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 지역의 PM과 NO2 오염도 개선과 함께 시민의 건강 해도 개선을 

해 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 책의 선택과 집 략의 보완

이 요구됨. 

－세계 으로 연간 사망자의 2.4%인 약 130만명이 기오염으로 사망하

으며, 폐암 사망의 9%, 심장질환 사망의 5%, 호흡기 질환 사망의 1%

가 기오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됨(WHO, 2008).

－최근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1  발암물질

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경유자동차의 배출 비 이 미세먼지의 65%, 

질소산화물의 32.9%를 차지하고 있어, 경유자동차 미세먼지(PM)ㆍ질소

산화물(NOx) 배출의 지속 리가 필요함.

－ 기환경 개선 략의 업그 이드 조건으로 PM10 이외에 인체 해성이 

큰 PM2.5, NO2의 리 강화 등 경유자동차 상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

◦ 기환경 리의 패러다임은 ‘오염물질의 환경기  달성’에서 ‘ 기오염으

로 인한 시민의 건강 해 가능성의 비용 효율  개선, 지역 단 의 환경후

생(Environmental Welfare)의 최 화’로 환되는 추세임. 

－ 기오염 배출원 가운데 인체 해성이 우려되는 경유자동차 배출 PM10

(특히 PM2.5), NOx의 개별 리에서 PM10ㆍNOx 통합 특화 리로 환

되고 있음.

◦서울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평균농도 개선의 한계상황을 벗어나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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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서울의 환경 비교경쟁력 배양을 해서는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PMㆍNOx 배출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특화 리 방안이 필요함.

－제작 단계에서는 배출허용기  강화, 친환경 공해 자동차의 보  확  

유도, 운행 단계에서는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공해화 유도, 

PMㆍNOx 동시 감장치의 개발  상용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

인, 배출등 제도의 도입 등 경유자동차 배출 PMㆍNOx 특화 리를 도

모하는 정책 혼합이 바람직함. 

－경유자동차의 PMㆍNOx 배출특성  운행특성을 고려한 공해차량제한

지역(LEZ) 운 의 재설계를 바탕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의 친환경 운 조

건의 확보가 요함.

2. 연구 내용

◦경유자동차의 PMㆍNOx 배출특성 진단

◦경유자동차 PMㆍNOx 리 황 분석

◦해외 경유자동차 특화 리 사례분석

◦서울시 경유자동차 PMㆍNOx 배출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리방안

Ⅱ. 연구의 주요결과

1. 경유자동차의 PMㆍNOx 배출특성 진단

◦경유자동차 등록 황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비 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1년 서울

시의 경유자동차 보유율은 29.4% 정도로 샌 란시스코(3%), 도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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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음. 

－차종별 경유자동차 등록 황을 살펴보면, 승용 형 경유차가 52.5%

(승용다목 형 승용차(RV) 40%), 화물차가 34.2%, 승합차가 11.8%의 

순임. 

－ 형 화물차ㆍ승합차의 노후자동차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경소형 중대형 소형 중형 대형 경소형 중형 대형

1995 이전 44,991 38 6,808 7,851 265 588 18,688 5,983 4,365 405 

1996 10,810 29 2,638 1,651 75 123 4,028 988 1,153 125 

1997 13,033 94 3,474 2,223 80 160 4,869 860 1,178 95 

1998 7,148 105 1,296 1,655 62 86 3,120 328 448 48 

1999 18,423 340 3,183 4,966 144 156 7,599 1,075 908 52 

2000 29,224 347 5,488 8,675 283 231 10,709 2,050 1,327 114 

2001 46,474 5 25,289 2,964 379 353 13,634 2,132 1,588 130 

2002 79,319 4 53,809 4,113 353 374 14,977 3,170 2,333 186 

2003 62,203 2 40,300 2,829 245 420 14,201 2,021 2,055 130 

2004 69,057 8 43,973 3,275 298 592 15,810 1,938 2,954 209 

2005 62,753 856 37,329 4,333 200 720 13,940 1,708 3,452 215 

2006 62,574 3,127 36,392 6,424 184 823 11,221 1,389 2,804 210 

2007 69,152 1,355 40,827 4,674 338 1,332 12,840 2,645 4,599 542 

2008 64,805 870 34,147 6,749 207 879 15,142 2,013 4,443 355 

2009 47,235 621 22,327 5,838 160 843 11,203 1,481 4,522 240 

2010 71,908 1,084 38,987 8,796 156 930 15,008 2,114 4,504 329 

2011 115,819 286 63,166 12,656 273 926 27,596 3,250 6,841 825 

총계
874,928
(100.0) 

