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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협력 방안 3

수도권 대기환경은 최소한의 환경규제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실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 저공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저공해화 정책의 핵심인 경유 버스의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로의 교체는 구입보조금 지급 제한과 경제성 미확보 등의 구조적 문제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시내버스 저공해화를 위한 협력방안의 도출이 시급

하다.

행정 경계 유출･입 경유 버스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반감

서울 시내버스는 2014년에 100% CNG 버스로 전환하였지만,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는 경유 버스로 운행 중이다. 이들이 배출하는 PM(미세

먼지)･NOx(질소산화물) 때문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 환경정책의 성과가 반감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가 서울지역에서 배출하는 PM10(10㎛ 

이하 미세먼지)은 경기 경유 버스가 2.35톤/년, 인천 경유 버스는 0.13톤/년에 이른다. 특

히 시내버스의 저공해화율이 다소 낮은 경기도의 배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은 저공해버스 전용지역, PM․NOx 삭감목표 설정 등 정책 다양

해외 대도시들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저공해․저연비 자동차 구입․운행 유도, 자동차환

경관리 계획서 제출의 의무화 등 민간부문과의 역할 분담에 유의하고 있다. 특히 저공해 버

스 전용지역 설정과의 연계, 환경자동차 구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인

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대처 등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유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3개 시･도의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과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

수도권 대기질 공유자산 보전을 위해 지원금 제도 개선,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강화, 협력적 

노선관리 등에 관한 3개 시･도의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원금 제도는 CNG 시내버스 

전환 지원금, 업그레이드 지원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등을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배

출검사 및 사후관리, 배출가스 인증제도, PM･NOx 평균배출량 도입, 환승주차장 조성과 충

전시설 확대 등과 연계해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신규 노선에 클린버

스 도입 강화, 3개 시･도 협의기능 확대 등으로 노선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내

버스 저공해화 협력방안의 기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공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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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부유입 경유 버스의 운행으로 추가 오염이 발생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 버스로 운행 중

◦ 수도권 시내버스의 CNG 버스 전환율은 서울시 100%, 인천시 88.3%, 경기도 55.2%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버스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전환해 수도권 

자동차 오염원의 배출량 저감에 기여

․ 서울시에 유출･입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경기도가 312개(운행 대수 5,514대), 인천

시가 23개 노선 335대

․ 서울에 진입하는 경유 버스 때문에 PM(미세먼지)･NOx(질소산화물) 배출감축 성과

의 반감이 우려

구   분 시내버스(대수) CNG 버스(대수) 저공해 보급률(%)

서울시 7,482 7,482 100.0

인천시 2,285 2,017 88.3

경기도 12,467 6,878 55.2

출처: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2016, ｢2015 버스통계편람｣

표 1. 수도권 3개 시․도 연료별 시내버스 등록현황(2015년 기준)

구   분 

인 천 시 경 기 도

인천 → 서울 경기 → 서울

업체 수 노선 수 운행 대수 연장(km) 업체 수 노선 수 운행 대수 연장(km)

계 9 23 335 2,200 46 312 5,514 12,229

M버스 3 3 5 296 8 19 311 1,580

직행좌석 5 17 254 1,606 25 127 1,760 5,537

좌석 1 1 12 78 5 14 203 514

일반 2 2 24 220 31 152 3,240 4,598

주: M버스(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 좌석버스, 일반 시내버스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도 포함

출처: 수도권교통본부 자료협조

표 2. 인천시․경기도 등록 시내버스의 서울 운행현황(2016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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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해 행정 경계 유출･입 경유 버스 운행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

◦ 시내버스 저공해화 비율이 다소 낮은 경기도 시내버스가 서울지역의 PM･NOx 비율

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작용

․ 서울시 행정 경계를 유출･입하는 경기 시내버스의 PM･NOx 배출량

- PM10 배출량은 연간 8.21톤으로, 그중 2.35톤(28.6%)을 서울지역에서 배출

- NOx 배출량은 연간 1,694.16톤으로, 그중 503.72톤(29.7%)을 서울지역에서 배출

․ 서울시 행정 경계를 유출･입하는 인천 시내버스의 PM･NOx 배출량

- PM10 배출량은 연간 0.33톤으로, 그중 0.13톤(40.3%)을 서울지역에서 배출

- NOx 배출량은 연간 240.84톤으로, 그중 63.45톤(26.3%)을 서울지역에서 배출

․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가 서울지역에서 배출하는 PM10은 모두 인천과 경기의 

