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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순서

• 연구개요

• 주요내용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 현황 및 추이분석

-저공해 자동차 도입 사례분석 및 효과분석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친환경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시민 참여 유도



Ⅰ.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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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배경

연구목적



1. 연구 배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의 필요성 확보

–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비중은 70% 상회

– 향후 자동차배출비중은 증가 경향

•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여가 수요의 증가

• 자동차 소유 운행 증대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기반 조성 및 운행 촉진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정에 능
동적 대응 필요

– ‘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서울시 대기환경개
선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입 및 운행촉진 대책 수립 • 추진



2. 연구 목적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에 대한 단기적인 저감효과 제고

– 운행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프로그램의 성과진단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 촉진 제도적 기반 조성

– 자동차 대기오염의 중장기적 관리대책에의 적용

–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에의 기초자료 제공

저공해자동차의 경제적 환경적 비교평가 및 지원체계 마
련

시민의 인식 전환을 통한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유도



Ⅱ. 연구내용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배출특성 분석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촉진 및 운행여건

저공해 자동차 보급촉진 관련대책의 효과평가

외국 대도시의 저공해 동차 보급 • 운행 사례

향후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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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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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특성

서울시 대기오염 배출현황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특성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방향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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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대기오염 배출현황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월별 • 연도별 에너지 소비량

용도별 연료 사용량



1.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도로이동오염원 - CO, NOX, PM10의 주된 배출원

유기용제 사용 – VOC 배출요인

가정과 산업시설 난방 - SOX

32261821,7051,321236폐기물처리

3,4363,2307,09076,02583,762156,955합계

2,250

5205201251,71214,8875,121비도로이동

2,25095521,76246,687139,601도로이동

6454840915294제조업

--3,995-에너지수송 및 저장

-

613

16

TSP

-45,854-유기용제

<2000년 서울시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         (단위 : 톤/년)

418

13

PM10

4534

747

SOx

857

99

VOC

19,126

825

NOx

11,038비산업

664에너지산업

CO
항목

배출원 대분류

183124455692158폐기물처리

4,63244,0810,39888,53898,187179,847합계

3,383

5665662781774150,684,916비도로이동

3,3831,06427,82962,618162,938도로이동

14101,1245515,35355제조업

---3,671--에너지수송 및 저장

-

628

22

TSP

--53,835--유기용제

<2001년 서울시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         (단위 : 톤/년)

428

18

PM10

7,134

673

SOx

821

97

VOC

17014

1261

NOx

10,829비산업

652에너지산업

CO
항목

배출원 대분류

204122919817157폐기물처리

4,8934,7258,15689,034107,082179,455합계

3,485

8758753312,73322,7137,119비도로이동

3,48589427,69465,403161,506도로이동

87147501,492340제조업

---3,841--에너지수송 및 저장

-

489

16

TSP

--52,862--유기용제

<2002년 서울시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         (단위 : 톤/년)

342

13

PM10

6,161

502

SOx

835

99

VOC

16,106

549

NOx

9,658비산업

675에너지산업

CO
항목

배출원 대분류



2. 월별 • 연도별 에너지 소비량

서울 에너지 소비량 : 유류 소비량 감소, 가스 소비량 증가 추세

– 청정연료 의무사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

월별 유류 소비량

– 수송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 월별 변화 크지 않음. 

– 난방과 산업에 사용되는 등유와 B-C유는 계절에 따라 소비량 변화 큼.

가스 소비량

– 청정연료 사용과 도시가스 보급으로 점차 증가 추세

– LPG의 수송부분에서 소비 증가로 소비량 증가

※ 참고자료(P.2~3) : 서울시 석유류 소비량(2000년~2002년), 서울시 가스소비량 참조



3. 용도별 연료 사용량

용도별 연료사용

– 휘발유 95%(수송), 경유 70%(수송), 등유 85%(가정산업 취사난방)

수송부분 연료 소비

– 휘발유와 경유 비율 감소, CNG와 LPG 계열 연료소비 비율 증가

<2001년 수송>

휘발유
42.0%

등유
0.0%

경유
33.8%

B-C유
1.8%

LPG
22.3%

<2002년 수송>

휘발유

41.0%

등유

0.1%
경유

31.2%

B-C유

1.1%

LPG

26.7%

<2003년 수송>

휘발유
39.0%

등유
0.0%

경유
30.2%

B-C유
1.2%

LPG
29.5%



2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특성

자동차 등록 현황

도로이동오염원 배출특성



1. 자동차 등록 현황

0

50 0

1, 0 0 0

1, 50 0

2, 0 0 0

2, 50 0

3, 0 0 0

1991 1993 1995 1997 1999 20 0 1 20 0 3

경유
26%

LPG
12%

휘발유
62%

– 2003년 현재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84만대이며, 꾸준한 증가 추세

– 휘발유 차량 62%, LPG 차량 12%, 경유차량 26%



2. 도로이동오염원 배출특성

3,48589427,69465,403161,5062002

※ 참고자료(P.1) : 서울시 도로이동오염원 오염물질 배출량(2000년~2002년) 참고

<표 2> 서울시 도로이동오염원 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톤/년)

3,383

2,250

PM10

1,064

955

SOx

27,829

21,762

VOC

62,938

46,687

NOx

162,9382001

139,6012000

CO
항목

년도

기타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휘발유 차량 : CO • VOC, 경유 자동차 : NOx • SOx • PM10 

– 휘발유 차량 기여도 ↑, 경유차량 기여도 ↓ : 경유 차량에 대한 관리 필요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방향3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 → 대기오염도 악화 추세

– 대기오염 배출량 중 NOx의 52%, PM10의 66% 배출

배출기준 강화 : 자동차 급증으로 효과 상쇄
– 1980년대(27만대) → 2003년 (284만대) 

– 경유 레저(RV) 차 증가로 추가적인 대기오염 물질 증가

노후 운행자동차의 통행비중 증대

–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차 비율 1994년(35천대) → 2002년(590
천대) 증가 : 16.9배 증가

– 대기오염 악화 요인으로 작용



제작 자동차 관리
–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 보급, 결함확인 검사

운행자동차 관리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화 조기폐차 정

밀검사 확대, 정비업소 교육 강화, 연료품질 기준 강화

교통수요 관리
– 환경지역 지정, 교통혼잡세 부과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 방향 : 

운행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추진, 저공해자동차 도입 확대및
운행촉진 기반 조성이 바람직함.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운행여건 진단

자동차 환경관리의 수단과 효과

저공해자동차 보급기반 분석

저공해자동차 운행여건 진단

1

3

2



1. 발생원 관리대책
저공해자동차 도입,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강화, 자동차 연료 품질 기준 강
화

– 충전소 인프라 확보 등의 한계

자동차 환경관리의 수단과 효과1

2. 운행차 관리대책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엔진 공회전 억제, 배출가스 노상단속 강화

- 상당한 시간과 행정비용 소요의 한계

3. 교통수요 관리대책

자동차 보유억제 < 운행수요 억제, 노선버스 < 승용차 중점 대상

※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량 근원적 저감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여건 조

성과 연계 추진이 바람직함. 



2 저공해자동차 보급기반 분석

저공해자동차 기준 설정

저공해자동차 판매 및 구매의무 이행



1. 저공해자동차 기준 설정

①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②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2005년 12월 이전과 2006년 1월 1일 이후 구분하여 기준 설정

– 참고자료(p.8)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비교 참조

차기규제를 만족하는 휘발유 자동차, 경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소형승용차, 

소형화물, 증형승용 • 화물자동차 중 시험중량(RW)이 1,760kg 이하 자동차

로 차기 규제 만족하는 자동차,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 중형승용 • 화물

자동차 중 시험중량(RW)이 1,760kg 초과하는 자동차, 미세먼지만을 현행기
준 80% 이상 저감, 0.01ㅎ/km 이하 만족하는 자동차(저PM 기준 만족)

제3종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기규제를

만족하는 자동차 또는 휘발유 경유자동차를 베이스로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
차로 차기규제를 만족하는 자동차

제2종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거의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 연료
전지자동차, 태양열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제1종



③ 저공해자동차 기술별 우선보급 대상차종의 선정

○

기타

○

○

소형
트럭
<5톤

○

○

소형
트럭
<1톤

○

○

청소
차11
톤금

○

○

청소
차5톤

급

○

○

마을
버스

○

○

시내
버스

○

○

중형
승합
차

○

○

○

○

○

RV

SUV

○

○

○

○

○

승용
차

자료 : 환경부, 수도권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2004. 8. 

경유자동차

휘발유자동차

LPG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하이브리드전
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적용차종

적용기술



2. 저공해자동차 판매 • 구매의무 이행

①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

– 제작자의 의무생산 규정 명시하지 않고,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에 관한 기준을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 2005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준 고시 : 버스 12%, 그외 차종 1.3%

②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자동차 10대 이상 보유한 기

관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20% 이상 의무적 구매

– 제1종 : 전기자동차 전체 구매대수의 20%

– 제2종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50%, 가스자동차 40%

– 제3종 : 경유자동차 전체 구매대수의 100%

③ 기업 및 일반 자동차 소유자들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계획 수립•추진 유
도 바람직



3. 저공해 자동차 운행여건 진단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효과

– 휘발유 또는 경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적게 배출

– 국내 저공해자 보급 활성화될 경우 :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수출 확대

에 크게 기여

– 기후변화협약 및 UN 지속가능발전 교통 부문의 주요 전략

– 세계적으로 저공해자동차 수요 증대 기대

저공해자동차의 판매 구매의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제23조, 제24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법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관련대책의 효과평가

현행 저공해자동차 관리대책의 구분

저공해자동차 관리대책의 사회적 비용•편익

비교평가

종합분석

1

3

2



1 현행 저공해자동차 관리대책구분

제작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운행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수도권 지역의 종합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대기오염원 체계

적 관리

– 대기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동차 관리대책, 사업장 관리대책,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관리

– 서울, 경기, 인천광역자치단체「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 」 수립

- 환경지역 지정, 혼잡세 부과 등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 정밀검사 확대, 정비업소 관리 및 교육 강화 등 운행차 배출

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료품질 기준 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 보급, 결함확인 검사 강화

교통수요

관리

운행 자동차
관리

제작 자동차
관리



2. 제작 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① 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화 제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에 근거 수도권지역에서 3,000대 이

상 자동차 공급하는 제작 • 수입사에게 일정비율 저공해자동차로 제작판매

의무화

- 2005년 버스 12%, 그외 차종 1.3%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율 고시

: 버스 1,400대, 승용차 26,000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전망

② 저공해자동차 구매 촉진 제도

– 동법에 근거 10대 이상 차량 보유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20% 이상 저공해

차 의무 구매

– 저공해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세제지워

– 저공해자동차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 감면



2005년 저공해자동차 표지

-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면제

2005년

2006년



③ 신규 제작 자동차의 저공해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 경유 자동차 : 2006년 EURO 4 수준, 2010년 EURO 5 수준

- 가스휘발유자동차 : 2006년 ULEV 수준, 2010년 SULEV 수준

- 이륜차 : 2006년 EUOR 2 수준, 2010년 EURO 3 수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0.001250.0250.05

0.1250.250.5경유

승용

(g/km)

0.01250.0310.12

휘발유 승용차

(질소산화물)

(g/km)

2010. 1~

→

2006. 1~

→

현행구분

<승용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중량 3.5톤 미만)>



④ 제작차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 제작차 환경등급 표시 도입

• 자동차 차종별, 모델별 자동차 대기오염 기여도 분석

• 대기오염 정보 인터넷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

• 환경등급 표시 제도 :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택할 수 있는 정

보 제공, 자동차 제작사간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 경쟁 유도 가능

- 제작차 결함확인 제도 강화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내구성 향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유도

• 결함 예견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예비조사 실시

• 운행차 I/M 프로그램 정보 결함확인 검사 대상자동차 선정에 활용

• 배출가스 초과원인 정밀 분석후 제작사에 통보, 결함 시정 유도



3. 운행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 입자상물질 여과장치(DPF) +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 부착

- 디젤산화촉매장치(DOC) 부착

- 엔진개조(경유자동차 → LPG 엔진, 천연가스 엔진)

- 조기폐차대책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I/M Program) 개선대책

– 정밀검사제도 개선

– 배출가스 검사제도와 연계한 배출가스 점검 • 정비체계 개선



① 운행차 정밀검사 강화

기타자동차

승용자동차

기타자동차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006. 1. 1 ~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7년 경과된 자동차

2004. 1. 1~2005. 12. 31

사업용

비사업용

적용일자

차종

② 정밀검사 사후관리 강화

- 정밀검사 불합격한 차량 : 지정정비업소에서 정비

-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운행차 차종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용

- RSD(Remote Sensing Device) 활용 검토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비용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 부착

• DPF : 미세먼지 많이 배출되는 중대형 경유자동차 적용

• DOC : 소형자동차

- 저공해 엔진개조 (경유자동차 → LPG, 가스엔진 개조)

- 장치부착, 엔진개조 금액 보조 지원

• 장치가격 전액 보조(장치가격 및 부착비용) → 일정율 보조(75~85%)

- 노후차 조기폐차 프로그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로도 배출허용기준 만족시킬

수 없거나, 장치 부착 또는 개조에 많은 비용 소요될 때 일정 금액 보조

금 지금으로 폐차 유도

• 1997년 이전 판매되어 운행되는 자동차 우선적 조기폐치 필요



저공해자동차 관리대책의 사회적
비용 • 편익 비교평가

2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위해도 산출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의한 오염물질 삭감효과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비용저감 효과



1.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①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구성

- 인체 피해비용, 구조물 부식 비용, 토양오염 및 생태계 훼손 비용, 농업생산

성 감소 비용

② UNEP의 사회적 한계비용

– 각국의 구매력지수(PPP)를 반영, 경제력 수준에 부합하는 오염물질별 대기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을 국가별로 추정, 제안

KAIST0.747,276CO

KAIST0.868,456HC`

UNEP0.898,755Nox

UNEP1.009,834SO2

UNEP2.9128,583먼지

자료
위해도지수

(S02 기준 상대지수)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
(원/kg)

오염물질



2. 위해도 산출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도

- 사망지수(Mortality), 유병자수(Morbidity)로 판단

• 위해도 = 오염물질별 대기오염 농도× 용량반응율 × 노출인구수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단위 배출량당 인체위해도

(17.3~23.3)17.5호흡기질환 입원자수NO2

(3.6~5.6)3.7급성 사망자수CO

(33~48)34호흡기질환 입원자수

(43~61)44급성 사망자수
SO2

(356~572)369혈관계질환 입원자수

(146~235)151호흡기질환 입원자수

(998~1,603)1,034만성 사망자수

(102~164)106급성 사망자수

PM10

(50~94% tile)point

천톤당 사망 및 유병자수(단위: 명/1,000톤/년)
항목구분



3.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의한 오염물질 삭감효과

① 저공해자동차의 오염물질 삭감량 산출방법

• 전기자동차(중형 RV) 배출가스 삭감량(kg/대)

= 경유 RV차 배출계수(g/km)×일일주행거리(km/일) ×365일/년 ×10년 ×10-3

• 하이브리드(승용차) 배출가스 삭감량(kg/대)

= 휘발유승용차 배출계수(g/km)×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율

×일일주행거리(km/일) ×365일/년 ×10년 ×10-3

• 천연가스 시내버스 배출가스 삭감량(kg/대)

= 경유 시내버스 배출계수(g/km)×저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배출가스 저감율

×일일주행거리(km/일) ×365일/년 ×10년 ×10-3

• 천연가스 청소차량 배출가스 삭감량(kg/대)

= 경유청소차량 배출계수(g/km)×저공해 천연가스 청소차량 배출가스 저감율

×일일주행거리(km/일) ×365일/년 ×10년 ×10-3



• LPG 자동차 배출가스 삭감량(kg/대)

= LPG 자동차 배출계수(g/km)×저공해 LPG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율

×일일주행거리(km/일) ×365일/년 ×10년 ×10-3

• 휘발유승용차 배출가스 삭감량(kg/대)

= 휘발유승용차 배출계수(g/km)×저공해 휘발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율

×일일주행거리(km/일) ×365일/년 ×10년 ×10-3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삭감량(kg/대)

= 경유승용차 배출계수(g/km)×저공해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율

×일일주행거리(km/일) ×365일/년 ×10년 ×10-3



② 저공해자동차의 오염물질 삭감량

- 저공해자동차 오염물질 삭감율과 사용연한 10년을 적용하여 산정



4.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비용저감 효과

저공해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효과

- 기존 자동차에 비해 탄소 함유량 적고, 생성시 이용되는 에너지 적어 CO2

발생 적음. 

자료 : 일본환경청, 저공해차 강연회자료, 1996. 

