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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기질 현황

1. 대기질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1-1. 대기환경 여건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위에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역⊂자형의 분지형태로 풍속이 약한 상태에서는 

대기 확산이 잘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지역의 인구증가와 중국의 공업화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인위적인 환경여건을 

살펴보면 1965년부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1988년을 기점으로 1,000만 

명이 넘었으며, 2007년말 현재 1,042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자동차는 2008년 현재 295만대로 1985년 45만대에 비하여 

6.5배로 증가하였다.

1-2. 오염물질별  대기질 환경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이며, 2008년은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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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이래 가장 낮은 농도인 55㎍/㎥을 나타내었고 황사발생일과 

영향일의 농도를 제외할 경우는 53㎍/㎥이었다. 그 외 오존은 일사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약간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는 

장･단기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양호한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계절적인 대기오염도 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가 비교적 높고 봄철에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으며, 여름에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이 있다. 

가. 아황산가스(SO2)

서울의 대기오염상태는 1970~1980년대의 산업발전과 인구증가, 화석연료 

사용증대로 인하여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훨씬 초과하였다. 그러나 

1988년부터 청정연료 사용의무화에 따른 도시가스의 사용과 대기오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관리를 실시한 결과, 1988년 0.062ppm이었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2008년 현재 국가기준 및 서울시 환경기준보다 훨씬 낮은 

0.006ppm으로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4-1> 연도별 아황산가스(SO2)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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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경 10㎛ 이하인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1997년 68㎍/㎥에서 2002년에는 

76(65)㎍/㎥까지 상승하였으나, 2003년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은 

58(56)㎍/㎥, 2006년 60(55)㎍/㎥, 2007년은 잦은 박무･연무 등의 영향으로 조금 

상승한 61(57)㎍/㎥을 나타냈으며 2008년은 측정 이래 가장 낮은 농도인 

55(53)㎍/㎥을 기록하였다. (※ ( )안은 황사발생, 영향일 제외 수치)

미세먼지는 스모그 원인물질로 기관지와 폐에 쌓여 천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계절별로는 황사가 심한 봄철이 높고,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 및 

대기의 환기상태가 좋은 가을에는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에 오염도가 가장 높은 달은 황사의 영향이 가장 심했던 4월이 

73㎍/㎥이었으며, 가장 낮은 달은 우기인 8월이 32㎍/㎥이었다.

<그림 2-4-2> 미세먼지(PM10)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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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 사

황사는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 황하중류의 황토지대에서 발원하여 강한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으며 매년 봄철(3~5월)에 주로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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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황사발생 현황은 2001년 7회 27일간 발생하여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 4월 8일 오전 3시에 한남동 측정소에서 3,311㎍/㎥로 

측정되어 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2008년은 총 7회 11일에 걸쳐 

황사가 발생되었고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12월 황사가 발생되었으며 

황사주의보와 황사경보 발령은 각각 1회씩 있었다.

<표 2-4-1> 연도별 황사 발생 현황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생횟수
(발생일)

1
(1)

3
(13)

3
(6)

6
(10)

7
(27)

6
(17)

2
(3)

4
(6)

9
(12)

7
(11)

8
(12)

7
(11)

라. 오 존(O3)

<그림 2-4-3> 오존(O3) 월별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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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은 주로 대기중에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태양에너지에 의하여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일사량, 풍속 등의 기상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존의 환경기준은 0.06ppm/8시간, 0.1ppm/1시간이며, 연도별 농도 

추이는 2000년 0.017ppm을 정점으로 2001년은 0.015ppm, 2002년에서 2004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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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ppm으로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은 0.019ppm을 나타내었다. 계절별로는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오염도가 높으며, 월간 평균오염도가 가장 높은 달은 4월에 

0.029ppm이었으며, 가장 낮은 달은 11월과 12월에 0.009ppm으로 기상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하루 중에는 기온과 일사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오후 

2~5시 사이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 이산화질소(NO2)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일산화질소의 산화에 의해서 발생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의 역할을 한다.

이산화질소(NO2) 연간 오염도 변화는 2002년 0.036ppm, 2004년 0.037ppm, 

2006년은 0.036ppm, 2007년과 2008년은 0.038ppm으로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월별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달은 3,4월로 0.046ppm이었고 가장 

낮은 달은 8월에 0.025ppm이었다. 

<그림 2-4-4> 이산화질소(NO2)의 연간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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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는 대부분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배출되며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난방시설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0.6ppm의 동일한 농도를 

나타냈으며 2007년은 조금 높아진 0.7ppm을 나타내었으나 2008년은 다시 

0.6ppm의 농도를 회복하였다. 오염도가 가장 높은 달은 1, 12월에 

0.8ppm이었고 가장 낮은 달은 6, 8월에 0.4ppm으로 동절기에 다소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으며, 모든 지점에서 단기환경기준(25ppm/hr, 9ppm/8hr) 

이내로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4-5> 일산화탄소(CO)의 연간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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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국 대도시 오염도 비교(2008년)

가. 아황산가스(SO2)

아황산가스 농도는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오염도는 

0.004ppm에서 0.008ppm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광주, 대전이 0.004ppm으로 가장 

낮고, 울산이 0.008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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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전국 대도시 아황산가스(SO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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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세먼지(PM10)

2008년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인천과  대구로 57㎍/㎥이었으며, 

가장 낮은 도시는 대전이 45㎍/㎥ 이었고 서울은 55㎍/㎥이었다.

<그림 2-4-7> 전국 대도시 미세먼지(PM10)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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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존(O3)

오존 연평균 농도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이 0.026ppm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점은 서울로 0.019ppm의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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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전국 대도시의 오존(O3)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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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산화질소(NO2)

2008년 이산화질소 농도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통행량이 많은 서울이 

0.038ppm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오염도를 나타낸 곳은 대전이 

0.020ppm으로 낮았다.

<그림 2-4-9> 전국 대도시의 이산화질소(NO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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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전국 7대도시 오염도 비교(2008년)

구 분
아황산가스

(ppm)
미세먼지
(㎍/㎥)

오존
(ppm)

이산화질소
(ppm)

일산화탄소
(ppm)

서 울 0.006 55 0.019 0.038 0.6

부 산 0.006 51 0.026 0.022 0.4

대 구 0.005 57 0.023 0.024 0.6

인 천 0.007 57 0.024 0.030 0.6

광 주 0.004 50 0.024 0.023 0.5

대 전 0.004 45 0.023 0.020 0.6

울 산 0.008 54 0.023 0.024 0.5

<표 2-4-3> 수도권 7대도시 오염도 비교(2008년)

구 분
아황산가스

(ppm)
미세먼지
(㎍/㎥)

오존
(ppm)

이산화질소
(ppm)

일산화탄소
(ppm)

서 울 0.006 55 0.019 0.038 0.6

수 원 0.006 54 0.021 0.035 0.7

안 양 0.005 63 0.018 0.034 0.6

성 남 0.005 59 0.018 0.034 0.6

안 산 0.006 59 0.021 0.030 0.6

과 천 0.006 53 0.016 0.033 0.7

부 천 0.007 61 0.019 0.03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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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

2-1. 배출원별배출량

<표 2-4-4>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단위 : 톤)

연 도 계 수 송 난 방 산 업 발 전

2000 327,267
(100%)

237,615
(72.6%)

36,167
(11.1%)

51,134
(15.6%)

2,351
(0.7%)

2001 381,601
(100%)

280,434
(73.5%)

36,426
(9.5%)

62,036
(16.3%)

2,705
(0.7%)

2002 388,619
(100%)

292,753
(75.3%)

33,249
(8.6%)

60,776
(15.6%)

1,841
(0.5%)

2003 385,480
(100%)

293,377
(76.1%)

31,459
(8.2%)

58,804
(15.2%)

1,840
(0.5%)

2004 353,623
(100%)

266,039
(75.2%)

36,566
(10.3%)

49,122
(13.9%)

1,896
(0.6%)

2005 357,636
(100%)

264,913
(74.1%)

42,348
(11.8)

48,349
(13.5%)

2,026
(0.6%)

2006 331,825
(100%)

242,667
(73.1%)

42,397
(12.8%)

45,808
(13.8%)

971
(0.3%)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980년 757,905톤에서 1985년 700,983톤, 

1990년 1,007,111톤, 1996년 396,190톤, 2000년 327,268톤, 2006년 

331,825톤이다. 산업 활동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199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정책추진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 오염물질 배출량은 수송 73.1%, 난방 12.8%, 산업 13.8%, 발전 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수송분야의 배출량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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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염물질별 배출량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오염물질별로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48.0%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고 질소산화물은 25.6%,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3.3%, 아황산가스는 2.2%, 먼지는 1.0%순으로 배출되었으며, 2006년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48.1%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질소산화물 26.5%, 

휘발성유기화합물 22.1%, 황산화물 2.2%, 먼지가 1.1%로 2000년과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표 2-4-5>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톤)

