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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기질 개선을 해서는 경유자동차 공해화 사업, 공해자동차 운행확  정책 

등의 본격 인 추진과 더불어 이를 제도 으로 수용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안 모색이 필

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의 지정․운 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환경지역은 오염물질 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 리제도

와 같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유인하는 측면에서, 행 

경유자동차 공해화 사업의 상승효과가 기 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4기 서울의 핵심과제인 맑고 매력있는 환경 선진도시 서울을 만들기 해서는 자동차 

기오염물질 배출비 을 효과 으로 낮출 수 있는 시행방안으로서 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

는 노후경유자동차에 한 운행제한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즉 오염물질 과다배출 노

후자동차의 운행수요를 근본 으로 억제하는 특화 리 책으로서 환경지역의 지정․운 을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지역을 지정하고 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먼  

연식별, 총 량별 경유 사용자동차의 등록사항을 악하고 배출가스 검사기록, 공해장치 

부착 기록 등을 분석한 후 공해장치 부착 명령 미이행 차량, LPG 등 엔진개조 미이행 차

량, 조기폐차 권고 미이행 차량 등을 선별하여 운행제한 상을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차량운행 제한 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유입 외부 시내버스, 화물차 등 사업

용 차량에 해서도 동일한 기 을 용하여 운행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연 감장치 미부착 등 공해 의무화 상차량에 해서는 공해화 사업 참

여시 보조 을 지 하여 공해화를 진하도록 유도하고, 반면 운행제한제도 미참여 차량

에 해서는 감장치 개인부담 의 상향 조정, 조기폐차 보조 의 감액 등 경제  불이익

을 주도록 한다. 한 기오염의 역화에 따라 수도권지역으로 확  추진시 기환경 개

선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체로 운행제한제도를 확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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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 서울 기질 수 에 한 시민인식의 변화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공기는 ‘시민이 안심하고 호흡해도 좋은가’라고 우

려할 만큼 오염되어 있음. 이에 따라 도시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

고 싶은 시민의 환경욕구는 더욱 증 하고 있음.

- 서울시 정책수요의 우선순 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환경 개선에 한 시

민의 열의는 매우 높으나, 향후 개선될 가능성에 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만큼 서울의 공기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태로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음.

◦ 자동차 기오염 개선효과 미흡

- 재 수도권 기환경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이

며, 다음으로 산업․발 ․난방 등 고정배출원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인 것으

로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배출원을 상으로 지 까지 다각 인 리

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재 다양한 자동차 공해화 사업이 추진되어 일부 가시 인 개선효과가 

있으나, 여 히 오염물질 과 배출 노후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오염물질의 

감효과가 상쇄되고 있음. 특히 노후경유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증하듯, 서울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경제

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수도 에서 매우 열악한 수 인 것으

로 조사된 바 있음1).  

1) 환경부, 2005,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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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기오염 감을 한 특화 리 필요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인구 도가 높고 산업 활동이 집 되어 있어 기

환경 개선 가능성이 양호하지 못한 실정임. 특히 서울은 수도권 에서도 인

구 집도가 가장 높고 도심지역의 기오염도가 외국의 다른 주요 도시보

다 높아 깨끗한 기환경을 해서는 획기 인 기오염물질 배출 감 노

력이 시 한 형편임.

- 수도권 기질 개선을 해 경유자동차 공해화 사업, 공해자동차 운행 

확  정책 등의 본격 인 추진과 더불어 이를 제도 으로 수용하고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의 지정․운  정책이 재 가

시화되고 있음. 특히 환경지역은 오염물질 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 리제도와 같이 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유인하는 측면에서, 행 경유자동차 공해화 사업의 상승효과가 기 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음.

-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해서는 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자

동차의 운행수요를 근본 으로 억제하기 한 환경지역 지정․운 에 한 

법  검토, 리 상  리구역 설정, 환경개선 효과 추정, 외국의 성공사

례 분석 등 제반 리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사회  합의도출을 효과

으로 실 시킬 수 있는 안 마련이 필요함.