<디젤차량과 비교한 저공해자동차 배출저감 효과>

80~90%
1.1베 정

도
80% 정도

0

(발진시를 고려해
도 50% 정도)

CO2

배출량

30%000
흑연 • PM 

배출량

70~80%50% 정도10~30%
(발진시를 고려해

도 10% 정도)

NOx

배출량
환경개선

효과

(디젤차량
비교)

하이브리드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전기자동차



종합분석3

저공해자동차 보급 추진
– 단기 : 천연가스 자동차, 저PM 저공해 자동차(인체 유해한 미세먼

지 줄이는데 효과적)

– 장기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오염물질 저감효과 크지 않
으나 장기적으로 반드시 보급하여야 할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연료경제성 우수하므로, 지구온난화 협약과 관련하여
CO2 의무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연료가 30% 이상 저감되는 하이브리

드 자동차 확대보급은 시급한 과제임.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 단기 : 저공해자동차 구입비 차액 전액, 일부 보조금 지급

– 장기 :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자동차 취득세 감면, 도로세 면제, 환
경지역 또는 혼잡지역의 통행 허용 등)



외국 대도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 운행 사례분석

저공해자동차 보급 동향 분석

저공해자동차 보급 • 운행 사례분석

사례분석의 시사점

1

3

2



저공해자동차 보급 동향 분석1

자국내 연료 매장량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근거
– 캐나나,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 천연가스

– 네덜란드 : LPG

– 브라질 : 에탄올 저공해자동차

일본 저공해차 보급 대수

- 환경조례 확보에 따라 200대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
해 2005년 말까지 초저공해차로 교체하여 5% 이상 저공해차 도입 의무화

1,063,152대

기타 지정

저공해자동차

46대

메탄올

자동차

4,693대

CNG 

자동차

7,478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료 : 상세한 저공해차 보급상황은 참고자료(P.14) 참조

134대

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보급•운행 사례분석2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1. 일본

가. 저공해자동차 관련 제도

① 저배출가스 인정제도

- 연료종류를 불문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배출 가스성을 성능면에서 가리

키는 기술적 지표

신장기기준신장기기준

△ 75%

신장기기준

△ 50%

신단기준

△ 75%

초 저공해차

신단기준

△50%
우 저공해차

신단기준

△25%
양 저공해차

8도현시 지정

저배출가스차의 구분초저PM차의 구분
저배출가스 인정차의

구분

국토교통성
국가 배출가스

규제치에 대하여

동경도지정
저공해차

구분



② 초저PM배출 디젤차 인정제도

- PM 배출량이 적은 디젤차 개발 보급 추진 도모 목적

- 차량 총중량 3.5t 초과하는 경유 연료의 자동차

- 규제치보다 75%, 85% 저감한 것 : 초PM배출 디젤차로 인정

③ 자동차 연비성능 평가 공표제도

- 일반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연비 성능이 높은 자동차 보급 추진

- 자동차 제작자 등 협력을 얻어 자동차의 연비 성능 공표

- 연비기준 달성 자동차와 연비기준을 5% 이상 상회하는 연비성능 자동차 공

표



나.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 연료공급시설 등의 정비확충

-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는 공용차에 저공해자동차 도입 및 필요한 연료 등
공급시설 정비와 관련된 비용 보조

- 자동차세의 Green화 및 자동차 취득세 특례조치

- 저공해 트럭 및 저공해 버스 도입의 보조 실시

버스 및 트럭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CNG 버스 및 트
럭, 디젤 미립자 제거장치(DPF 및 산화촉매) 등의 도
입에 대한 보조

계속
실시

중앙정부
저공해차 보급촉진 대
책비 보조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자에 대한 보조, 연료 등 공급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정액 보조

계속
실시

중앙정부
클린에너지 자동차 등
도입촉진

Eco-station 의 정비보조
계속
실시

중앙정부
연료공급시설확충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
사용
기간

실시기관사업명



① 저공해자동차 보조제도

주: FCV(연료전지자동차), EV(전기자동차), CNG(천연가스자동차), HB(하이브리드자동차), 그외(메
탄올자동차, 저PM 인정차, 저연비 및 저배출 가스 인정차, 최신배출가스규체지 적합차, 디젤미립자
제거장치 등)

일본
LP가
스협회

디젤차 폐차에 따른 LPG차(신차)
로의 전환

●
에너지형 LP 가스 가
종차 전환 보조사업

설비기타HBCNGEVFCV

일본가
스협회

국토교
통성

환경성

환경성

창구

민간사업자/청정 에너지차의 도입, 
연료 등 공급시설의 정비

버스, 트럭사업자/저공해차 구입, 
신장기 규제차의 도입, 저PM인정
차의 도입, 사용과정에 있어 디젤
차의 CNG차로의 개조

지방공공단체/디젤 미립자 제거장
치의 장착

지방공공단체/저공해차도입(구입
및 임차), 연료 등 공급시설 정비

대상자/보조내용

●

●

●

●

●

●

●

●

●

●

●

●

대상차종

크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추진사업

저공해차 보급추진
사업

디젤차 배출가스 저
감대책 추진보조

저공해(대체에너지)
차 보급사업

보조제도



② 세재상의 우대조치 : 7% 법인세 특별공제, 자동차 취득세 2.4% 경감조치

-
저공해차 구입했을 경우, 구입년도
의 익년도 1년간 자동차세 경감

●●●●

저공해차의 자동차세
경감(자동차세의 청

정화)

설비기타HBCNGEVFCV

-

-

-

-

창구

저연비 또는 저배출가스 인정차
(LPG차 포함)의 취득시에 정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표준
특례조치

FCV, EV, CNG, HB차 및 저PM인
정차의 취득 경우에 자동차 취득세
경감

트럭, 버스 등에서 자동차 Nox. 
PM법에 기초해 배출기준 부적합차
를 폐차하고, 적합차를 취득할 때에
자동차 취득세 경감

평성 16년, 17년 규제 적합차의 취
득시에 자동차 취득세 경감

대상자/보조내용

●

●

●

●

●●●●

대상차종

자동차 취득세의

경감조치

자동차 취득세의

경감조치

자동차 Nox.PM법에
기초해 배출기준 적

합차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

최신배출가스 규제
적합차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조치

세제상 우대



③ 융자제도

주: FCV(연료전지자동차), EV(전기자동차), CNG(천연가스자동차), HB(하이브리드자동차), 그외(메
탄올자동차, 저PM 인정차, 저연비 및 저배출 가스 인정차, 최신배출가스규체지 적합차, 디젤미립자
제거장치 등)

상업조합
중앙금고

트럭협회의 회원 사업자●
상공조합중앙금고에
의한 저리융자

설비기타HBCNGEVFCV

국민생활
금융공고

중소기업
금융공고

일본정책
투자은행

창구

중소기업법 제2조 1항에 정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금융공고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자

주식회사, 조합, 재단법인 등 조
직형태의 것

대상자/보조내용

●

●

●

●

●

●

●

●

●

●

●

●

●

대상차종

국민생활금융공고에
의한 저리융자

중소기업금융공고에
의한 저리융자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저리융자

융자제도

※ 상세한 제도상의 조치 내용은 참고자료(P.14~19) 참조.



다. 동경도의 지원대책

- 도내 200대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2005년도 말까지 동경

도가 지정하는 저공해차 일정비율 도입 의무화

- 지정 저공해차 보급 촉진 위한 저리 융자 알선 제도 설치

- 민간 노선버스의 저공해화 추진위한 논스텝 CNG 버스 구입 보조사업

- 2000년부터 CNG 주유소 설치 보조

- 공공 주자창에서 저공해차 관련된 주차요금 할인제도 실시



① 동경도 저공해차 도입 보조 융자 지원대책

융자한도액 10,000만엔
장기프라임비율 ½
신용보증료의 2/3

도내

중소기업자

저공해자동차의 구입, 최
신규제 적합차로 교체

자동차 저공해화

추진 자금

융자
제도

산화촉매 대형 20만엔

소형 10만엔

중소기업자
또는 개인

도내에 등록한 디젤차

(차량총중량 3.5t 초과)

입자상물질 감소장치
의 장착보조

보조대상 경비의 ¼
[한도액] 500만엔/대

노선버스

사업자

천연가스 버스 도입

(민영버스)

천연가스 버스 도입
(민영버스)

설치비용에서 국고보조
를 공제한 금액의 ½

사업자 중소
기업자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천연가스 충전소 설

치비 보조

대형 20만엔

소형 10만엔

중소기업자
및 개인

천연가스 트럭 • 버스
천연가스 트럭 • 버스

도입

보조
제도

보조율 • 보조한도액
보조 • 융자

대상자

보조 • 융자 대상

(차량•연료공급시설등)
제도의 명칭구분

※ 상세한 제도상의 조치 내용은 참고자료(P.20~28) 참조.



② 환경확보조례의 자동차 공해 대책

-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약칭: 환경확보조례)」

제정(2002년 1월) : 대기오염 개선 도모 차원

-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의 제출(제28조) : 자동차 20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

자는 자동차의 사용 합리화와 저공해차 도입 등을 기재한 자동차 환경관리

계획서를 지사에게 제출, 보고해야 함. 

- 저공해차 도입의무(제37조) : 자동차 200대 이상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자

는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대수에 대해 지사가 정하는 저공해차를 평

성 17년도까지 5% 이상 도입해야 함. 

- 디젤차 운행 금지(제37조) : 입자상물질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트럭과

버스 등의 디젤차(승용차 제외)는 도내에서 운행 금지됨. 신차 등록부터 7

년간은 규제대상 아님. 7년을 경과한 경우라도 동경도가 지정하는 입자상

물질 감소장치를 장착하면 기준 적합차로 봄. 



③ 동경도 저공해차 도입 조례

자동차를 구입•사용할 때에는 보다 저공해 자동차 도입을 요구

조례에서는 저공해차 도입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있음. 

1) 대상자 : 도내에서 200대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

2) 의무내용 : 사용하는 자동차 대수에 대해 동경도 지정 저공해차를 초저공해차로
환산하여 5% 이상 도입할 것

3) 기간 : 평성 17년도말까지

4) 대상이 되는 자동차

ⅰ)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경자동차

ⅱ) 도내 사업소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는 모든 사업소의 합계 대수

5) 동경도 지정 저공해차 :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배출가스 발생량이
상당정도 적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로 동경도가 지정하는 것

6) 조례 위반시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권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사업자의
이름을 공표한다. 

7) 저공해차 도입률 산정 방법

ⅰ) 자동차 사용대수를 자동차 종별마다 환산

ⅱ) 저공해차 사용대수를 자동차 종별, 저공해차 구분에 따라 환산



다. 시민참여 유도방안

- 중앙정부, 지자체, 협회, 연구소, 제작자, 환경단체 , 동호회 중심

- 저공해 자동차의 종합 이해 위한 강연회

- 저공해 자동차의 전시회, 시승회

- 아이들 대상으로 환경학습으로 저공해차 전시, 시승회

- 부모와 아이와 함께하는 저공해 자동차 모형 제작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동호회 중심 자작 저공해 자동차 모형 경주 개최 등



① 에코카 월드 2004년

- 저공해차 등 전시

- 일반 참가자에게 설명 및 시승회

- 미래 환경차 회화전(아이들의 그림 전시)

- 환경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잇는 퀴즈 등 개최

일반시민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저연비
및 저배출 가스 인정차, LP 가스 자동차, 솔라카, 전기 이륜차, 연료 공급시
설 등

환경성

내용

대상자

이용 저공해차

주최자

에코카 월드 포스터 혼다 FCX 전시 모습



② 제1회 JHFC 파크 교실 2004

- 영상이나 실험에 의한 강습

- 연료 전지자동차 모형의 제작 및 모형 자동차 경주

- 연료 전지자동차, 연료전지 버스 시승

- 수소스테이션의 시설 견학

- 부모와 자녀가 참가하기 쉽도록 개최일을 휴일로 정함. 

초중학생과 부모

연료전지 자동차

(재)일본자동차연구소, (재)엔지니어링진흥협회

내용

대상자

이용 저공해차

주최자

연료전지 버스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연료전지 자동차 모형을
조립하는 모습

※ 그외 시민 참여 유도 행사 내용은 참고자료(P.29~33) 참조.



2. 미국

가. 연방정부의 보조와 규제

- 1993년 대통령령으로 정부 차량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입시기 및 의무 구입

비율 책정

- 연방정부 인센티브 : 대체연료 차량 구입 또는 개조($2,000~5,000)의 연방

소득세 공제, 전기자동차($4,000) 세액공재

- AFVs애 데한 충전소 설치와 인프라 투자비에 보조금 지급

<미국 주별 저공해자동차 의무화 현황>

1991

1994

1992

- 주관청 구입차량 – 10%

- 매년 구입의 증가로 40%에 이름

- Denverso 차량보유가 30대 이상인 모든 차량은 그중 10% 교체

Colorado

1990

1994

- 주관청 구입차량 – 25%는 LEV

- 제작자들에 대한 최소 판매 규정
California

1992

1993

연도

- 주관청 구입차량

- 1993. 1. 1 이후 구입한 버스

대상차량

Arizona

주

※ 미국 주별 저공해 자동차 의무화 현황 참고자료 p.33 참조



나. 주정부 보조와 규제

- 저공해 자동차 전환 보조금

- 자동차 취득세, 면허세, 소득세, 소비세 등 세금 감면 및 면제

- 가솔린 및 디젤에 대한 세금 차등 부과

- 주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

- 사업자 법인세 감면
Connecticut

- 차량 전환시 세금 감면

- CNG 또는 Propane 위한 연료소득세 면제
Colorado

<미국 주별 저공해 자동차 전환 유인제도>

- 주 판매세 면제

- 주 소득세 감면
California

- 면허세 감면, AFV 또는 주유장비 구입시 세금공제Arizona

- 차량 전환시 주보조

대상차량

Alabama

주

※ 미국 주별 저공해 자동차 전환 유인제도 참고자료 p.34 참조



다. Emission/Air Pollution Score

- 자동차 저공해도 표시하는 지표

- 등급 0 ~ 10 사이로 구분(10등급: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자동차)

- 스모그 생성물질인 NOx와 HC 기준으로 정함

- PM과 CO 참고 자료로 활용

- 차종에 무관하게 등급만으로 청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

- 2000년과 2001년 자동차 모델에 대한 전차종 배출등급

: 평균 3등급



3. 영국

- 에너지절약대잔(EST) 설립 - CO2 배출과 도심지 대기오염에 영향 미치는

NOx나 PM 오염물질 영향 완화 목표

- 「Powershift」 프로그램 수립

• 1996~1998년 : 저공해자동차 구입(기존 차량과 저공해 자동차 가격차

의 50%),  가스자동차 개조 비용의 50% 지원

• 1000대 이상 자동차에 총 40천만 파운드 보조

• 1998년 ‘청정 자동차 등록제도’ : HC, NOx 최저기준 3단계 구분하여

재정지원

<배기가스 기준에 따른 지원폭>

지원금 75%Euro 5Band 4

지원금 60%
Euro 2 기준치의 75% 이상 혹은
Euro 4, 3 만족

Band 3

지원금 40%
Euro 2 기준치의 50% 이상 혹은

Euro 3 만족
Band 2

지원금 0%Euro 3 기준치를 만족 못하는 경우Band 1



4. 캐나다

- 기존 자동차를 LPG 자동차 전환시 Can. 400불 보조

-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연방정부 $500), 충전소 설치($50,000) 보조

- 판매세, 도로통행세 면제

5. 유럽

- ZEUS Project(Zero and Low Emission Vechicles in Urban Society) 추

진

• 유럽내 도시 지역에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 목적

• 저공해자동차 보급, 도시계획 차원에서 인프라 구칙 및 환경친화적 도

시교통체계 구축

• CNG, LPG, 전기, 광전지, 에탄올,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자동차 보

급 시험



가. 이탈리아

- 자동차용 LPG/CNG 소비세 낮게 설정

- 자동차 개조 및 LPG/CNG 자동차 구입 보조금, 개조비(3/4) 지원

- 저공해 대중교통 수단 구입시, 구입가의 5% 지방정부 지원

- 오염 심한 기간에 격일제 운행제에서 저공해 자동차 적용 제외

나. 프랑스

- 운행제한구역 제한 저공해 자동차 제외

- 차량 면허세, 소비세의 혜택

- 운수사업자 신규버스 구입시 20% 이상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입화

- 2001년부터 Euro 3 기준 맞추는 LDV를 LPG 차로 개조하는 경우 1만 프

랑까지 보조금 지급



다. 네덜란드

- 소비세 감면, 주헹세 면제 등

- Programme SSZ :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과 교통 시스템 개발 및 적용

- DEMO(Demonstration Motor Vehicle Projects) :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 구입에 따르는 어려움 해결 위해 기획

라. 독일

- Euro 4 기준 만족 시키는 자동차 면제

: 가솔린차 자동차세 60DM 면제, 디젤 1200DM

- 전기자동차 : 등륵일로부터 5년간 자동차세 면제, 5년 이후 가솔린차의 반

액 부과

- 세재개편 효과 : 1997년 7월까지 신규 등록 차량의 79%가 Euro 3 기준 만

족, 이중 25% Euro 4 기준 적용 만족



3 사례분석의 시사점

저공해자동차 보급 유도 대책의 추진

저공해자동차 운행관련 규제대책

저공해자동차 운행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
센티브 제공

시민참여 유도



1.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책의 추진

가. 연료 관련 세제해택

- 디젤 등 기존연료에 비해 청정 연료의 소비세 낮게 부과

- 연료 소비세 : 휘발유>무연휘발유>디젤>LPG>CNG

나. 보조금 • 융자제도

-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가격차의 일정부분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조(1/4~3/4)

- 운행 차량의 개조,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 산화촉매장치) 장착 경우 개

조비용 일부 부조

- 대중교통 사업자나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입가의 일정비율 지원

- 저공해자동차, 배출기준 적합차 구입에 대해 은행에서 저리 • 무이자 융제

제도 운영



다. 자동차 관련 세제혜택

- 소득새, 주행세, 취득세 등 감면

- 미국(소득세, 판매세, 소비세), 일본(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국

세인 소득세, 법인세), 호주(자동차 등록세), 프랑스(면허세), 네덜란드(주행

세) 등 감면 또는 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Santa Clara)시는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Hybird)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市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산타 클라라시의 소프트웨어업체인 하이퍼리온

(Hyperion)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직원에게 일인당 5,000달러씩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하이퍼리온은 미국 내 1,500명, 그리고 해외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IT 업체이다.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이 적은 도요타 자

동차의 프리어스(Prius), 혼다 자동차의 인사이트(Insight)와 시빅(Civic)이며, 대당 가격은 약

21,000달러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시 :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연간 CO2 배출량의 19%, NOx 배출량의 41%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자동차세제(차량취득

세 및 자동차세)의 ‘그린세제’화를 시행하고 있다. 즉 저공해차량을 구입 및 운행할

경우 자동차세금을 감면하고, 환경오염이 큰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동차세금을

가중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저공해차에 대한 감면 폭은 13~50% 수준인 반면, 차령이 11년 이

상인 디젤차, 13년 이상인 가솔린차의 경우 10%의 세금이 가중 부과된다. 차량취득

세는 차종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지만, 저공해차의 감면 폭이 크다. 배출가스가 최소

규제 값의 1/4 이하인 저공해차량은 향후 2년간 자동차세의 50%가 감면된다.