구분 합계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먼지
(TSP)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2000 327,267
(100%)

156,955
(48.0%)

83,762
(25.6%)

7,091
(2.2%)

3,435
(1.0%)

76,024
(23.2%)

2001 381,601
(100%)

179,848
(47.1%)

98,188
(25.7%)

10,397
(2.7%)

4,631
(1.2%)

88,537
(23.2%)

2002 388,619
(100%)

179,456
(46.2%)

107,080
(27.6%)

8,157
(2.1%)

4,893
(1.3%)

89,033
(22.9%)

2003 385,480
(100%)

177,983
(46.2%)

108,307
(28.1%)

7,635
(2.0%)

4,864
(1.3%)

86,691
(22.4%)

2004 353,623
(100%_

161,153
(45.6%)

103,549
(29.3%)

6,642
(1.9%)

4,585
(1.3%)

77,694
(21.9%)

2005 357,636
(100%)

161,873
(45.3%)

107,257
(30.0%)

8,050
(2.2%)

4,487
(1.3%)

75,969
(21.2%)

2006 331,825
(100%)

159,770
(48.1%)

87,893
(26.5%)

7,275
(2.2%)

3,496
(1.1%)

73,391
(22.1%)

※ 먼지는 비산먼지 등 자연발생원과 타이어마모 등 도로먼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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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기질 개선목표

1. 대기환경기준 

1-1. 국가 대기환경기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기질 관리목표로서 국가에서는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대기환경기준은 

1979년 2월 아황산가스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설정한 이래 1983년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먼지, 오존 및 탄화수소, 1991년 2월에는 납에 대한 

환경기준을 추가하였고, 1993년에는 미세먼지(PM10)를 추가로 설정하고 

오염도가 높지 않고 오존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어 탄화수소를 제외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 4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항목인 벤젠을 

추가하고 이를 2010년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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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표 2-4-6> 국가 및 서울시 대기 환경기준

항목
국가기준

(서울시 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SO2)

연간 평균치0.02 ppm이하

24시간 평균치0.05 ppm이하

1시간 평균치0.15 ppm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연간 평균치0.01 ppm이하

24시간 평균치0.04 ppm이하

1시간 평균치0.12 ppm이하)

일산화탄소(CO)

8시간 평균치9 ppm이하

1시간 평균치 25 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국가기준과 동일)

이산화질소(NO2)

연간 평균치0.03 ppm이하

24시간 평균치0.06 ppm이하

1시간 평균치0.10 ppm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국가기준과 동일)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100 ㎍/㎥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국가기준과 동일)

오존(O3)

8시간 평균치0.06 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 ppm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국가기준과 동일)

납(Pb)

연간 평균치 0.5 ㎍/㎥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국가기준과 동일)

벤젠

연간 평균치 5 ㎍/㎥ 이하

(2010년부터 적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국가기준과 동일)

(2007.5.29부터 적용)

비고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시간,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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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1998년 3월 10일 서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기준조례(제3462호)를 제정하여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서울시 

대기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6년 12월 4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대기환경기준이 강화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대기환경기준을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설정하여,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환경기준 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하였다.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 개선목표 

수도권은 환경여건과 광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특성상 지엽적인 

오염관리로는 효율적인 저감효과를 거둘 수 없어 서울시 전역, 인천시 일부, 

경기도 15개시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종합적인 실천계획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 

총량관리제,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도시관리 등을 통하여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4년까지 2001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삭감하여 미세먼지와 이산화 

질소의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수치는 2014년까지 미세먼지는 40㎍/㎥, 이산화질소는 0.022ppm로 

정하였고 단계적 목표는 표와 같다.

<표 2-4-7> 단계별 대기환경개선목표

오염물질 2009년 2011년 2014년

미세먼지(㎍/㎥) 55 50 40(동경수준)

이산화질소(ppm) 0.032 0.028 0.022(파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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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세부 저감대책은 운행경유차의 저공해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사후관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저공해조치 

불이행 운행 경유차의 운행제한 검토 등 친환경적 교통수요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대형사업장에 대하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량을 관리하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고 중소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확대 ,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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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동차 저공해 추진

1.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1-1. 자동차 공해실태 및 현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 수송분야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체의 76.1%를 차지함에 따라 대기오염원의 주된 원인이 산업･ 
난방에서 자동차로 변화되었다. 특히,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29.2%를 차지하고 

이에 대한 저공해 대책이 요구된다.

가. 자동차 증가추세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의 증대로 매년 10%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는 1965년에는 4만여 대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1,000만대를 

초과하여 30여년 만에 25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1,579만대로서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중 약 48.8%에 해당하는 771만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와 더불어 18%의 차량이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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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대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2-4-8> 전국 및 서울의 자동차 증가 추이       
(단위 : 대)

   연도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6 2008

전국 200,521 527.729 1,113,430 3,394,803 8,468,901 12,059,861 14,586,795 15,895,234 15,798,548

서울 85,407 206,778 445,807 1,193,633 2,043,458 2,440,992 2,776,536 2,856,857 2,954,976

나. 차종별 자동차 비율

2008년말 경유차 보유율은 29.2%로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상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저렴하고 열효율이 

휘발유차보다 우수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외국의 경유차 보유율은 미국이 

3%, 일본이 13%, 독일이 18% 수준이나 엔진 및 매연저감 기술개발이 향상될 

경우 경제적 이점이 있어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표 2-4-9> 서울의 차종별 현황           
(단위 : 천대)

구 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2006 2008

계 1,194 1,569 1,932 2,168 2,199 2,441 2,691 2,777 2,780 2,856 2,954

경유차량 311 385 433 473 471 542 692 755 797 848 862

휘발유･
가스차량

883 1,184 1,499 1,695 1,728 1,899 1,999 2,022 1,983 2,008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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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  지        아황산가스
               (CO)           (NOx)          (VOC)            (PM10)          (SO2)

20,131(100%)

141,927(59.1%)

56,040(23.3%)

39,261(16.4%)

2,690(1.1%)
213(0.1%)

다. 발생원별 오염물질 배출량(2006년)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40,131톤으로서 총 배출량의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염물질별로는 일산화탄소의 88.8%, 질소산화물의 

63.8%, 미세먼지의 76.9%가 자동차에서 발생시키고 있다.

<그림 2-4-10>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라.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처리기술

휘발유･LPG자동차는 1987년 7월부터 삼원촉매장치 부착(800cc이상)을 의무화 

하여 NOx, CO, HC를 N2, CO2, H2O로 무해화시킴으로써 배출오염물질을 

74~91%까지 저감하고 있으며, 휘발유 엔진기술의 경우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표 2-4-10> 승용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율         
(단위 : g/km)

구 분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부착전 1.51 3.35 31.71

부착후(저감률) 0.40(74%) 0.40(88%) 2.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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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대책

정부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있고 폐암･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동경의 2배에 이르고 있는 등 각종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2005년 기준 연간 11천명으로 추정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미세 

먼지의 발생원인이 경유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환경부의 주도하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3.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서울시의 저공해화사업은 2003년 자치구의 2.5톤급 관용청소차 135대에 

대한 LPG엔진개조 사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도 관용차 및 시내버스 등 

880대에 대한 저감장치부착 등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저공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시내버스 및 사업용차량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말 현재 DPF부착 32,359대, DOC부착 51,306대, 조기폐차 

15,858대 등 총 142,573대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였다.

저공해사업 추진대상은 그동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배출가스 보증기간(총중량 3.5톤 이상 2년, 총중량 3.5톤 미만 5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중 차량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07년 

11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저공해의무화대상이 되는 차량(서울시의 경우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경과한 경유차 : 200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의 90% 정도를 국･시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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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주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특정경유차동차로서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잔존가격의 80%를 차종별 상한액(소형 100만원, 중형 300만원, 대형 

6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저공해화사업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는 매연저감효율이 적은 DOC장치의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화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분석은 장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100㎍/㎥ 이상의 고농도 발생일수는 감소하고 30㎍/㎥ 
이상의 저농도 발생일수는 증가하는 등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인 매연신고건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미세먼지 삭감량도 약 

550톤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05~ 

2014년까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대광역시까지 부분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1-4. 저공해장치 사후관리

운행경유차의 저공해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감장치 등을 부착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저공해사업 초기부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제작사를 독려하고 자체 사후관리점검반을 활용하여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매연점검을 통해 장치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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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필요시 탈거 등의 조치를 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소유자가 필요시 A/S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지역 내 저감장치 필터 

크리닝센터 6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 

후 보증기간(3년)이내에는 장치 제작사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장치는 보증기간 3년주)
1) 동안 제작사에서 무상수리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2년 이상 의무운행과 3년 이내 탈거한 장치를 반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 이상 운행토록하거나 장치의 반납을 법제화하게 된 것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저공해장치 비용의 대부분이 우리시를 통해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즉, 저공해장치 부착 후 단기간 내에 장치를 탈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참여