2. 서울시 대기환경의 변화 실태

◦ 연도별 기환경 변화특성

- 1991년~2005년 기간 동안의 서울시 아황산가스(SO2) 기오염도의 변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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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살펴보면 유황유  청정연료의 공 확 에 기인하여 오염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1999년 이후에는 서울시 환경기 인 0.01 ppm을 

만족하는 수 임. 그리고 장기환경기 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산화탄소

(CO) 오염수 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미세먼지(PM10) 오염항목의 경우, 1995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 는데 

매년 뚜렷한 감소 는 증가 추세 없이 국가환경기 (70㎍/㎥)을 만족시키는 

수 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5년 처음으로 서울시 환경기 인 60㎍/㎥ 수

을 만족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산화질소(NO2)의 연평균 변화를 보면 서

울시 환경기 (0.04ppm)을 꾸 히 만족하고 있지만, 1991년부터 2005년까

지 일정한 수 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 오존(O3)은 환경기 을 과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에 따라 오존주의보가 발

령되고 연평균 농도 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1> 서울지역 기오염도 황

구  분 SO2 PM10(TSP) O3 NO2 CO

국가 환경기 0.02ppm/년 70(-)㎍/㎥․년 0.06ppm/8시간 0.05ppm/년 9ppm/8시간

서울시 환경기 0.01ppm/년 60(-)㎍/㎥․년 0.06ppm/8시간 0.04ppm/년 9ppm/8시간

1991 0.043 (121) 0.012 0.033 2.2

1993 0.023 (88) 0.013 0.032 1.5

1995 0.017 78(85) 0.013 0.032 1.3

1997 0.011 68(72) 0.016 0.032 1.2

1999 0.007 66(84) 0.016 0.032 1.1

2000 0.006 65(99) 0.017 0.035 1.0

2001 0.005 71 0.015 0.037 0.9

2002 0.005 76 0.014 0.036 0.7

2003 0.005 69 0.014 0.038 0.6

2004 0.005 61 0.014 0.037 0.6

2005 0.005 58 0.017 0.034 0.6

  주 : 법규개정(2001. 1.1)으로 환경기 의 변화: SO2 0.02ppm/년, PM10 70㎍/㎥․년, TSP 기 삭제

자료 : 서울특별시, 2005, ｢서울의 환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지역의 지정 및 운영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5 

2005년

0

0.005

0.01

0.015

0.02

0.025

0.03

0.035

0.04

0.045

0.05

0.055

측정소

NO2(ppm/년)

반

포

방

이

잠

실

대

치

천

호

화

곡

오

류

구

로

신

정

사

당

문

래

신

림

시

흥

구

의

성

수

쌍

문

번

동

상

계

길

음

면

목

신

설

한

남

남

가

좌

이

화

시

청

불

광

마

포

남동지역 남서지역 북동지역 북서지역

강남지역 강북지역

국가환경기준 (0.05ppm/년)

서울시환경기준(0.04ppm/년)
NO2(ppm/년)

〔그림 1〕서울시 공간 역별 이산화질소(NO2) 수치 비교(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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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서울시 공간 역별 미세먼지(PM10) 수치 비교(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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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Visibility)  시정거리 분석

- 서울 시정 변동의 연도별․계 별 특성을 살펴보기 해 2000년~2005년 기

간 동안의 목측 시정 측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 연평균 시

정값은 11.3km에서 2005년 12.1km 정도로 시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음.

- 시정은 오  6시에 최소이고, 18시에 최 로서, 기의 기온과 안정도의 일

변화에 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해뜨기 오  6시 경에

는 가장 높은 역 층 효과 때문에, 18시에는 기의 높은 류 효과 때문에 

시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됨.