경유 버스에서 배출

구   분

전체 노선 배출량 서울지역 배출량 서울지역 
비율(%)
(B/A)

합계
(A)

CNG 경유 
합계
(B)

CNG 경유 

서울시
NOx 467.79 467.79 - 258.33 258.33 - 55.2

VOC 142.65 142.65 - 63.48 63.48 - 44.5

경기도

PM10 8.21 -　 8.21 2.35 -　 2.35 28.6

PM2.51) 7.56 -　 7.56 2.16 　- 2.16 28.6

NOx 1,694.16 761.67 932.49 503.72 239.63 264.09 29.7

VOC 355.89 253.27 102.62 116.64 86.93 29.71 32.8

인천시

PM10 0.33 　- 0.33 0.13 -　 0.13 40.3

PM2.51) 0.30 　- 0.30 0.12 -　 0.12 40.3

NOx 240.84 197.39 43.44 63.45 44.26 19.19 26.3
VOC 26.87 21.88 5.00 11.36 9.19 2.17 42.3

주 1) PM2.5는 CAPSS(2013) 배출량 중 경기도, 인천시 버스의 PM10, PM2.5 배출 비중을 각각 
적용 

2) 2016년 1월 1일 기준 운행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배출량 추정

표 3. 수도권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단위:�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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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NOx 연간 배출량은 경기 경유 버스가 264.09톤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서

울 CNG 버스(258.33톤), 경기 CNG 버스(239.63톤), 인천 CNG 버스(44.26톤) 순서

그림 1. 수도권 PM10(위), NO2(아래) 등농도 분포(2015년 기준)

주: 서울시 PM10, NO2 발생에는 외부 확산요인과 내부 발생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위 그림은 

서울시 행정 경계의 오염물질 발생과 확산패턴을 보여줌. 이는 이동오염원 중 행정 경계 유출･입 시

내버스 대상 수도권 3개 시․도의 저공해화 협력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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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PM10･NOx 배출총량은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설(이하 ‘대기배출시설’) 1개, 1종 대기배출시설 6.3개의 배출량과 같은 수준

․ 인천의 시내버스가 1년간 행정 경계를 유출･입하며 서울지역에서 배출하는 PM10･
NOx 총량은 약 63.58톤으로, 2종 대기배출시설 1개에 해당

․ 경기 시내버스의 서울지역 오염물질 배출량은 506.07톤/년으로 1종 대기배출시설 

약 6.3개의 배출량과 같은 수준

그림 2.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서울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 대상 저공해화 협력은 수도권 대기질 공유자산 보전을 위해 필요

◦ 행정 경계를 유출･입하는 인천･경기의 경유 버스를 모두 CNG로 교체하면 수도권 

전체에서 연간 PM10 7.25톤, NOx 532.03톤의 저감이 가능

․ 인천 경유 버스를 CNG로 교체하면 PM10 배출량은 전체노선에서 0.3톤/년, 서울

지역에서 0.13톤/년이 저감되고, NOx 배출량은 전체노선에서 11.74톤/년, 서울지

역에서 5.74톤/년 저감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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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에 미치는 배출 영향이 큰 경기도의 행정 경계 유출･입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면, 전체노선에서 PM10 6.95톤/년, NOx 520.29톤/년, 서울지역에

서 PM10 1.87톤/년, NOx 212.59톤/년 저감 효과 기대

구    분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전체노선 서울지역 전체노선 서울지역 전체노선 서울지역

PM10 0.30 0.13 6.95 1.87 7.25 2.00 

NOx 11.74 5.74 520.29 212.59 532.03 218.33 

표 4. 수도권 행정 경계 유출･입 인천시･경기도 시내버스 저공해화 전환 저감 효과

(단위:�톤/년)



 