단계에서 ｢의무운행동의서｣를 통해 차량소유주의 의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

함과 동시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장치관리, 정기점검방법, 의무기간이상 운

행, 장치반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사고나 천재지변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 없이 의무운행기간 전에 

탈거를 하거나, 장치반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저공해장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 제작사별로 

A/S접수 콜센터 및 개선조치를 위한 클리닝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S과정에서 차량소유주와 제작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 우리시(접수전화 

국번없이 120번)에서 직권으로 중재(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성능유지 확인을 위해 자체점검반(자동차 

배출가스 광역단속반)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량 등은 중점 

주) 보증기간 DPF 3년 또는 16만km, DOC/LPG개조 3년 또는 8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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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실시하고, 차고지가 일정하지 않은 일반차량은 차주의 신청에 의해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매연 10%이상으로 확인된 장치는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제작사에 장치탈거와 보조금회수 명령을 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DPF)가 성능저하 판정으로 탈거되는 원인의 대부분은 인증조건에 

미달한 운행여건이며 극히 일부는 제작사의 사후관리 미비, 차량소유주의 정비 불

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DPF)는 발생되는 매연을 

70% 정도 저감시키므로 차주는 저감장치 부착 이후에도 매연이 적게 발생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치탈거 후에는 장치부착으로 인해 부여한 혜택이 취소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의무를 이행하여 하고, 제작사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저공해자동차 보급

저공해자동차란 공해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청정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군을 통칭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청정연료자동차 또는 무공해･ 
저공해자동차, 친환경자동차는 모두 비슷한 개념이다.

저공해연료는 천연가스, 에탄올, 메탄올, 전기, 수소 등이 있는데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와 같은 연료를 저공해 차량군으로 분류하여 각 국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현재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저공해차량은 세계적으로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Hybrid Electric Vehicle), 천연가스 

자동차 (NGV-Natural Gas Vehicles), 알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국내 여건상 보급기반 조성이 용이하고 실용화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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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천연가스자동차, LPG차 등은 주로 경유차의 대체를 위한 것이며, 휘발유

차는 1987년 7월 1일부터 삼원촉매장치(Three way catalytic converter)를 부착･보
급하여 현재 전체 승용차에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었다.

2-1. 천연가스 자동차(NGV)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는 1990년대 들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초저공해 자동차

로 메탄(CH4)이 주성분이며, 연료저장방법에 따라 압축천연가스(CNG)차, 액화천

연가스(LNG)차로 구분되나, 현재 CNG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천연가스 자동차

는 석탄,석유 등 다른 화석연료와 달리 매장량이 풍부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

며,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은 64%이

상 적게 배출하여 도시대기오염 대응에 용이하다.

1960년대 실용화되었으나 값싼 석유류에 밀려 보급이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대체 및 대기환경문제로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 

천연가스 산출국에서 실용화하여 세계적으로 20여 개국 이상에서 350만대이상 

운행되고 있으며, 차량가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유자동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매연규제 등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G-7프로젝트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자동차 제작사, 부품회사 등과 합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고, 

2000년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200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하였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충전소 보급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보급 촉진에 노력한 결과 

2008년 12월 현재 5,901대(마을버스 487대)의 CNG버스가 운행중이며, 

2010년까지 전량 교체하거나 매연 여과장치(DPF) 부착 등으로 저공해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4년부터 마을버스 등으로 보급차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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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심지역 운행빈도가 높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천연가스차로 교체하여 2008년 12월 현재 246대가 운행중이며, 2010년까지 CNG 

청소차 61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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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가스충전소 확충

천연가스차량운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시설인 천연가스충전시설은 천연가스 

차량확대보급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설치되고 있다. 서울 

시에서는 2000년 6월 은평공영차고지에 일일 300대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2008년 12월 기준, 39개소의 고정식 충전시설과 6개의 이동식 

충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7년 5월에는 증가하는 도심의 천연가스차량의 원활한 충전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친환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직원 3,000명이 

근무하는 시청 서소문별관에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종로구 

일대 마을 버스차량 등 100대를 충전하고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량을 저감하고 

있다.

<그림 2-4-11> 시청 서소문별관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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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친환경차량보급정책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천연가스차량 

전환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충전소를 51개소(9,600대/일 규모)로 확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07년에 12개소, 2008년에 5개소의 충전시설을 

신설하였다. 2009년에는 3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수년간 적극 추진해온 

충전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남은 기간에는 그간 설치가 

지연되어, 충전시설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는 관악지역, 강서지역 등에 

사업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4.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사용연료 및 차종에 따라 규제항목 및 규제기준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율을,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연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준을 1996년 이후 출고차는 

40%에서 35%이하로, 1998년 이후 출고차량은 30%이하(시내버스 25%)로, 

2002.7월 이후 출고되는 모든 대형자동차는 20%이하로 강화하였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과 함께 

소유자에게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3~7일간의 사용정지명령을 병과하고 있다.

또한, 배출가스보증기간 또는 무상 보증기간 내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조작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 관리요령에 의거 

운행하였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제작사 직영정비업체 등에서 

기준초과에 대한 원인소명을 받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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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관련 별표25]

사용
연료

구분 차종 제 작 일 자 일산화탄소
배기관
탄화수소

매연
(여지반사식)

공기과잉률

휘

발

유

･
가스

･
알콜

2000.12.31이전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1997.12.31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

1±0.1이내

다만, 
기화기식연료공급장
치, 부착자동차는 

1±0.15이내, 

촉매미부착 
자동차는 

1±0.20이내

1998.1.1~
2000.12.31

2.5%이하 400ppm이하 -

승용자동차

1987.12.31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

1988.1.1~
2000.12.31

1.2%이하

220ppm이하
(휘발유･

알콜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자동차)

-

소형화물자동차
중량자동차

1985.1.1~
2000.12.31

4.5%이하 1,200ppm이하 -

2001.1.1 ~ 
2002.6.30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2001.1.1~
2002.6.30

1.2%이하 220ppm 이하 -

승용자동차 1.2%이하 220ppm 이하 -

다목적자동차 2.5%이하 400ppm 이하 -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

4.5%이하 1,200ppm이하 -

2002.7.1이후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2002. 7. 1 이후

1.2%이하 220ppm 이하 -

승용1･승용2 1.2%이하 220ppm 이하 -

승용3･승용4･
화물자동차

2.5%이하 400ppm 이하 -

경

유

2000.12.31이전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1995.12.31이전 - - 40%(2도)이하 -

1996.1.1~
2000.12.31

- - 35%(2도)이하 -

중량자동차

1992.12.31이전 - - 40%(2도)이하 -

1993.1.1~
1995.12.31

- - 35%(2도)이하 -

1996.1.1~
1997.12.31

- - 30%(2도)이하 -

1998.1.1~
2000.12.31

시내버스 - - 25%(2도)이하 -

시내버스외 - - 30%(2도)이하 -

2001.1.1 
~2002.6.30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중형자동차

2001.1.1~
2002.6.30

- - 30%(2도)이하 -

대형자동차 - - 25%(2도)이하 -

2002.7.1이후
제작자동차

승용1･승용2･
승용3･화물1･

화물2 2002. 7. 1 이후
- - 25%(2도)이하

승용4･화물3 - - 20%(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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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친환경적 교통수요관리

1. 「서울 차 없는 날」
1-1. 「서울 차 없는 날」이란 ?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문제는 도시 

정책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현재 지구촌 곳곳의 환경 선진도시들은 교통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7년 

프랑스의 조그만 항구도시 “라로쉐”에서 시작한 「세계 차 없는 날」은 

도심에서는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In town without my car)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매년 9월 22일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포함한 39개국 2,102개 도시에서 참여하였다.

1-2. 「서울 차 없는 날」추진배경

대기오염물질의 약76%는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어 자동차 운행을 

감축시키지 않고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질 개선은 어려우며,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 추정(환경부)되고, 서울의 

미세먼지(PM10)는 55㎍/㎥(2006, 황사일 제외)로서 동경 29㎍/㎥(2004),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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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등 환경 선진도시의 2～3배로 극심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2조 6천억원(2005 환경부 PM10 1조 3천억, NOx 5천억, 

VOC 2천억, SOx 6천억)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민과 환경단체 

중심으로 차 없는 날 행사가 개최되어 오던 중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차 없는 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한구간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 2.8㎞)을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통제하는 행사를 

주도해 오고 있다.

1-3. 「2008년 차 없는 날」외국사례

  가. 류블랴나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의 수도인 류블랴나는 올해 9번째로 차 없는 주간을      

        설정하여 9월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차 없는 주간 운영하였고,  

        9월 22일은 차 없는 날로 지정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대중교통을  

         무료탑승하게 하였다.

  나. 베를린 (독일)

      차 없는 주간에 “대기질의 진정한 개선”을 목표로 인간의 행동 변화 및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통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운동을 하였다.

