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지역 현황1)
1. 프랑스 자동차 산업
가. 자동차 산업은 프랑스 제조업 매출의 약 18%를 차지, 13만9천개의
기업들이 40만 명 고용, 매출 1,550억 유로, 수출 490억 유로,
R&D 투자 58억 유로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나. 주요 완성차 그룹
GROUP

브랜드

주요 모델

RENAULT

Twingo, Clio,
Captur, ZOE,
Megane, Master,
Kadjar, Koleos,
Espace, Talisman

Renault

계열사(직원)
Nissan,

512억 유로
412만대

자동차 490억

Mitsubishi,
Dacia, RenaultSamsung 등

DACIA

Logan, Sandero,
Duster, Lodgy

LPINE

A110
C-Zero, C1, C3,
C4, C5, Nemo,
Berlingo, Jumpy,
Space-Tourer,
Jumper, C-Elysee

18만명

DS3, DS4, DS5,
DS7, Crossback

Peaugeot,

CITROËN
DS

PSA

총생산(‘18) 총매출(‘16)2)

PEUGEOT

OPEL

i0n, 108, 208,
301, 308, 508,
2008, 3008, 4008,
5008, Partner,
Expert, Traveller,
Boxer

금융 22억

740억 유로 Citroën, Opel,
자동차 585억

Vauxhall,

386만대 부품(Faurecia) Faurecia 등
154억
금융 0.5억

21만명
(자회사 포함)

Corsa, Adam,
Combo, Karl,
Mokka,
Grandland,
Astra, Movano,
Antara, Vivaro

※ 프랑스 완성차 그룹은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8.3%(국내생산 24%, 국외생산
76%)

차지, 프랑스 전체고용의 8% 담당

1) 동 보고서는 프랑스 지방정부에 대한 현황자료 및 관련기관과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2) PSA 그룹의 ‘18년 자료가 없어 ’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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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 부품 3사
기 업

Valeo

주요 제품

기업 규모

파워 트레인,

33국, 11만4천명

전장, 헤드라이트

59개 R&D센터

총매출(‘18)

주요 동향
지멘스와 전기차 동력 개발

193억 유로

합작투자, 자율주행차용 부품
연구개발 투자 강화

시트, 내장재

37국, 12만2천명

배기장치 등

35개 R&D센터

Plastic

범퍼, 펜더,

26국 3만2천명

Omnium

연료탱크

24개 R&D센터

Faurecia

175억 유로

미래차용 조종석과 수소연료
엔진 연구 개발 강화
하이브리드차, LPG차, 수소차용

82억 유로

연료탱크 및 형상기억 플라스틱
소재 개발 강화

라. 자동차 등록 현황

1) ‘18년 1월 현재 등록 차량은 3,950만대에 달함
- 승용차 3,270만대, 소형 상용차 610만대, 버스 9만2천대, 대형 화물차 54만대

2) ‘18년말 현재 전기차 등록은 20만5천대임
- EVs 16만 7천대, PHEVs 3만8천대, 유럽내 국가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많은
등록대수 기록, ‘17년에 비해 전기차 판매대수(약 4만대)는 26.7% 증가
마. 자동차업계 동향

–

전기 자동차에 집중

1) ‘18년 프랑스내 전기 자동차 총판매량은 약 4만 대(’17년 대비 26% 상승)
- ‘19년 1/4분기 판매량은 1만5천대로 ’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상승

2) 르노(RENAULT) : 2022년까지 전기차 생산비율 50%로 확대(경유차
생산 50% 감소), 하이브리드카는 생산 안할 계획
-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전기 자동차 모델은 조에(Zoe, ‘18년 세계
판매량 4만대, 9위)로 프랑스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약 1/3 차지

3) PSA : 2025년까지 전 모델당 1개 이상의 전기차 개발, 출시 전략
- 최근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합병 조건에 최종합의(‘19.12.18),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 배출가스 저감 등 친환경 이슈 부상, 자율주행차 기술 확산 등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이를 위한 투자 자금 확보 등이 합병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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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와 독일 배터리 생산 연대 구축
- 2019년 5월, IPCEI 프로젝트(유럽 공통 이익 주요산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한 대규모 공동투자 프로젝트 발표
-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약 50~60억
유로 공동 투자 계획
- 2023년까지 독일과
프랑스에 1500개 일자리가
있는 배터리 공장을 각각
하나씩 설립 예정

〔전기차 생산, 판매 및 배터리 생산량, ‘17년 기준〕

-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유럽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함.

