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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본 브리핑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너럴모터스코리아(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의 기후 관련 정책 관여 활동을 분석한다. 이 브리핑은 400개 이상의 기업과에 파리협정과 일

치한 벤치마크를 적용하여 기후변화 정책 관여 활동을 추적, 평가하여 평점을 부여하는 InfluenceMap의 온라인 플랫폼

과 한국 기업 기후 정책 관여 활동 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도출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 InfluenceMap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방해적으

로 관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상향, 그리고 2035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공약과 무공해차 보급 정책과 같은 한국의 도로 교통수단을 탈탄소

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EU 기후 규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제조업 총생산의 13.6%를 차지하는 기간산업 중 하나이다. 전체 수송 부문은 2018년 국가 온

실가스 총 배출량의 13.7%를 배출했으며, 이 중 도로 교통 배출량은 95% 이상을 차지했다. 자동차 산업의 높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도로 교통 부문 전환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정책과 같은 몇 가지 정책 방안을 발표했

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도 발표할 계획이다. 

■ 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목소리 역할을 하지만, InfluenceMap의 연구에 따르면 협회는 

2050년 기후목표, 2030년 기후목표, 무공해차 의무제도, 내연기관차량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기

후 정책 문제에 대한 협회 회원사들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은 정책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산업협회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파리 협정과 일치한 기후 전환을 위한 협회 회원사들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인다. 책임 있는 기후 로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이러한 

협회와 회원사 간의 입장 불일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입한 협회와 함께 기후 정책 일치 평가를 실시

하고 공시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 한국 자동차 산업의 투자자는 협회와 회원사 간의 주요 기후 정책 분야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동차산업협회 및 개별 

자동차 제조회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계는 글로벌 무공해차 기술과 혁신의 중심에 

서 있으나, 파리협정과 일치한 기후 정책에 대한 자동차산업협회의 반대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 가치 사슬에 악영향을 미칠 

https://lobbymap.org/
https://lobbymap.org/
https://korea.influencemap.org/
https://lobbymap.org/evidence/c5ccbc85de1e2b5bddd4482df0d8aedb
https://lobbymap.org/evidence/2230acca68eb33d13c12dfe33780a542
https://lobbymap.org/evidence/2230acca68eb33d13c12dfe33780a542
https://lobbymap.org/evidence/e4ae81dbf04df8cedf22969a0463c47f
https://lobbymap.org/evidence/0949c4f7d2ec44df8752b4a97dd6ba56
https://lobbymap.org/evidence/1e9747b2b217d193df52d7930765f01c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50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2e76c53aa1596f3883a1eb8b17a1bccd&rs=/viewer/result/202112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077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02529&pkgId=49500773
https://climate-lobby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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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동반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협회의 기후 정책에 대한 입장과 반대활동은 한국 기업의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본 브리핑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제너럴 모터스(GM), 르노의 글로벌 기후 정책 관여 활동에 대한 집계 데이터와 점수가 포함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각 회사의 자회사인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GM과 르노는 전세계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기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자회사 한국지엠과 르

노코리아자동차는 한국의 기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산업협회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은 대체로 한국 기후 정책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프 1: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회원사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종합 평가 결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직접적 정책 관여 활동 요약 

다음 섹션은 기업 및 산업협회의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InfluenceMap의 연

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의 직접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분석한다. 한국

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 뉴딜 정책이 2020년에 발표된 것을 감안하여, InfluenceMap이 수집한 대부분

의 한국 기업과 산업협회의 정책 관여 활동 증거자료는 2020년 이후에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현재 InfluenceMap의 ‘한국 기업 기후 정책 관여 활동 데이터 플랫폼’에서 평가한 한국 기업 및 

https://www.gihoo.or.kr/netzero/site/cntnts/CNTNTS_003.do
https://www.molit.go.kr/newdeal/sub/sub_1_1.jsp
https://korea.influencem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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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회 중 두 번째로 낮은 점수(E)를 기록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의 기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같은 EU 기후 규제에도 일정의 관여 활동을 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일환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