  다. 글래스고 (영국)

     2003년부터 차 없는 주간에 공동 참여하여 왔으며, 2008년에는 예의바른

     자전거타기 및 올드캐슬 로드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라. 부다페스트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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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부터 차 없는 주간 공동 참여하였고 도시정부 대중교통 업체 및  

       NGO에서는 시민에게 정책사례를 홍보하였다.

  마. 로마 (이탈리아)

     로마와 소도시 등 31개 마을에서는 차 없는 날 공동 참여하였고,      

       소도시에서는 9월16일에서 9월 22일 중 하루를 정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들의 거리 진입을 통제하였다

     또한,  로마에서 세 번째로 긴 Ponte Sulpicio에서 Via Laurentina까지  

       이르는 6.2km 구간에 자전거 이용 전용트랙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몬트리올 (캐나다)

     9월 22일 북미 지역에서 가장 넓은 도심지역인 McGill 대학과 Saint-Urbain  

도로, René-Lévesque 및 de Maisonneuve boulevards에 이르는 구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차량통행을 제한하였다

1-4. 「서울 차 없는 날 2008」개요

  가. 일  시 : 2008년 9월 22일 (월요일) 04:00 ～ 18:00

  나. 서울시내 전역 3단계 프로그램 운영

    - 차 없는 거리 : 자동차 진입통제 구역(종로 2.8㎞, 청계천로 1.3㎞)

    - 4 대 문 안 : 자동차 진입자제 구역(집중 홍보 및 캠페인 구역)

    - 서울시 전역 : 자동차 이용자제 구역(광범위한 홍보 및 지역별 안내)

  다. 서울특별시는 시민단체로 구성된「2008 서울 차 없는 날 조직위원회」공동 개최

1-5. 「서울 차 없는 날 2008」주요내용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행자와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로에는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까지 2.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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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 통제, 청계천로에는 청계광장부터 청계3가 

(관수교)까지 1.3㎞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종로 거리를 지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작년과 마찬가지로 

임시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 운영하고, 버스 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서 시민 고객에게 차 없는 쾌적한 거리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다.

이날은 시민들의 동참을 돕기 위해서 첫차부터 아침 9시까지 출근시간대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 버스 등 서울 버스와 서울지하철과 수도권전철까지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124개 버스노선에 

예비차량 157대를 오전 출근시간대에 집중 투입하여 노선별로 1～2대씩 증차 

운행토록하고, 지하철의 경우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14편을 증편 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시민고객들이 승용차는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청사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주차장은 일제히 폐쇄하였고, 민간 주차장도 

자율적이지만은 대다수가 동참하였다.

 이날 선진도시에서나 접했던 친환경 행사들을 서울의 도심 한복판인 종로와 

청계천로 거리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서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하였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핸드바이크 체험, 

“서예가 세계로” 주제로 하는 전통문화 행사, 청계천 수질측정을 직접 해보는 현장체험, 

차로위에 펼쳐진 푸른 잔디밭, 거리위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카페, 

도로위에 앉아서 여러 사람이 같이 그림을 그리는 공동그림그리기 행사 등이 펼쳐졌다.

1-6. 「서울 차 없는 날 2008」성과

대중교통(서울버스, 지하철 등)을 무료탑승 실시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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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하면 9월 8일(월)과 비교하여 서울시내 교통량 9.9% 감소(571,161대 

⇒ 514,780대), 도심교통량 19.9% 감소(87,706대 ⇒ 70,271대), 남산 

1․3호 터널 승용차 교통량 21.2% 감소로 차량속도가 4.3%(28.2km/h ⇒ 
29.4km/h) 향상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이날 대중교통 이용객은 서울버스 12만명, 지하철 승객 14만명 등 약 

26만명이 증가하였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9.18~9.21 평균 측정값과 행사 당일 비교하여  

PM10 9% 감소, CO 20% 감소, NO2 8% 감소하였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러한 「서울 차 없는 날」성과를 교통량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하루 48.8억원(1일 교통량 6.44% 감축을 

전제)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등 21개 일간지에 「서울 차 없는 날」이 

소개되었고, 대다수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여론조사결과「서울 차 없는 날」행사 확대에 

87.3%가 찬성, 「서울 환경이미지 개선」에 76.9%가 기여, 내년도 행사에도 

88.3%가 ‘반드시 참여하겠다’ 로 응답하였다.

 이날  환경부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인천시와 경기도, 부산시에서도 서울

시와 같은 날 「차 없는 날」행사를 개최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인 시민환경 운동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1-7. 「서울 차 없는 날」행동요령

     

   하나, 출퇴근  등하교시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둘,   버스․지하철 등 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 거를 이용합니다.

   셋,   가족  이웃들과 서울의 환경에 해 의견을 나 고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합니다.

   넷,   10년후, 20년후, 100년후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서울을 생각해 니다.

   다섯,  www.carfreeday.or.kr에 방문하여 ‘서울 차 없는 날’ 참여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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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 차 없는 날 2008」이모저모

    

7월 28일 차 없는 날 선포식 9월 19일 출근시간  캠페인

차 없는 거리 소풍나온 어린이들

 

2.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2-1. 승용차요일제 의의 및 필요성

가. 승용차요일제의 의의 및 추진배경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쉬는 요일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2003년 7월 ‘승용차 

자율 요일제’ 란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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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추진배경은 맑고 깨끗한 서울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서울의 대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승용차요일제의 준수율 확보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면 안쪽에 운휴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태그(RFID Tag)를 부착하게 하고, 도심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전자태그를 

읽을 수 있는 인식기를 설치한 후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나. 승용차요일제의 필요성

승용차요일제는 최근의 경제위기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완화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운휴요일을 정하여 

가입하는 제도로서, 2003년 7월 종이스티커 부착 방식을 시작으로 2006년 

1월부터 전자태그 부착 방식을 도입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2008년 12월 현재 

약87만대가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 실천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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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용차요일제의 추진경위

첫째,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대책이 필요했다.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은 294만대로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다. 그 중에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가 239만대로 81%를 차지한다. 이들 

자동차가 도로의 72%를 차지함에도 나홀로 차량이 80%로 수송 분담율은 

27%에 불과하다.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승용차요일제에 더 많은 시민고객이 

참여하면 심각한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둘째, 심각한 대기오염을 더 늦기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대기 오염의 주범은 차량 배출가스이다. 서울시는 OECD 선진 도시와 

비교할 때 미세먼지 수치가 2～3배에 달하고 대기오염의 78%를 차지하는 것이 

차량 배출가스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량의 감소가 가장 필요했다.

셋째,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절약의 실천이 필요했다.

국제 유가의 급등과 장기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승용차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연간50조원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일, 작은 실천으로 함께 할 수 있다.

2-2. 승용차요일제 추진현황

가. 승용차요일제 참여현황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대상 차량(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자동차)은 239만대로 2008년 12월말 현재 837천대가 참여하고 있어  

3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인천차량도 40천대가 참여하는 등 

총877천대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고객들의 참여가 늘고 있어 승용차요일제 참여 

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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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승용차요일제 도입당시 종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1월부터 자동차세 감면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운휴일 

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그와 병행 발급 하다가, 2007년 7월부터 

전자태그로 일원화하여 발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총 차량대수는 2006년 12월 

653,236대에서 2008년 12월 현재 877,284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12>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 자동차 현황

나. 승용차요일제 홍보

승용차요일제의 홍보는 언론기관 및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통방송 스팟광고, 서울시와 산하기관 홈페이지에는 팝업창과 배너 

설치, 자치구 반상회보 게재 및 주요도로 VMS 147개소에서 안내하고 있다. 

홍보물은 포스터 3만매, 전단지 14만매를 제작･부착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서울시내 581개 초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시정 사업단체인 21녹색환경네트워크 에서는 캠페인과 포스터, 

전단지를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승용차요일제 시민실천모임 회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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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용차요일제 사후관리

2007년 7월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전자태그 부착 방식으로 일원화하면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참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와 승용차요일제의 확산 정착을 

위해서 무선인식(RFID)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선인식 

(RFID)시스템 운영은 고정형 감지기를 도심 주요 14개 지점에 설치하여 이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위반여부를 판별하여,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문자메세지, 이메일) 3번 이상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자동차세 감면이 취소되고 혼잡통행료 감면이 정지된다.

또한 각 구청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수시로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을 

순회하면서 휴대용 리더기와 PDA를 이용해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해당자에게 전자태그의 부착을 권유하고 있다. 

최초 참여자를 위한 전자태그 신청, 등록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불편이나 민원 사항은 거의 없으며, 전자태그 

발급 또한 매우 순조롭게 처리되어 현재 까지 약87만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서울시와 모든 산하기관, 자치구의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는 고유가가 한창이던 2006년 6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끝번호요일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시민 실천운동을 초석으로 

하면서, 다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5% 감면과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20%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서는 주차 우선권 및 월정기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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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주는 등 주차장 관련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4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2008년 

11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사와 제휴하여 일반 신용카드 기능에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을 부여한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발급하여, 자동차세 납부시 3% 

청구할인, GS칼텍스 주유시 리터당 80원 적립, 운휴일 대중교통 상해보험 무료 

가입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밖에 주유할인, 세차 및 정비공임 할인,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라. 승용차요일제 시행효과 

승용차요일제에 100만대의 차량이 참여할 경우에는 서울은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차량운행을 줄이고 차량속도는 

높여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연간교통량 11% 감소로 465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다. 