`일본 : 저공해차 구입시 자동차세금 감면



2. 저공해자동차 운행관련 규제대책

가. 배출허용기준 강화

- 배출허용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 금지

- 일정 도심 지역내 트럭, 버스 및 디젤 승용차에 관하여 NOx 및 입자상 물질

매출량 적은 차량 사용하도록 규제

미국 워싱턴주는 신차에 대한 보다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추진 중이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규제가 실

시될 경우 앞으로 주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연료 효율을 향상

시키거나 배기가스 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인 ‘Puget Sound' 지역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을 겨우 2020년에 이르면 배출가스가 24%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새로운 법안은 주의회, 주정부, 환경단체, 사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장비 설치 및 기술개발로 인

한 가격인상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을 우려하는 자동차업계의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시애틀 : 신차에 대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강화



나. 저공해자동차 의무제작 • 구입 의무비율 규정

- 일정규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 제조•판매 의무 비율 부

과

- 공공기관 및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 일정비율 확보 의무 부과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미국의 도시와 주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로

스앤젤레스시를 비롯,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2002년 하

반기에 시판하기 시작하는 2003년형 모델부터 저공해차 판매량이 최소한 총 판매량

의 10%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 중 2%는 공해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

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뉴욕주는 저공해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제조업체들이 2007년 이전에

저공해차를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하면 2007년에 전기자동차 의무판매를 면제해주
는 ‘크레디트 부여(Zero Emission Vehicles Credits)'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

를 들면, 자동차업체가 2002년에 저공해차인 고성능혼합연료차를 1대 팔 경우, 
2007년에 12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다.

`미국 L.A. : 2002년 하반기부터 ‘무공해’ 전기자동차 의무 판매제 시행



3. 저공해자동차 운행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충전소 시설 설치 비용의 일정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보조

- 충전소 설치비용의 조세공제,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다양한 세

금 감면 혜택 부여

미국 L.A.시는 대체연료 자동차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 에너지성에서 주

관하는 「청정도시 프로그램(Clean Cities Program)」의 회원 자격을 향후 5년간

더 연장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을 줄

이기 위해 청정연료 자동차의 보급확산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시의 청정연료 자동

차는 1996~2001년 사이에 279~807대를 기록해 매년 평균 23% 증가해 왔다. 

이에 시환경국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 • 천연가스 등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대체연료 자동차 운행을 확산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

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인 천연가스•LPG 충전소를 도심과 공항

에 설치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380개를 설치했다.

`미국 L.A. : 대체연료 자동차의 보급확산을 통한 청정도시 조성



4.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저공해자동차 운행제한 제외

- 혼잡통행세 면제, 감면

- 공공 주차장 및 주차시설 이용 요금 할인 또는 무료이용

영국 런던시는 작년 2월부터 도심을 통과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료 5파

운드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들에게는 월 100파운드 정도의 추

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승용차 판매량이 크

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에는 승용차 판매대수가 무려 250만대에 이르

렀으며, 올해에도 240만대의 승용차가 팔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승용차
의 도심 통과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친환경 승용차’에는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PG 전용차와 휘발유 또는

LPG 겸용 승용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영국 런던 : LPG 차량 등 ‘친환경 승용차’ 혼잡통행료 면제



도심부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Road Pricing'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동경도의 자문기관인 ‘Road Pricing 자문위원회' 는 지난 6월 저공해차

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안 했다. 자문위원회는 할인 대상

의 저공해차를 메탄올, 전기자동차, 전기연료자동차, 액화석유가스자동차 등으로

하고, 차종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자문

위원회는 2003년 이후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주민이나 관련업계로

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일본 동경 : 저공해 도심 유입차량 혼잡통행료 할인 추진

동경도는 저공해차의 보급을 추진할 목적으로 저공해차에 한해 都 또는 외각단체
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2000 4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

다. 현재 총 주차시간 중 최초 1시간을 무료로 해주거나 하루 500엔 정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차료 할인대상 차량으로는 국토교통성이 인정한

매연 억제차량과 천연가스(CNG)차, 혼합에너지 차, 전기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등이 있다.

일본 동경 : 저공해차량 공공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할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세(San Joes)시 교통부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

이 도심에 있는 공용주차장 및 주차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을 실시중이다. 이는 「청정연료 자동차 구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감축을 장려하고, 청정

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솔린과 전력을 연료장치로 혼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청정

연료 자동차로 포함시켰다. 청정연료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2001년부터 무

료주차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지만, 일반자동차의 2배가 넘는 가격 때문에 소비자

들이 구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기여하고, 가솔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미국 샌호세 : 청정연료 자동차에 도심주차시설 무료이용 혜택



5. 시민 참여 유도

- 다양한 강연회, 저공해자동차의 전시회, 시승회 개최

- 아이들 대상의 환경 학습으로 저공해자동차 전시, 모형 제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들의 저공해자동차 운행에 적극적 참여 유도

미국 델라웨어주의 대중교통 운영기관 ‘DART First State'는 최근 전기-디젤 하이

브리드 버스 2대를 뉴캐슬카운티이 일부 노선에 도입했다. 교통당국은 연료 효율

이 기존 버스에 비해 최고 60%까지 높은 이 버스의 도입을 통해 연료비 절감 및 대

기오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버스의 외관

에 주의 주요 관광지 모습을 담은 우편엽서 모양의 장식을 하여 관광지 홍보 및 버

스승객 유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버스는 최신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대당 차

량 가격이 518,185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 전기-디젤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도입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운행여건 조성방안

기본전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기반조성

저공해 자동차 운행촉진 및 시민참여 유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실효성

증진대책

4

1

2

3



1 기본 전제

● 시행중, × 시행하지 않음, ▲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근거해 시행 예정

서울시중앙정부

▲▲●●●

일본 : CNG 개조비용의 1/3

미국 : Arkansas주 CNG 차량, 전기차
개조 $2,000보조, LPG와 알코올 개조
비 $14,000까지 지원

영국 : 가스자동차로 개조비용 50% 지
원

캐나다 :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시
$500 보조금 지급

이탈리아 : LPG/CNG 개조비 3/4 보
조금 지원

저공해엔진 전환시

보조금 지원

▲▲●●●

일본 : 기존차량과의 차액 50%

미국 : 캘리포니아 대체연료차량 구입
170만달러 보조금 할당

영국 : 기존차량과의 차액 50%이탈리
아 : 저공해대중교통 구입비의 5% 지
방정부 지원

저공해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지원

××●×●
미국 : 연료 세금 차등 부과

유럽 : 연료 소비세 차등 부과
연료상 관련 세제 감면

한국유럽

기타
일본미국내용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시책



-▲●●●

일본 : 동경도확보조례 일정비율 저공
해자동차 도입 규정

미국 : 주별 저공해 자동차 의무화

프랑스 : 운수사업자 신규버스 구입시
20% 이상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입 규정

● 시행중, × 시행하지 않음, ▲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근거해 시행 예정

서울시중앙정부

-●●●●

일본 : NOx • PM법으로 기준 강화

미국 : LEV – LEV1 – LEV2

유럽 : Euro 2- Euro 3-Euro 4

기존 배출허용 기준

강화

-▲●●●

일본 : 취득세 2.4%, 법인세 7%경감

미국 : Arizona 주 소득세 감면, 차량
등록세 감면 등

독일 : Euro 4 기준 만족 가솔린차
60DM 면제(디젤 1200 DM), 전기자동
차 5년간 자동차세 면제

프랑스 : 면허세 감면

네덜란드 : 주행세 면제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
일본

영국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비용 보조금 지원

: 장착비용의 1/4~1/2

: 저감장치 DPF 부착 보조금

한국유럽

기타
일본미국내용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시책



● 시행중, × 시행하지 않음, ▲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근거해 시행 예정

서울시중앙정부

●▲×●●

일본 : 저리융자제도

미국 : Alabama주 차량개조, 충전소
건설 자금 대부

영국 : 가스자동차로 개조비용 50% 지
원

캐나다 :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시
$500 보조금 지급

이탈리아 : LPG/CNG 개조비 3/4 보
조금 지원

융자제도

▲▲●●●

일본 : 시설 설치비의 1/2

미국 : 대체연료충전소 건설 세액 공제, 
설치 일정부분 보조금충전소인프라 구축시 보조제도

캐나다 : 충전소 설치 $50,000지원

프랑스 : 충전소 설치 세금 혜택

-▲×●●

미국 : 캘리포니아주 전기자동차 보급
규정

일본 : 일본 국내 자동차 판매 제조업
자에게 의무 제조 • 판매 규정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 규정

한국유럽

기타
일본미국내용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시책



● 시행중, × 시행하지 않음, ▲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근거해 시행 예정

서울시중앙정부

××●×●
미국 : 전용도로 이용 가능

이탈리아 : 운행 제한구역 운행제한 제외
그 외 인센티브

-▲●●×
일본 : 최초 1시간 뮤료, 하루 500엔 할
인

미국 : 공용주차장 및 주차시설 무료

공공 주차장 요금

면제 • 할인

-▲×●●
일본 : 동경 혼잡 통행료 할인

영국 : 런던 교통혼잡료 5파운드 면제

혼잡 통행세

면제 • 할인

한국유럽

기타
일본미국내용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시책



2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기반조성

연료 관련 세제 혜택 부여

저공해자동차 구입 전환시 보조금 및 융자제도 확립

자동차 세제상 감면

저공해자동차 제작 도입 의무 부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인프라 확보와 지원



가. 연료 관련 세제 혜택 부여

- 에너지 관련 조세 :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 여러가지 형태의 목적세 부과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초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에서 대기오염방지 및 지구온난화방지 관련시설 투

자(저공해자동차 보급관련 재정 마련) 등의 개편 고려

나. 저공해자동차 구입 • 전환시 보조금 및 융자제도 확립

- 저공해자동차 구입 초기 : 전액 보조금 지원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로 차등 보조금 지급

- 디젤산화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 경유차 엔진 개조 등 보조금 지급

-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특성과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



다. 자동차 세제상의 감면제도

-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2호 : 전기, 태양, 알코올 승용차에 대해 자

동차에로 연간 10만원 부과

- 외국사례와 비교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위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재. 

향후 다양한 각도에서의 자동차 세제상 탄력적 감면 고려

라. 저공해자동차 제작 • 도입 의무 부여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차량, 학교차량에 대해 저공해자동차 의무

비율 설정

-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환경등급제도를 도입하여 배출저감 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의무화 부여



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제작 자동차 초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엔진 개조 및 조기 폐차 유도 등 검토

바. 저공해자동차 관련 인프라 확보와 지원

- 수소충전소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비 설치에 보조 또는 저리융자

- 공용 주자장 등에 충전시설 설치 지원

- 충전소 설치에 대한 세금 혜택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시민참여 유도

3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인센티브 제공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가.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인센티브 제공

- 혼잡통행료 할인 및 면제, 공공 주자창 무료 이용

- 운행제한 구역에서의 운행제한에서 저공해자동차 제외

- 버스전용차선의 이용 허용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시 저공해자동차에게 특별 가산점 부여

- 정기적인 자동차 무상점검 등 지원

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방안

- 저공해자동차 시승회, 전시회 개최

-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위한
법적 • 제도적 실효성 증진대책

4

자동차 연료관련 세제 개편

자동차 관련 세개 개편

서울특별시저공해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제정

혼잡통행징수조례 개정

자동차환경관리지침서 제작



1. 자동차 연료관련 세제 개편

- 자동차 연료가격 차이에 따른 부과 세금의 형평성 확보

단위 세금 비교 : 휘발유(589.67원/ℓ), 경유(357.97원/ℓ), 

LPG (192.29원/ℓ)

- 환경오염 유발이 큰 경유 차량의 생산과 경유 소비 증가

- RV 차량에는 LPG 사용 허용, 서민용 경•소형차는 LPG 사용 금지

경차, 소형차, 휘발유 자동차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의 발생

자동차 연료의 상대가격 조정

에너지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emission tax」의 환경오염 비

용 반영하여 세율의 조정 검토가 바람직함. 



2.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가. 등록세 : 「지방세법」제132조의2

-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시 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 50 납부

- 다만 경차에 한해 1000분의 20으로 납부

‘다만 저공해자동차에 한해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납부한

다’ 조문 추가로 감면 혜택 추진

나. 취득세 : 「지방세법」제112조 1항

-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

‘동법 6항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의거해 세제 혜택 감면 추진



다. 자동차세 : 「지방세법」제196조의5

- 차종별, 배기량, 적재량 등에 따라 세율 정하고 있음. 

- 제196조5의 3항 ‘특별시와 광역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규정

‘특별시와 광역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세율을 배출가스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

준세율을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항목 추가

• 배출기준 적합의 저공해자동차 : 일정기간 자동차세 면제, 감면

• 배출기준 초과 노후자동차 : 자동차세 중과세



3. 서울시저공해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가칭)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4조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

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 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저공해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가칭)」제정

- ‘서울시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원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 24조 3의 규정

에 의하여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이하“자금”이라한

다)의 보조 및 융자(이하“재정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대상) 

자금의 제정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대상 : 법 제24조의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융자대상 : 법 제24조의 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저공해차량 도입시 동종의 차량과의 차액 이내로 한다. 

(이하 현행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내용과 동일)

서울특별시저공해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가칭)



4. 혼잡통행세 징수조례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해 시행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통해 1996년 11월 1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실시

- 징수시간 : 오전 7시~오후 9시(토요일 오후 3시까지)

- 운전자 포함 2인 이하 탑승한 승용승합자동차 대상

- 2001년 4월 1일 조례 개정 :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확대

- 2002년 9월 12일부터 장애인자동차 면제범위 확대

- 2003년 7월 25일 800cc 경형스용차 혼잡통행세 50% 감면

혼잡통행세징수조례 개정 : 저공해자동차 면제범위 확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2)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1.03.15) 

2.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
차를 말한다. 

3. "장애인자동차"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것과 장애인 관련 단체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개
정 2002.09.12) 

4.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
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추가

제5조(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 저공해 자동차의 추가

10.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이하 현행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내용과 동일) 

서울특별시혼잡통행징수조례개정(안)



5. 자동차환경관리지침서 제작

3. 경유자동차 규제의 대응

특정사업자는 향후 강화될 배출허용기준에 대응해서 입자상 물질 배출기준 준수 및 질소산화물의 배
출량이 적은 지정 저공해 등의 갱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 위해 다음에 게재한 순서에 따라 경
유 자동차 규제의 대응책에 관한 계획을 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유 자동차의 사용 년수, 지정 저공해차의 공급 상황 등을 근거로, CNG(압축 천연 가스를 말함. 
이하 같음), LPG(액화 석유가스를 말함. 이하 같음), 가솔린 등을 연료로 하는 지정 저공해차의 갱신
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2) 경유자동차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또는 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LPG 또는 CNG)하도록 한다. 

(3)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개조를 통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못하는 노후차량은 조
기 폐차하도록 한다. 