2. 자동차 산업 발달지역
가. 프랑스 내 19개 자동차 제조·조립 공장 소재, 주로 파리 인근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발달

1) 자동차 클러스터 : Mov’éo, ID4Car, CARA, PVF

Mov’éo

PVF

CARA

ID4Car

회원사

510

390

207

300

SMEs

366

185

30

200

35

21

30

35

연구기관

PSA, Renault,

ALSTOM, EDF,

Valeo, Transdev,

engie, PSA,

vedecom

Faurecia, LISI

협력 대상

캐나다, 일본,

특정하고 있지

(EU 이외)

한국, 미국, UAE

않음

주요 기업

대상 지역

► Ile-de-France
► Normandie

► Grand Est
► Bourgogne–
Franche- Com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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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IN,
Renault, IVECO

중국, 미국

► AuvergneRhone-Alpes

PSA, Renault,
Faurecia, ESI,
Thales
캐나다, 중국,
이란, 일본, 미국
► Bretagne
► Pays de la
loire

2) 완성차 제조공장들은 파리 인근 및 북부지역에 대부분 입지(TOYOTA와
DAIMLER 공장 각 1개 포함 19개), 남부 지역은 부품공장 위주로 발달
- 직접 고용 기준으로 Ile-de-France, Auvergne-Rhone-Alpes, Grand Est,
Hauts-de-France, Bourgogne- Franche-Comté, Normandie, Pays de la
Loire 등 7개 레죵에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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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자본 유치 또한 자동차 산업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1) 2014년부터 18년까지 투자된 외자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Hauts-de-France, Ile-de-France,
Auvergne-Rhone-Alpes, Grand Est
등에 외자유치 집중
2) 프랑스는 EU내 다른 국가와 달리 도시
중심보다 외곽 지역에, 파리 이외의
지방에도 고루 투자되었음.
- ‘14년부터 5년간 투자 프로젝트들 중
40%가 2만명 미만, 70%는 20만명 미만의 도시에서 이루어졌음.
- 도시권역으로 확대하여도 20만명 미만의 권역에서 이루어진 투자가 40%에
달함(100만 명 이상 도시권역 37%, 50~100만 8%, 20~50만 15%)
- Ile de France(Paris 지역), Auvergne-Rhone-Alpes, Hauts de France,
Nouvelle-Aquitaine, Occitanie, Grand Est 지역이 투자 프로젝트의 3/4을
차지(반면, 영국은 런던 지역이 38% 차지)
다. 자동차 산업 발달지역

1) 자동차 관련 고용 현황, 외자
유치규모, 클러스터 등 고려
2) 프랑스 지방자치 단위에서
경제계획과 직접 지원을 담당하는
레죵 단위로 현황 정리
-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기본적으로 레죵에서 담당,
데파트망이나 꼬뮌은 레죵 위탁
사무나 간접 지원업무 담당
- 이씨레물리노의 대기업 본사 유치, 생껑땅이블린 도시공동체의 신도시
건설사업 등과 같이 꼬뮌이나 꼬뮌연합체에서 실질적인 경제개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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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le-de-France(일 드 프랑스)

1) 인구 1200만, 지역 GDP 6,500억 유로
(프랑스 GDP의 30.4%), 면적 12,012 km²
2) 유럽 최고의 비즈니스 지역
- EU 전체 GDP의 4.5%를 차지, 사업체
100만개 이상, 2,000명 이상 고용 기업
본사의 2/3가 위치, 유럽 최대 기업부동산 소재
- 6백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와 고도 숙련된 유럽 최대 노동시장 보유
- EU 최대 증권시장(자본규모), EU내 제2의 자산관리산업(세계 12개 대규모
자산 관리기업 중 4개가 프랑스 회사), EU 최대 외국 은행 및 금융기관
밀집지역