둘째, 교통흐름이 빨라진다. 연간 주행속도 3% 향상, 통행시간비용 

6,113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셋째,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타이어 마모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연간 9% 감소, 자동차 가스 총배출량 연간 9.3% 감소, 환경오염비용 332억원 

절감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총 6,910억원에 달한다.

<표 2-4-12> 승용차 통행량 감소효과

구 분 내 용
차량수 감소

(대/일)
통행량 감소
(통행/일)

감소율
(%)

이전 시 행 전 - - -

현황

전자태그(´07. 1월) 27,475 72,229 1.46

전자태그(´07. 4월) 68,909 181,154 3.66

전자태그+종이스티커
(´07. 4월) 109,668 288,305 5.83

장래목표

등록차량(653,236 대)
모두 준수시

130,647 343,458 6.95

100만대 참여 및 준수시 200,000 525,780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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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3> 통행속도 개선효과                          

(단 : ㎞/h)

구분 시행전 시행후 속도증가 증가율(%)

전자태그(´07. 1월) 20.50 20.58 0.08 0.40

전자태그(´07. 4월) 20.50 20.71 0.18 1.02

전자태그+종이스티커
(´07. 4월) 20.50 20.82 0.28 1.58

등록차량 모두 준수시 20.50 20.89 0.39 1.92

100만대 참여 및 준수시 20.50 21.10 0.60 2.94

<표 2-4-14> 승용차 운행거리 감소효과      

(단  : veh･㎞/일)

구분 시 행 전 시 행 후 운행거리감소
감소율
(%)

전자태그(´07. 1월) 56,765,215 56,348,288 416,926 0.73

전자태그(´07. 4월) 56,765,215 54,955,650 1,809,565 3.18

전자태그+종이스티커 (´07.4월) 56,765,215 53,950,186 2,815,029 4.95

등록차량 모두 준수시 56,765,215 53,767,491 2,997,723 5.28

100만대 참여 및 준수시 56,765,215 51,992,099 4,773,116 8.41

<표 2-4-15>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효과          

(단  : 톤/년)

구분 CO CO2 VOC NOx PM10 계

시 행 전 21,957 2,618,794 3,047 8,039 303 2,652,140
전자태그

(´07. 1월)
21,706
(1.14%)

2,594,252
(0.94%)

3,002
(1.46%)

7,961
(0.98%)

300
(0.81%)

2,627,221
(0.94%)

전자태그
(´07. 4월)

21,250
(3.22%)

2,533,651
(3.25%)

2,940
(3.48%)

7,769
(3.36%)

294
(3.09%)

2,565,904
(3.25%)

전자태그 + 
종이스티커
(´07. 4월)

20,644
(5.98%)

2,473,465
(5.55%)

2,848
(6.53%)

7,566
(5.88%)

286
(5.63%)

2,504,810
(5.55%)

등록차량 모두 
준수시

20,502
(6.63%)

2,462,068
(5.98%)

2,824
(7.31%)

7,543
(6.18%)

286
(5.66%)

2,493,223
(5.99%)

100만대 참여 및 
준수시

19,717
(10.20%)

2,375,609
(9.29%)

2,713
(10.95%)

7,284
(9.40%)

276
(8.98%)

2,405,599
(9.30%)

주 : ( ) 안의 값은 미시행시 대비 배출가스 감소비율임.

연간 배출량은 1일 배출량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247일)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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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6> 승용차 운행비용 절감효과          

(단  : 백만원/년)

 구분 미시행시 시행시 절감비용 절감율(%)

전자태그(´07. 1월) 500,258 495,570 4,688 0.94

전자태그(´07. 4월) 500,258 483,997 16,262 3.25

전자태그+종이스티커
(´07.4월) 500,258 472,500 27,758 5.55

등록차량 모두 준수시 500,258 470,320 29,939 5.98

100만대 참여 및 준수시 500,258 453,804 46,455 9.29

주 : 연간 운행비용절감효과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247일) 기준으로 계산

<표 2-4-17> 승용차 통행시간 절감효과          

(단  : 백만원/년)

 구 분 미시행시 시행시 절감비용 절감율(%)

전자태그(’07년 1월) 5,958,031 5,888,566 69,465 1.17

전자태그(’07년 4월) 5,958,031 5,765,429 192,601 3.23

전자태그+종이스티커
(’07년 4월) 5,958,031 5,598,248 359,783 6.04

등록차량 모두 준수시 5,958,031 5,559,976 398,054 6.68

100만대 참여 및 준수시 5,958,031 5,346,688 611,342 10.26

주 : 연간 운행비용절감효과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247일) 기준으로 계산

<표 2-4-18> 환경오염비용 절감효과                        

 (단  : 백만원/년)

구분 CO CO2 VOC(HC) NOx PM10 합 계

전자태그(´07. 1월) 1,717 834 352 650 66 3,619

전자태그(´07. 4월) 4,827 2,894 842 2,221 251 11,035

전자태그+종이스티커(´07.4월) 8,970 4,941 1,574 3,894 445 19,824

등록차량 모두 준수시 9,941 5,329 1,768 4,087 460 21,585

100만대 참여 및 준수시 15,298 8,268 2,648 6,209 730 33,153

주: ( ) 안의 값은 미시행시 대비 환경오염 저감비용임.

   연간 환경오염비용저감 효과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247일)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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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9> 총 사회적 편익                               

(단  : 백만원/년)

구 분

혼잡완화에 따른 비용절감
환경오염
비용절감

총사회적
편익

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
비용절감

전자태그(´07. 1월) 4,688 69,465 3,619 77,772

전자태그(´07. 4월) 16,262 192,601 11,035 219,898

전자태그+종이스티커(´07.4월) 27,758 359,783 19,824 407,365

등록차량 모두 준수시 29,939 398,054 21,585 449,578

100만대 참여 및 준수시 46,455 611,342 33,153 690,950

2-3. 승용차요일제 발전방안

현재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대수는 약 87만대(2008년 12월 기준)로 

향후 이들 참여차량이 운휴요일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서울시 참여대수 목표치인 100만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승용차요일제 준수율을 100%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승용차요일제가 시민들의 자율 참여로 이루어지는 제도이긴 하지만,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고 있는 참여자들이 인센티브 혜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 실제로, 전자태그를 발급 받더라도 차량에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전자태그 미부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태그 부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하며, 시와 자치구 

인력에 의한 수시 단속으로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및 미등록 차량에 대한 

부착․등록을 독려하여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성실 준수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시민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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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매력도 있겠지만,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인한 서울시의 대기오염 저감 및 물류비 절감 등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시민 참여를 

홍보하여야 한다.

나. 참여대수의 운휴일 준수를 위한 방안

<표2-4-20> 운휴일 준수 발전방안

발전방안 특 징

관리 및 운영체제
수시 점검 및 지도로 미부착차량에 대한 관리강화

전자태그 훼손 및 무단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전자태그 부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부여시점 변경

  발급받은 후 ⇒ 차량에 부착 확인 후

시민홍보
인센티브 강조를 통한 시민참여 유도

 ⇒서울시 교통여건 개선과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다. 전자태그 승용차요일제 참여 100만대 달성방안

승용차요일제는 시민 자율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시민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통해 운휴일 증가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지급액 산출에 기준이 되는 운행거리가 감소되므로 보험료 

지급액이 감소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보험사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증대되는 이윤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승용차 요일제 성실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율 인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보험사중 메리츠 

화재에서만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보험사와 

협약하여 시민들에게 보험사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의 조치로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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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방안 특 징

보험료 감면율 인상 및 
민간부문 인센티브 확대

형평성 차원에서 차량운행이 적은 차량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타당

민간부문 인센티브 확대로 자율적인 시민참여에 대한 보상 확대

지식경제부의 
“끝번호요일제”와 
통합운영

교통 혼잡해소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시행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승용차요일제 위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참여율 제고

기업체수요관리 
방안과 연계

준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동일 개념으로 기업체부설주차장 및 종사자 

승용차요일제 충실한 시행에 따른 기업체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 인상

미준수시 감면율 감소

시민홍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아닌 서울을 사랑하는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끝번호요일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로 통합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합으로 승용차요일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의 가장 큰 장점은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시민 스스로의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승용차 통행 자제로 인한 

서울시의 대기오염 저감 및 물류비 절감 등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승용차요일제의 시민 

참여를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표 2-4-21> 승용차요일제 참여 100만대 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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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3-1.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연간 사망자의 5% 수준에 

해당하는 약 30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WHO, 1997), 또한 천식의 

30～40%, 모든 호흡기 질환의 20～30%가 대기오염과 관련 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WHO, 1999). 국내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6개 대도시 지역의 연간 

평균 사망자수는 13,394명(2003)이며, 이 가운데 약 4.7%(623명)는 매년 

호흡기계 질병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이 76.1%에 달하며,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비중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추세여서 향후에도 자동차는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인한 

여가수요의 증대는 자동차 소유 ․ 운행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76.1%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외부유입을 제외한 

미세먼지는 경유차 운행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매연과다 배출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 

친환경적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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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사례

①일본 동경

동경도는 2003년 10월「환경확보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유차에 대하여 도심 통행 및 차량 등록을 금지토록 하였다. 