표 상향을 포함하여 한국의 여러 기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

록 금지 공약과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포함하여 한국의 도로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2월부터 자동차산업협회의 강남훈 신임 회장은 한국의 전기차 제조 시설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하단의 그래프 2는 ‘한국 기업 기후 정책 관여 활동 데이터 플랫폼’에서 평가한 다른 14개의 한국 산업협회와 비교

하여 자동차산업협회의 정책 관여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플랫폼에 공개된 15

개의 산업협회 중 전국경제인연합회(E-)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E)를 기록했다. 또한, 협회는 대한상공회의

소(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정책 관여 강도(21%)를 보여준다. 

 

그래프 2: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다른 한국 산업협회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 종합 평가 결과 

 

 

https://korea.influencemap.org/
https://lobbymap.org/influencer/Federation-of-Korean-Industries-FKI/projectlink/Federation-of-Korean-Industries-FKI-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Chamber-of-Commerce-and-Industry-KCCI-172462ede3f0d1d6a46d9dcac634c456/projectlink/Korea-Chamber-of-Commerce-and-Industry-KCCI-in-Climate-Change-762177556b8108a3fe1beb587e744a0f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Chamber-of-Commerce-and-Industry-KCCI-172462ede3f0d1d6a46d9dcac634c456/projectlink/Korea-Chamber-of-Commerce-and-Industry-KCCI-in-Climate-Change-762177556b8108a3fe1beb587e744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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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Map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산업협회의 2020년에서 2023년 동안 보인 특정 기후 규제에 대한 적극

적이고 전략적인 직접적인 관여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지지하지 않음: 2022년 4월,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NDC 목표가 자동차 산업의 생

산과 고용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상향 목표를 강력히 반대했다. 2021년 10

월, 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에 정부의 2030년 NDC 상향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

을 명시하는 산업계와 노동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 기후 규제의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음: 2022년 6월, 자동차산업협회는 제2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규

제 위주의 정책보다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을 요구하고 탄소중립 정책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2021년 11월,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총

회와 탈탄소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자동차 제조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 한국의 자동차 관련 기후 규제에 대한 반대: 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정

책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내연기관차량의 유지를 옹호해 왔다. 2022년 8월, <이데일리> 기고문에서, 자동

차산업협회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은 "느슨한 연비, 온실가스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폐지를 옹호했다. 2022년 4월,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에서, 협회 회장은 한국이 "무공해자 

보급 정책과 연비, 온실가스 규제 양 제도를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무공해차 보급 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2022년 4월 <한겨레>는 내연기관차량 생산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의 말을 인

용했다. 

■ 한국의 자동차 관련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지지하지 않음: 2022년 7월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에서, 협회 

회장은 "규제 위주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들의 환경변화에 대한 자발적, 창의적 대응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2022년 5월 협회 보도자료에서, 협회는 온실가스 규제와 

전기차 판매 의무제가 "중복 규제"임을 주장하며, 한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거나 폐지해야 할 것을 옹호했다. 

■ 한국과 EU의 야심찬 시장 기반 기후 정책에 대한 반대: 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2022년 7월 제27회 산업발

전포럼에서,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배출권거래제의 현재 형태를 지지하지 않고, 정책의 기후 목표를 약화시

키는 방안을 옹호했다. 이 방안은 추가 할당 획득을 보다 쉽게 하고, 미사용 배출권을 다음 배출권거래기간으

https://lobbymap.org/evidence/2230acca68eb33d13c12dfe33780a542
https://lobbymap.org/evidence/adf671e912db017db86850c1780f629e
https://lobbymap.org/evidence/f065016bba4224f435fdd0801d106566
https://lobbymap.org/evidence/d3465414c6325d017050e28feb0a5266
https://lobbymap.org/evidence/03666a93bc2e031ac028b2c236ea6054
https://lobbymap.org/evidence/0949c4f7d2ec44df8752b4a97dd6ba56
https://lobbymap.org/evidence/e22f88877f83a3c4d12987c3104b6e0b
https://lobbymap.org/evidence/a572d2c7a60f614f9228b34e093377fb
https://lobbymap.org/evidence/b55ac8249f7f24663e70bbc52197cda9
https://lobbymap.org/evidence/c5ccbc85de1e2b5bddd4482df0d8a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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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월을 제한하는 것의 완화하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8월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에서, 협회