1. 목적

이 지침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사업자가 자동차가 초래하는 환경의 부하를 저감
하기 위해 임하는 조치 등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정 사업자의 목표

특정사업자는 대기환경개선목표 달성을 위하여 차량 신규 구입시 가능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2조2항에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사용 합리화 외 이 지침으로 정한 내
용에 대해 입자상 물질, 질소 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자동차가 가져오는 환경 부하를 저감시키는 창
의적인 대처 목표 규정을 목표로 한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동차환경관리 지침서



4. 자동차 사용의 합리화
특정사업자는 각 업종 및 사업에 따라 입자상 물질 및 질소산화물과 동시에 온실효과 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을 도모하고, 계획적으로 자동차 주행 거리 및 연료 사용량의 억제에 노력하
기 위해, 다음에 게재한 수법 등에 의해 자동차의 사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을 정해, 실시하는 것
으로 한다. 

(1)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공동의 운송 배송을 행하는 것으로 적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한다. 
(2) 자동차로부터 철도 또는 선박의 이용 교환을 도모한다. 
(3) 사업소, 자동차간 및 자동차 상호간의 정보교환에 의해 자동차의 효율적인 주행루트의 선택을

한다.

5. 규정 사항의 준수
특정사업자는 다음에 게재한 수법 등에 의해 임한 대책(자동차의 사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제외)

을 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하주(荷主) 등의 의무
하주 등의 입장에 있는 특정 사업자는 화물 및 여객의 운송 등의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디젤차 규

제의 대응책 내용 및 실시 상황에 대해 정기적 보고를 받아 그 준수 상황의 확인을 한다. 
(2) 적정한 정비
에어 클리너, 연료분사 노즐 등의 점검 정비를 치밀하게 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성능 유지를 도모

하고, 배출가스의 양, 연료 사용량의 억제를 도모한다. 
(3) 적절한 운전
공회전, 급발진 급가속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매뉴얼 작성, 사내 연수 등을 해서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지도를 한다. 
(4) 공회전 스톱의 의무
운전자에 대응하는 계획적인 연수의 실시 등에 의해 공회전 스톱을 실시하게 한다. 주차장의 설치

자 및 관리자인 경우는 공회전 스톰 표시를 게재해 이용자에게 주지한다. 
(5) 적정한 연료의 사용
입자상 물질 등의 양을 증대시키는 연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사용 연료의 성분표를 연료 공급선

에서 취득하는 것에 의해 적정한 연료인 것을 확인한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동차환경관리 지침서



6. 그 외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사항
특정 사업자는 자주적으로 다음에 게재한 사항 등에 대해 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양의 억제나 교통 원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운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으로 귀가에 해당해서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을 중지한다. 

(2)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공표한다. 

(3) 종업원에의 연수나 환경에의 부담을 저감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대처를 기재한 매뉴얼의 작성
등에 의해, 종업원에 대해 자동차 환경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주지하고, 철저히 한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동차환경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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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 서울시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2000년~2002년)                         (단  : 톤/년) 

연도 배출원 대분류 CO NOX SOX TSP PM10 VOC

2000년

에너지산업 664 825 747 16 13 99

비산업 11,038 19,126 4,534 613 418 857

제조업 294 915 548 6 4 40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3,995

유기용제 - - - - - 45,854

도로이동 139,601 46,687 955 2,250 2,250 21,762

비도로이동 5,121 14,887 125 520 520 1,712

폐기물처리 236 1,321 182 32 26 1,705

합계 156,955 83,762 7,090 3,436 3,230 76,025

2001년

에너지산업 652 1,261 673 22 18 97

비산업 10,829 17,014 7,134 628 428 821

제조업 355 1,535 1,124 14 10 55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3,671

유기용제 - - - - - 53,835

도로이동 162,938 62,618 1,064 3,383 3,383 27,829

비도로이동 4,916 15,068 278 566 566 1,774

폐기물처리 158 692 124 18 3 455

합계 179,847 98,187 10,398 4,632 4,408 88,538

2002년

에너지산업 675 549 502 16 13 99

비산업 9,658 16,106 6,161 489 342 835

제조업 340 1,492 147 8 7 50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3,841

유기용제 - - - - - 52,862

도로이동 161,506 65,403 894 3,485 3,485 27,694

비도로이동 7,119 22,713 331 875 875 2,733

폐기물처리 157 817 122 20 4 919

합계 179,455 107,082 8,156 4,893 4,725 89,034

자료 : 환경부, 「대기보전 정책 수립 지원 시스템(CAPSS)」, 2004.

  2001년~2002년의 배출원별 배출패턴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며, 도로이동오염원은 CO, NOx, PM10의 

주된 배출원이고,  VOC는 유기용제 사용, SOx는 가정과 상업시설의 난방이 가장 큰 배출요인인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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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2> 서울시 석유류 소비량(2000년~2002년)                            (단  : 천배럴)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기타 합

2000년

1월 1,029 1,654 1,368 219 1,375 5,645 

2월 1,070 1,519 1,376 216 1,994 6,175 

3월 1,142 870 1,450 159 2,326 5,947 

4월 1,108 500 1,346 89 2,398 5,441 

5월 1,264 342 1,411 103 2,332 5,452 

6월 1,053 140 1,265 55 2,389 4,902 

7월 1,114 86 1,218 59 2,267 4,744 

8월 1,246 204 1,184 72 2,317 5,023 

9월 1,005 479 1,210 91 2,346 5,131 

10월 950 389 1,175 123 2,314 4,951 

11월 1,226 790 1,361 212 2,504 6,093 

12월 978 1,304 1,570 270 3,038 7,160 

합 13,185 8,277 15,934 1,668 27,600 66,664 

2001년

1월 1,196 1,728 1,527 437 6,208 11,096 

2월 852 1,099 1,259 279 1,710 5,199 

3월 1,089 720 1,541 211 2,436 5,997 

4월 1,024 284 1,208 128 1,902 4,546 

5월 1,164 172 1,352 81 2,011 4,780 

6월 1,015 207 1,665 76 1,930 4,893 

7월 1,169 45 1,099 167 1,874 4,354 

8월 1,206 82 1,308 188 2,216 5,000 

9월 1,207 342 1,495 212 2,787 6,043 

10월 1,044 335 1,308 242 2,056 5,585 

11월 1,133 811 1,560 297 2,758 6,559 

12월 1,268 1,433 1,695 382 2,871 7,649 

합 13,367 7,258 17,017 2,700 30,759 71,701 

2002년

1월 929 1,191 1,346 420 2,899 6,785 

2월 1,025 866 1,099 332 2,322 5,644 

3월 1,126 614 1,470 577 2,327 6,114 

4월 981 249 1,297 117 2,258 4,902 

5월 955 141 1,090 202 2,530 4,918 

6월 937 101 1,202 58 2,080 4,378 

7월 1,068 63 855 97 1,755 3,838 

8월 1,123 125 1,015 86 1,944 4,293 

9월 1,188 216 976 71 2,085 4,536 

10월 980 378 1,066 141 2,108 4,673 

11월 995 580 1,080 190 1,954 4,799 

12월 1,110 866 1,019 800 2,098 5,893 

합 12,417 5,390 13,515 3,091 26,360 60,773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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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3> 서울시 가스 소비량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LNG(1,000㎥) LPG(ton) LNG(1,000㎥) LPG(ton) LNG(1,000㎥) LPG(ton)

1월 667,470 5,494 729,616 19,942 723,542 57,496

2월 690,682 18,626 719,741 16,288 647,061 30,964

3월 567,045 19,610 571,450 20,072 519,414 44,271

4월 396,367 15,712 410,923 15,195 376,742 40,632

5월 263,033 13,702 224,427 14,782 236,794 42,182

6월 157,091 9,305 139,067 9,268 156,184 35,256

7월 115,384 9,355 123,279 8,946 140,930 35,024

8월 108,896 7,884 117,831 27,201 130,930 37,562

9월 132,363 10,229 113,244 31,308 140,869 35,549

10월 198,424 12,692 179,954 30,600 230,347 40,730

11월 375,332 29,931 344,537 47,658 490,839 41,587

12월 546,555 29,786 589,437 51,222 639,245 44,988

합 4,218,642 182,326 4,263,506 292,482 4,432,043 486,241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1~2003.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정연료 의무사용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 의하여 

유류 소비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가스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월별 유류 소비량은 주로 수송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월별 변화가 크지 않으나, 반면

에 난방이나 산업에 주로 쓰이는 등유와 B-C유는 계절에 따라 소비량의 변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스소비량을 보면 청정연료 사용과 도시가스 보급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LPG의 경우 해마다 

수송부분에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시가스 소비의 월별 변화의 경우 대

체로 가정에서의 난방과 취사 용도에 사용되므로 월별 변화가 큰 반면, LPG는 수송부분에서의 소비가 늘

어남에 따라 월별 변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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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4> 서울시 용도별 에 지 사용량(2001년~2003년)                          (단  : 천bbl) 

연도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LPG

2001년

산업 521 4.3% 658 10.6% 2,479 19.0% 1,140 42.1% 2,818 19.8%

수송 11,616 94.9% 13 0.2% 9,358 71.9% 507 18.7% 6,152 43.1%

가정상업 16 0.1% 5,393 87.2% 798 6.1% 120 4.4% 4,936 34.6%

공공기타 94 0.8% 68 1.1% 358 2.7% 6.5 0.2% 41 0.3%

발전 0.0 0.0% 50 0.8% 29 0.2% 891 32.9% 0.0 0.0%

지역난방 0.0 0.0% 6 0.1% 0.1 0.0% 43 1.6% 0.0 0.0%

도시가스 0.0 0.0% 0.2 0.0% 1.3 0.0% 0.0 0.0% 318 2.2%

합 12,247 100% 6,188 100% 13,022 100% 2,708 100% 14,265 100%

2002년

산업 597 4.8% 507 11.5% 1,990 16.8% 648 43.6% 3,925 22.1%

수송 11,639 94.2% 17 0.4% 8,853 74.7% 301 20.3% 7,573 42.7%

가정상업 30 0.2% 3,748 85.2% 630 5.3% 63 4.2% 5,888 33.2%

공공기타 91 0.7% 45 1.0% 314 2.7% 2.9 0.2% 38 0.2%

발전 0.2 0.0% 79 1.8% 59 0.5% 441 29.7% 0.2 0.0%

지역난방 0.0 0.0% 2.4 0.1% 0.1 0.0% 31 2.1% 0.0 0.0%

도시가스 0.0 0.0% 0.0 0.0% 0.0 0.0% 0.0 0.0% 325 1.8%

합 12,357 100% 4,398 100% 11,846 100% 1,487 100% 17,750 100%

2003년

산업 378 3.3% 406 11.3% 1,608 14.5% 692 43.6% 3,730 20.9%

수송 10,844 95.6% 13 0.4% 8,381 75.8% 333 21.0% 8,205 46.0%

가정상업 21 0.2% 3,010 83.8% 623 5.6% 69 4.3% 5,698 31.9%

공공기타 97 0.8% 40 1.1% 275 2.5% 3.1 0.2% 35 0.2%

발전 0.2 0.0% 118 3.3% 175 1.6% 451 28.5% 0.2 0.0%

지역난방 0.0 0.0% 1.6 0.04% 0.1 0.0% 37 2.3% 0.0 0.0%

도시가스 0.0 0.0% 1.3 0.04% 0.7 0.01% 0.0 0.0% 187 1.1%

합 11,338 100% 3,589 100% 11,063 100% 1,585 100% 17,854 100%

주 : 전국 시도별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석유제품 소비량을 용도별로 할당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

  서울시 용도별 연료 사용량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량은 약간 감소추세이나, 전반적인 큰 변화

는 없으며, 등유와 B-C유의 소비는 점차 감소하고,  LPG의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연료 사용 용도별로 살펴보면 휘발유의 약 95% 가량이 수송부분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등유는 약 85%가 

가정과 상업의 취사와 난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유 70%이상이 수송부분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PG의 경우에는 산업, 수송, 난방부분에서 평균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송부분에서의 청정연료 사용과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서의 소비가 증가

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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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5> 서울시 차종별 연료별 등록 수 추이                                       (단  : 천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총   계 1,193.6 2,043.5 2,441.0 2,550.4 2,691.4 2,842.1

승
용
차

소계 873.7 1541.1 1,731.1 1,752.5 1,792.5 1,882.6

휘발유 818.3 1471.0 1,616.9 1,625.8 1,651.1 1,733.1

택시(LPG) 55.4 70.1 114.1 126.7 141.4 149.6

버
스

소계 112.4 189.0 355.0 425.1 478.0 509.0

소
형

계 96.2 169.1 335.5 404.4 454.5 484.2

휘발유 - 7.2 17.4 7.3 7.4 7.8

LPG - - 131.1 153.2 170.9 180.8

경유 96.2 161.9 187.0 243.9 276.2 295.6

중형 2.0 3.3 7.9 7.8 8.9 9.5

대형 14.2 16.7 11.6 12.9 14.6 15.3

트
럭

소계 206.3 313.3 355.1 372.9 421.0 450.1

소
형

계 127.9 231.4 290.5 306.1 345.3 369.1

휘발유 - - 5.7 8.9 9.0 9.5

LPG - - 15.9 17.9 20.0 21.1

경유 - - 268.9 279.3 316.3 338.5

중형 42.3 36.3 36.5 41.8 47.4 50.7

대형 36.1 45.6 28.1 25.0 28.3 30.3

자료 : 서울시 대기과 자료 제공.

<부록 그림-1> 연도별 자동차 등록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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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6> 서울시 배출량(2001년~2002년)                                      (단  : 톤/년) 

구분 CO NOX SOX PM10 VOC

2001년

승용차

경유  1,225.1    1,430.0       54.8      261.3      197.6 

승합차   89,154.3   16,244.8      177.9           -   16,671.9 

화물차   31,365.9   4,505.4      94.2           -   3,863.6 

승합차

경유   9,644.9   19,464.1      319.6    1,386.8    1,851.9 

승합차     561.4   86.1         1.6        -    89.2 

화물차    5,777.8    1,254.9       28.9           -      461.4 

화물차

경유   10,575.2   18,947.7      368.8    1,735.3    2,501.7 

휘발유   675.5   109.3         1.8         -    106.2 

LPG    1,963.1      416.0         9.0           -      137.2 

2002년

승용차

경유 1,206.0      1,425.0         44.8 255.8 187.9

승합차 85,963.1     16,079.6 109.0 - 15,912.7

화물차 32,555.2     5,065.5 106.7 -     3,882.6 

승합차

경유      8,849.5     18,187.9    238.4      1,243.9      1,730.7 

화물차       467.0 73.0          0.8 -      73.5 

LPG     5,247.7      1,468.2         25.9   -  705.7 

화물차

경유   12,304.2     22,357.0       351.8      1,984.9      2,993.1 

휘발유      722.8     118.7          1.2         -      112.4 

LPG 2,217.6     469.2         10.8 -      151.1 

자료 : 환경부, 「대기보전 정책수립 지원시스템(CAPSS)」, 2004. 