- 체 으로 가을과 겨울철에 비교  높은 시정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황사의 향이 큰 과,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에서 나오는 복사열

과 속 3m 미만의 약한 바람으로 인해 뜨거운 기 공기가 정체되는 여름

철에 시정거리가 비교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연도별․시간별 시정거리 변화 (단  : m)

구분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평균

2000 10,301 10,002 10,540 10,871 12,158 13,121 12,059 11,092 11,268 

2001 12,310 11,890 12,206 13,074 14,330 15,021 14,059 13,344 13,279 

2002 12,139 11,727 12,012 12,826 13,586 14,267 13,733 13,202 12,936 

2003 10,746 10,327 11,513 12,198 13,040 13,281 12,397 11,733 11,905 

2004 10,983 10,592 11,750 12,657 13,876 14,272 12,589 11,943 12,333 

2005 11,080 10,890 11,773 12,609 13,432 13,361 12,211 11,556 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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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유자동차 운영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

◦ 경유자동차 등록  운행 황

- 서울시 경유자동차 등록 수는 1996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총 차

량 가운데 경유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6년 22%에서 2005년 29%로 증

가하 음. 미국 3%, 일본 13%, 독일 18% 수 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 임.

- 2006년 재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비

율도 2006년에는 14%로 높은 수치를 보임.

<표 3> 서울시 경유 자동차 등록 황 (단 : 천 )

구분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총계 2,168 2,199 2,441 2,691 2,777 2,780 2,808 

경유자동차 473 471 542 692 755 797 826 

휘발유자동차 1,695 1,728 1,899 1,999 2,022 1,983 1,982 

경유자동차 비율 22% 21% 22% 26% 27% 29% 29%

◦ 경유자동차 운행 황

- 서울시계 유․출입 지 을 10개 축으로 분류할 경우, 교통축별 교통량은 성

남축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고양축, 부천축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 으로 많은 화물차량의 통행량은 성남축, 부천축, 

구리축 등에서 높음.

- 서울시계  도심의 체 유․출입 교통량 가운데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화

물, 버스 등의 통행량은 시계의 경우 66만 , 도심은 19만 로 승용차 다음

으로 높았으며, 66만 통행량  3.5톤의 형 경유차는 약 20%로 추정되고 

있음. 한 이 에서 3.5톤 이상의 버스는 수도권 기 리권역내 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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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차량의 42%를, 기 리권역외 형 경유차량의 29%를 차지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이동오염원 환경 리를 해서는 기 리권역 이외의 버스

차량에 한 리 책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단됨.

〔그림 3〕교통축별 서울시 유․출입 교통량

◦ 경유자동차 오염물질 배출특성

- 경유자동차의 차종별 NOx 배출비율을 살펴본 결과, 1999년 조사에서는 

형승합차가 총 차량 배출량의 47%를 차지하 음. 최근 완료된 환경부 기

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의 2004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형화물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어 차량 배출 총량의 33%

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 경유자동차의 차종별 PM 배출비율을 살펴보면, 1999년 조사에서는 형승

합차가 총 차량 배출량의 34%를 차지하여 차종 에서는 가장 많이 배출하

음. 그러나 2004년 조사에서는 소형  형화물차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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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9%, 27%를 나타내어 화물차에 의한 PM 배출량이 반 이상을 차지

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04년 이동오염원 배출량 분석 자료에서 PM 배출량의 경우 화물 

․ 형과 승합 형에서는 차령이 8년 경과한 1996년 연식 ․후에서 많

이 배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배출량 감을 한 차종 연식별 차등 리

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연식별 차종별 정 검사에 의한 매연 기 농도 부 합 비율은  차종에서 

2000년식 이 에 높게 나타났으며, 연식이 증가할수록 배출가스 불합격 비

율이 반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연식별 매연기 농도 비 과 

비율은 형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형승합인 경우에는 163%～

193%, 형화물인 경우에는 147%～179%로 분석됨. 

- 량별 불합격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이 차량의 평균 불합격 비율이 

36%～43%이고, 소형 차종에서는 승합차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 43%～52%

으며, 형 경유자동차에서는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았음. 다만, 기 비 매연농도 과 비율은 형경유

차 분류에서 승합차가 높게 나타났음.