3) 연구개발 및 혁신의 중심지
- 일 드 프랑스 레죵의 R&D 투자는 실리콘 밸리 투자액과 유사하고 약 1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
- Grand Roissy, La Défense, Paris-Saclay 등의 혁신단지와 3,60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클러스터가 존재, Station F(‘17) 등 스타트업들이
활동할 있는 생태계 구축

4) 매년 49백만 명의 관광객이 일-드-프랑스 지역 방문
- 연간 전시회(440), 회의(1,100), 유적지(4,000), 뮤지엄(140), 극장(700),
오페라 극장(5) 등 다양한 관광자원 구비

5) 프랑스 외자 투자의 27%가 이 지역에 집중, ‘17년 기준 414개의
프로젝트가 유치되었고 7,649개의 일자리가 창출
6) 파리에 222만 명 거주, 레죵 전체 인구 밀도가 1,000명/㎢(한국 수도권
인구밀도 2,170명/㎢)
- 5만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시로 Paris, Courbevoie, Saint-Denis,
Boulogne-Billancourt, Nanterre, Puteaux, Roissy-en-France,
Levallois-Perret, Montreuil, Issy-les-Moulineaux, Créteil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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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uvergne-Rhone-Alpes(오베르 론 알프스)

1) 인구 800만, 지역 GDP 25백억
유로(프랑스 GDP의 11.4%), 면적
69,711㎢
2) 부의 창출(Wealth Creation)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 2위, 유럽 5위
- 레죵 GDP가 핀란드 국가 GDP에 필적
- 제조업이 지역 GDP의 18.3%
차지, 50만개의 일자리 제공
- 전기/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화학, 플라스틱, 섬유, 기계 등의
전통산업이 공존
- 대기업(직원>250) 260개, 중기업(50~249) 2,500개, 중소기업(<49) 21,000개
등이 고루 위치하고 있음.

3) 스위스,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교통요충지로 프랑스의 제2의
수출입 지역임(연간 수출액 약 6백억 유로)
- 지역내 3천여개의 외국인 기업이 존재, 지역의 7백 여개의 사업체가 해외 진출

4) 18개의 클러스터에서 4만 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600개의 연구소가
있는 프랑스 제2의, 유럽에서는 다섯 번째의 연구개발 특화 지역
5) 프랑스 2위의 외국자본 투자 지역(‘17년 154개 프로젝트 4,373개 일자리 유치)
- 네이버랩스 유럽 : 2017년 6월 미국 기업 제록스로부터 프랑스 그르노블
인공지능연구소 제록스리서치센터를 인수해 자율주행, 3D 맵, 로봇 등 개발

6) 인구 10만 이상 도시권 : Lyon(226만), Grenoble(68만),
Saint-Étienne(51만), Clermont-Ferrand(46만),
Genève–Annemasse(31만), Annecy(23만), Chambéry(22만),
Valence(18만) Bourg-en-Bresse(13만), Vienne(11만),
Roanne(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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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rand Est(그랑 데스뜨)

1) 인구 550만, 지역 GDP
1,500억 유로(프랑스 GDP의 7%),
면적 57,433㎢
2)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위스
등과 800km에 달하는 접경지역,
유럽의회가 있는 스트라스부르 등
유럽 및 국제무역에서 독보적인
위치 차지
- 수출 및 운송의 중심지로 국가 전체 무역의 12%, 대 유럽 무역의 3/4 차지

4) 금속, 기계, 화학, 목재, 농식품 산업에 특화. 이들 산업이 지역 전체
고용의 16%, 부가가치 창출의 1/5 차지
- 이와 함께 농업 바이오 매스와 임업 자원을 활용, 바이오 경제로의 산업전환
중에 있음.
- EU 집행위원회에서는 EU내의 선도적인 산업 전환(전통⇒첨단) 지역의 하나로
Grand Est 레죵을 꼽고 있음.