Ⅱ. 시내버스 저공해화 유도 정책수단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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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내버스 저공해화 전환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

3개 시․도는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 저공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 중 

◦ 중앙정부,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특별 관리대책의 핵심으로 자동차 환경관리 

방안을 제시

중앙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2016.6.3)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 노선버스 CNG 버스로 전환
  -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시행방안 확정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자동차 확대(2020년 신규차량 30% 목표) 

서울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2016.7.28)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강화
  - 전세버스 저공해화 촉진
  - 서울 진입 경유 버스 저공해화 추진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대 및 공회전 단속 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전환 
  - 전기차 1만 2천 대 보급, 급속충전기 200기 확충
  - 관용차 100% 친환경차 전환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2016.6.26)

수송 부문
  -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조치
  - 자동차 운행제한(LEZ)
  -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저감(건설기계, 선박 등)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관리
  - 친환경차 보급 
  - 경유 버스 CNG 버스로 전환: 조기폐차 유도 및 CNG 버스로 전환
    ∙ 2007년 이전 차량 조기폐차 유도: 546백만 원(대당 7백만 원 지원)
    ∙ CNG 버스로 전환(2018~2020): 7,429백만 원(대당 19백만 원 지원)

경기도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

(2016.9.21)

친환경 교통기반 확대
  - 2020년까지 경유 시내버스 100% 교체(2,910대)
  -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비용 전액 지원
  - 에코도로 운영(무가속 운전구간 지정 운영)
  - 통행량 많은 주요 정류장 내부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 2020년까지 전기차 5만 대 보급
  - 충전소 560개 구축, 충전소 위치 맵 제공
  - 대형건축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도입 

표 5. 중앙정부 및 3개 광역자치단체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자동차 대기환경 관리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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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저공해화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시행효

과 확대를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상생협의’ 촉진이 필요

경유 시내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미흡

◦ 2014년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특･광역시 시내버스에 대하여 CNG 버스 도

입 시 구입보조금 지급을 제한

․ 대기질 특별관리 지역인 인천･경기에서 운수회사의 경제적 손실로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 버스의 보급이 다시 쟁점으로 대두

․ CNG 버스의 연료비가 경유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경유 버스에만 

보조금(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CNG 버스 운행의 경제성 확보가 미흡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
CNG 버스 7,464 7,487 7,460 7,465 7,473 

경유 버스 61 35 25 3 9 

인천시
CNG 버스 2,023 2,136 2,144 2,108 2,017 

경유 버스 300 205 189 226 268 

경기도
CNG 버스 5,553 5,705 6,924 6,915 6,818 

경유 버스 4,330 4,325 3,450 3,474 3,851 

출처 :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각 연도, 「버스통계편람」

표 6. 수도권 3개 시․도 시내버스 연료별 차량현황 변화
(단위: 대)

◦ 신규 노선 사업자 선정에 사용하는 평가기준에서 CNG 버스 보급률 점수 배점이 낮

아 시내버스 저공해화 유인 동기 부족

․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은 ① 사업수행능력(40점), ② 서비스 개

선능력(10점), ③ 버스운영의 안전성(40점), ④ 경영관리의 적정성(10점)으로 배분

․ 이 중 ③ 버스운영의 안전성(40점)은 차량 확보방안(20점), 차고지 확보방안(10점), 

노선운행 계획(10점)으로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

․ CNG 버스 보급률은 차량 확보방안의 세세분류로서 6점의 점수가 배분되어, 저공해

화 전환의 유도･촉진 동기요인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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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방식

3.1
차량 확보방안

(20)

3.1.1 차량
확보방안(7)

 ․ 차량 확보현황과 차량 확보계획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및 실현타당성 평가 

 절대 평가

3.1.2 도입계획
버스의 평균차령(7)

 ․ 버스차령의 합 / 총도입 계획대수  절대 평가

3.1.3 CNG 버스 
보급률(6)

 ․ CNG 버스 도입대수 / 총도입 계획대수  절대 평가 

표 7. 광역급행버스(M버스) 차량 확보방안 평가기준(20점)

◦ CNG 충전소는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광역버스 노선의 충전이 불가능

․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 경유 시내버스 1,677대 중 약 710대(42.3%)

