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플라이언스+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적용하고 난 후, EU-28 
CO2 컴플라이언스를 누가 준수하게 될지 
알아봅니다

EU 28개국을 위한 IHS Markit 컴플라이언스+ 모듈은 CO2 예측, 평가, 
분석과 더불어 판매 가중 자동차 목표 탄소배출량 현황을 기준으로 매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순위를 제공합니다.

뛰어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세트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모델, 차체 유형, 파워트레인 디자인, 연료 유형별로 탄소배출 목표치를 
달성한 결과를 분석해주며 올해를 비롯해 향후 7년 동안 예측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Tableau Web Portal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는 네 가지 주요 평가항목을 통해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고객의 워크플로우에 맞는 다양한 레벨에서 플릿 평균 CO2 예측 평가 

 ‒ 벌금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격차와 목표 분석

 ‒ CO2 기술, 호몰로게이션 및 전략을 결합한 최적화 배치 파악, NET 
퍼포먼스에 대한 예측 제공

 ‒ 기술, 세그먼트, 차체, 연료 유형 등 부문별 기여도 분석

*미국의 경우, 해당 기능은 컴플라이언스 테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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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 Markit 소개
IHS Markit(NYSE: INFO)는 전 세계 국가의 주요 산업 및 시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깊이 있는 분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정보 제공 업체입니다. 비즈니스, 금융 및 정부 분야의 
고객들이 운영 효율성 제고하며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차세대 정보, 분석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여 개의 기업 및 정부를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포춘지 500대 기업 및 전 세계 유수 금융기관의 80%가 포함돼 있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IHS Markit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IHS Markit 컴플라이언스+가 귀사의 컴플라이언스 목표 달성에 얼마나 유용한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AsiaPacificAutomotive@ihsmarkit.com 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담당 
북미 및 남미 
T   +1 800 447 2273 

+1 303 858 6187 (미국/캐나다 이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T  +44 1344 328 300
아시아 태평양
T  +604 291 3600
E  AsiaPacificAutomotive@

ihsmarkit.com

컴플라이언스+ 모듈은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EU 28개국의 
자동차시장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살펴봅니다.
해당 모듈은 기술 면에서 예측한 탄소 배출량에 할당량을 적용함으로써 고객이 NET 퍼포먼스가 유럽 시장에서 갖는 특징을 
재평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탄소배출 규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시각화하고 기술 진입과 
세그먼트 분석을 발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합니다.

컴플라이언스+가 판매 가중 평균 탄소 배출량 및 관련 벌금에 적용하는 전략

컴플라이언스+에서 적용된 할당량

할당량 배제

친환경 혁신 크레딧은 올해 OEM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IHS Markit 차량 성능 및 컴플라이언스 모니터(VPaC)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VPaC는 미국, EU 28개국, 중국, 브라질의 
탄소배출량, 연료 소비, 6만 개 이상의 차량-파워트레인의 액셀 성능(차량별 160개 이상의 특징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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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크레딧

호몰로게이션, 슈퍼 크레딧, 친환경 혁신 
면에서 제공되는 추가 할당량으로 벌금 
인하 규모가 수십억 유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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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는 컴플라이언스 세트를 구성하는 세 가지 모듈 중 하나입니다. 해당 세트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격차를 측정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평가하며, 관련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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