol aims to reduce GHG(Greenhouse Gas)

emission and mitigate climate change. Under this protocol,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classified

as Annex I implements programmes and strategies confronting against the climate change. South

Korea has set voluntary GHG reduction goal of 30% reduction compared to BAU(Business As

Usual) in 2020 and prepares National GHG inventory system and Negotiated Agreements(NA) with

industries. It will affect seriously to industry and transport sector and its obligation to reduce GHG

emission will be strengthened gradually. Therefore, there will be large impact on industry structure.

In Korea, various strategies against climate change are being prepared as researches of development

of GHG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and integrated GHG emission management system in

transport sector. In this study, strategy on climate change in transport sector is proposed by being

based on developed countries'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ransport sector.

1. 서론

교통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부문의 에너지수급의 경우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교통 및 물류운송에 커

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지구의 기상이변과 계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우려에서 출발한

기후변화협약 및 부속서의 진전과 이와 관련된 에너지 사용규제의 가능성은 에너지 부존자원이 취약하

고 에너지소비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 충격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 등 을 통하여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

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

한 이슈로 부각되어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는 온실

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의무감축 국가인 선진국들은 대응프로그램 및 전

략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발적 감축목표를 BAU 대비 30%감축 목표를 발표하

여 국가온실가스 관리프로그램의 구축 등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지침을 고시(‘11.3)함에 따라 국

내 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 수송부문에 감축의무가 단계적으로 점차 강

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산업구조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에 대응하고자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및 통합관리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응

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의 교통부문에 대한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방안으로 교통부문의 정

책동향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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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

 2.1 유럽

  가. 도로부문

   유럽의 자동차 회사는 자발적 CO2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EU-15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140g CO2/Km(1995년 배출량의 25%) 까지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었었다. 한편 소비

자의 CO2 정보를 위해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차량들은 연료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표시하는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차량 구입시 정보를 제공하여 저배출 차량의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의회(2005.7)는 CO2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 부과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목표치(2012년)를 

130g CO2/km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CO2 감축커브를 통해 2012년 커브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유로(g/km), 35유로(2013), 60유로(2014), 90유로(2015년)로 페널티를 적용할 전망이다. 

또한 인프라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송모드 변환을 꾀하고 있는데 본 제도가 확대된다면 5∼15%의 도로

교통량을 줄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냉방시스템의 HFC-134a 대체를 위해 유럽연합은 2011

∼2017년 까지 최대 배출량을 선정하고, HFC-134a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나. 비도로부문

    도로부문 수요를 비도로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럽의회(2002)는 유럽 철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철도의 수송비중 증대를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있다. 안전도 인증을 통해, 철도의 안정성을 개선하

고 철도회사들은 유럽 철도 네트워크에서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 안전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철도물류

시장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항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1.5 백만톤 물류량 또는 200,000명 여객

량의 최소 연간 활동량을 가진 상업 교통량에서 주 회원의 해운부문에서의 항만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본 규제들은 인터모달 교통 개발과 비용감소, 항구 서비스 개선을 도울 공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인터모달 물류 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Marco polo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

다. 

  다. 에너지

   유럽 연합의 교통의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은 세금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꾀하고 있다. 연료

세 도입으로 에너지 제품에 관한 EU의 최소세율 시스템은 오랜 기간 광유(Mineral oils)에만 적용되어

왔다. Directives는 이 시스템을 석탄, 천연가스, 전기부문으로까지 확대하였다. 확대된 시스템은 좀 더 

효율적인 연료사용을 장려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대한 세금 이득을 가져다 준다. 