는 차고지나 노선 경로에서 CNG 충전이 불가능하여 CNG 버스로 교체가 불가능한 

한계 존재

◦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기능을 담당할 협력체계의 구축이 미흡

․ CNG 자동차 보급 관련 업무는 서울시가 대기관리과 운행관리팀, 경기도는 기후대기

과･버스정책과, 인천시는 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나 부서 간 상호 협의기능이 미흡

․ CNG 버스 보급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환경 측면에서, 인천은 환경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서로 시각이 달라 저공해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운행제한 등의 제도들은 미세먼

지 저감에는 기여하나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EURO5 이상을 충족하여 출고된 경유 차량은 환경개선부

담금을 전액 감면하는 현행 제도의 보완 개선이 필요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2005년 이전 차량 중 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저공

해조치 미이행 차량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 및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저공해화 효과의 반감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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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버스 전용지역, PM·NOx 삭감목표 설정 등 정책 다양

도쿄도는 자동차의 저공해화 전환 촉진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

◦ 도쿄도는 2002년 12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환경확

보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경유자동차 대책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공해․저연비 자동차의 구입과 운행을 제도화

․ PM․NOx 삭감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자동차환경관리 계획서 제출

을 의무화

◦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

․ 도시지역의 자동차 배출 기여도와 이동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대기환경 대책 수

립･시행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대처를 시행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유차의 운행 금지,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 유도, PM감소

장치 장착, 저공해 자동차 인증제도 등을 시행

․ 저공해 증명 안내: 저공해 자동차(천연가스,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로 교체하

거나, 지정된 PM감소장치를 장착하고 증명 스티커를 부착

그림 3. 일본 9개 도･현･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서울시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협력 방안 13

그림 4. 일본 수도권 경유차 공동 규제대책 안내문

◦ 추가 지원금 등 지원정책 추진 중

․ 저공해･저연비차를 구입하는 도민버스 사업자에게 대당 최대 250만 엔(2,514만 원)

을 지원

․ 도쿄도는 그린구입 지침의 자동차 운반 및 운송 부문에서 도쿄도 화물운송 평가제도 

요강에 따른 평가서를 교부받는 사업자를 명시하여 화물차 등의 저공해화를 유도

유럽･미국의 대도시는 운행지역 지정제도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로의 대체를 유도

◦ 뉴욕시와 뉴욕시 MTA(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 브루클린 등 교통량이 많

은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버스의 운행을 더욱 확대

․ 뉴욕시는 경유 버스, 하이브리드 버스 및 CNG 버스를 조합하여 시내버스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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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개발된 표준형 경유 버스는 혼잡지역보다 교통량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운

행할 예정

◦ 런던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저공해 버스 전용지역’(Low Emission 

Bus Zones)을 설정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하이브리드 버스나 EURO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만 운행 가능하도록 조치

․ 런던 도심부의 ‘초저공해 지역’(Ultra Low Emission Zone)에서 운행 중인 3,100

대의 버스를 2019년까지 저공해 버스로 대체할 계획

․ 초저공해지역 버스 개선 프로그램을 도시 외곽을 운행하는 3천 대의 버스로 확대 적

용하고, 2018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또는 무공해 버스만을 구매할 예정

그림 5. 런던시 초저공해지역(Ultra Low Emission Zone)의 경계(붉은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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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시는 자동차 진입제한 지역을 설정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 차량의 주

중 통행을 금지할 계획

․ 파리공공교통공사(RATP)가 결정한 파리 시내 공중버스 경유자동차의 전기 또는 메

탄가스 버스 대체 일정을 2025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

․ 일드프랑스(Ile de France) 수도권 지방의 공공교통공사(STIF)도 경유 버스를 친환

경 버스로 대체

2015년 7월 1일부터 
8시~20시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 및 버스(1등급)

2016년 7월부터 월~금
1997년 이전 등록된 승용차(EURO1) (파리시 통행 차량의 10%) 
및 2000년 5월 31일 이전 등록된 오토바이(1등급)

2017년 규제 대상 승용차 2006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EURO2, EURO3)