9,171
(1.0) 

459,433 
(52.5)

89,672 
(10.2)

3,702 
(0.4)

9,536 
(1.1)

214,585 
(24.5)

35,145 
(4.0)

49,474 
(5.7)

4,210 
(0.5)

주：차종은 자동차관리법의 차량구분을 적용하여 구분하며, 승용차에는 승용일반형, 승용겸 화물, 승용다
목적형, 승용기타형이 포함됨. 

∙승용차 소형(1500cc 미만), 중대형(1500cc 이상)
∙승합차 소형(15인 이하), 중형(15인 초과~50인 이하), 대형(50인 초과, 버스)
∙화물차 소형(1톤 이하),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대형(5톤 이상, 화물 특수)
자료：국토해양부, 자동차 통계자료(2011)

<표 1> 서울시 차종별 경유자동차 연식별 등록대수(2011년)
(단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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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경소형 중대형 소형 중형 대형 경소형 중형 대형

총계 874,928 9,171 459,433 89,672 3,702  9,536  214,585 35,145 49,474 4,210 

7년 
이상

443,435
(50.7) 

1,828 
(19.9)

223,587
(48.7) 

44,535 
(49.7)

2,384
(64.4) 

3,803
(39.9) 

121,575
(56.7) 

22,253
(63.6) 

21,761
(44.0) 

1,709 
(40.6)

<표 2> 서울시 차령 7년 이상 경유자동차 차종별 등록대수(2011년)
(단위：대, %)

◦경유자동차 운행 황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1일 평균주행거리가 휘발

유, LPG,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다소 많음.

<그림 1> 차종별ㆍ연료별 1대당 1일 평균주행거리

－서울시 주요 교통축별 교통량 황을 살펴보면, 부천축이 348,933 /일

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축이 274,231 /일, 하남축이 269,821 /일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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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2012, 2011년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그림 2> 교통축별 전체 교통량

－2010년 여객 기종  통행량(O/D)을 바탕으로 자치구별 수단별 교통량을  

산정한 결과, 강남구, 송 구, 서 구 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았으며, 교통

량이 비교  많은 자치구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역버스는 서 구, 소형 화물차는 등포구, 형 화물차는 강서구

에서 유ㆍ출입량이 비교  많음. 

－지역별 교통량의 편차, 지역별 유ㆍ출입 등의 운행특성을 고려한 경유자

자동차의 리가 필요함.

<그림 3> 자치구별 수단교통량과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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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오염물질 배출특성

－2009년 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배출량 기 으로 도로이동오염원

은 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65.0%, 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7.3%를 

차지함.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경유자동차의 배출비 은 미세먼지가 100.0%, 질

소산화물이 약 57.4%를 기록함.

－경유 화물차의 배출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승합차의 기여도가 낮아진 

반면, RV차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함. 

－화물차에 한 감 책의 지속 추진과 RV 차량에 한 리가 요구됨.

－ 형 화물차의 NOx 배출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덤 트럭

의 비율이 12~15% 수 을 차지하고 있어 형 화물차  자동차형 건설

기계의 특화 리 책이 필요함.

<그림 4> 도로이동 오염원 부문의 
차종별 미세먼지 배출량(2009년 기준) 

<그림 5> 도로이동 오염원 부문의 
차종별 질소산화물 배출량(2009년 기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규모가 

형일수록, 노후도가 클수록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됨. 

－2011년 자동차 종합검사(배출가스 정 검사) 결과를 분석하면, 제작연

도가 오래될수록, 평균주행거리가 높을수록 부 합 비율이 높음. 



vii

2.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관리현황

◦제작차 리 

－배출허용기  강화

∙경유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 은 유럽의 기 을 용하고 있는데, 2006

년 EURO Ⅳ에서 2009년 EURO Ⅴ로 그 기 이 강화되었고, 2014년에

는 EURO Ⅵ 기 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2009년부터 Euro Ⅴ 기 이 용됨에 따라 PM의 집  리와 함께 후

처리 장치의 용으로 NOx 배출 리도 강화되고 있음. 