디젤 및 휘발유 연료세를 16톤급 이상의 트럭들과, 9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

를 점진적으로 조화시켜 나갈 것이다. 즉, 두 종류에 부과되는 의무는 2010년까지 단일률로 적용시킬 

것이다. 현재 기준 값으로 되어 있는 1000리터당 350유로의 세금을 점진적으로 2 종류 모두 1000리터

당 410유로 단일 값으로 세금을 부과시킬 전망이며, 한편 비 상업용 디젤 연료를 2006년부터 최소 과

세율 정책을 휘발유와 함께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 유럽 연합 국가들에서 최소 과세율보다 높은 과

세율을 휘발유와 디젤류 등에 차등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2.2 영국

 가. 도로부문

    영국의 도로부문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는 미래차 동력의 전략으로서 2012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차량의 킬로미터 당 CO2 배출량을 100g 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최근 영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CO2 

배출량은 178g/km이다. 유럽 의회에서는 2008년에 140g/km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2012년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현재 40mpg 의 차량연비 효율이 70mpg 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2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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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600대 이상의 버스들을 저탄소 차량으로 바꾸되 (현재 평균 배출량의 30%) 영국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Hybrid 기술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분야 저감정책으로는 기존교통수단에 대한 연

료 효율 증가 기술 지속개발과 정책추진,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g/km를 2020년 약 

95g/km로 2007년 수준의 40% 수준으로 감소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배출량 감소 장

기적인 대책마련과 향후 2년간 3천만파운드를 투자하여 저탄소 대중교통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비도로부문

    비도로부문 기후변화 대책으로는 철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

정부는 철도의 수송용량을 늘리기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파운드 이상의 지원을 할 계획

이다, 영국 정부는 총 철도 지원 자금으로는 150억 파운드를 배정하였다. 2014년까지의 계획를 살펴보

면 Thameslink 프로그램을 2015년 말에 종료할 예정인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런던 중심부를 통과하

는 12량의 기차들을 시간당 24대 배치할 계획이다. 본 계획은 결과적으로 14,500 자리를 추가 확보 함

으로써, 런던의 남부를 연결하여, 철도 교통으로의 Modal shift를 유도하고 있다. 런던 이외의 도시에서

도 열차량수를 늘림으로써 증가하는 수송량에 대비한다. 철도로의 Modal shift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

로, E-money를 티켓에 도입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3억 7천 파운드를 2015년까지 투자함으로써 역내 

및 객실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철도 자체의 CO2 배출량 저감 기술 개발 역시 영국 정부의 지속

가능을 철도로 향한 발전 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R&D 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철도산업체

들이 저탄소 차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철도 물류의 경우 1995/96년에 비해 ton-km 

단위로 계산시 55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정부는 현재 매년 80만 대의 화물자동

차를 대체하기 위해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다. 대중교통

   지방과 중앙정부는 현재 25억 파운드 이상을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고 있는 등 대중

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정차량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

반버스에 비해 30~40%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는 하이브리드 버스 운영을 제시하였다. 수소버스를 런

던의 25번 노선에서 시범화하였다. 버스는 연료전지에 의해 가동되는 버스로써 배기관에서의 증기만이 

배출된다. 버스내에 사용된 시스템은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수소

가 재생가능한 전기등의 무탄소원으로부터 생성된다면 완전한 탄소제로 시스템이 될 것이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 에너지

저탄소에너지사용(RTFO :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을 통하여 바이오연료 생산을 의무

화하고 본 정책을 통하여 1.6MtC 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영국 내에서 생

산되고 사용되는 바이오연료의 생산까지의 탄소 배출이 계산에 포함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1MtC 정도 될것으로 예축하고 있다. 1MtC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람들의 이동을 막지 않으면서 백

만대의 차량을 도로에서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예산 집행계획에 따르면 2008∼

2009에는 2.5%의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비율, 2009∼2010에는 3.75%로 설정하였다. 2010∼2011년 5%의

혼합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연료 및 자동차 기술 표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로써의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감

축이 될 것으로 예축하고 있다.