는 EU 집행위원회의 CBAM 제안서를 반대하고, 한국 자동차 회사를 해당 정책으로부터 면제해야 한다고 주

장했으나 이러한 면제에 해당되도록 한국의 국내 탄소 가격을 높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표 1: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대한 InfluenceMap의 분석 개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종합 평가 지수 

 

E 

 

종합 평가 지수(A+ - F)는 기업이나 산업협회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척도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관여 활동과 기업이 속한 산업협회

의 관여 활동을 동시에 반영한다. A+는 파리 협정과 일치한 기후 정책을 전적으로 지

지하는 것을 나타내며, D에서 F는 등급이 내려갈수록 방해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

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조직 점수 30% 

 

조직 점수(0 – 100)는 기업이나 산업협회가 파리 협정과 일치한 기후 정책을 지지하

거나 반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점수가 50 미만인 경우, 파리 협정과 해당 조직의 구

체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 간에 “내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정책 관여 강도 

 

21% 

 

정책 관여 강도 (0 – 100)는 기업이나 산업협회의 정책 관여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이다. 관여 강도가 12를 상회하는 경우는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25를 상회하는 경우

는 매우 적극적인 혹은 전략적인 관여 활동을 나타낸다. 

 

표 2: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 모기업의 글로벌 기후 정책 관여 활동 점수 

기업/산업협회 
InfluenceMap 점

수 (A-F) 
조직 점수 관계 점수 관여 강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 30% N/A 21% 

제너럴 모터스 (GM) 

(한국지엠의 모기업) 
C 68% 51% 47% 

르노 

(르노코리아자동차

의 모기업) 

D+ 53% 48% 28%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와 기아

의 모기업) 

D+ 52% 51% 33% 

쌍용자동차 InfluenceMap에서 아직 평가되지 않음 

 

https://lobbymap.org/evidence/1e9747b2b217d193df52d7930765f01c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Automobile-Manufacturers-Association-KAMA-10e51d0d155f36ef70990dbc191e23be/project/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General-Motors/projectlink/General-Motors-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Renault-da6a2597b9d24c063ad54d8be696efdf/projectlink/Renault-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Renault-da6a2597b9d24c063ad54d8be696efdf/projectlink/Renault-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Renault-da6a2597b9d24c063ad54d8be696efdf/projectlink/Renault-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Motor/projectlink/Hyundai-Motor-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Motor/projectlink/Hyundai-Motor-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Motor/projectlink/Hyundai-Motor-In-Climat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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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회원사 모기업의 글로벌 기후 정책 입장 비교 

기업/산업협회 InfluenceMap 

점수 (A-F) 

2050 기후 목

표 

2030 기후 목

표 

무공해차 보급 

정책 

 

내연기관차 금

지 정책 

제너럴 모터스 (GM) C     

르노 D+     

현대자동차그룹 D+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     

 

차트 1: 2021년 한국 상위 자동차 제조 6개사 시장 점유율        

 

https://lobbymap.org/company/General-Motors/projectlink/General-Motors-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Renault-da6a2597b9d24c063ad54d8be696efdf/projectlink/Renault-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company/Hyundai-Motor/projectlink/Hyundai-Motor-In-Climate-Change
https://lobbymap.org/influencer/Korea-Automobile-Manufacturers-Association-KAMA-10e51d0d155f36ef70990dbc191e23be/projectlink/Korea-Automobile-Manufacturers-Association-KAMA-in-Climate-Change-bd958bcf072ba4f4cbf8917b9dc2edf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