－ 공해 자동차 개발  보  진

∙ 기질 개선 효과가 큰 기버스, 택시, 화물차, 이륜차 등 ‘서울형 그

린카’의 상용 확  계획이 수립됨.

∙충 인 라 구축, 민간보 을 한 보조  지원  세제혜택, 그린카 

주차면 지정 등 그린카 보 과 련된 법령ㆍ제도의 정비가 추진됨.

∙남산 순환버스 15 , 여의도 순환노선 2  등 총 17 를 순차 으로 

보 (2010년)하고 그린카 용구역(Green Car Only Zone) 지정이 검

토됨.

∙교통안 공단과 차량 개발ㆍ인증에 한 약을 체결하고 형 RV 차

량 기승용차 5 를 제작하여 업무용으로 활용하며, 근거리 속 

기차(NEV) 보 을 추진 으로 2010년 말 공원 순찰용, 공서업무용 

등 근거리 운행용으로 총 31 가 운행 임.

∙2010년까지 공공부문 211 , 민간부문 182  등 총 393 의 기 이륜

차를 보 하고 2011년부터 기이륜차와 휘발유이륜차의 가격차액 보

조  액을 지원하여 배달 음식 , 신문배달업, 퀵 서비스업 등을 

상으로 기 이륜차의 보 을 확 할 계획임.

◦운행차 리 

－경유자동차 공해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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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사업 추진 상：배출가스 보증기간(총 량 3.5톤 이상 2년, 총

량 3.5톤 미만 5년)이 지난 특정 경유자동차  총 량 2.5톤 이상이

고 차령이 7년 경과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감장치의 부착 의무화 시행(2008.1.1)：배출가스 감장치 

부착 는 공해 엔진 개조 비용, 조기폐차 지원 

∙서울시의 공해화 사업 추진 황： 감장치 부착 132,102 , LPG 엔

진개조 67,734 , 조기폐차 45,276  등 총 245,112 (2012년 11월 말 

기 ) 

∙인천시의 공해화 사업 추진 황：조기폐차 15,000 , 엔진개조 27,000

, 감장치 부착 49,000  등 총 91,000 (2011년 말 기 ) 

∙경기도의 공해화 사업 추진 황：2010년  감장치 부착 168,537 , 

엔진개조 82,587 , 조기폐차 49,974 , 2011년 감장치 부착 13,539

, 엔진개조 2,308 , 조기폐차 4,614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지정ㆍ운

∙｢수도권 기환경개선에 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배출가스 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 와 지역, 시행시기, 과태료 부과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서울, 경기, 인천의 3개 지자체 조례에 각각 임되어 

LEZ가 지정ㆍ운 되고 있음.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공해화 조치 미이행 차량

은 당해 등록지역과 상 없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되면 동

일한 처벌 규정을 용받음. 

∙공해차량제한지역의 리운 에 한 구체 인 실행방안  계획 등

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다소 선언  제도가 시행 인 수 임. 

∙공해차량제한지역의 리운 에 한 구체 인 실행방안  계획 등

이 수립되지 않아, 제도 운 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함. 

∙운행제한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와 함께 수도권 3개 역자치단



ix

체의 운행제한 시스템의 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차량운행제한제도의 운 효과를 제고하기 해서는 수도권 내 등록차

량뿐 아니라 외부 유입차량에 한 제도 용이 요구됨.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일자 2010.11.1 2010.7.1 2010.4.1

대상지역 전 지역 옹진군 영흥면 제외
 24개 시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여천 제외)

적용대상 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저공해사업팀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팀
환경국 기후대기과 

교통환경팀

단속방법
무인 단속시스템

(6개 지점, 22대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인력단속
(8개 지점)

기존 CCTV 활용
(1,471대)

자치단체별 차이

단속현황

1,670대
(2012.3~2012.11)

23대
(2010.7~2012.6)

44대(2010)
55대(2011)

10대(2012.6)

(서울 92, 경기인천 1,578대) (서울 3, 인천 16, 경기 4대) -

과태료 부과
위반사실 통지(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없음
위반사실 통지(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없음
위반사실 통지(행정조치)
과태료 부과：1대(2012)

<표 3> 수도권 3개 시ㆍ도별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운영현황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

∙정기검사와 정 검사를 통합하여 이 인 검사 방지  시민의 불편

해소, 복 투자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함께 배출가스 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후 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서울의 환경경쟁력의 제고, 시민건강의 해도 개선을 하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배출 비 이 높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한 선택  특화

리 방안이 필요함.