4. 외국도시의 환경지역 지정 및 운영사례

◦ 동경도 운행제한 사례

- 동경도  카나가와 (奇玉縣,)ㆍ치바 (千葉縣)ㆍ사이따마 (神奈川縣)은 ｢경

유자동차 NOx․ PM법｣ 규정에 근거하여 리 상 지역을 지정하고, 동경도 

 3개  지역(지역 이외에서 유입된 차량 포함)에서 PM을 과다하게 배출하



서울정책포커스

────────────────────────────────────────────────

10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는 노후경유자동차는 운행을 지하는 독자 인 제도를 마련하여 2003년 10

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운행제한 상차종은 동경도 내부를 운행하는 경유자동차로 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를 포함하고 경유승용차는 제외하며, 최  등록일을 기 으로 7년

의 유 기간을 둠. 배출기 을 만족하기 해 공해차로 교체하거나 매연

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운행제한 상에서 제외됨.

- 2003년 환경지역 시행이후 동경도민의 건강도 많이 호 되었으며, 측정국에

서의 PM 기 과지 이 40% 감되었으며, NOx 기 과지 은 20% 감

소된 것으로 조사되어, 환경지역에서의 경유자동차 운행제한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런던 운행제한 사례

- 국 런던은 유입지 의 수를 감소하고 폐쇄도로를 용한 결과 도심내 차

량진입 감을 래하 으며 2008년 2월부터 2단계로 나눠 환경지역을 시행

할 정임.

  ․2008년 1단계: EUROⅢ기  충족( 형화물차) 

  ․2012년 2단계: EUROⅣ기  충족( 형경유차, 버스  코치)

- 운행제한 상 경유차가 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으로 진입할 

경우 일일요 을 지불하거나 매연 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국가 기환경기 을 충족시키기 한 략으로 체연료  배출지역 설

정과 같은 배출량 감 략이 수요 리 략보다 더 효과 인 안으로 제

안되었으며, LGV, HGV  버스차량 규제시 NOx는 16%, PM은 25% 감소

될 것으로 보고됨. 한 2003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트럭, 버스, 코치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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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과된 밴  택시를 상으로 EURO3기 을 충족하고 매연 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2010년 기 연도 비 NOx는 3.8%, PM10은 

23% 감할 것으로 추정하 음. 특히 기질 목표치 과 지역에서는 더욱 

효과 인 것으로 분석됨.

◦ 스웨덴 운행제한 사례

- 스웨덴의 Stockholm, Göteborg, Malmö 도시는 1996년 7월 이후에, 그리고 

Lund시는 1999년 1월 이후에 환경지역을 시행하여 왔으며, 4개시 모두에 동

일한 허가증, 면제규칙을 용함. 환경지역(EZ; Environmental Zone)에는 차

령이 8년 이상인 3.5톤 이상의 형트럭  버스는 진입이 제한됨. 다만 인증

받은 매연 감장치나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외가 용되며, 

감수 별로 추가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고 14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지역 지정․운 으로 형차에 의한 먼지 배출량은 15%～20% 감되

고, NOx는 1%～8% 감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경제 인 편익을 산출하

는 것은 어려우나, 편익이 비용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베를린 운행제한 사례2)

- 독일 베를린도 2008년에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정이며 2단계로 나눠 규

제할 계획임. 2008년에는 베를린 시내 Grober Hundekopf 지역에서 경유자

동차는 EUROⅡ 기 을 충족해야 하며, 2010년에는 EUROⅢ기 뿐만 아니라 

2)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미세먼지 기 을 따르기 해 2007년 7월 1일부터 도시 체를 

환경구역(Umveltzone)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정임. 먼  유해

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 2~4에 해당하는 차량만 도시에서 운행할 수 있고, 그

룹1 해당 차량은 도시내 운행이 지됨. 스티커는 빨강, 노랑, 녹색으로 구분되는데, 스티커 교부를 해 

도시 곳곳에 교부처를 둘 정임. 한 정비공장이나 검사장 같은 자동차와 련된 곳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스티커 신청이 가능함. 2007년 3월 1일부터 스티커를 교부했으며, 스티커 가격

은 6유로(약 7,200원)이고, 2007년 7월 1일까지 약 30만개의 스티커를 교부할 정임. 