2007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급, 융자알선, 자동차 관리 도

우미 운영 등 보조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도 시행전 저공해화 대상

차량 20만대 중 80%가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운행제한지역은 동경도 

및 3개현의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림 2-4-13> 동경도 등 승용차운행제한 지역도

②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 3대도시(Stockholm, Gothenburge, Malmoe)에서는 1996년부터 오염이 

심한 도심에 “환경우선지역(Environment Zone)”을 설정하여, 차령 15년 초과 

대형트럭의 진입을 금지하고 8년 이하는 면제, 9~15년까지 트럭은 미세먼지

(PM10)가 증가 하지 않은 정화장치를 부착할 경우 출입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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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설정 안

런던시계 안
(Greater London)

외곽순환도로
내부 전체 안

     런던시 주변 2005년 NOx 분포도 3개안 검토 후 런던시계 안으로 결정 추진중

<그림 2-4-14> 스웨덴 환경우선지역도

③ 영국 런던

런던시 자체조례제정(2007년)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런던시 전역을 

저배출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설정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대형 

경유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림 2-4-15> 런던 경유자동차 진입제한 지역도

 

④ 독일 베를린

베를린시 연방배출보호법 법률의 근거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NO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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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치를 준수하기 위해 베를린시 전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디젤차량(외국자량도 적용)의 진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⑤ 이탈리아 밀라노

밀라노시 법률의 근거를 통해서 도심부에 통행제한구역을 설정하여 

밀라노시를 운행하는 경유차량(외국차량도 적용)의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차량을 1～5등급으로 분류하여 통행제한지역 운행시 벌금(1,2등급 : 면제, 

3~5등급 : 징수)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운영은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3-3. 현 황

가. 대기오염 현황 비교

선진외국도시와 대개오염 현황을 비교할 때 2008년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PM10)는 선진국 대도시 보다 2~3배, 이산화질소(NO2)는 1.5배가량 

높은 수준이고, 오존(O3)은 0.019ppb로 파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2-4-22> 선진 외국도시와 대기오염 현황 비교

오염물질 서울('08) 런던('05) 파리('05) 동경('07)

O3 (ppb) 0.019 0.018 0.029

PM10 (㎍/㎥) 55 27 21 25

NO2 (ppb) 0.038 0.024 0.022 0.023

나. 경유차량 현황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는 2006년 기준 1,589만대로서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가운데 약 46.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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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만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좁은 

면적에 인구와 더불어 18%의 차량이 집중되어 있어 자동차 배출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대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로 

2008년 기준 서울의 차량등록대수 2,949,211대중 경유차량은 29.1%인 

858,970대이다. 경유차량 중 승용차는 430,291대로 50.1%, 화물 및 승합, 

특수차량은 428,679대로 49.9%이다.

<표 2-4-23> 사용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구분 계 경 유 휘발유 가 스 기 타

대 수 2,949,211 858,970 1,643,168 442,143 4,930

비율(%) 100 29.1 55.7 15.0 0.2

<표 2-4-24> 경유차량 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구분 계 승 용 화 물 승 합 특 수

대 수 858,970 430,291 315,657 109,689 3,333

비율(%) 100 50.1 36.7 12.8 0.4

3-4. 추진방향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2004년부터 저공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운행제한을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였으며 관계전문가, 시민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사전계도와 적극적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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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향후계획

가. 경유차량 운행제한 타당성 ･ 효과성 분석

경유차량의 운행실태 및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경유차량 운행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및 운행제한시 대기질 개선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 한다.

나. 운행제한 지역 및 대상차량 선정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은 대기오염의 광역화에 맞추어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경우 총 중량 및 차령기준을 

적용하여 1단계로 3.5톤 이상, 7년 이상 노후 경유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2단계로 2010년부터는 2.5～3.5톤 미만차량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나 향후 총 중량 및 차령기준은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 인천 ․ 경기)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계획이다.

다. 법적 근거 확보

환경부, 인천시 및 경기도 등과 협조하여 운행제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상차량 확대 및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08.12.18 국회의원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법개정 이후에는 자치조례 개정을 통하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한다.

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시행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별(3단계)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단계(2008～조례 개정전)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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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고 또한 운행제한 시행을 예고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시행 전에 충분한 사전계도 및 안내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2단계(조례개정 후～시행 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2～3회 정도 차량소유자 및 관련 사업자 

에게 서한을 발송한다. 그리고 운행제한 시행 안내표지판을 주요 진입도로 등에 

설치하고, 운행제한 시행 전 TV, 라디오, 신문 광고 등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3단계(2009 하반기 시행예정)에서는 일반시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의 대기오염과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림 2-4-16> 단계별 홍보일정

구 분    2007.7 2008.1     2009. 1     2010.1      2011.1

연식별 

의무화

제도마련
3.5톤이상, 
7년 차량

2.5~3.5톤, 7년이상 차량

운 행

제 한

법적 근거 마련

운행제한 홍보

운행제한 시행(3.5톤이상, 7년이상)

운행제한
(2.5~3.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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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4-1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사용연료 및 차종에 따라 규제항목 및 규제기준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율을,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연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준을 1996년 이후 출고차는 

40%에서 35%이하로, 1998년 이후 출고차량은 30%이하(시내버스 25%)로, 

2002.7월 이후 출고되는 모든 대형자동차는 20%이하로 강화하였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과 함께 

소유자에게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3~7일간의 사용정지명령을 병과하고 있다.

또한, 배출가스보증기간 또는 무상 보증기간 내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조작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 관리요령에 의거 

운행하였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제작사 직영정비업체 

등에서 기준초과에 대한 원인소명을 받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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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2-4-25>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1.

가 휘발유 가스 또는 알코올 사용 자동차. ㆍ

구 분 차 종 제 작 일 자
일산화탄

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년 월2000 12
일 이전31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년 월 일 이전1997 12 31 4.5%
이하

이하1,200ppm
이내1±0.1 .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이내1±0.15 ,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이내1±0.20

년 월 일부터1998 1 1
년 월 일까지2000 12 31

2.5%
이하

이하400ppm

승용자동차

년 월 일 이전1987 12 31 4.5%
이하

이하1,200ppm

년 월 일부터1988 1 1
년 월 일까지2000 12 31

1.2%
이하

220ppm
이하휘발유 알코올( ㆍ

사용자동차)
400ppm

이하가스사용자동차( )

소형화물자동차
ㆍ

중량자동차

년 월 일부터1985 1 1
년 월 일까지2000 12 31

4.5%
이하

이하1,200ppm

년 월2001 1
일부터1
년 월2002 6
일까지30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년 월 일부터2001 1 1
년 월 일까지2002 6 30

1.2%
이하

이하220ppm

승용자동차
1.2%
이하

이하220ppm

다목적자동차
2.5%
이하

이하400ppm

중형자동차
ㆍ

대형자동차

4.5%
이하

이하1,200ppm

년 월2002 7
일 이후1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년 월 일 이후2002 7 1

1.2%
이하

이하220ppm

승용 승용1 2ㆍ 1.2%
이하

이하220ppm

승용 승용3 4ㆍ ㆍ
화물자동차

2.5%
이하

이하4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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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유사용 자동차.

구 분 차 종 제 작 일 자
매연

여지반사식( )

년 월2000 12
일 이전31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ㆍ
소형화물자동차

년 월 일 이전1995 12 31 이하40%

년 월 일부터1996 1 1
년 월 일까지2000 12 31 이하35%

중량자동차

년 월 일 이전1992 12 31 이하40%

년 월 일부터1993 1 1
년 월 일까지1995 12 31 이하35%

년 월 일부터1996 1 1
년 월 일까지1997 12 31 이하30%

년 월 일부터1998 1 1
년 월 일까지2000 12 31

시내버스 이하25%

시내버스
외

이하30%

년 월2001 1
일부터1
년 월2002 6
일까지30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ㆍ
다목적자동차ㆍ
중형자동차 년 월 일부터2001 1 1

년 월 일까지2002 6 30

이하30%

대형자동차 이하25%

년 월2002 7
일 이후1

제작자동차

승용 승용1 2ㆍ ㆍ
승용 화물3 1ㆍ ㆍ

화물2 년 월 일 이후2002 7 1
이하25%

승용 화물4 3ㆍ 이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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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운행차 공회전 자동 방지장치 부착사업 시행

  서울시는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운행차 공회

자동방지 장치부착 사업을 2008. 11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 승용차 등에 1년여의 부착 운영 

실험을 실시하였고 도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연비가 10%이상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시내버스에 년차적으로 부착 사업을 시행한다.