－제작차 배출허용기  강화 등 제작차 련 배출량 감 책을 지속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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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유자동차의 등록비율과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쇄효과(offset effects)에 의해 감효

과가 반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로 운행되는 경유자동차가 배출하는 

입자상물질 등에 한 획기 인 감 책이 필요함.

－배출가스 검사 시 운행상황이 반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PM  NOx 

동시 감을 해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 에 PM/NOx 동시규제 방안

과 정 검사에 필요한 장비  검사방법 개선 등의 반 이 요구됨. 

－운행경유차 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NO2 문제를 고려하여 LPGㆍ

CNG 차량으로의 교체, 조기폐차, 친환경 공해차 구입 유도 등에 보다 

비 을 두는 동시에 NO2 배출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DPF를 장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우선순  조정이 바람직함.

－수도권 3개 역자치단체가 상호 력하여 제도 용의 효율성을 확보

하고, 비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에 한 공해화 지원, 운행

상 확인  도로운행 제한과 련된 법  한계 검토를 통해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함.

3. 해외 경유자동차 특화관리 사례분석

◦선진도시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주요 배출원은 도로/비도로 이동오

염원인 것으로 악되며, 이동오염원의 배출 감을 기 할 수 있는 부

분의 정책  방안은 경유자동차 상 특화 리에 집 되어 있음. 

－런던：NOx 배출량의 약 46%, PM10 배출량의 79%

－도쿄：NOx 배출량의 약 50%, PM10 배출량의 25%

－베를린：NO2 배출량의 약 40%, PM10 배출량의 29%

◦제작차 리

－배출허용기 의 단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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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리드, 기자동차 등 차세  그린카 보  추진

－공공부문 자동차 상 우선 보  후 민간부문으로 확

◦운행차 리

－ 감장치 부착, CNG 버스로의 교체, 엔진 개조 등 공해 사업 주

－ 공해 사업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한 정책  안으로 운행제한제도 

시행(런던, 도쿄, 베를린)

◦동일한 향범  내 지역의 환경 리 책의 공동 수립ㆍ이행

－환경지역으로 지정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범 는 도시 기

질 리 역이 상임. 

∙도쿄：1도 3 , 런던：런던권역 체 

◦PMㆍNOx 동시 감을 한 책 수립

－NOx 배출이 강화된 Euro5 & Euro 6 기 으로 제작된 기차 등 공해 

자동차의 도입

－PMㆍNOx 동시 감장치 개발  보 을 한 연구 수행

－환경지역 기 에 NOx 기  추가 검토(런던, 베를린)  

◦PM 리방향을 PM10에서 PM2.5로 환하여 기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

체건강 유해성 리를 도모함. 

구분
관리대상 

오염물질
제작차 관리 운행차 관리

런던
PM10
NO2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전기차, 하이브리
드차, Euro 5 이상)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DB) 도입：
Euro 3 제작차

∙중대형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유도
(DPF 장착, 엔진개조)

∙PMㆍ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
업 실시

∙혼잡통행료 부과
∙저배출지역(LEZ) 운영：LEZ 기준의 
단계적 확대 및 강화, NOx 기준 추가 
검토

∙자동차 공회전 단속
∙미세먼지 저감장치 인증기준에 NO2 
배출제한 기준 추가 검토

<표 4> 해외 선진도시의 경유자동차 관리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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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대상 

오염물질
제작차 관리 운행차 관리

도쿄
PM10
NO2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전기차, 클린디젤) 보급：
인센티브 지원제도

∙저공해차 도입 의무화

∙자동차 NOㆍxㆍPM법：PM과 NOx 
배출기준 만족 차량만 등록 가능

∙PMㆍNOx 동시 저감장치 상용화
∙자동차 공해감시원(G맨) 운영：비정
기적 검사 및 단속으로 공해차량 관리

∙PM 기준 부적합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저공해화 유도(DPF 장착, 엔진 개조, 노
후차 폐차 등)：지원 제도 및 인센티브 