서울정책포커스

────────────────────────────────────────────────

1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매연 감장치도 부착해야 됨. 한 2010년에는 휘발유차도 규제 상이 되어 

EUROⅡ기 을 만족해야 진입할 수 있음.

- 베를린의 경우 배출 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해 면제제도를 도입한 

배출지역(LEZ) 설정으로 2010년 추세 시나리오 비 약 1만명이 기오염 

향을 덜 받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치 과 도로 길이도 23%정도 감

될 것으로 추정됨. 한 배출 감장치 장착에 한 인센티  제공은 배출

지역 이외에서 2천명 는 10% 정도 기질 개선편익이 발생하여 정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평가됨.

- 베를린 시내의 배출지역 설정으로 PM10은 약 10% 감될 것으로 평가되

지만, 배출지역 설정 그 자체만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키거나 환경기 을 달

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친환경 차량 사용에 한 유인은 상당

히 증가하게 되고, 최신 배출가스 감기술 장치를 설치하거나 환할 경우 

인센티 를 제공하고 이에 한 법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공

해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음.

◦ 운행제한 사례분석의 시사

- 자동차 운행제한 사례에서 가장 요한 시사 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도시 기질 리를 해 시민건강 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세먼

지(PM)  질소산화물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하기 한 정책수단으로써 매

연여과장치의 부착, CNG 버스로의 교체, 엔진 개조 등 공해사업이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이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한 정책  안으로써 운행제

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둘째, 특정차종의 운행제한 제도는 기

본 으로 차량운행 수요를 제한하기 보다는 배출기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의한 사회  피해비용을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자발 인 공해장치 부착 등 내부화하도록 유인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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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경 스톡홀름(EZ) 런던(LEZ) 베를린(LEZ)

배출규제
물질

미세먼지(PM)
미세먼지(PM10)

NOx(2002년 추가)
미세먼지(PM10)

(NOx포함 검토 )
미세먼지(PM)

법 체계
․법률 임 없이 동경

도 조례에 근거
․도로교통법령의 임에 의

한 시 교통 련 조례
․런던시 자체조례(Scheme Order) 

제정 정(2007)

연방법률(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40조)

공해자동차환경조례제정
(Making Ordinance)

규제내용
․배출기  미충족 경유

차의 도내운행 지
․특정경유자동차의 환경지

역내 진입 지
․특정한 경유차량의 LEZ 진입시 이

용료 납부
경유자동차 도심 진입 제한

상지역
․동경도 역, 3개

(섬지역 제외)
․도심부 “환경지역” ․런던시 역 도심부 환경구역(LEZ)

용 상
․동경도 내를 운행하

는 경유 자동차 (디
젤 승용차 제외)

․환경지역을 진입하는 경유
자동차 (디젤 승용차 제외)

․런던 시로 진입하는 경유 자동차 
(디젤 승용차 제외)

베를린시 도심으로 진입하
는 모든 경유자동차

상차종
․디젤 화물, 버스, 특

수자동차
․3.5톤 이상 형 경유차 

(화물, 버스)

․3.5톤 이상 형화물차, 버스, 코
치( , 시외버스)

※ 소형화물, 미니버스 - 2010년부터

모든 경유자동차 
2010년 이후에는 휘발유차
량도 포함시킬 계획임

유 기간
(차령기 )

7년
(최 등록일 기 )

8년
( 감장치 부착시 4년 유 )

- -

배출기
(PM, NOx)

․PM 
- 0.25g/kwh(2003년부
터)

- 0.18g/kwh(2006년부
터)

․Euro Ⅳ 이상
- PM10 0.02g/kwh
- NOx 3.5g/kwh

․PM10
- Euro Ⅲ : 0.10g/kwh (2008)
- Euro Ⅳ : 0.02g/kwh (2012)