<부록 표-7>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량                                     (단  : 톤/년) 

구분
2001년 2002년

휘발유 LPG 경유 휘발유 LPG 경유

CO 90,391 39,107 21,445 87,153 40,020 22,360

NOX 16,440 6,176 39,842 16,271 7,003 41,970

SOX 181 132 743 111 143 635

PM10 - - 3,383 - - 3,485

VOC 16,867 4,462 4,551 16,099 4,739 4,912

자료 : 환경부, 「대기보전 정책수립 지원시스템(CAP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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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참조 1 : 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책

 ￭ 추진목표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지속적 시행 : 1,200천대(2005년)

 ∘ 정밀검사 대상차량의 연도별 확대  :   600천대(2005년)

 ∘ 자동차 공회전 제한 추진          : 1,047개소(2005년)

 ￭ 사업개요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지속적 시행

    - 시 광역단속반 및 자치구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점검

      ․ 38개반 180명 설치․운영(시 13개반 55명, 자치구 25개반 125명)

    - 무료점검센타 및 매연신고센타 운영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기적 점

검․정비 유도

      ․ 무료점검센타 47개소, 매연신고센타 26개소 설치․운영

 ∘ 정밀검사 대상차량의 연도별 확대

    -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실제 도로주행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 초과차량

을 정확히 선별․정비조치

    - 대상차량

      ․ 비사업용승용차      :  차령 7년(2004년) → 4년(2006년)

      ․ 비사업용기타자동차  :  차령 5년(2004년) → 3년(2006년)

      ․ 사업용 승용차       :  차령 2년(2004년) → 2년(2006년)

      ․ 사업용기타자동차    :  차령 3년(2004년) → 2년(2006년)

    -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속적 추진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

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한

 ￭ 세부추진계획

 ∘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천대) 6,050 1,650 1,200 1,200 1,000 1,000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천대) 3,167 196 536 600 915 1,057

자동차 공회전 단속 - 조례공포․
홍보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사   업   비(백만원) 2,121 402 436 557 557 557

 ∘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천대)   1,200   228   300   372   300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천대)   600   130   140   160   170

자동차 공회전 단속 -

사   업   비(백만원) 557 151 151 13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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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8>  공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  비교

차종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제3종 저공해자동차

‘05.1~’05.12 ‘06.1.1이후 ‘05.1~’05.12 ‘06.1.1이후

휘
발
유

소형 - -
ULEV

('06 제작차 기준)
SULEV

(미국기준 적용)

중형 - -
ULEV

('06 제작차 기준)
SULEV

(미국기준 적용)

대형 - -
EUROIV

('06 제작차 기준)
EUROV

(유럽기준 기준)

경유

소형 - -
EUROIV

('06 제작차 기준)

EUROIV 대비
NOx50%,

PM 50% 저감

중형 - -
EUROⅢ 대비
PM 80% 저감

EUROIV 대비
PM 0.01% 저감

대형 - -
EUROⅢ 대비
PM 80% 저감

EUROIV 대비
PM 0.01% 저감

가스

소형
ULEV

('06 제작차 기준)
SULEV

(미국기준 적용)
TLEV 대비

NOx 50% 저감
ULEV 대비

NOx 25% 저감

중형
ULEV

('06 제작차 기준)
SULEV

(미국기준 적용)
TLEV 대비

NOx 50% 저감
ULEV 대비

NOx 25% 저감

대형
EUROIV

('06 제작차 기준)
EUROV

(유럽기준 적용)
EUROⅣ 대비
NOx 15% 저감

EUROⅣ 대비
NOx 25% 저감

하이
브리드

소형

◦ 휘발유․가스 -
ULEV('06제작차기준)
◦경유 - EUROIV
 (‘06제작차 기준)

◦휘발유․가스-
SULEV(미국기준적용)
◦경유-EUROIV대비 NOx 
30% PM0.01

- -

중형

◦ 휘발유․가스 -
ULEV('06제작차기준)
◦ 경유 - EUROIV
 (‘06제작차 기준)

◦휘발유․가스- SULEV(미국
기준적용)
◦ 경유 - EUROIV대비 
NOx 30%, PM0.01로 저감

- -

대형
◦ 가스․경유 -
EUROIV('06제작차기
준)

◦ 가스․경유 -
EUROV(유럽기준적용)

- -

자료 : 환경부, 「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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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참조 2 :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 추진목표

 ∘ CNG 청소차 대체․보급  : 50대(2005년 10대)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3년 ~ 2006년

 ∘ 추진근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3조

 ∘ 추진내용 

    - 자치구 11톤급 청소차 대․폐차시 천연가스 청소차로 교체

    - 천연가스 청소차와 경유청소차 가격차액 60백만원(국․시비 각 50%) 보조

 ￭ 세부추진계획

 ∘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대)   50  10   20 10 10 -

사  업  비(백만원) 3,000 600 1,200 600 600

 ∘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대)  10  2  3  3  2

사  업  비(백만원) 600 120 180 180 120

부록 참조 3 : 서울시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 대책 추진

 ￭ 추진목표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대기질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

준으로 개선

 ∘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추진(’05년) : 9,120대(379억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4년 ~ 2012년

 ∘ 추진근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제27조

 ∘ 추진내용 

    - 2005년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시행초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2004년 시범사업에 이

어 2005년까지는 보급기반 조성

    - 100대이상 경유차를 소유한 사업체 및 공공기관의 자동차중 차령이  5~8년 차량을 대

상으로 추진

    - 2006년부터 특별법에 의거 본격 시행

      ․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지정하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기준미달 차량에 대하여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 대․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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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 대기과 제공. 

서울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계속)

 ￭ 세부추진계획

 ∘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저감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28,090 - 730 9,120 9,120 9,120

사  업  비(백만원) 117,106 - 3,290 37,938 37,939 37,939

 ∘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사업추진계획 수립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저감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9,120 4,000 5,120

사  업  비(백만원) 37,938 16,693 21,245

 ￭ 세부적인 예산사항

구    분 소요예산 사업물량 산출근거 비고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30,510 6,830대
   - 디젤산화촉매장치  5,184 3,212대 ․소형 : 1,240대×1백만원

․중형 : 1,972대×2백만원
국․시비
각 50%

   - 매연여과장치 25,326 3,618대 ․대형 : 3,618대×7백만원 국․시비
각 50%

 ○ 경유자동차 개조  4,245   920대 ․소형 : 355대×4백만원
․중형 : 565대×5백만원

국․시비
각 50%

 ○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3,183 1,370대 ․소형 : 179대×257만원×0.5
․중형 : 287대×367만원×0.5
․대형 : 904대×537만원×0.5

국․시비
각 25%

총    계(백만원) 37,938 9,1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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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9> 서울지역 자동차 기오염물질별 노출 인구수  사망자수        (단  : 명)

구 분 노출인구수 사망자수1)

노출 및 피해인구 10,373,234 37,574 (0.36%)

주: 1) 1999년 사망률을 고려하여 년간 기대사망자수의 산출. 

<부록 표-10> 서울시 기오염물질별 단  배출량당 인체 해도1)    (단  : 명/1,000톤/년)

구분 항목
천톤당 사망 및 유병자수

Point (50~95% tile)

PM10

급성 사망자수 106 (102~164)

만성 사망자수 1,034 (998~1,603)

호흡기질환 입원자수 151 (146~235)

혈관계질환 입원자수 369 (356~572)

SO2

급성 사망자수 44 (43~61)

호흡기질환 입원자수 34 (33~48)

NO2 호흡기질환 입원자수 17.5 (17.3~23.3)

CO 급성 사망자수 3.7 (3.6~5.6)

주: 1) 인체위해도 = 천톤당 사망 및 유병자수를 총칭함. 
    2) 오존(O3)의 경우 배출량 산정방법이 없음. 
자료 :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2001). 

<부록 표-11> 서울시 천연가스 시내버스 조기 ․폐차에 따른 해도 감소효과      (단 : 명/년)

구분 항 목
2002년 2006년 2007년

감소수 감소수 감소수

PM10

급성사망 18 105 124

만성사망 176 1,018 1,207

호흡기질환 26 150 178

혈관계질환 63 364 431

O3

급성사망 12 52 61

호흡기질환 40 170 202

SO2

급성사망 0.4 2.0 2.4

호흡기질환 0.3 1.7 2.0

NO2 호흡기질환 37 109 129

CO 급성사망 7 19.2 22.8

자료 : 김운수, 「서울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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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2> 공해 자동차의 배출량 감율

저공해자동차
2005년 기준 2006년 기준

CO HC NOx PM 차종 CO HC NOx PM

제1종 전기자동차 1.0 1.0 1.0 1.0 전기 1.0 1.0 1.0 1.0

제2종

가스자동차

경자동차 0.50 0.68 0.88 0 경자동차 0.41 0.74 0.60 0

승용1․ 2,화물1 0.50 0.65 0.88 0 소형 및 중형 승용 ․ 
화물

0.52 0.82 0.72 0
승용3,화물2 0.50 0.66 0.90 0

승용4,화물3 0 0 1.65 1.00
대형 및 초대형 승용 

․ 화물 
0 0 1.65 1.00

하이브리드전
기자동차

경자동차 0.50 0.68 0.88 0 경자동차 0.41 0.74 0.60 0

승용1․ 2,화물1 0.50 0.65 0.88 0 소형 및 중형 승용 ․ 
화물

0.52 0.82 0.72 0
승용3,화물2 0.50 0.66 0.90 0

승용4,화물3 0 0.17 0.30 0
대형 및 초대형 승용 

․ 화물 
0 0 0.43 0

휘발유
자동차

경자동차 0.50 0.68 0.88 0 경자동차 0.41 0.74 0.60 0

승용1․ 2,화물1 0.50 0.65 0.88 0 소형 및 중형 승용 ․ 
화물

0.52 0.82 0.72 0
승용3,화물2 0.50 0.66 0.90 0

승용4,화물3 0 0.44 0.90 0
대형 및 초대형 승용 

․ 화물 
0 0 0.43 0

경유
자동차

경자동차,승용1 0.22 0.17 0.50 0.50
경자동차,
소형승용

0 0 0.48 0.60

화물1 0.38 0.29 0.62 0.64
RW≤
1,305kg

0 0 0.48 0.60

승용2 0 0 0 0.78
1,305<RW≤1,

760kg
0 0 0.48 0.75

승용3,화물2 0 0 0 0.80
RW≤
1,760kg

0 0 0 0.83

승용4,화물3 0 0 0 0.80
대형 및 초대형 승용 

․ 화물
0 0 0 0.50

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화물

0 0 0.50 0 경자동차 0 0 0.25 0

승용1 0 0 0.50 0
소형 및 중형 승용 ․ 

화물

0 0 0.25 0

승용2 0 0 0.50 0 0 0 0.25 0

승용3,화물2 0 0 0.50 0 0 0 0.25 0

승용4,화물3 - - 주) 주)
대형 및 초대형
승용 ․ 화물

- - 주) 주)

주 : 가스자동차 중 승용4, 화물3은 경유자동차를 가스자동차로  전환 시 배출량 저감율이므로 (경유차 배출계수 - 가스차 
배출계수)에 의하여 산출함. 

자료 :  환경부, 「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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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3> 공해자동차 1 당 Life-Cycle 동안 배출가스 삭감량                          (단 : ㎏)

저공해차
2005년 기준 2006년 기준

CO HC NOx PM CO HC NOx PM

제1종 전기자동차 승합차 87 5 93 16 46 3 31 7

제2종
하이브리드전
기자동차

이륜
자동차

308 46 4 - 130 18 4 -

제3종

휘발유 승용차 64 3 18 - 33 2 3 -

경유

중형승합 64 3 18 - 33 2 2 -

승용차 - - - 10 - - - 1

시내버스 - - - 104 - - - 13

기타버스 - - - 39 - - - 5

소형화물 - - - 11 - - - 7

중형화물 - - - 38 - - - 5

대형화물 - - 99 - - - 12

LPG 자동차

승용차(택시) - - 172 - - - 10 -

소형승합 - - 44 - - - 3 -

소형화물 - - 43 - - - 3 -

CNG 자동차
시내버스 1,277 186,836 4,106 129 1,379 191,957 2,431 60

청소차 708 -2,042 2,719 105 669 -321 1,744 21

주 : 제3종 CNG 자동차는 경유자동차를 CNG 자동차로 전환시 배출량이므로(경유차 배출계수 - CNG자동차 배출계
수)에 의하여 산출함.

자료 :  환경부, 「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2004. 8. 

<부록 표-14> 수도권의 공해자동차의 차종별, 년도별 오염물질 삭감량                   (단 : 톤/년)

오염
물질

저공해자동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PM

제1종 전기자동차 - - - 1 2 2 2 3 4 4

제3종
경유자동차 5 6 12 20 29 29 29 29 29 29

가스자동차 19 9 15 15 15 15 15 15 15 15

계 24 15 27 36 46 46 46 47 48 48

NOx

제1종 전기자동차 - 1 4 7 14 15 19 23 27 32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 3 5 7 10 15 20 25 29 34

제3종
휘발유승용차 - - 1 2 2 2 2 2 2 2

가스자동차 611 889 1,367 1,372 1,368 1,371 1,371 1,371 1,370 1,370

계 611 893 1,377 1,388 1,394 1,403 1,412 1,421 1,428 1,438

HC

제1종 전기자동차 1 3 32 21 29 37 45 54 62 70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 2 3 4 6 9 12 15 18 20
제3종 휘발유승용차 - - 1 1 1 1 1 1 1 1

계 1 15 36 26 36 47 58 70 81 91

CO

제1종 전기자동차 8 85 215 149 225 289 333 400 459 592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1 23 46 69 92 137 183 228 273 317
제3종 휘발유승용차 - 5 9 16 23 23 23 23 23 23

계 9 113 270 234 340 449 539 651 755 932

자료 :  환경부, 「수도권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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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대도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운행 사례분석

1. 일본

<부록 표-15> 일본 동경의 공해자동차 보 상황(2003년 3월 31일)

종류
년도

저공해차 기타 지정저공해차

합계전기
자동차

메탄올차 CNG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계 LPG 차 가솔린차 등 소계

1990 26 62 15 - 103 - - 0 103

1991 101 78 25 1 205 - - 0 205

1992 279 118 40 12 449 - - 0 449

1993 350 145 55 28 578 11 - 11 589

1994 380 156 120 65 721 73 1,226 1,299 2,020

1995 368 154 205 93 820 120 11,466 11,586 12,406

1996 331 172 269 122 894 177 63,862 64,039 64,933

1997 341 167 428 444 1,380 253 193,630 193,883 195,263

1998 284 159 786 1,760 2,989 2,145 315,869 318,014 321,003

1999 287 162 1,130 3,090 4,669 3,397 479,939 483,336 488,005

2000 286 91 1,435 3,712 5,524 9,237 696,258 705,495 711,019

2001 148 45 2,324 5,837 8,354 9,833 882,106 891,939 900,293

2002 134 46 4,693 7,478 12,351 14,895 1,048,257 1,063,152 1,075,503

자료 : 동경도, 동경도 자동차 배출 질소산화물 및 자동차 배출 입자상물질 총량삭감계획, 2004

(1)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① 저공해자동차 도입에 대한 보조(평성 16년도)

(1) 저공해(대체 에너지․ 에너지)차 보급 및 사업

목적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는 일반 공용차등에의 저공해차(천연가스 자동차등)의 도입을 중점적으
로 추진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솔선해서 도입하는 것에 의해 지역에 있어 에너지 ․ 대체 어네지 
대책을 추진한다. 

대상자 지방공공단체 및 그 외 단체, 제3 방면(출자비율 50% 이상)

보조대상
▪ 저공해차 도입(구입 및 임차)
▪ 연료 등 공급 시설의 정비

보조율
▪ 차량 : 통상 차량과의 가격차 혹은 개조비용 1/2
▪ 연료 등 공급시설 : 설치비의 1/2

문의처
환경성 환경관리국 자동차환경대책과
 전화 : 03-3581-3351 (내선 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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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비 보조

목적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는 대형 디젤차에 디젤 미립자 제거장치(DPF 등)를 장착하는 것으로, 
지역에 있어 디젤차 대책을 추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을 도모한다. 

대상자 자동차 NOx․PM법 대책지역 또는 공해방지 계획 책정지역의 지방공공단체 및 그 외 단체

보조대상 ▪ 디젤차 미립자 제거장치(DPF 등)의 장착

보조율 ▪ 장착비용 1/2

문의처
환경성 환경관리국 자동차환경대책과
 전화 : 03-3581-3351 (내선 6577)

(3) 저공해차 보급 및 추진대책비 보조

목적
버스 ․ 트럭 사업자를 중심으로 저공해 버스 ․ 트럭, 디젤차 미립자 제거장치(DPF 등)의 도입
에 대해, 지방공공단체 등과 협조해서 보조하고 있는 것에 의해 저공해차의 보급을 추진하고 
대기환겨의 개선을 도모한다. 

대상자 ▪ 버스 ․ 트럭 사업자 등

보조대상

▪ 저공해차(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입
▪ 신장기규제차의 도입
▪ 저PM인정차의 도입
▪ 사용과정에 있어 디젤차의 CNG차로의 개조
▪ 디젤 미립자 제거차의 CNG차로의 개조

보조율

▪ 저공해차 도입 : 통상 차량과의 가격차의 1/2
▪ 신장기규제차의 도입 : 통상 차량과의 가격차의 1/2
▪ 저PM인정차의 도입 : DPF 등 상당기능부분의 1/4
▪ CNG차로의 개조 : 개조비용의 1/3
▪ 디젤 미립자 제거장치의 장착 : 장착비용의 1/4

문의처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
  버스 차량의 도입  : 총무과기획실                   전화 : 03-5253-8563
  트럭 차량의 도입 : 화물과                          전화 : 03-5253-8575
  디젤미립자 제거장치의 장착 : 환경과                전화 : 03-5253-8603

(4) 청정 에너지자동차 도입 추진 사업

목적
운송부문에 있어 신에너지 시용 추진, 에너지의 추진 및 CO2, NOx 등 유해물질의 배출 억제
를 도모한다. 

대상자 ▪ 민간사업자 등

보조대상
▪ 청정 에너지 자동차(전기,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입
▪ 연료 등 공급시설의 정비

보조율

▪ 청정 에너지 자동차의 도입 : 통상 차량과의 차액 1/2
▪ 연료 등 공급시설 : 사업용 정액
                      (천연가스 충전소 9,000만엔 이내, 전기 충전소 350만엔 이내)
                    : 비상업용 정비비의 1/2 이내

문의처

▪ 천연가스 자동차, 비상업용 천연가스 연료 공급설비의 도입
  (사)일본사어협회                          전화 : 03-3502-5286
▪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상업용 충전설비의 도입
  (재)일본자동차연구소                      전화 : 03-3503-3782
▪ 사업용 연료 등 공급시설(에코 스테이션)의 도입
  (재)에코 스테이션 추진 협회               전화 : 03-323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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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제도】

에너지형 LP가스 자동차 전환 보조사업

목적
CO2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 성능 및 대기환경 개선에 우수한 저배출가스 성능을 가진 에너지
형 LP 가스 자동차의 보급을 도모한다. 