∙저감장치 장착에 의한 다른 대기오염
물질 증가 측정오차 범위 설정(10%)

∙자동차 공회전 단속

베를린
PM10
PM2.5
NO2

∙자동차ㆍ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 보급(Euro 5 이상)

∙환경지역 운영：기준의 단계적 확대 
및 강화, NOx 기준 추가 검토, 배출등
급과 연계 추진

∙저공해화 유도(DPF 장착)
∙속도 제한
∙경유버스에 SCRT 시험장착 모델링

캘리포니아주
PM10
NO2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DB Ⅱ) 부착 
의무화

∙저공해자동차(연료전지, 천연가스 자
동차) 보급

∙저공해화 유도(DPF 장착, 엔진 개조, 
노후차 폐차 유도)

∙DPF 인증 시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한 NO2 배출 증가량 제한

뉴욕 PM2.5
∙전기자동차 도입 촉진
∙택시, 리무진 등 연비 규제

∙저공해화 유도(DPF 장착, 엔진 개조)
∙바이오디젤 사용
∙자동차 공회전 단속

<표 계속> 해외 선진도시의 경유자동차 관리사례 비교 

Ⅲ. 정책건의

1.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운영시스템 재설계

◦ 행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의 운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서울 지역내부  경계 유ㆍ출입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 특성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리 정보 미구축,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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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에 한 매연여과장치 부착 미흡, PMㆍNOx 통합 감축수요 

응 미흡 

－LEZ가 수도권 기환경개선에 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기환

경 목표농도를 달성하고, 건강 해도가 큰 미세먼지, 이산화질소를 

리하는 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6>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통합 리시스템 구축

－수도권 공해차량지한지역(LEZ) 공동 운 과 함께 정 검사 상 자동차

의 기 자료  자동차 이력 등 통합 리체계 구축

－ 역 유ㆍ출입 통행 향을 고려한 통합 단속 리시스템 구축으로 수도

권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통합 리할 수 있는 효과 기

－통합 리시스템의 보조수단으로 배출가스 원격자동측정장치(Remote 

Sensing Device)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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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상  기  확

－ 리 상

∙경유자동차 리 상 확 ：2.5톤 이하의 경유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PM)와 질소산화물(NOx)의 통합 리를 해 공해화 사업 상범

의 확  검토 후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 과 연계

∙휘발유  가스 자동차 리 상 확 ：NOx 농도 개선을 해 운행 

휘발유  가스 차량에 한 NOx 감사업 추진

－ 리기

∙PM10 이외에 NOx 기  미달차량을 운행제한 상으로 확 하고 있

는 추세를 반 하여, 수도권의 공해차량제한지역 리기 에 NOx 환

경기  추가 고려

∙서울시 PM2.5 오염물질의 주된 배출원이 이동오염원임을 비추어 공해

차량제한지역 리기 에 미세먼지(PM2.5) 환경기  추가 검토

◦공간범역 확   지역 세분화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의 단계별 확

∙1단계： 기 리권역, 수도권 역으로 확  검토

∙2단계：2단계 수도권 기환경 리 특별 책 지역 범  설정과 연계

∙3단계：수도권 외부 등록차량에 한 운행제한 병행

◦교통 수요 리 책과 연계 운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수 에 따른 배출등 의 분류, 등 별 운행조건의 

차별  용

－향후 혼잡통행료, (기후) 환경세 부과 등 친환경 교통 책과의 연계 추진

◦참여유인 정보제공

－경유자동차 공해화 유도의 정책 수용성 확보

－노후경유자동차의 공해화 유도 지원정보 안내시스템 제안

∙노후경유자동차에 공해장치 부착을 진하기 해 공해차량제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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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련 정보, 공해화 사업 지원 내용, 공해화 차량 사후 리정보 

등을 온라인  오 라인으로 제공

◦공해차량제한지역 설계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추정

－차령 7년~차령 10년 경유자동차에서 미세먼지는 362.9톤/년 정도 배출

되며, 특정경유자동차 공해화 조치로 약 95톤이 감축(약 26.3% 감

효과)되고,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재설계  운 으로 미이행 차량들이 모

두 제공해화를 이행함으로써 약 127.6톤이 감축 가능

<그림 7> 공해차량제한지역 재설계 및 운영에 따른 PM10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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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교통량 기종  자료를 바탕으로 차종별 속도배출계수를 