․경유차
 EuroⅡ 기 충족(2008년)
 EuroⅢ+매연 감장치(2010
년)
․휘발유차
 EuroⅡ 기 충족(2010년)

규제 합
조치방법

․PM 감소장치 부착
․엔진개조
․차량교체 등

․오염 배출차량(Euro Ⅳ
이상)
․매연 감소장치 부착 차량
․엔진교체 등

․ 공해 차량 교체
․ 감장치 부착
․Euro기  충족차량

공해차량 교체 
노후경유자동차 폐차 는 
개조
환경지역 련 배출부과  
는 배출기  제한

단속방법
․자동차 G-맨에 의한 

방문검사와 노상검사
․비디오카메라 사용

․스티커 발부․부착
․비디오 장비 사용 노상단속
  (경찰, 시공무원)
․년 2 ~ 4회 정기

․시스템  인력단속 병행
․DB구축, 번호인식 비디오카메라 

활용
스티커 발부 부착

반시 벌칙
․운행 지 명령 지시
․성명 공표
․50만엔 이하 벌

․벌 (600 SEK, 약 7만원) 
부과

․일일이용료 징수
※혼잡통행료 (8GBP, 약14천원)수

 이상
․미납시 부과

-

시행시기 2003년 10월 1996년 2008년 ( 정) 2008년 ( 정)

시행효과

․도로변 자동차 배출
가스 측정농도 측
․ 기오염자동측정망 

측
․시행 후 환경기  

과회수 비교

시행효과 평가(2000년)
 PM10 15%～20% 감
 HC 5%～9% 감
 NOx 1%～8% 감
효과 평가(2001년)
PM10: 40%, NO2 :10% 감

NOx : 3.8% 감
PM10: 23% 감

PM10 10% 감

주요특징

․도내 역 상
․외지 차량도 용
․수도권 공동시행
․ 공해화 우선 추진

․도심부에 “환경지역” 설정
․외국차량에도 용
․스티커 부착 제도
․인력단속

․런던시 역 상
․외지차량도 용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에 의한 1일 

단  이용료부과․징수
․시스템에 의한 단속

-

<표 4> 외국 도시의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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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 상차량으로 총량기   차령을 고려하는 도시가 부분이며, 스

웨덴 스톡홀름, Göteborg, Malmö  Lund 시에서도 총 량 3.5톤 이상인 

경유 차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런던의 경우도 3.5톤으로 규정할 계획임.

- 운행제한의 차령기 으로는 스웨덴의 4개 도시는 8년으로 설정하고, 단 

감장치 부착시에는 4년의 유 기간을 두고 있음. 동경  3개 에서는 최  

등록일로부터 7년의 유 기간을 두고 있음.

- 일본  유럽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

한의 경우,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고 있는 형경유차를 상으로 PM10 

규제치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음. 그 지 못한 경우 매연 감장치를 부착하거

나 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 시에는 운행제한 상에서 제외시키고 있

음. 운행제한 정책은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

질을 단기간에 감시키는 데는 가장 효율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배출지역( 는 환경지역) 설정 그 자체만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키거나 환경

기 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나, 환경친화  차량 사용에 한 유인효과는 

높을 것으로 상됨. 그리고 최신 배출가스 감기술 장치로 설치하거나 

환할 경우 인센티 를 제공하고 이에 한 법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공해화 사업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향후 서울  수도권 기환경 개선을 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써 노후경유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경유자동차 공해화 사업

을 더욱 진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자동차 운 자로 하여  기오염물

질 배출에 따른 사회  피해비용을 내부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과 인 

정책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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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환경지역 지정 및 운영방안

◦ 환경지역 지정  운행제한 련 법규 정비

- 국내의 경우, 재 외국 선진도시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정인 환경지역

과 같이 기환경 리를 해 일정한 공간지역을 상으로 지역을 지정하는 

유사사례로 련 법규에 따른 기환경규제지역, 기 리권역, 특별 책지

역 등이 있으나, 시․도지사가 특정 공간과 특정 차량을 상으로 일정한 기

에 의해 리할 수 있는 련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자치단체의 지역  환경특성을 감안하여 감 책을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한 장치로서, 행 ｢ 기환경보 법｣이나 ｢수도

권 기환경 개선에 한 특별법｣에 차량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환경보 법은 국의 기환경을 규제 상으로 하므로 서

울시  수도권의 기환경 개선을 목 으로 운행제한을 도입하기 한 법

 근거로는 한계가 있음.