공회전 자동방지 장치는 교차로 및 정류장에서 정차하였을 경우 엔진을 

자동으로 중지시켰다가 출발시 자동으로 시동을 켜는 장치로 정차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

 공회전으로 인하여 낭비 되는 연료비도 절감하고 온실가스(CO2)배출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본에서는 2003년부터 본격 보급하여  현재 약 100만대의 차량에 장착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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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

1. 배출업소 현황 및 관리강화

1-1. 배출업소 현황

서울의 대기배출업소는 대부분이 4~5종 업체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업종은 난방시설 및 정비시설 등이다. 또한 대기배출업소수가 가장 많은 

구는 성동구로서 186개 업체가 허가(신고)되어 있다. 

<표 2-4-26> 대기배출시설 종별 규모 현황              

종별 배출시설 업소수

1종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12

2종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11

3종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10

4종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188

5종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828

<그림 2-4-17> 종별 현황

3종
10
1.0%

2종
11
1.0% 
8%

1종
12
1.1% 4종

188
17.9%

5종
828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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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7> 자치구별 대기배출시설 현황                 
(2008.12.31)

         종별
   구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049 12 11 10 188 828

종 로 구 6 - - - - 6

중    구 13 - - - 1 12

용 산 구 9 - 1 - 2 6

성 동 구 184 - 1 2 29 152

광 진 구 12 - - - 1 11

동대문구 16 - - - 3 13

중 랑 구 23 - - - - 23

성 북 구 7 - - - - 7

강 북 구 15 - 1 2 - 12

도 봉 구 26 - 1 - 10 15

노 원 구 23 2 2 - 4 15

은 평 구 7 1 - - - 6

서대문구 3 - - - 1 2

마 포 구 30 2 - - 1 27

양 천 구 16 2 - - 1 13

강 서 구 97 1 1 1 21 73

구 로 구 104 - - - 24 80

금 천 구 167 - 1 1 37 128

영등포구 144 - - - 16 128

동 작 구 6 2 2 1 1

관 악 구 6 - - - 1 5

서 초 구 29 1 - 1 3 24

강 남 구 28 2 1 1 7 17

송 파 구 56 1 - - 19 36

강 동 구 22 - - - 6 16

1-2. 배출업소 관리강화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이 되고 있는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 구별 1개반씩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행위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환경관리인의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저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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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배출업소 현황과 1999년~2008년 지도･점검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4-28> 대기배출업소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1999 796 15 12 15 36 718

2000 927 15 10 13 32 857

2001 993 12 7 9 30 935

2002 1,020 12 7 9 28 964

2003 1,094 15 7 12 43 1,017

2004 1,083 14 7 11 33 1,018

2005 1,068 14 10 14 207 823

2006 1,079 12 12 11 199 845

2007 1,061 15 11 9 187 839

2008 1,049 12 11 10 188 828

※ 1종 : 연간 오염물질발생량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 연간 오염물질발생량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발생량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 1~4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표 2-4-29>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
고 발
(병과)

실적
위반
업소수

계
개선
명령

조업
정지

허가취소･폐쇄명령･사용금지

경고 등
기타

1998 1,499 67 67 16 1 27 23 (17)

1999 1,799 92 92 29 - 29 34 (17)

2000 1,599 217 217 26 20 118 53 (76)

2001 2,230 262 262 58 15 128 61 (46)

2002 3,336 161 161 57 4 68 32 (18)

2003 1,161 110 110 21 ･ 57 32 (18)

2004 1,937 105 105 18 5 34 48 (23)

2005 1,531 89 89 38 3 19 29 (17)

2006 1,486 105 105 60 3 19 23 (7)

2007 1,411 107 107 77 1 16 13 (12)

2008 1,328 111 111 79 0 16 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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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기배출허용기준 조례개정

서울지역의 일반보일러는 청정연료의 공급 확대 등으로 대부분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일러시설의 중유사용으로 대기중 질소산화물 농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어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여 왔으며, 2007년 5월 

29일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표와 같이 액체연료 사용시설중 일반보일러의 

질소산화물과 건조시설을 포함한 도장시설의 탄화수소에 대하여 국가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표 2-4-30> 서울시 대기 배출허용기준

1. 질소산화물(NO2)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1일부터

다. 액체연료사용시설

(1) 일반보일러

(가)배출가스량 100,000㎥/시간 이상인 시설

(나)배출가스량 100,000㎥/시간 미만인 시설

70(4)ppm이하

-

-

100(4)ppm이하

50(4)ppm이하

-

비고 : 가.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나. 질소산화물의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

을 말한다.

2. 탄화수소(THC)

배출시설  배 출 허 용 기 준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1) 연속식

      (2) 비연속식

 

 40ppm 이하

100ppm 이하

비고 : 가. 연속식이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

       나. 비연속식이라 함은 연속식 시설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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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오염 배출업소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2-1. 추진배경 및 목적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대기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03년 12월)한 바 있다. 동법은 총량적인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지역 

배출허용 총량관리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첫 번째, 사업장대책으로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두 번째, 자동차대책으로 저공해자동차 제작･구매, 

운행차 저공해화, 세 번째, 기타 면오염원 대책으로 지역난방확대, 청정연료 

보급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중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는 시범사업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단계는 

2007년 7월부터, 2단계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하되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 설치･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즉,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도기준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2-2. 추진방향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미세먼지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서울시에 할당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오염원별 관리방안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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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진과정

 가. 2003. 12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

 나. 2004. 8 : 수도권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 용역(환경부)

 - 수도권 지역 대기관리 여건 및 전망

 - 수도권 대기오염 현황 및 전망

 - 지역 배출허용총량 및 총량관리 추진방향 

 다. 2005. 8 : 수도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용역(환경부)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안 마련

 - 적정방지시설 종류 및 효율 구축

 - 오염물질 삭감가능량 구축

 라. 2005. 11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환경부)

 - 서울시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구 분 NOx SOx PM10

 2001년 배출량(톤)  98,188  10,399  4,408

 삭감율(%)  53.0  38.7  38.7

 2014년 배출허용총량(톤)  46,148 6,375  2,702

 마. 2006. 8 : 수도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시범사업 실시 

용역(환경부)

 - 수도권 1종 사업장 정밀조사

 - 총량대상사업장 선정

 - 배출권 모의실험 실시

 - 배출허용총량 할당방안 제시

 - 총량관리에 필요한 고시(안) 마련

 바. 2005. 12 ~ 2006. 11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서울시)

 - 내용 : 오염배출량조사, 지역배출허용총량 산정,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방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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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추진

가. 근거법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4조 내지 제22조

나. 총량규제 항목 및 오염배출량 대상기준

      

        기 간
  항 목

2007. 7. 1 ~ 2009. 7. 1 ~

질소산화물 30톤 초과/년 4톤 초과/년

황산화물 20톤 초과/년 4톤 초과/년

* 상기 오염물질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면 규제대상
  

 

다. 적용시기 및 대상업종

 - 2007. 7. 1부터 : 1종사업장(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 2009. 7. 1부터 : 1종 ~ 3종사업장

※ 1종은 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2종은 20~80톤 미만, 3종은 

10~20톤 미만이다.

라. 총량제 관련 시범사업 실시 : 2006. 10~12(3개월)

 - 참여사업장 : 한국중부발전, (주)CJ김포

 - 시범목적 :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총량관리제 

사후관리방안 마련

마. 서울시 대상사업장 현황(2008. 12) 

- 총 12개 1종사업장 중 8개 사업장

- 강남자원회수시설, 노원열병합발전시설, 목동열병합발전시설, 한국중부발전 

 (주)서울화력발전소, (주)센트럴시티, (주)호텔롯데, 양천자원회수시설, 서남물 

재생센터, 노원자원회수시설 

※  배출량기준이하 제외 : 지에스타워, 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뉴타운자원회수시설 

2-5. 추진방법

 가. 총량대상사업장은 사업장 설치허가 신청(법제14조)

 나.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 매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 할당(삭감율 고려)

 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배출권거래) 

 라. 업무범위 : 시(총량할당 총괄), 사업장(배출권 이전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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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8> 총량제 프로그램 흐름도

환 경 부
････････････

･ 총량관리제 총괄

⇩
수도권대기환경청

････････････
･

배출량 산정･확인･조정･
이월 및 이전승인

⇩
지방자치단체

････････････
･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배출시설 허가

⇩
대상 사업장

････････････
･

배출량 산정･자료제공

배출권 이전･이월 신청

2-6. 사후관리

가. 배출량산정 및 관리

-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의 산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총량관리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을 통한 배출량 확인

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 총량관리사업자가 오염물질 저감 노력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 및 다음연도 이월을 허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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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장 등 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도로변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도로는 물론 

이면도로, 골목길 등 서울시 전 도로와 보도에 대하여 진공흡입 청소차 156대와 

도로물청소차 244대를 이용하여 차도는 평균 2일 1회, 보도는 주 1회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중앙분리대에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경계석 상단 

5㎝이하까지만 복토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가로수 주변의 노출면에서의 먼지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먼지가 유출되지 

않은 보호판으로 정비하고, 보도블럭 교체시 시멘트블럭류를 먼지발생이 적은 

투수콘류로 교체하고 있다. 아울러 한강시민공원 등의 비포장도로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을 통제하여 먼지발생을 줄이고 있다.