대상자 ▪ 에너지형 LP가스 자동차를 신차로 소유하려 하는 자

보조대상
▪디젤 자동차를 폐지하고, LP가스 자동차(신차)로 전환하는 경우의 경화물 자동차, 소형 화물
자동차, 보통 화물 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종 자동차 등의 도입(다만 일본 LP가스협회가 정한 
에너지 기준과 저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

보조율
▪ LP 가스 자동차와 기존 연료차와의 가격차, 혹은 LP 가스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개조비
용의 1/22
▪ 보조금 상한 : 경화물 자동차, 소형 밴등에 대해서는 20만엔, 그 이외는 25만엔

문의처
일본 LP가스 협회 기술 클럽               전화 : 03-3503-5741
  http://www.j-lpgas.gr.jp/lgv/05.html

  ② 저공해차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제도(평성 16년도)

(1) 최신 배출가스 제도(평성16년, 17년 규제) 적합차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 조치

제도내용 평성 16년, 17년 제도 적합차 취득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

조치내용

(1) 평성 16년 제도 적합차
   (평성 16년 4월 1일~평성 16년 9월 30일(제도 개시전)에 취득한 경우)
(2) 평성 17년 규제 적합차
   (평성 16년 4월 1일~평성 17년 9월 30일(제도 개시전)에 취득한 경우)
  ▪ 디젤 승용차 : 1.0% 경감
  ▪ 디젤 버스 ․ 트럭 등 : 2.0% 경감
(주의) 가솔린 승용차 ․ 버스 ․ 트럭은 대상 외

(2) 자동차 NOx․PM법에 기초해 배출기준 적합의 자동차 취특세 경감

제도내용
자동차 NOx․PM법에 기초해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동차(트럭 ․ 버스 등)를 폐차하고, 
배출 기준 적합차(트럭 ․ 버스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 

조치내용

자동차 NOx․PM법 대책지역 내에 있어서
(1) 평성 11, 12, 13, 15, 16년 규제 적합차 및 평성 17년 규제 적합차(가솔린 ․ LPG 차)
  ▪ 평성 16년 4월 1일~평성 17년 3월 31일 : 1.9% 경감
  ▪ 평성 17년 4월 1일~평성 19년 3월 31일 : 1.5% 경감
  ▪ 평성 19년 4월 1일~평성 21년 3월 31일 : 1.2% 경감
(2) 평성 17년 규제 적합차(디젤차)
  ▪ 평성 16년 4월 1일~평성 17년 9월 30일 : 2.1% 경감
  ▪ 평성 17년 10월 1일~평성 19년 3월 31일 : 1.5% 경감
  ▪ 평성 19년 4월 1일~평성 21년 3월 31일 : 1.2% 경감
(주의)
평성 11년 규제 적합차에 대해서는 평성 16년 10월 1일 이후는 대상 외
평성 12, 13, 15, 13년 규제 적합차에 대해서는 평성 17년 10월 1일 이후는 대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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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취득세의 경감 조치(저공해차, 저PM인정차)

제도내용
전기 자동차(연료 전지 자동차 포함),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및 저PM인정차의 취득
시에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

조치내용

(1) 전기 자동차(연료 전지 자동차 포함),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 2.7% 경감
(2) 하이브리드 자동차(트럭 ․ 버스) : 2.7% 경감
(3) 하이브리드 자동차(승용차 ) : 2.2% 경감
(4) 저PM인정차 : 1.5% 경감

(4) 자동차 취득세 경감 조치(저연비 및 저배출 가스 인정차)

제도내용
저연비 및 저배출 가스 인정차(LPG차 포함)의 취득시시에 30만엔 혹은 20만엔을 취득가액에
서 공제하는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조치내용

▪ 신☆☆☆☆ 및 연비기준 + 5%달성차 : 30만엔 공제
▪ 신☆☆☆ 및 연비기준 +5%달성차 : 20만엔 공제
▪ 신☆☆☆☆ 및 연기비준달성차 : 20만엔 공제
(주의)
▪ 신☆☆☆☆ : 평성 17년 기준치에 의해 유해물질을 75% 이상 저감시킨 저배출 가스차
▪ 신☆☆☆ : 평성 17년 기준치에 의해 유해물질을 50% 이상 저감시킨 저배출 가스차
▪ 연비기준 : 개정 에너지법에 기초해 연비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 연비기준 + 5% : 상기 연비기준에 대해 5%이상 연비성능을 가진 자동차

(5) 저공해차의 자동차세의 경감조치(자동차세 그린화)

제도내용

전기 자동차(연료전지 자동차 포함),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및 저연비 및 저배출 가
스 인정차(LPG차 포함)를 평성 16년 혹은 평성 17년도에 구입한 경우, 구입 년도의 익년도 1
년간 자동차세를 경감. 또 신차 신규 등록에서 일정 연수를 경과한 가솔린 차 및 디젤차에 대
해서는 자동차세를 중과. 

조치내용

【경과 대상】
▪ 전기 자동차(연료전지 자동차 포함),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 대강 50%
▪ 신☆☆☆☆ 및 연비 기준 + 5%　달성차 : 대강 50% 경감
▪ 신☆☆☆☆ 및 연비 기준 달성차 : 대강 25% 경감 
▪ 신☆☆☆ 및 연비 기준 + 5% 달성차 : 대강 25% 경감

【중과 대상】
대강 10% 중과(저공해차 및 일반 승합버스를 제외)
가솔린차 13년 초과, 디젤차 11년 초과

(주의)
▪ 신☆☆☆☆ : 평성 17년 기준치에 의해 유해물질을 75% 이상 저감시킨 저배출 가스차
▪ 신☆☆☆ : 평성 17년 기준치에 의해 유해물질을 50% 이상 저감시킨 저배출 가스차
▪ 연비기준 : 개정 에너지법에 기초해 연비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 연비기준 + 5% : 상기 연비기준에 대해 5%이상 연비성능을 가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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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저공해차 등의 도입에 대한 융자제도(평성 16년도)

(1) 일본정책 투자 은행에 의한 저리융자

융자 대상 주식회사, 조합, 재단법인 등 조직형태의 것

내용

(1) 배출기준 적합차의 취득
   (자동차 NOx ․ PM법 대책지역 내) : 정책금리 Ⅲ
   (자동차 NOx ․ PM법 대책지역 외) : 정책금리Ⅰ
(2) 저공해차의 취득 : 정책금리Ⅰ(천연가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들 자동차에게 필요한 
천연 공급설비를 포함) 및 저배출 가스 및 저연비 차)
(3) 디젤 미립자 제거 장치의 장착 : 정책금리Ⅰ
(4) 초저PM 배출 디젤 인정차의 취득 : 정책금리 Ⅰ
   화부(貨付)한도액 대상 사업자의 40%
※ 안건의 사업 내용 ․ 리스크 ․ 지역성 등을 근거해서 화부(貨付) 금리에 맞는 정책 우대(정책 
금리Ⅰ․Ⅱ․Ⅲ)가 적용된다. 

문의처
▪ 일본 정책 투자 은행 환경에너지부        전화 : 03-3244-1620
▪ 전국각지점
   http://www.dbj.go.jp/japanese/about/brmap.html

(2) 중소기업금융공고에 의한 저리 융자

융자 대상 중소기업금융공고법 제 2조에 정한 중소기업자

내용

(1) 배출기준 적합차의 취득
   (자동차 NOx ․ PM법 대책지역 내) : 4억엔을 한도로 해서 특리(3)
   (자동차 NOx ․ PM법 대책지역 외) : 4억엔을 한도로 해서 특리(1)
또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8,000만엔을 한도로 해서 이하의 특례가 이용가능. 
▪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이 이용가능(별첨, 신용보증협회의 심사가 있음.)
▪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융자액의 50%를 한도로 해서 담보의 면제를 받게 됨. 
   (담보미구(微求)면제에 관한 이율은 상기 특리 + 0.3%)
(2) 저공해차의 취득 : 4억엔을 한도로 해서 특리(2)
   (천연가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초저PM 배출 디젤차의 취득 : 4억엔을 한도로 해서 특리(2)
   화부(貨付) 한도택 7억 7,000만엔
※ 차량의 사용본거지, 반제기간에 의해 다른 이율이 적용됨. 

문의처

중소기업금융공고
▪ 동경상담센터              전화 : 03-3270-1260
▪ 오사카상담센터            전화 : 06-6345-3577
▪ 전국각지점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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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생활금융공고에 의한 저리융자

융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1항에 정한 중소기업자

내용

(1) 배출기준 적합차의 취득
   (자동차 NOx ․ PM법 대책지역 내) : 특리(3)
   (자동차 NOx ․ PM법 대책지역 외) : 특리(1)
▪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이 이용가능(별첨, 신용보증협회의 심사가 있음.)
(2) 저공해차의 취득 : 특리(2)
   (천연가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초저PM 배출 디젤차의 취득 : 4억엔을 한도로 해서 특리(2)
   화부(貨付) 한도택 7,200만엔
※ 차량의 사용본거지, 반제기간에 의해 다른 이율이 적용됨. 

문의처

국민생활금융공고
▪ 동경상담센터              전화 : 03-3270-1260
▪ 나고야상담센터            전화 : 052-211-4649
▪ 오사카상담센터            전화 : 06-6536-4649
▪ 전국각지점
   http://www.kokukin.go.jp/pf처/enpomj.html

(4) 상공조합중앙금고에 의한 저리 융자

융자 대상 트럭협회의 회원 사업자

내용

(1) 배출기준 적합차의 취득
   (자동차 NOx ․ PM법 대책지역 외)
   : 장기 프라임레이트 -1.2%, 貨付한도액 1억엔
(2) 저배출기준 적합차(무담보의 경우)
   (자동차 NOx․PM법 대책지역 내외)
   : 장기 프라임레이트 +0.15%, 貨付한도액 2,000만엔

문의처
▪ 상공중앙금고
   http://www.shokochukin.go.jp/
▪ 각도도부현 트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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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체의 지원대책

  ① 보조제도

자치체명 조성제도의 명칭
보조대상

(차량 ․ 연료공급시설 등)
보조대상자 보조율 ․ 보조한도액 등

埼玉縣

트럭협회 저공해차 도입 추진보조 천연가스 트럭 ․ 임차 埼玉縣 트럭 협회 보조율 1/8

청공재생 저공해차 도입 
자금(이자보급)

(1) 최신배출가스규제 적합차 
새로 사서 교환
(2) 지정저공해차등의 구입
(3)입자상 물질 감소장치의 
구입 ․ 장착

중소기업자 등

(1)(2) 이자 보급
  금융기관  0.65%
  차수자    0.45%
(3) 이자보급
  금융기관  0.65%

임자상 물질 감소 장치 장착 보조
팔도현시 지정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사업자 등

보조율 1/4
한도액 : 10만엔/대

저공해차 보급 추진 대책 보조

저공해(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신장기규제적합, 

저PM(△85%)) 버스․트럭 
도입 보조

사업자 등 일반차와의 차액 1/8~1/6

埼

玉

縣

사
이
타
마
시

사이타마시 임자상 물질 감소장치 
장착 보조금

천연가스․하이브리드․저PM인
정 버스 및 트럭 도입

대상자 : 사업자 또는 개
인(소유자 혹은 사용자)
대상차 : 평성 16년4월1
일 현재 사이타마시 내 
등록차

보조율 1/4
【한도액】
(DPF․산화촉매 묻지 않고)
10만엔
1신청자 단년도 보조액200
만엔

사이타마시 저공해차 보급 추진 
대책 보조금

도내에 저공해차를 도입
한다.
-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
제2종화물이용운송사업자
자동차 임차 사업자
국토교통성부터 저공해차 
보급 및 추진대책비 보조
금을 교부를 받는 것

버스
보조율 1/4
【한도액】
(천연가스․하이브리드․
저PM인정차)10만엔
트럭(천연가스․하이브리드)
보조율 1/4 혹은 일반차와
의 차액 1/2
트럭(저PM인정차)
보조율1/4 혹은 일반차와의 
차액 1/4(예정)

千葉縣

千葉縣 입자상 물질 감소장치장착 
조성사업보조금 교부 요강

팔도현시 지정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현내에 1년 이상 계속해
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보조율 1/2
【한도액】1대당 10만엔
(1사업자당 1,000만엔)

千葉縣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조성 사업자 보조금 교부 

요강

천연가스 자동차
(소형 충전기의 도입)

관계사업자
일반차량과의 차액1/2 이내
(설치비용의 1/3 이상)

천연가스트럭의 임차료 트럭협회 당해 비용의 1/3 이내

에코스테이션의 설치 설치사업자 당해 비용의 1/2 이내

東京道

천연가스 트럭․버스 도입 천연가스 트럭․버스 중소기업자 및 개인
대형 20만엔
소형 10만엔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비 보조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사업자 중소기업자
설치비용에서 국고보조를 
공제한 금액의 1/2

천연가스 버스 도입(민영버스)
천연가스 버스 
도입(민영버스)

노선 버스 사업자
보조대상 경비의 1/4
【한도액】500만엔/대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보조

도내에서 등록하는 디젤차
(차량총중량 3.5t 초과)

중소기업자 또는 개인
산화촉매
대형 20만엔
소형 1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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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명 조성제도의 명칭
보조대상

(차량 ․ 연료공급시설 등)
보조대상자 보조율 ․ 보조한도액 등

東

京

道

杉並

區
저공해차의 도입 추진

디젤 자동차에 대한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사용 본거지의 위치가 구
내에 있는 일

동경도 요강 별표에 정한 
보조금액 및 한도액의 1/3

澁谷

區
디젤차 대책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도입, 
입자상 물질 제거장치의 

장착

澁谷區에서 영위하고 있
는 중소기업자로, 동경도
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동경도 보조액 1/2

北區 북구 천연가스 자동차 조성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2t 적정도) 

도입 임차

구내에 소재 또는 사업소
를 소유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

개조비액 최고 118만엔까
지 NEDO에서 보조금을 
포함, 또 지출차량 본체의 
10%

千代

田區

입자상 물질 감소장치 장착 
조성금 제도

산화촉매장치의 장착 사업자

동경도의 보조액의 1/2
【한도액】
대형 10만엔
소형 5만엔
1사업자당 최대 5대까지

中央

區

중앙구 입자상 물질 감소장치의 
장착에 관한 조성

평성 15년 4월1일 이후에 
동경도에 입자상 물질 
감소장치의 장착 보조금 
신청후 교부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근거지가 
중앙구내에 있는 디젤차

구민, 구내 사업자

조성액
도가 보조한 금액의 1/2
한도액
DPF
대형 20만엔/대
소형 15만엔/대
산화촉매
10만엔/대 ․ 5만엔.대

葛飾

區

입자상 물질 감소장치 장착 
보조제도

동경도의 보조를 받고, 
葛飾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동경도의 보조를 받고, 葛
飾區내에서 1년 이상 사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자

동경도의 보조금 1/3
대형 6.6만엔/대
소형 3.3만엔/대
1회사에 5대까지

디젤차 매환 보조제도
동경도 융자제도를 이용하고, 
보조금의 결정을 받은 쪽

동경도의 보조를 받고, 葛
飾區내에서 1년 이상 사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자

10만엔/대
1회사에 5대까지

品川
區

品川區 디젤 자동차 새로이 사서 
교환하는 이자 보조금 교부

DPF 장착 ․ 산화촉매장착 중소기업자
도의 조성액 1/2
DPF 한도액 15만엔
산화촉매 한도액 5만엔

品川區 디젤 자동차 새로 
구입해서 교환하는 이자 보급금 

교부
최신 규제적합차로의 매환 중소기업자

도의 이자 보급․보조금의 
1/2

練

馬

區

練馬區사업자 환경행동 지원 사업
디젤차 미립자 제거장치의 

장치

이하 용건을 전부 만족하
는 쪽이 보조 대상자
․ 중소기업 쪽(개인사업․농
업자․학교법인 포함)
․ 총중량 3.5t 초과의 디
젤차로 차검증 「사용 근
거지의 위치」가 練馬區

내에 있는 것
․ 동경도의 조례 규제대상
이 되는 차량에 평성 15
년 4월 1일이후에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 장착을 
한 쪽
․ 동경도의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DPF 등) 장착
에 대한 보조」를 이용하
고, 「보조금 확정 통지
서」를 동경도에서 발생
받은 쪽
․ 임차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대상으로 한다. 

동경도 보조의 1/3
【한도액】 
DPF
소형(차량 총중량 3.5t 초
과 8t 이하) 10만엔/대
대형(차량 총중량 8t 초
과)15만엔

산화촉매
소형(차량 총중량 3.5t 초
과 8t 이하) 3만엔/대
대형(차량 총중량 8t 초
과)6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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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명 조성제도의 명칭
보조대상

(차량 ․ 연료공급시설 등)
보조대상자 보조율 ․ 보조한도액 등

東

京

道

練

馬

區

練馬區사업자 환경행동 지원 사업
저공해차(천연가스 자동차) 

매매

이하 용건을 전부 만족하
는 쪽이 보조 대상자
․ 중소기업 쪽(개인사업․농
업자․학교법인 포함)
․ 차검증 「사용 근거지의 
위치」가 練馬區내에 있
고, 차 사용이 오로지練馬
區내에 있는 쪽
․ 평성 15년 4월 1일 이
후에 차량의 도입을 행한 
쪽으로 「보조금 확정통
지서」를 통경도에서 발
생 받은 쪽
․ 임차의 경우는 화출선이 
구내 업자이고 구내를 주
로 운행 지역으로 한다. 
보조대상자는 자동차의 
취득자로 입차 회사로 한
다.  