- 이의 안으로서 수도권 기 리권역과 배출가스 과다배출 차량의 공해

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기환경 개선에 한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이 경우 수도권 기환경개선 특별법 제25조

의 2 제1항을 신설하고 시ㆍ도지사가 운행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노후 경유차

량에 해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

방안에 해서는 시․도지사 조례로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운행제한 방법  환경지역 지정원리

- 운행제한 상지역은 기오염 공간분포,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교통 통

행량 지표를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음. 환경지역 지정은 기본 으로 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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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과다 배출하는 특정자동차를 상으로 공해화 미이행 차량에 한정하

여 자동차의 운행수요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간범 를 확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것으로 추정됨.

- 차량 운행제한 공간범 는 일차 으로 서울시 지역을 상으로 추진하되, 향

후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긴 히 조하여 수도권 기 리권역 체

를 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서울, 경기, 인천간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에 한 기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3) 특히 서울시계

의 화물ㆍ버스 통행량이 도심에서의 통행량보다 4.1배 높고, 3.5톤 이상 

형경유차의 40%가 타 시ㆍ도 차량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 역보다는 수

도권 역으로 확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운행제한 지역 지정에 의해 일차 으로 향을 받는 상차량은 차량 총

량 기 , 차령기 (노후화 정도),  배출허용기 에 의해 설정할 수 있음. 

서울시  수도권 운행제한 상차종의 선정시 우선 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차종별 NOx  PM 오염물질의 배출비율은 화물차에서, 그리고 정 검사

에서 연식별 차종별 PM 배출기  부 합 비율은  차종에서 2000년 연

식 이 에 높게 나타남. 2000년 연식 이  차량 가운데 소형승합차  

형화물차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높게 나타남.

3)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역자치단체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기, 교통, 수질분야에 한 공동 합의문을 작성․발표한 바 있음(2006.12.8), 이 가운데 

오염 부하율이 높은 노후․ 형경유자동차는 연식별로 매연여과장치를 의무 으로 부착하거나 CNG 차량

으로 교체토록 하고, 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을 합의

하 음. 특히 수도권 공동 약 체결에 따른 개선사항으로써 수도권 기 리권역을 상으로 2009년부터 

매연발생이 심한 노후경유자동차의 극 인 공해화 유도수단으로 운행제한 제도 도입을 논의한 것은 

시기 으로 매우 한 근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최근 수도권 역 안에 한 서울․경기 공동 시

행합의문(2007.6.8)을 통해 2009년 상반기부터 기 리권역에서 공해화 조치 미이행 7년 이상 3.5톤 이

상인 노후 형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제도를 공동 시행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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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기 비 과비율도 형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속도배출계수를 

용할 경우 형차는 소형차에 비해 PM이 최고 13.4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 행 경유자동차의 연식별․주행거리별 오염물질 배출특성  배출가스 보

증기간을 고려할 경우, 평균 폐차 차령에 해당되는 11년과 감장치 보증기

간 3년을 고려하면 7년 이상의 차량을 상으로 우선 인 공해화 조치가 

필요함. 즉 미세먼지 감을 한 서울시 차량운행 제한지역을 지정․운 할 

경우, 우선 으로 2009년 시행 정일 기 으로 7년 이상(2001년 연식 이  

차량), 3.5톤 이상의 형경유차를 일차 으로 운행제한 상으로 하고, 차후

로 소형 차에 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진  근이 바람직

함. 한 서울시뿐만 아니라 오염의 역화 상에 비하기 해서는 서울 

유입 타시도 차량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지역 지정  자동차 운행제한 용방향