 2.3 일본

  가. 도로부문

   일본의 도로부문 기후변화 대책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가용 이용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대

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로 개정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자동차연비기준에 Top 

Runne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10년에 연비를 1995년 대비 15∼20%정도 향상시킨다. 승용차의 연비

기준은 13.6km/l(2004년)에서 16.8km/l(2015년)으로 약 23.5%개선 방향으로 대형차(트럭·버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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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기준은 트럭, 버스 등 차량 총중량이 3.5톤을 넘는 디젤차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2002년 대비 

6.56km/l 에서 7.36km/l 로 12.2%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청정에너지 자동차, 저공해차, 저연

비차량 보급을 촉진하기위해 버스·트럭 사업자에 의한 CNG 버스·트럭등의 도입에 대한 보조, 지역의 

CNG 차량 보급의 지원(CNG 차량 보급 촉진 모델 사업), 자동차 그린세제의 실시 등 차세대 저공해차

를 개발·시험 제작하여 실사용 조건 하에서 주행 평가 등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산학연 제휴로 실시하

되 본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2010년까지 연당 2,470∼2,550만 톤의 CO2배출량 감축, 

2050년까지 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까지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지체 완화를 위해 실시간(real 

time)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 고도의 신호제어를 실시하는 새로운 교통관리시스템(UTMS)의 기

반을 정비하고 대중교통차량 우선 시스템, 교통공해저감시스템을 정비한다. 그 위에, 도로교통시스템

(ITS)의 향상을 위해 최신안전자동차(ASV), 자동운전도로 시스템(AHS), 초지능화 자동차 시스템(SSVS)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종합적인 교통지체대책을 위해 도시권 교통원활화 종합대책을 수립하

여 추진하고, 우회도로 및 환상도로 정비, 교차지점 입체화 추진,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수요관리

(TDM)시책과 도로교통시스템(ITS) 등을 추진하여 교통지체를 완화하여 주행 중 CO2 배출을 줄인다는 

방안이다. 도쿄도는 순환고속도로망을 정비하여 2010년까지 연간 200∼300만 톤의 CO2배출 저감(도로

부문 CO2 저감 총량의 약 25∼38%)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탄력요금제 병행실시(평균 주행속도 

향상)로 연간 20만 톤의 추가적 CO2 배출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도로교통시스템(ITS)의 경우 

Navigation System 향상과 관련하여 이미 전국의 고속도로와 3대 도시권의 9개 도부현 일반도로에 운

영중인 도로교통정보통신 시스템(VICS)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Nonstop 자동요금

시스템(ETC)을 정비효과가 높은 노선의 요금소부터 차례로 도입하여, ITS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VICS)으로 연간 CO2 240만 톤의 절감과 ETC 관련 CO2 배출도 연간 20만 톤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나. 비도로부문

   일본의 비도로부문 기후변화 대책은 철도, 선박, 항공기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물류 효율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철도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경량타입의 차량이나 VVVF(전기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 모터 회전수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기기) 탑재차량 등의 에너지 절약 철도차량 도입 지

원하여 2010년까지 에너지소비 원단위 7%개선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항공사의 신규 기자재 도입에 대한 지원과 항공 보안시스템의 고도화로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취항 실현을 위해 ILS(계기착륙장치)의 고카테고리화 등을 추진하여 광역항법 도입에 의해 비

행시간 및 비행경로 단축으로 친환경 공항의 실현을 위한 에코 에어포트 추진자 GPU(Ground Power 

Unit), APU(Auxiliary Power Unit)등의 보조 동력 장치의 이용 촉진으로 공항에 주기중인 항공기의 공

회전을 억제하고 에코 에오포트에 의한 환경대책에는 에코 차량도입, 옥상 녹화, 신에너지(태양광, 눈냉

열 등)의 이용, 공항주변의 소음대책, 소음의 관리 등이 포함시켜 항공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으로 

2010년까지 15%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물류 효율화를 위해 철도 및 해운화물운

송 추진과 국제 컨테이너화물 등 국내 육상운송거리 감축을 위해 항만정비, 트럭의 적재효율향상, 트레

일러화 및 차량 대형화 촉진, 물류 정보화 등을 추진하여 물류를 효율화하고 CO2 배출을 억제한다.  철

도화물의 인프라 정비,  효율적인 철도화물 집배시스템 구축, 선박적재량 조정, 국제해상터미널 정비. 트

럭 적재 효율화를 빠른 시일 내에 50%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영(自營)전환, 공동집배 및 수송 등의 여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제화물의 육상 운송거리 단축하고자 국제 해상 컨테이너 터미널과 다목