개조비용 또는 천연가스 자
동차 본체 가격과 이것과 
동중의 최신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와의 차액의 1/4
한도액 30만엔/대

板僑

區
저공해차 보급추진 조성 제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내 사업자

임차 조성 연액30.4만엔
구입 조성 연액59만엔

世田

谷區 

世田谷區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 
장착조성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1) 사업자
(2) 개인

도의 보조액의 1/2

世田谷區 버스 노선운행 경비 등 
보조금 교부

천연가스 버스 노선 버스 사업자

천연가스 차량으로 개조비 
또는 천연가스차량의 본체 
가격과 통상 차량 본체 가
격과의 차액, 이것을 1/5씩 
5년을 한도로 교부

神奈川縣

디젤차 대체 저공해차 도입 추진 
사업 조성

저공해차의 입
(현내(橫浜市내, 川崎市를 

제외)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차량 총중량 3.5t 초과하는 

천연가스 화물차)

사업자

보조율 : 차액(개조비)의 
1/4
한도액 : 2t트럭 36.5만엔
         4t트럭 100만엔

천연가스 자동차 도입 사업 보조
저공해차의 도입

(천연가스 쓰레기 수집차)
町村(橫浜 , 川崎 를 

제외)

보조율 : 차액(개조비) 1/4 
또는 임차료의 차액 1/5
한도액
구입의 경우  36.5만엔
임차의 경우  10만엔

천연가스 자동차용 연료 공급 
설비 설치 사업조성

연료공급 시설의 설치
(천연가스 에코 스테이션)

사업자 한도액 : 1,000만엔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 장착 
추진사업 보조금

팔도현시 지정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를 장착한 차량

사업자 ․ 개인

보조율 : 1/2
한도액 : DPF 50만엔
산화촉매
GVW 8t 이상     20만엔
GVW 3.5t초과8t 미만 10
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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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명 조성제도의 명칭
보조대상

(차량 ․ 연료공급시설 등)
보조대상자 보조율 ․ 보조한도액 등

神

奈

川

縣

橫

浜

저공해 버스 ․ 트럭 민간보급 추진 
사업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보조

사업자 ․ 개인

일반 승합버스 보조율 3/4
그 외         보조율 1/2
(양자와도 현에서의 보조율 
1/4을 포함)

저공해 버스 ․ 트럭 민간보급 추진 
사업

천연 가스 트럭의 도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자
제2종이용운송사업자
자동차 임차사업자

일반차와의 차액 또는 개조
비용의 1/2

저공해 버스 ․ 트럭 민간 보급 
추진 사업

팔도현시 지정 저공해차 
대체 보조

사업자
3.5t 미만 : 3.5만 엔
3.5t ~ : 5만~7.2만엔

환경개선에 관한 시설 등 
정비조성 사업(최신 규제 적합차 

대체 추진 사업)

배출가스 최신규제 
적합차로의 조기 매환

사업자
차량구입가액(본체+특별 사
양)의 1/100

환경개선에 관한 시설 등 
정비조성 사업(저공해차 보급 

추진 사업)

저공해차의 도입 또는 임차 
계약자에 대한 임차료의 

보조
사업자

환경재생보전 기구의 요강
에 준함. 

川

崎

 

입자상 물질 감소장치 장착 추진 
사업

팔도현시 지정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川崎 내에 사용 근거지
를 두고 소유하고 있는 
자

보조율 1/2
【한도액】
DPF : 20만엔
산화촉매 : 대형 20만엔
          소형 10만엔

저공해차 도입 사업

팔도현시 지정 저공해차 
일부

저PM차(평성12년도 
기준배출입자상 물질 85% 

저감 레벨 적합 차량)
천연가스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사용과정차에 있어 디젤차의 
천연가스 자동차로의 개조

川崎 내 사업자

보조율 1/4
【한도액】
저PM차(평성 12년도 기준
배출 입자상 물질 85% 저
감레벨 적합차량) 8t 초과 
80만엔
천연가스 자동차
 8t 이하  120만엔
 8t 초과  160만엔
하이브리드자동차
 3.5t~8t  120만엔

보조율 1/8
【한도액】
사용과정차에 있어 디젤차 
천연가스 자동차로의 개조
비 8t 이하 120만엔

相模

原

相模原  저공해자동차구입 
장려금 교부요강

천연가스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시내에 1년이상 주재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
람으로 대상차(보조대상
으로 사용본거지가 시내)
를 신규로 구입하는 시민, 
사업자

▪녹번호-2t 트럭…10만엔/
대
▪위의 것 이외…20만엔/대

海老

名
海老名  환경보전대책 지원 사업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시내에 주소를 가지고, 현
재 거주하고 있는 자(개
인, 법인)로 등록이 처음 
시행한 왼쪽 기록의 저공
해차를 구입하는 자

저공해차의 가격에서 동일
차종의 통상차 가격을 뺀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으
로 10만엔을 한도로 한다. 

秦野 秦野  천연가스 자동차 등 
도입지원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사업자

구입하도록 하는 천연가스 
자동차의 본체가격에서 동
등 차종의 경유를 연료로하
는 디젤차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의 1/4 이내로 하고, 
4t차 미만의 차량은 10만엔
을 한도, 4t 이상의 차량은 
50만엔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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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명 조성제도의 명칭
보조대상

(차량 ․ 연료공급시설 등)
보조대상자 보조율 ․ 보조한도액 등

神

奈

川

縣

足柄

下郡

箱限

町

箱限町 저공해차 구입비 보조금

신규 등록을 한 
▪ 전기자동차
▪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차

▪신규 등록일의 1년 이
상 전부터 주소를 가진 
개인 또는 사업자
▪저공해차의 보급 추진
에 협력할 수 있는 사항
▪보관장소 또는 주차장
이 町내에 있는 사항
▪보조대상의 차량을 5년
간 이상 사용 예정하고 
있는 것
▪町세에 체납이 없는 사
항

통상 차의 차량 본체 가격
과 차액의 1/4(한도액 14만
엔)

田

原
田原  저공해차 구입 보조금

저공해 차 구입
(구입 또는 임차)

시민 및 사업자
구입 일반 차와의 차액 1/4
을 첫 번째로 계산

逗子 逗子  저공해차보급 추진 사업 
보조금

저공해차의 도입 사업자, 개인(시민)
일반차의 차액 1/4을 기초
로 하고 별도 정함
한도액 : 50만엔

愛

知

縣

名

古

屋

저공해차 보급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임차)
자가용 또는 영업용 특종자
동차, 보통 화물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민간 법인, 사무용 이용 
개인, 비영리 단체

임차료의 1/4

名古屋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민간 화물자동차 조기 

대체조성 사업)

▪NOx․PM법의 규제적합차
로 최신 규제에 적합한 화물
자동차 등
▪상기에 해당하는 디젤차, 
가솔린차, LPG자동차, 천연
가스자동차에의 개조
▪사용과정차에의 질소산화
물 및 입자상 물질 저감장치 
장착

사업자(다만 사용과정차
에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 저감장치의 장착은 
중소기업자에 한함)

<디젤→디젤>
NOx․PM법의 사용기한에서 
1년이상 2년미만 전의 대
체→대상경비의 3%

<디젤→디젤>
NOx․PM법의 사용기한에서 
2년이상 3년미만 전의 대
체→대상경비의 5%

<디젤→디젤>
NOx․PM법의 사용기한에서 
3년이상 전의 대체→대상경
비의 7.5%

<디젤→가솔린․LPG․천연가
스>
NOx․PM법의 사용기한에서 
1년이상 2년미만 전의 대
체→대상경비의 5%

<디젤→가솔린․LPG․천연가
스>
NOx․PM법의 사용기한에서 
2년이상 3년미만 전의 대
체→대상경비의 7.5%

<디젤→가솔린․LPG․천연가
스>
NOx․PM법의 사용기한에서 
3년이상 전의 대체→대상경
비의 10%

<사용과정차의 천연가스 자
동차로의 개조>
60만엔

<사용과정차에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 저감장치 
장착>
3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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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융자제도

자치단명 융자제도의 명칭
융자대상

(차량․연료공급시설 등)
융자대상자 융자 이율․융자한도액․융자기간 등

崎玉縣
청공 재생 저공해차 
도입 자금 융자제도

(1) 최신 배출가스 규제적합 차의 
매환
(2) 지정 저공해차등의 구입
(3)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구
입․장착

중소기업자 등

융자한도액  15,000만엔
융자이율    년 1.34%
이자보조    년 0.45%
차수자 부담금리  년 0.90%
반제기간 7년 이내

千葉縣

중소기업 환경보전 시설 
설비 자금 융자제도

환경보전 시설 등이 대상. 다만 
(1)~(4)가 포함됨. 
(1) 저공해차(전기․천연가스․메탄올․
하이브리드․팔도현시 지정 저공해
차)의 신규 구입
(2) 최신 규제 적합차의 구입해서 
대체
(3)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4) 연료 공급 시설의 설치

중소기업자, 개인 
사업자, 조합(중소
기업단체)

중소기업․개인   5,000만엔
조합            6,000만엔
융자이율        년 2.3%
이자보급        년 1.3%
차수자 부담금리 년 1%
반제기간        7년 이내
(거치 1년 이내)

사업진흥자금
(중소기업진흥자금)A

설비 자금(PM감소장치․사업용 차
량 구입 등)․운전 자금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사업을 영위하
고 있는 중소기업자

소유자금의 90% 이내로
▪설비자금 : 9,000만엔
▪운전자금 : 8,000만엔
융자이율 : 년 2.3%
융자기간
▪설비자금 : 10년이내 할부상환
▪운전자금 : 7년이내 할부상환
신용보증율
1.25% 이내(유담보 보증)
1.35% 이내(무담보 보증)

神

奈

川

縣

橫浜

․

川崎

디젤 자동차 배출
가스 개선 추진 자금

(1) 최신규제 적합차 또는 규제에 
적합한 중고차로의 매환
(2)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비용

중소기업 등의 사업
자

융자한도액 10,000만엔
 (7,200만엔)
융자이율
 년 2.1%(0.19~1.6%)
이자보급
 년 1.2%(말단이율과의 차액)
반제기간 5년 이내
 (15년이내(이자보급은 5년 이내))
신용보증료 보조 2/3
※괄호안은 국민생활금융공고를 이용
하는 경우

橫浜 橫浜  중소기업 
융자제도

(1) 저공해차 4차종 및 동등 이상
의 저공해 자동차의 구입
(2)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구입
(3) 배출가스 최신 규제 적합차에 
매환

사업자
융자이율 년 1.7% 이내
보증이율 년 0.7%

川崎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 추진 자금

(1) 최신 규제 적합차로의 매환
(3)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융자대상자
중소기업자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융자한도액 10,000만엔
융자이율 년 2.1%
이자보급 년 1.2%
차수자부담금리 년 0.90%
반제기간 5년 이내

東京都
자동차 저공해화 추진 

자금
저공해자동차의 구입, 최신규제 적
합차로 매환

도내 중소기업자

융자한도액 10,000만엔
이자보급
장기프라임레이트의 1/2
신용보증료의 2/3

주 : 여기에 올린 자치체 외에도 독자 지원 시책을 제정해 있는 것도 있다. 

     상세는 각 자치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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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명 융자제도의 명칭
융자대상

(차량․연료공급시설 등)
융자대상자

융자 

이율․융자한도액․융자기간 등

東

京

都

澁谷

區
저공해차 특별자금 동경도 지정 저공해차의 구입

구에 주된 사업소를 가진 중
소기업자

융자한도액 1,000,000만엔
융자이율 연 2.2%
이자보급 연 1.5%
차수자 부담금리 연 0.70%
반제기간 7년 이내

中野

區

환경에 아름다운 설비 
자금

(1)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의 매환
(2) 사업용 전기 자동차의 구입
(3) 공해방지 대책시설의 도입 등

중소기업자
(中野區내에 영업 근거지를 
가지고 계속 1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자)

융자한도액 1,000만엔
융자이율 연 2.0%
이자보급 연 1.4%
차수자 부담금리 연 0.6%
반제기간 7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까지 설
정할 수 있다)

豊島

區
공해방지 설비자금

저공해차의 신차 도입
그 외 최신규제 적합차 등의 도입
이젤 입자상 물질 제거장치의 장
착
질소산화물 감소 장치․입자상 물질 
감소장치의 장착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등

구내 중소기업자

융자한도액 1,000만엔
융자이율 2.40%
이자보급 2.20%
차수자 부담금리 0.20%
반제기간 72개월
(거치 6개월 포함)

港區
港區 크린카 구입 등 

융자 알선 제도

(1) 저공해차의 신규 구입
(2) 규제대상 디젤차에서 매환
(3)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의 장착

중소기업자

융자한도액 2,000만엔
융자이율
 연 2.2%(5년)․2.4%(7년)
이자보급
 연 2.1%(5년)․2.3%(7년)
차수자 부담금리 연 0.1%
반제기간 5년 또는 7년 이
내

荒川

區 

荒川區 

중소기업융자제도
(환경보전대책)

저공해차 구입에 필요한 경비(입
자상 물질 감소 장치를 포함)

중소기업자

융자한도액 1,000만엔
융자이율 연 9.1%
(본인 부담 0.9 ․ 區부담 
1.0)
신용보증료 區전액 부담
반제기간 7년 이내

葛飽

區
葛飽區지구환경보전융자

4대 저공해차, 초저배출가스 차로 
연비 기준을 만족한 LPG차의 구
입 및 연료 공급시설의 설치 공사
에 필요한 자금

중소기업자, 구민

융자한도액 500만엔
이율 연 2.0%
(1.4%를 區가 부담)
기간 5년 이내

文京

區
환경설비개선자금

저공해차의 도입, 디젤 미립자 제
거 장치의 장착, 그 외 최신 규제
적 호사 등의 융자

文京區의 사업자

융자한도액 1,500만엔
융자기간 등 연 2.3%
이자보급 연 1.8%
차수자 부담이자 연 0.5%
반제기간 7년 이내

練馬

區

練馬區 산업융자 알선 
제도

기술․사업혁신등 지원 대부
(자동차 저공해화 촉진자금)

동경도는 평성15년10월부터 
실시하는 「배출가스 규제」
에 따라 디젤 차량당 매환 
자금이고 다음 오전을 만족
하는 사항
▪동경신용보증협회의 보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구내에 주로 사업소를 가
지고 동일 사업을 계속 1년 
이상 영외 하고 있는 것
▪확정신고를 한 것
▪주민세, 사업세를 완납한 
것
▪최신규제 적합차 또는 동
경도 지정 저공해차 구입

융자한도액 1,000만엔
반제기간 7년 이내
(가운데 거치 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
이용자 0.4%
이자보급 1.8%
신용보증로 조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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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명 융자제도의 명칭
융자대상

(차량․연료공급시설 등)
융자대상자

융자 

이율․융자한도액․융자기간 등

東

京

都

三鷹

三鷹  중소기업 
공해방지 설비자금 

차입에 대한 이자 보급 
제도

(1) 소유하고 있는 디젤트럭 또는 
디젤버스의 폐차에 따라 동등 정
도의 저공해차의 저공해차 또는 
팔도현 지정 저공해로 매환에 대
한 이자 보급
(2) 디젤 트럭 또는 디젤 버스의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 장착에 대
한 이자보급

중소기업자

이자보급 대상액은 1개 중
소기업당 2,000만엔 이내로, 
이자보급비율은 연이율 2% 
이내로 하고, 이자 보급은 
연식의 2/3로 한다. 

東大

和

東大和  소구업자 자금 
융자

저공해차 매환 등이 대상이 되는 
것은 설비자금만이다. 