- 환경지역을 지정하고 운행제한을 용할 경우, 먼  연식별, 총 량별 경유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악하고 배출가스검사 기록, 공해장치 부착 기록 등

을 분석한 후 공해장치 부착 명령 미이행 차량, LPG 등 엔진개조 미이행 

차량, 조기폐차 권고 미이행 차량 등을 선별하여 운행제한 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서울시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 리권역 이외 지역 등록차량  

서울시로 유입 운행하는 경유차량에 해서도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타 지역 차량 가운데 서울시에 업장을 두고 서울시로 정기  는 

수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량에 해서도 운행제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즉, 경기ㆍ인천 시내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해 집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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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단속을 강화하고 농수산물시장, 터미 , 노선버스 등의 사업자에 해 

운행제한에 한 의무 수를 사 에 공시하며, 공해장치 부착비 지원 등 

인센티  책을 강구하고 계도하여 공해화를 진시키도록 함.

- 수도권 기 리권역내 등록된 경유 차량에 해서는 동일한 기 을 용

하여 운행 제한하도록 함. 즉, 매연 감장치 미부착, 3.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량 등 공해화 의무화 상차량에 해서는 공해화 사업 

참여시 보조 을 지 하여 공해화를 진시키도록 유도함. 운행제한 미참

여 차량에 해서는 감장치 개인부담 을 상향하거나, 조기폐차 보조 을 

감액하는 등 경제  불이익을 주며 이러한 차량에 해서는 서울시 진입을 

제한함.

- 한 기오염의 역화에 따라 수도권지역으로 확  추진시 기환경 개선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향후 3개시ㆍ도로 확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해화 사업비용 지원을 한 소요 산 확보를 해 수도권행정 의회 등을 

활용하여 환경부, 자치단체, 서울시 3자 분담방안을 의․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함.

◦ 공해화 미이행 차량에 한 단속  배출가스 원격 자동측정장치(RSD) 활용

- 공해화 미이행 차량에 해서는 행 환경 련 법규에서 제시된 벌과  

수 을 감안하여,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반차량에 한 일정 수 의 과

태료를 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운행제한 차량의 효율 인 리를 해서는 운행제한 상차량 정보를 인식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행 자동차 리시스

템과 상호연계한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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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원격 자동측정장치(Remote Sensing Device)를 도입하여 실제 운

행 인 차량의 배출가스  차량번호 원격측정  촬 이 가능하게 하고, 

배출 차량에 한 자동 검사면제가 가능하도록 함. 다만, 아직 제도  활

용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RSD 장치의 시범 도입(2008년) 

이후에 실제 용 내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환경지역 지정  리에 한 시민참여  홍보

- 기본 으로 오염물질 과다배출 노후경유자동차를 상으로 공해화를 유도

하고, 한 이를 제도 으로 정착하기 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지역을 지

정․ 리하는 근방법은 명목 으로는 공감 가 형성될 수 있음. 그러나 실

제 용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의 반  는 참여 미흡 등의 문제 이 견될 

수 있음. 결국 환경지역 지정․운 의 건은 시민의 극 인 참여가 제

되어야만 함. 

- 따라서,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환경지역의 지정ㆍ 리 필요성에 

한 여론조사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배출 감장치의 부착, 공해엔진 개조 , 조기폐차 

등의 시회, 체험 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  참여하여 

함께 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  분 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행제한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자설명회 개최, 신문방송, 인터넷, 

교통방송 등 매체를 통해서 운행제한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함. 특히 시민, 

학계, 문가, 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맑은서울시민 원회 

주 으로 운행제한의 필요성에 한 여론조사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운

행제한 조치에 한 시민의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 요함. 

- 차량운행 제한제도 시행 직 에는 2회～3회 정도 잠정 운행제한 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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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련 사업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함. 그리고 운행제한 시

행 안내 표지 을 서울시 진입도로 등에 설치하고, 운행제한 시행  TV, 라

디오, 신문 고 등의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으로 홍보하도록 함.

김운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155
woonkim@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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