2018년 규제 대상 승용차
2011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EURO4) 및 2006년 이전에 
등록된 가솔린차(EURO2, EURO3)

2020년 규제 대상 승용차
2011년 이전에 등록된 가솔린차(EURO4) 및 2015년 9월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EURO5)

표 8. 파리시 차랑별 통행 금지 계획 

해외 대도시들은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등 제공

◦ 자동차 저공해화 지원 대상의 확대 시행

․ 경유 자동차를 CNG･프로판･메탄올･수소･바이오디젤･에탄올･전기를 주요 동력원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업그레이드할 때 보조금 등을 지원

․ 버스 이외에도 관광버스, 화물운송 자동차에 대한 그린인증 제도를 이용해 저공해화 

대상 차량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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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버스의 저공해화 협력으로 수도권 대기질 공유자산 보전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 저공해화의 한계요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방안 마련

◦ 경유 버스 저공해화 유도정책 협력방안은 법･제도, (노선) 운영, 정책 시행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이 필요

․ 법･제도의 개선(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배출검사 강화 등)으로 초과배출 경유 버스의 

저공해화를 유도

․ 저공해 버스를 운영하기 쉽도록 수도권 3개 시･도와 운수회사의 협의기능을 강화하

고 인프라를 확충

․ 각종 지원 정책(경유 버스 업그레이드 및 신차 구입 지원, 환승시설 설치 등)을 시행

하여 경유 버스의 저공해화를 지원

◦ 경유 버스 저공해화 협력방안을 5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도권 상생역량 확보

․ ① 단기･중장기 대책, ② 법･제도 개선, ③ 역할 분담(Role Definition), ④ 정책 일

관성 유지, ⑤ 저공해화 지원금 부담 등 5개 기준을 적용하여 협력방안 검토

․ 수도권 대기질 공유자산의 보전 필요성과 공동책임 인식의 확산

․ 친환경 정책 협치 사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CNG 시내버스 지원금 관련 
정책 조정

╴CNG 시내버스 전환 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경유 시내버스의 업그레이드와 신차 구입 지원 방안의 탄력 조정
╴경유 시내버스의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시내버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강화 

╴엄격한 배출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철저
╴시내버스 PM․NOx 배출평가와 인증제도 시행
╴PM․NOx 평균배출량 도입
╴환승시설 조성과 CNG 충전시설 확대

시내버스 저공해화 기반 
기존․신규 노선관리 협력방안

╴신규 노선 결정 시 클린 버스(Clean Bus) 도입 강화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관련 협의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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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시내버스 지원금 관련 정책 조정

CNG 시내버스 전환 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시민 건강을 위해 특･광역시 시내버스의 CNG 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을 확대

․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특･광역시는 일반 CNG 시내버스 도입에 구입 보조금의 지급

을 제한하고 있어 CNG 시내버스 보급의 한계요인으로 작용

․ CNG 버스에도 경유 버스와 유사한 수준의 연료보조금을 지원해 주어 운행단계의 

경제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

․ CNG 연료보조금 지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관련 법

령의 조기 개정 등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경유 시내버스의 업그레이드와 신차 구입 지원 방안의 탄력 조정

◦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를 우선 대상으로 신차 구입의 부담을 완화

․ 모델연식의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초과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더 적

게 배출하는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때도 지원금을 지급

◦ 시내버스 CNG 충전을 위한 공차 운행거리의 재조정 또는 충전소 추가 설치

․ 현행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 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 운행거리가 왕복 

4km 이상일 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대 공차 운행거리는 22Km로 제한

․ 기존 충전용량과 잠재적 CNG 버스 전환의 충전 수요에 비추어 앞으로 공차 운행거

리의 재조정 또는 충전소 추가 설치

․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촉진을 위해 버스노선, CNG 충전소 위치, 공차 운행거리, 지

원 금액 등을 분석하여 인근 충전시설이 없을 때는 지원하는 공차 운행거리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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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시내버스의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기준을 개정하여 행정 경계 유출･입 광역 노선버스 대상으로 

측정한 지역배출량에 따라 경유 버스에 부담금 부과 원칙 적용

․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 일부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금으로 조성하여 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개정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의 재검토 필요