적 국제 터미널을 정비함으로써, 국제화물의 육상 운송 거리를 단축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을 

도모하여 1993년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약 206만 톤 CO2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철도 물류로의 

운송모드 변환 등 기타큐슈-후쿠오카 간의 화물열차 장편성화등 전략적 인프라 정비 실시하여 JR화물

에 의한 수송 품질 개선·역할발위 간담회를 활용하여, 적재율 향상 등의 구체적 방안의 확립과 화주 요

구에 부응한 수송 품질 향상을 위한 진행으로 에코 레일 마크의 보급 추진으로 2010년까지 80만 톤 

CO2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내항 해운의 그린화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이용한 차세대 내항선 슈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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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내용

도로부문

- 혼잡통행료 시행 활성화

- 교통유발금 제도 개선

- 주차장 제도 개선

- 지능형 교통체계 활용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 그린카 보급 확대

- 자동차 CO2 배출감축 유도를 위한 공회전 방지 장치 부착

-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

비도로부문

-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철도 수송 분담률 제고

- 연계수송네트워크 구축과 철도물류 취급시설 확충

- 고품격 철도물류 서비스 개발

대중교통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구축사업

- 경량전철 도시철도망 건설

- 대중․개인교통수단간 연계․환승 편의시설 확충

에너지 - 바이오디젤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공급확대

<표 1> 국내 교통 정책

코쉽(SES)의 본격적인 보급과 에코쉽 마크 등의 활용을 통한 운송모드 변환 촉진 저탄소형 해운 시스템

을 구축함으로써 CO2 배출량을 2012년까지 1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체제, 하역 기계의 하이브리드화에 의한 에너지 절약, 기능 고도화에 의한 혼잡 완화 등으로 항만 활

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관리하고 있다.

다. 대중교통

   일본은 교통부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노력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촉

진하고자 버스 등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면서, 신노선 건설, 고속화, 수송능력 확대 등의 철도 정

비와 노면 전차 및 새로운 교통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한 버스정류소를 개선하고 Nonstep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운임․요금의 다양화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승시스템 원활화를 위해 교통결절

지점을 정비한다. IC 카드 도입 등의 정보화 추진, 도심부의 LRT와 BRT 도입, 2007년 10월부터 시행

된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와 재생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역 대중교통의 활성화·재생에 관한 지역의 

주체적인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 정책을 통해 2010년까지 385만 톤의 CO2 

저감 목표를 설정하였다. 집약형 도시구조를 실현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으로 

CO2를 감축, 대규모 집객 시설 등 도시 기능의 적정한 입지 확보, 중심 시가지 등 집약 거점의 정비·활

성화에 의한 도시 기능의 집적 촉진,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종합 교통 전략 추진하고 있다.

라. 에너지

청정에너지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해 연료공급시설(eco-station)설치를 확대한다.

3. 국내의 기후변화 정책

국내의 교통부문 기후변화 정책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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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온실가스감축 정책 중 교통부문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도로, 비

도로, 에너지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부문에서는 연료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표시

하는 라벨 부착이 의무화방안과 승용차의 CO2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고자 탄소세 및 그린세의도입이 검

토되고 있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사용 전환을 위해 하이브리드, 바이오, 전기차, 수소 및 연

료전지 차량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위한 시운전상태에 있다. 신호제어 및 교통관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지체와 교통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도로부문에서는 도로에서 철도로의 전환교통

에 대한 중점 정책을 촉진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고 장거리 이동시에는 철도이용의 촉

진 등 철도차량의 경량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의 향상 및 그린물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부

문의 경우 유럽 연합애서는 교통의 에너지 부문 기후변화 대책은 세금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 바

이오연료의 생산, 청정연료에너지 사용 확대를 시설확충에 대한 정책방안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관련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파급효과는 미흡

한 실정으로서 기술개발에 대한 좀더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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