연 2.0%
700만엔
반제기간 7년

福

生

福生  중소기업 
진흥자금 융자제도

(설비 자금)

점포․공장․또는 창고의 증개축 및 
기계기구 등의 구입 자금

자본 액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엔 이하의 회사 또는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의 회
사 또는 개인의 중소ㄱ기업
자
모두 동경신용보증협회 및 
동경도 농업신용기금협회의 
보증대상업종에 속하는 업종
을 영위하는 것

융자한도액 700만엔
융자이율 연 1.6%
(시가 연 0.8%의 이자 보급
을 했으므로 실질연 0.8%)
융자기간 및 반제방법 72개
월이내 원금 균등 월부상환

東久

留米 중소기업융자자금
점포․공장․또는 창고의 증개축 및 
기계기구 등 구입 자금

시내 중소기업․개인
이자 1.875%(본인 0.9%)
융자한도액 700만엔
융자기간 7년 이내

狛江
소구 사업자금융자알선 설비자금(저공해차의 매환)

중소기업 향한 소구 융자내
에서 실시

한도액 500만엔
융자이율 2.0%
사업주 부담 1.5%
市보조 부담 0.5%
신용보증료 : 市가 1/2 보조

八

王

子

소구 
사업자금융자알선제도
(융전자금․설비자금)

설비자금, 사업용으로 공급한 자동
차 ․ DPF

소규모 사업자

융자한도액 1,000만엔
융자이율 연 2.1%
차수자 부담금리 연 2.1%
반제기간 7년 이내

물류계산업지원자금
융자알선제도
(설비자금)

사업용으로 공급한 자동차
(화물자동차․경화물차 한정)

소규모사업자 가운데
「물류계산업」을 영위하는 
자

융자한도액 1,000만엔
융자이율 연 2.1%
이자보급 연 1.05%
(당초 2년간만)
차수자 부담금리 연 1.05%
(당초 2년간만)
반제기간 7년 이내

愛和

縣

名古

屋

환경보전설비자금 융자 
알선

(1) 최신규제에 적합한 가솔린, 
LPG 또는 디젤 화물 자동차․버스
로 매환
(2) 저공해차의 구입(전기, 메탄올,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3) 충전․충전 설비의 설치
(4) 전동식 포크리프트로 매환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단체

융자(알선 융자)
대상경비의 90% 이내(이자
율 1.3%, 상한 있음)

이자보조
이자액의 전액 보조((2) 및 
(3)의 경우) 또는 반액((1) 
및 (4)의 경우)

三重縣
중소기업융자제도
환경보전자금융자

공해방지에서 다른 환경보전대책
에 필요한 개선 자금의 융자
(1) 공해방지 시설의 정비
(2) 공장이전
(3) 4개 저공해차 구입
(4) 특정 자동차로 배출기준 비적
합차에서 배출기준 적합차로의 대
체
(5) 리사이클 관련 시설의 정비 등

중소기업자

융자한도액 5,000만엔
대부 기간 10년간
융자이율 1.4%
(다만 자동차 NOx․PM법 대
책지역내에 등록한 차량을 
사서 교체하는 경우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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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명 융자제도의 명칭
융자대상

(차량․연료공급시설 등)
융자대상자

융자 

이율․융자한도액․융자기간 등

大阪府

大阪府 
중소기업저공해차 등 

구입 자금 특별융자제도

(1) 저공해차의 구입
(2) 디젤 승용차에서 최신규제 적
합승용차로의 대체
(3) 특정 자동차로 배출기준 비적
합차에서 차량 총중량이 동종도 
또는 이것 이하의 배출기준 적합
차로의 대체

중소기업자 등

융자이율 1.8%
무담보 3,000만엔
유담보 6,000만엔
이자보급 있음
5년 이내

大阪府 디젤차 매체 
긴급융자제도

자동차 NOx․PM법의 규제에 따라 
디젤 트럭․버스 등의 매체

중소기업자 등

융자이율 2%
(H17.7.1현재. 변동금리)
3,000만엔
보증료 보조 있음.
5년 이내

大

阪

府

大

阪
환경보전설비자금 

융자제도

(1) 전기자동차의 구입
(2) 하이브리드 자동차․천연가스 
자동차 ․LPG자동차 ․LEV6등으로 
매체

중소기업자 

융자한도액
유담보 4,000만엔
무담보 2,000만엔
융자이율 1.8%
융자기간 5년 이내

兵庫縣

兵庫縣 

지구환경보전자금
(최신규제적합차 등 구입 

자금)

(1) 최신규제 적합차로 사서 교체
(2) 저공해차의 구입

중소기업자

융자한도액 1기업․조합 
5,000만엔
융자이율 1.5%
융자기한 10년간
(2년간 거치 가능)
이자보급 
소규모기업 60%
중소기업 30%
(보급기간 5년간)

兵庫縣 

지구환경보전자금
(최신규제 적합차 등 
대체 추진 특별자금)

최신 규제 적합차로 사서 교체
(대형차의 사서 교체)

중소기업자

융자한도액 1대마다 설정
융자이율 1.4%
융자기한 10년간
(2년간 거치 가능)
이자보급
소규모기업 60%
중소기업 40%
(보급기간 10년간)

兵

庫

縣

神

戶
神戶  저공해차 등 

구입 융자자금

▪4개 저공해차 및 LEV차
▪2.5t 이하의 최신규제 가솔린 
차 또는 LPG차
▪2.5t 초과의 최신규제 디젤차, 
가솔린 또는 LPG차
▪DPF 장착 자금

중소기업자
이율(연리) 1.3%
(이자보급 있음)
융자한도액 2,0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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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참여 유도방안

  ① 에코카 월드(저공해차피아) (평성 16년도)

주최자 환경성

공동 실시자

후원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神奈川縣

협찬 (재)일본자동차연구소, (재)운수저공해차보급기구, (사)일본가스협회, (사)일본자동

차공업회, (사)전기사업연합회, (재)에코 스테이션 추진협회, LP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협의회, (재)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이용 저공해차
연료 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연비 및 저배

출 가스 인정차, LP가스 자동차, 솔라카, 전기 이륜차, 연료 공급 시설 등

대상자 일반 시민

참자가수 -

개최일시 평성 16년 6월 5일(토), 6월 6일(일)

개최장소 橫浜항구 미래 21지구 ․ 붉은 벽돌 창고 광장(神奈川縣橫浜市)

내용

▪ 저공해차 등의 전시(전시대수는 약 100대)

▪ 일반 참가자에 설명 및 시승회(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10수대에 시승)

▪ 미래 에코카 회화전(미래 에코카를 그린 아이들의 그림을 전시)

▪ 환경에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퀴즈 등을 개최

▪ 환경대신의 내람, 시승

특징

▪ 전시 저공해차의 차량수가 많음. 

▪ 충전 ․ 가스충전 설비 등도 포함시켜 전시하는 것으로, 참가자가 저공해차의 종합

적인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음.  

비고

▪ 동시간에 동경 代木공원에서 실시한 에코라이프 ․ 피아에도 에코카의 소개가 실시

했음. 소화 61년도에 제 1회째를 개최하고, 이후 매년 각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음. 

▪ 평성 14, 15년도는 동경도 代木공원 이벤트 회장에서 개최되었음. 

사업 모양

고지 포스터

  

혼다 fcx 전시 모습

자료) 환경성 홈페이지 (http://www.env.go.jp/press/press.php3?serial=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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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평성 15년도 연료 전지 자동차 계발 추진 사업

주최자 환경성

공동 실시자
동경도 北區, 동경도 日野 , 茨城縣 츠쿠바시, 神奈川縣 田原 , 동경도 板橋區, 동

경도 武藏野 , 神奈川縣 川崎 , 神奈川縣 平塚

이용 저공해차 연료전지 자동차(혼다 FCX)

대상자 각 자치체(공동 실시자)의 직원 및 지역 주민

참자가수 총 약 1,8000명

개최일시

동경도 북구(평성 15년7/28~8/4), 동경도 日野 (8/22~8/24, 10/16~10/20), 茨城縣 츠

쿠바시(10/8~10/16), 神奈川縣 田原 (10/21~10/31), 동경도 板橋區(11/12~11/15), 

동경도 武藏野 (11/15~11/19), 神奈川縣 川崎 (11/21~12~18), 神奈川 縣平塚 (평성 

16년 1/6~1/19)

개최장소

크린에너지피아(북구), 多摩챌린지 캠퍼스 2003, 日野생활페스티벌(이상 日野 ), 과학

페스티벌(츠쿠바시), 에코카 체험피아in오다와라( 田原 ),　 武藏 靑空 (武藏野 ), 

板橋 산업견본시(板橋區神), 기업가선발비지니스 아이디어 시즈 시장(川崎 ), 市設所

앞 체험 동승회(平塚 )

그 외 직원 연수․ 환경교육 등에 병행해서 실시

내용

▪ 연료 전지 자동차의 각종 이벤트로 전시, 동승회

▪ 학교에 있어 환경 학습으로 전시, 동승회

▪ 각 자치체의 공용차로 업무 이용 등

특징

▪ 각 자치체가 고안해 특색 있는 전시 ․ 동승회를 기획하고, 연료전지 자동차의 수용

성을 높이고 있음. 

▪ 소중학교에서 체험 동승회 등 총합 학습의 시간대를 활용해, 유아 ․ 학생에 대해 

환경 교육의 좋은 교제로 활용되고 있음. 

비고

▪ 평성 16년도는 이하의 전국 13회 자치체에서 실시중임. (동경도 港區, 神奈川縣 大

和市, 大阪市, 北海道室蘭市, 三重縣鈴鹿市, 埼玉縣坂戶市, 新潟縣長罔市, 福井縣, 

和歌山市, 福罔市, 동경도 世田谷區, 千葉縣館山市)

사업 모양

室蘭 테크노센터의 전시회 모습

     

大阪市 天滿小學의 환경학습 모양

자료) 환경성 홈페이지（http://www.env.go.jp/air/car/n-jig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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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회 JHFC 파크 교실 2004

주최자 (재) 일본자동차 연구소, (재)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공동 실시자 -

이용 저공해차 연료전지 자동차

대상자 소중학생과 부모

참자가수 36명 (부모 아이 13조)

개최일시 평성 16년 7월 23일

개최장소 JHFC파크(神奈川縣 橫浜 )

내용

▪ 영상이나 실험에 의한 강습

▪ 연료 전지자동차 모형의 자작 및 모형 카레이스

▪ 연료 전지자동차, 연료전지 버스의 시승

▪ 수소 스테이션의 시설 견학

특징

▪ 연료 전지에 대해 강습뿐만 아니라 실제 모형 제작, 레이스의 실시, 체험 동승회 

등 소중학생을 주의를 끌어들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부모와 자녀가 참가하기 쉽도록 개최일을 휴일로만 설정하고 있음. 

비고

▪ JHFC는 경제산업성이 실시하는 「수소 ․ 연료 전지 실증 프로젝트(Japan 

Hydrogen & Fuel Cell Demonstration Project」를 목표로 하고, 연료 전지 

자동차 실증연구와 연료 전지 자동차용 수소 공급설비 실증 연구를 하고 있음. 

▪ JHFC 파크는 실제로 연료 전지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고, 실험 데이터의 수집을 

하는 프로젝트의 거점 시설이며 견학도 받고 있음. 

▪ 평성 16년 10월 9일에는 大阪 ATC 그린 에코 프라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같

은 모양의 이벤트 「JHFC 연료전지 자동차 ․ 중학생 체험교실 in 오사카」가 개

최했음. 

사업 모양

  연료전지 버스의 앞에서 기념 촬영하

는 참가자들

    연료전지 자동차 모형을 조립하는 모습

자료제공 jhfc

자료) jhfc 홈페이지（http://www.jhf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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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청정 에너지 자동차 전시 시승회(평성 16년도)

주최자 근기경제산업국, CEV 칸사이, NEDO 기술개발기구관서

공동 실시자 근기 저공해차 도입 추진 협의회, ATC 그린 에코프라자

이용 저공해차 전기 자동차, 천연 가스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23대

대상자 일반 시민(대로의 일반 입장자와 세미나 참가하려는 관심 있는 층)

참자가수 세미나 참가자 : 약 100명

개최일시 평성 16년 6월 25일(금) ~ 26일(토)

개최장소 ATC(아시아 태평양 무역센터 (大阪府大阪市)

내용

▪ 세미나 개최(청정 에너지 자동차의 개발 상황, 자치체에 있어 보급 대처 등)

▪ 청정 에너지 자동차 전시 시승회

▪ 부모 아이의 모형 공작 교실(솔라카 모형 제작)  

▪ 스탬프러리의 실시

특징

▪ 자치체에 있어 보급 대처 등에 대해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음.  

▪ 부모와 자녀층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세미나와 전시 시승회에 더해 부모와 자녀

의 모형 공작 등도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음. 

비고 ▪ 평성 15년 3월에는 福罔 에서 九州 경제산업국이 같은 이벤트를 실시. 

사업 모양

청정에너지 자동차의 전시 시승회 모습

 

자료) nedo 관서지부 홈페이지（http://www.nedo.go.jp/nedo_kansa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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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부록 표-16> 미국 주별 공해자동차 의무화 황

주 대상차량 연도

Connecticut
∙ 주 소유차량에 요구되는 청정연료 대체
∙ 주의 구입 fleet의 10%는 반드시 천연가스 또는 전기자동차로 교체해야 함

1992
1993

Florida ∙ 미달성(nonattainment) 지역내의 주관청 1992

Iowa
∙ 주 관청이 구입 5%
∙ 주 관청이 구입 10%

1992
1994

Kansas
∙ 주 관청 10%
∙ 비율이 25%까지 증가
∙ 비율이 75% 까지 증가

1996
1998
2000

Louisiana

∙ 주 관청 구입 100%
∙ 최소한 주내 fleet의 30%를 반드시 교체
∙ 2년마다 비율의 증가로 80%에 도달
∙ 법은 모든 지방 정치단체에 까지 적용

1991
1994
1998

Missouri
∙ 1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주 관청은 반드시 10% 교체해야 함. 
∙ 비율이 2년마다 20%씩 증가 50%에 도달

1996
2000

Neveda
∙ Las vegas와 Reno의 공공 fleet는 반드시 10% 교체
∙ 비율이 50%까지 증가
∙ 비율이 90%까지 증가

1995
1998
2000

New 
Mexico

∙ 주 관청이 구입 30% 
∙ 비율이 60%까지 증가, 
∙ 비율이 100%까지 증가

1993
1994
1995

New York
∙ 주 관청이 구입 30% 
∙ 비율이 60%까지 증가, 
∙ 비율이 80%까지 증가

1994
1995
1996

Oregon
∙ 모든 공공수송 차량
∙ 모든 주 관청이 구입

1993
1994

Texas

∙50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학교주변 지역의 차량
∙1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주관청
∙공공수송기관에 의해 모두 구입
  - 위의 fleet 중 최소한 50%는 반드시 교체
  - 미달성 지역내의 70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개인 fleet에도 법이 적용 : 만얀 25대 이상

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30%가 교체되어야 함. 
    비율이 2년동안 증가하여 50%에 도달해야 함. 
    비율이 90%까지 증가해야 함. 

1991
1991
1991
1996
1998

2000
2002

Virginia
∙ 특별한 지역의 fleet은 반드시 30% 교체
∙ 비율이 50%까지 증가
∙ 비율이 70%까지 증가

1998
1999
2000

West 
Virginia

∙주와 지방관청의 구입비율
  - 20%
  - 30%
  - 50%
  - 만약 가격이 타당하면 75%

1995
1996
1997
1998
이후

자료 : CFR, Clean Fuels Report, Jun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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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7> 미국 주별 공해 차량 환 유인책

주 인센티브

Alabama ∙fleet 전환시 주보조

Arizona ∙면허세 감면, AFV 또는 주유장비(Refueling Equipment) 구입시 세금공제

Arkansas ∙차량의 전환 또는 OEM 구입시 할인

California
∙주 판매세금 면제
∙주 소득세 credit

Colorado
∙차량 전환시 세금 credit
∙CNG 또는 Propane을 위한 연료 excise tax 면제, 그러나 Flat Fee는 부과

Connecticut
∙주 판매 및 사용세 면제
∙사업자 법인세(Corporation Business Tax) credit

Delaware ∙대체연료 이용시 차량에 대한 연료 excise tax 면제

Florida ∙차량전환시 주 보조

Georgia ∙차량전환시 주 보조

Iowa ∙차량 전환시 저리 대출이 가능

Kansas ∙대출이 가능, 소득세 credit

Louisana ∙주소득세에 대한 credit

Maryland
∙차량 전환에 이용되는 장비, 주유소 설립, 청정연료의 보관 또는 분배, EV의 재충전에 

대한 주 판매 및 사용세 면제, AFV 구입시 credit

Montana ∙차량 전환시 세금에 대한 credit

Mebraska ∙학교 지역에 대한 무이자 대출

Nevada ∙credit 제도

New Mexico ∙주 차량의 전환에 대한 융자

New York ∙주 판매 및 사용세 면제

North Dakota ∙CNG 전환에 대한 소득세 credit

Oklahoma
∙주 소득세 credit
∙정부 부서와 학교 지역에 대한 무이자 대출

Oregon ∙사업자 에너지세에 대한 credit

Pennsylvania
∙차량 전환시 주 보조
∙EV에 대한 주 판매 및 사용세의 면제

Texas
∙Propane과 천연가스 이용에 대한 부분적인 연료 excise tax 면제
∙대체연료 제공자 및 장치 제공자에 대한 비용보조 제도
∙공공 및 개인 fleet 전환에 대한 보조

Utah
∙부분적인 연료 excise tax 면제
∙주 소득세 credit
∙공공 및 개인 Fleet 전환에 대한 주자금 대출

Virginia
∙공공 소유 차량의 전환에 대한 주 대출 및 보조
∙대체 연료 차량에 대한 부분적인 판매세 면제

Washington ∙공공 수송부서와 학교 지역을 위한 주 기금

Wisconsin ∙도시를 위한 주 기금

자료 : CFR, Clean Fuels Report, Jun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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