․ 현행 경유 버스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EURO5 이상을 

충족하여 출고된 차량에는 전액 감면

․ 향후 인체 건강 위해 요소인 대기 중 PM2.5 농도 저감을 위해 SCR 장치(선택적 촉

매 방식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전환

시내버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강화 

엄격한 배출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철저

◦ 운행 시내버스 대상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에 NOx 오염물질 추가

․ 현행 배출가스 검사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 매연만을 대상

으로 시행1)

․ 배출허용기준 강화, 관리항목 추가, 중앙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상호협력을 유도･촉
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 차고지, 터미널 등에서 배출가스 수시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RSD) 수시점

검을 확대해 초과배출을 확인하고 NOx 관리를 유도

1)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90호, 2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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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PM･NOx 배출평가와 인증제도 시행

◦ 운수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시내버스 배출가스 평가 결과를 반영

․ 서울시 조례2)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

행하고,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원

․ 운행 시내버스의 배출가스를 수시점검, 정기점검 형태로 평가하여 운수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

․ 시내버스 배출가스 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시내버

스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운행 시내버스의 환경 성능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

․ 시내버스 PM(매연) 배출가스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경유 시내버스 배출가스 기준 

초과를 고려한 ‘환경등급’을 적용

PM･NOx 평균 배출량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택시, 택배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대기환경 

목표관리제 도입 적극 검토

․ 시내버스 운행 규모와 배출특성을 반영해 업체별 평균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자동차 

환경관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 사업자의 자발적인 PM･NOx 감축 정도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이

윤을 차등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제고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 총량 범위 내에서 버

스가 운행되도록 PM･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을 권고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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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시설 조성과 CNG 충전시설 확대

◦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환승시설의 설치･운영을 검토 

․ 행정 경계에서 경유 시내버스의 진입을 제한하고 CNG 시내버스로 환승하여 도심으

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정비하고, 사업화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

․ 재원 부담에 따른 수익의 재배분을 통해 수도권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저공

해화 재원으로 충당

◦ CNG 충전소 기반 시설 확대

․ 현재와 같이 하루 100대 전후의 충전용량을 갖춘 대형 충전소 위주의 설치보다는 

하루 20∼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중형 충전소 건설방안 마련이 바람직 

․ 충전소 설치의 최대 난제인 부지확보 문제, 충전소에 대한 인식 전환,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지원 확대, 버스업체의 지속적인 버스 교체, 도시가스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와 충

전소 활용도 제고 노력 등 상호 협력 어젠다 중심의 갈등해결 방안 마련

시내버스 저공해화 기반 기존․신규 노선관리 협력방안

신규 노선 결정 시 클린 버스(Clean Bus) 도입 강화

◦ 신규 노선 도입 평가 시 CNG 버스 도입률 배점을 상향하고 클린 버스 운행을 의무화

․ 신규 M버스 노선 결정 시 CNG 버스 보급률 평가 점수는 6점으로 시내버스 저공해

화 유인 동기로 미흡

․ CNG 버스 도입률 배점을 상향하거나, 클린 버스 운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마련

◦ 일반 시내버스 회사 평가기준에도 CNG 버스 도입률의 배점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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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NG 버스 보급 촉진을 위해 시내버스 회사 평가기

준에 CNG 버스 도입률을 적용하고 30점을 배점

․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도 ‘CNG 버스 도입률’ 배점을 상향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

하는 방안을 검토 중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관련 협의기능 확대

◦ 국토교통부, 수도권 자치단체, 수도권 대기환경청, 버스운수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

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운영

․ 광역자치단체의 개별 대응보다 자동차의 이동성, 공간 확산 영향분석과 위해성, 저

공해화 지원 부담, 자치단체 간 이견 조정,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수립･시행, 예산 확

보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대･폐차되는 CNG 시내버스의 집합적 관리 및 통합적인 운영체계 모색을 위해

서는 수도권 시내버스 대기환경관리 정보(DB)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바람직

․ 수도권 3개 시․도 시내버스 저공해화 협력방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책 공조를 

우선 고려

그림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상생협력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