이용하여 특정경유자동차 공해화 효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재설계 

 운 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서울 역을 기 으로 특정경유자

동차 공해화 사업으로 78톤/년 정도가 삭감되고,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재설계  운 으로 105톤/년의 추가 감축이 가능

구분 도심 서울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수도권 전역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2 78 633 735

공해차량제한지역 
재설계 및 운영

3 105 853 991

<표 5> 공해차량제한지역 설계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추정
(단위：톤/년)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자동차 배출가스 리의 기본흐름은 친환경 운 조건을 확보하기 한 I/M

(배출가스 일상 검)에 있으며, 이를 유도하기 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의 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자동차 배출가스의 검  정비 명령의 미이행 차량에 해 운행정지와 

같은 법규정을 용하여 친환경 운 조건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검

사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자동차관리법  _ [시행 2012.12.18]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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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유자동차 배출등급 관리제도 도입 

◦운행자동차의 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등 을 분류한 후 환경등

에 따른 운행제한 여부를 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검토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는 교통안 공단 자동차 검사 통합 산시스템

(VIMS)을 통해 검사방법별(무부하ㆍ부하, 1~3모드) 배출가스별로 리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연식, 배출수 을 고려하여 경유자동차 오염

물질 배출등 을 구분하고, 이를 운행제한 상 차량의 확인정보로 활용

◦향후 배출허용기 을 미달하는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의 운행제한지역

(negative enforcement)인 공해차량제한지역(LEZ)에서 경유자동차의 배출 

등 제도가 도입되고 배출등  기  이상의 정 배출 자동차만 운행이 가

능한(Positive enforcement) 환경지역(EZ)으로 변경 검토

◦배출등  리제도 도입효과

－시민은 자동차의 환경 리, 자동차 성능 개선, 제작사는 차종별ㆍ차령별 

배출가스 수 에 따른 환경진단 서비스와 장치의 교체  수리 서비스의 

제공,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배출등 에 따른 할인 인센티  

제공 등 경유자동차의 차별  리를 통해 자동차의 배출량 감소 유도

4. 저공해화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차량 이력 리와 연계된 제어장치 리, 고품 재사용에 한 기 , 배출

가스 보증기간 경과 장치에 한 리

－자동차 배출가스 감장치의 성능 리를 하여 DPF를 장착한 모든 차

량에 청소주기 등 고장의 사  방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는 원격진단장치(TDS, Tele-Diagnosis System)의 부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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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유자동차 관리요건의 강화방안

◦자동차형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리방안

－이동오염원에 하여 리할 수 있는 법  분류체계의 기반은 이미 확보

－운행 건설기계에 한 감방안으로 엔진교체, DPF 장착, 엔진정비 등

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동차형 건설기계(덤 ㆍ콘크리트믹스ㆍ콘크리

트펌 트럭)에 해 DPF 장착은 PM10 80%, 엔진교체는 PM10 80%, 

NOx 45%, 엔진 정비는 PM10ㆍNOx 모두 30% 이하의 감효과 기

－민간 소유의 건설기계에 감방안 사업을 용할 경우, 감 상 건설기

계 소유주가 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감방안별 경제  

지원규모는 소유주들의 극  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도입 기에는 

지원규모를 높게 설정한 후 단계 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 검토

－ 공해사업 상을 ① 용 건설기계, ② 공공주  건설사업장, ③ 민간

주  형 건설사업장, ④ 민간주  형 건설사업장으로 단계  확

◦법 ㆍ제도  장치 도입

－경유자동차의 NOx  NO2 배출가스 검사 기  추가

∙경유 자동차의 NOx  NO2 배출허용 기 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

행차 정 검사에서도 매연뿐만 아니라 NOx, NO2 검사항목도 추가 

∙ 기환경보 법, 수도권 기환경 개선에 한 특별법과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앙정부와 수도권 역자치단체의 력체계 구축 필요

－자동차 검사제도의 Off-cycle 모드 리 차 개선

∙배출가스 검사 시 실제 운행상황이 반 되도록 제도 개선 검토

－DPF 인증제도 보완

∙ 감장치 인증기 에 NO2 배출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NO2 증가 제

한치의 추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