5) 프랑스 내 4번째로 EU 특허출원이 많은 지역으로 다수의 클러스터 산재
- 11,500명의 연구원들이 헬스케어, 모빌리티, 바이오 경제 등의 분야에 종사

6) ‘17년 기준 131건의 외자 프로젝트를 유치, 3,390개의 일자리
창출(프랑스 내 4위)
- Daimler사는 Hambach에 7만㎡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 부지를 개발하여
2020년까지 메르세데스 전기 SUV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착수(‘18)

7) 인구 10만 이상 도시권 : Strasbourg(78만), Nancy(44만),
Metz(39만), Reims(32만), Mulhouse(29만), Troyes(19만),
Thionville(14만), Colmar(13만), Charleville-Mézières(10만),
Forbach(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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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auts-de-France(오뜨 드 프랑스)

1) 인구 600만, 지역 GDP 1,540억
유로(프랑스 GDP의 7.2%), 면적 31,813㎢
2) 유럽최대 소비시장의 중심지역
- 19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Dunkerque
(철도화물 항구), Boulogne-sur-Mer(어업 및
해산물 가공), Calais(여객항구) 등 항구 보유
- 2022년 Seine-Nord Europe 운하의
개통으로 파리, 르 아브르(Le Havre) 항구와
북유럽과 연계, 최대 배송 중심지로 성장 예정

3) 1위의 자동차, 철도 차량, 유리 제조, 2위의 섬유, 철강, 건설자재 분야 등
제조업 발달 지역이며 농식품 분야 선도 지역
- 지역 고용의 17%, 부가가치 창출의 16.7%를 제조업이 차지, 주요 다국적
기업과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산재
- 철도 차량(Alstom, Bombardier), 유리(Arc International, Saverglass),
자동차(Renault, PSA, Toyota, Sevelnord, Valeo) 등

4) 식물 화학분야의 바이오 분자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혁신을 통해 성장 추구
- I-TRANS(교통), PICOM(리테일), NSL(헬스), Euramaterials(소비재),
Aquimer(수산업), IAR(농업), Team²(환경) 등의 클러스터 활성화

5) 일자리 창출 기준으로 프랑스 2위의 외자 투자유치 지역으로, ‘18년에는
AstraZeneca, Booking.com, IBM, UPS 등에서 신규 또는 추가 투자
6) 인구 10만 이상 도시권 : Lille(118만), Douai-Lens(54만), Béthune(37만),
Valenciennes(37만), Amiens(30만), Dunkerque(26만),
Maubeuge(13만), Boulogne-sur-Mer(13만), Calais(13만),
Arras(13만), Beauvais(13만), Creil(12만), Saint-Quentin(11만),
Compiègne(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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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ourgogne-Franche-Comté(브르고뉴 프랑쉬 꽁떼)

1) 인구 280만, 지역 GDP 730억
유로(프랑스 GDP의 3.4%), 면적
47,784㎢
2) 14,700개의 공장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20%에 이르는 전통 제조업 지역
- 금속·기계 : 왕립 주조공장이 있던
지역으로 축적된 전문성 보유,
최첨단 제조공정 솔루션 제공.
Aerospace, Alstom, Vallourec, Aperam Stainless, General Electric 등의
그룹이 있으며 고도의 제조 생태계 존재
- 자동차 : Sochaux에 있는 PSA 공장 등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지역
- 농식품 : 프랑스 2위의 농식품 생산 지역으로 지역 토지의 63%가 농식품
품질인증 제공 가능
- 의약품 ; Groupe Urgo, Vetoquinol 등 대표적인 의약 회사들과 Micro-Mega,
Proteor, Statice 등의 중견기업들의 협업체계로 혁신과 R&D 기반 조성

3) R&D 종사자 12,160명이 대학, 연구소, 프렌치 텍, 클러스터 등에서 종사
- Vitagor(헬스), Pole Véhicule du Futur, Plastipolis(플라스틱), Nuclear Valley
등의 다수 클러스터 입지

4) 자연, 문화, 건축유산이 풍부한 지역
- Cistercian Abbey(Fontenay), Church and Hill(Vezelay), the citadel(Besancon)
등 UNESCO 문화유산 다수 산재
- 30개의 미쉘린 레스토랑, 33개의 ‘grands crus’ 와인, 153개의 지역 특산물 등

5) ‘17년 49개의 외국자본 프로젝트 유치(1,358개 일자리 유치)
6) 인구 10만 이상 도시권 : Dijon(39만), Besançon(25만),
Montbéliard(16만), Chalon-sur-Saône(14만), Belfort(11만),
Mâcon(10만명), Nevers(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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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Normandie(노르망디)

1) 인구 330만, 지역 GDP 900억
유로(프랑스 GDP의 4.2%), 면적
29,906㎢
2) 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
- 지역 부가가치의 20.3%, 고용의
23%를 제조업 분야에서 창출
- 정유(Total, Exxon Mobil, 전국
생산량의 1/3), 핵발전(Paluel, Penly, Flamanville), 자동차 제조(Renault),
항공(Snecma, Thales Aerospace, 아리안 로켓 발사체 생산)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위치
- 원자력 발전소 4곳, 르아브르 열발전소 등 전력생산(프랑스 전체의 15%)과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역

3) 다양하고 풍부한 농업과 어업

- 목축과 작물재배가 공존, 최고의 치즈 생산 지역으로 다수의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생산지 명칭 보호)를 보유
- 600km의 해안선은 넓은 어업기지를 제공하여 굴, 홍합, 가리비, 연어 등의
최대 산출지역

4) 연간 방문객 1,800만의 생태관광 지역
- 해변, 유네스코 세계유산(Mont-Saint-Michel, Bayeux Tapestry 등), 노르망디
상륙작전 관련 유적(Cean 기념 박물관) 및 해변 등이 산재
- 레죵 공원 4개소가 노르망디 면적의 17% 차지, 국립보호구역 9개소

5) ‘17년 기준 34건의 외자 프로젝트 유치, 2,179개의 일자리 창출
- 르 아브르(프랑스 전체의 콘테이너 반입량의 60%) 및 루앙(곡물 분야 유럽
1위) 항구, 파리와의 인접성 등이 전략적인 장점으로 작용

6) 인구 10만 이상 도시권 : Rouen(65만), Caen(40만), Le Havre
(29만), Cherbourg-en-Cotentin(18만), Évreux(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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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ays de La Loire(뻬이 드 라 루와르)

1) 인구 370만, 지역 GDP 1,060억
유로(프랑스 GDP의 5%), 면적 32,082㎢
2) 미래 산업 집중육성
- 제조업 종사자 비율(17%)이
Bourgogne-Franche-Comté 다음으로
높음(전국 평균 12%)
- Images&Réseaux(디지털), Pôle Mer Bretagne
Atlantique(해양), Végépolys(식물), Atlanpole Biothérapies(의약),
Elastopôle(폴리머), EMC2(소재), ID4CAR, S2E2(환경), Valorial(식품) 등 9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구성
- 항공(Airbus, Thales, Spirit Aerosystems, Daher 등), 식료품(약 1천개 기업, 5만 명
고용), 헬스케어(항암제, 면역제 등 개발) 산업 발달
- 자동차 산업은 ID4CAR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
생태계 조성, Le Mans 자동차 경주대회 운영

3) 해양산업에 특화된 지역

- STX 조선소 : Saint-Nazaire에 소재, 글로벌 3대 크루즈선 전문 조선소로 꼽히며,
프랑스에서는 유일하게 항공모함, 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대규모 조선소
- 해양신재생에너지 : Naval Energies, Rollix-Defontaine, STX, EDF EN, ENYM,
EMF, RTE, Valorem 등의 선도업체들이 입지, 해양풍력발전의 1/3을 생산,
Neopolia EMR을 통해 110여개 업체간 공급체인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형성
- Nantes Saint-Nazaire 항구 : 물류 및 운송 거점

4) 가장 넓은 채소 재배지, 전국 2위의 축산업, 프랑스 3대 와인 산출지 등
농축업도 발달
5) ‘17년 기준 57건의 외자 프로젝트 유치, 1,626개의 일자리 창출
6) 인구 10만 이상 도시권 : Nantes(91만), Angers(41만), Le Mans(35만),
Saint-Nazaire(26만), Laval(12만), La Roche-sur-Yon(12만), Cholet(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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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정부의 전기자동차 진작정책
가. 자동차 산업 5개년(‘18~’22) 전략계획

1) 전기자동차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까지 실행할
계획 발표(‘18. 5월)
2) 에너지 및 환경 전환 주력 정책
-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를 5배까지 증가 목표, 판매될 전기차의 10%만큼
(약 100,000여 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프랑스 및 유럽 차원의 배터리 산업시장
개발, 수소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 자율 자동차 생태계 창조 및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 공급
4)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 다양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 생성, 2022년 까지 매년 약 25,000 명 기술직 및
40,000 여 명의 서비스 직 고용 계획

5) 자동차 업계 경쟁력 강화

- 프랑스 투자은행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약 150~180개의 프로젝트 양성,
기업의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에 약 1,800만 유로 예산 투자
나. 미래 자동차 개발 계획(‘19.4월)3)을 통해 4개 우선 과제 선정

1) 전기자동차(BEV 및 하이브리드) 개발
- ‘18년 현재 20만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22년까지 1백만 대로 확대하기 위한 보너스 제공

2) 전기 충전소 확충
- ‘19년 초 25,000개의 충전기를 ’22년 까지 10만개로 확충, 집과 직장에서 90% 충전

3) 배터리 산업 창출
- 배터리 생산과 불-독 컨소시엄에 바탕을 둔 유러피언 파트너십 지원에 7억 유로 배정

4)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차 개발

- ‘21년까지 5단계 기술을 포함한 모든 무인 자동차 주행 실험 실행 여건 마련

3) ‘18. 9월 프랑스 총리의 지시에 따라 Xavier Mosquet(Senior partner & Managing Director of BCG Automobile Specialist)
와 Patrick Pélata(President of Meta Consulting LLC Former COO of Renault)가 미래 프랑스 자동차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조사하여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19. 4월 발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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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규제

1) 차량 운행 제한(ZFE) 프로그램(파리시 및 그랑 파리)
- 파리시와 그랑 파리
지역은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일반 차량에 대해
Crit'Air 스티커 부착
의무화
- 가장 높은 등급인 5등급 스티커 부착차량은 ‘17년 7월부로 주간동안 도심
운행 금지,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4년에는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 중단,
2030년에는 화석연료차량 진입 금지를 목표로 설정

2) WLTP 연비 테스트 시스템(EU)

- 2018년 9월부터 모든 신규 차량 제작에 적용된 연비 테스트
- 배출가스허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측정을 위한 시험주행시간(20분 →
30분), 거리(11km → 23.25km), 평균 속도(33.6km/h → 46.5km/h), 최고
속도(120km/h → 131km/h) 등이 늘어남.

3) RDE(Real Driving Emission) 테스트 시스템(EU)
- 장비를 차에 부착하고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진행하는 배기가스 테스트로 EU
의회에서 입법 절차 진행 중에 있음.

4)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6,000 유로 지원 및 공공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 부여
- 국가별 전기 자동차 인센티브와 판매 비중(‘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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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지방자치법)
• 의회-집행부 통합형으로 다수당이 자치단체 행정 책임. 임기 6년간 정치적
갈등구조가 없도록 보장
• 계층별 자치단체(꼬뮌-데파트망-레죵)는 상하 또는 지휘 감독관계가 아니며
배분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업무처리
참고 : 프랑스 지방행정 체계(

국가 행정기구
자치계층

법정

지방자치 기구

정 부

레죵의
프레펙튀르 (18개)

레죵의회 (18개)

레죵(광역)
(18개, 본토 13개)

데파트망(중역)

- 수장 : 프레페
(레죵 수도 데파트망의
프레페가 겸임)

데파트망의
프레펙튀르
(101 개)

- 단체장 : Président
(의회에서 의원중 선출)

데파트망의회
(101 개)

(101개, 본토 96개)
- 수장 : 프레페

깡똥 (2,054개)
선거구 단위
수프레펙튀르
(332개,
도별 3~4개)
- 수장 : 수프레페

꼬뮌(시)

꼬뮌(시장)
(35,056개)
국가를 대표

- 단체장 : Président
(의회에서 의원중 선출)

자치단체 협력체
조합형태, 도시공동체,
광역공동체,
자치단체공동체, 신도시
개발조합, 메트로폴 등

꼬뮌(시장)
(35,056개)
- 단체장 : 시장 (Maire)
시의원중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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