3-1. 공사장, 사업장 먼지저감

공사장, 골재보관판매업, 건축폐기물처리업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저감을 위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공사규모가 

큰(연면적이 10,000㎡ 이상) 건축물축조공사장이나 토목공사장 등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동세륜시설 설치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강화된 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기타 공사장에 대하여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신고처리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적정설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사업장에 대하여는 야적물질 보관을 위한 밀폐시설과 배기 

부위에 집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년 2회 이상 환경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지역의 먼지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규모 미만 시설인 소규모 굴착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시 먼지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시에도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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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2008년) 

     계            건설업      비금속물질      시멘트            연탄
                                  가공업        관련업           제조

1604

1544

45

13

2

<그림 2-4-20> 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현황(2008년)

                                                                (단위 : 개소)

레 미 콘 제 품 제 조
4

골 재 보 관 판 매 업
15

콘 크 리 트 제 품
제 조  5

시 멘 트 저 장  4

연 탄 제 조 업  2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업
30

3-2. 생활주변 먼지저감

도로와 공사장외 나대지 등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공터와 나대지 등에 꽃이나 나무를 심고, 학교운동장에 먼지억제제 살포, 

잔디심기,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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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절기에는 공사장이나 주택가, 공터 등에서 쓰레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주민감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무단소각행위의 신고자에게는 자치구별로 1~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4-1. 실내공기오염의 원인 및 중요성

최근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증가와 건물 기밀화에 따른 환기부족으로 

실내오염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대인들은 하루 중 80~90% 이상을 집안, 사무실, 

학교 등 실내공간에서 보내고 있어 오염된 실내공기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시설이용자들에게 빌딩증후군이나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오염으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03.5.29 전면개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17개 

다중이용 시설군(서울시 항만시설 없음) 및 신축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고, 

관리대상 오염물질 또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10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는 

미세먼지 등 10항목을 기준 이내로 관리해야하고 유지기준(5항목)은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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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5항목)은 2년 1회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해야 하며,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및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시설 설치시나 개･보수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2008. 12. 현재 총 250종의 건축자재 고시).

또한 신축 아파트 입주시 건축자재와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피로, 두통, 현기증 등과 같은 새집증후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2004.5.30 이후 최초 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 및 기숙사(2006.1.1 이후 최초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 시공자는 입주 전에 포름알데히드, 벤젠과 같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실내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해야하고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신축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30~50℃의 난방온도에서 5~6시간 밀폐 후 환기하는 베이크아웃 

(Bake-out)등을 이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야 한다.

4-3. 강화된 유지기준 조례 제정･시행

서울시에서는 환경여건이 각기 다른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기준을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2005년 12월 29일 제정･시행하였다.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16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로 통합(2008.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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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1>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상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이산화탄소
(CO2)
(ppm)

포름알데히드
(HCHO)
(㎍/㎥)

총부유
세균

(CFU/㎥)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이상)

150 →
140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
9이하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이상)

∙도서관(연면적 3,000㎡이상)

∙박물관(연면적 3,000㎡이상)

∙미술관(연면적 3,000㎡이상)

∙찜질방(연면적 1,000㎡이상)

∙장례식장(연면적 1,000㎡이상)

∙대규모점포

150 →
140이하

1,000

이하
-

10 →
9이하

∙의료기관

 (연면적 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

상)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1,000㎡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000㎡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이상)

100

이하

1,000→
900이하

800

이하

10 →
9이하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이상)
200 → 
180이하

1,000

이하
-

25 →
20이하

지하역사,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의 유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시설에는 

환기시설개량 등의 시설보완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후인 2008년 12월 30일부터 

강화기준을 적용하고 2005년 12월 29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신규시설은 

2006년 6월 30일부터 강화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강화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정기적인 청소 및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 환기 

설비를 적정 운영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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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대기질 개선기반 구축

1. 대기오염 측정망 현황 

1-1. 자동측정망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TM 좌표법에 의거 가로, 세로 약 5km 간격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각 지역의 특성을 대표할 만한 2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에 22개소, 준공업지역 3개소, 녹지지역에 1개소, 상업 

지역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1-2. 이동측정망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과 배경오염도(Back Ground 

Level : 오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대기수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1-3. 산성우 측정망

강우중에 산성도(Acid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27개 대기오염 

측정소중 10개소에 산성우 측정망을 병행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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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2> 서울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현황

연번 측정소명 소 재 지 관할기관

1 종 로 구 종로구 효제동 173-2 (종로 5･6가동사무소)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2 중    구 중구 서소문동 37 (시청 별관 3동)

3 용 산 구 용산구 한남동 726-366 (한남직업전문학교 옥상)

4 성 동 구 성동구 성수동 성수1가 641(서울숲내)

5 광 진 구 광진구 구의동 164 (구의 정수사업소내)

6 동대문구 동대문구 용두2동 237-1 (용두초등학교 옥상)

7 중 랑 구 중랑구 면목5동 168 (면목빗물펌프장)

8 성 북 구 성북구 길음3동 1064-1 (길음3동사무소 옥상)

9 강 북 구 강북구 번1동 417-11 (번1동사무소 옥상)

10 도 봉 구 도봉구 방학1동 687-27 (방학1동사무소 옥상)

11 노 원 구 노원구 상계2동 389-483 (상계2동사무소 옥상) 

12 은 평 구 은평구 불광동 280-17 (환경정책평가원내)

13 서대문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250-6 (남가좌1동사무소 3층)

14 마 포 구 마포구 대흥동 30-3 (마포문화체육센타 5층 옥상)

15 양 천 구 양천구 신정4동 957-9 (신정4동사무소 옥상)

16 강 서 구 강서구 화곡동 1019-1 (화곡3동사무소 3층 옥상)

17 구 로 구1 구로구 구로동 222-16 (한국디지털단지 정수장내)

18 구 로 구2 구로구 궁동 157 (궁동청소년독서실 옥상)

19 금 천 구 금천구 시흥5동 832-14 (시흥5동사무소 옥상)

20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1가동3가 250 (당산1동사무소 옥상)

21 동 작 구 동작구 사당4동 300-8 (사당4동사무소 옥상)

22 관 악 구 관악구 신림5동 1439-3 (신림5동사무소 옥상)

23 서 초 구 서초구 반포동 355 (반포2동사무소 4층 옥상)

24 강 남 구 강남구 도곡동 429(도곡2동사무소, 이전중임)

25 송 파 구1 송파구 방이동 88 (올림픽공원내)

26 송 파 구2 송파구 잠실본동 230-1 (본동사무소 2층 옥상)

27 강 동 구 강동구 천호1동 76-2 (천호1동사무소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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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3> 산성우 측정망 설치 현황

연 번 측정소명 용도지역 소 재 지

1 북 한 산 녹 지 강북구 우이동 산 74(105경찰대)

2 반 포 동 주 거 서초구 반포동 355 (반포2동사무소 4층 옥상)

3 한 남 동 주 거 용산구 한남2동 726-366 (한남직업전문학교내)

4 방 학 동 주 거 도봉구 방학1동 687-27 (방학1동사무소 옥상)

5 구 로 동 준 공 업 구로구 구로동 222-16 (한국디지털단지 정수장내)

6 방 이 동 녹 지 송파구 방이동 88 (올림픽공원내)

7 양 재 동 녹 지 서초구 양재동 202-3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내)

8 구 의 동 주 거 광진구 구의동 164 (구의정수사업소내)

9 화 곡 동 주 거 강서구 화곡동 1019- 1(화곡3동사무소 3층 옥상)

10 남 가 좌 동 주 거 서대문구 남가좌동 250-6 (남가좌1동사무소 3층 옥상)

1-4. 도로변 측정망

서울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내 주요지점 9개소(로터리, 

사거리 등)에 도로변 측정망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다.

<표 2-4-34> 도로변 측정소 현황

연 번 측정소명 소재지

1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66 (영등포로터리 서울은행 앞)

2 신촌  마포구 노고산동 31-6 (신촌로터리 우리은행 앞)

3 청계천  중구 주교동 125 (청계천4가 로터리 배오개다리 앞)

4 신사동  강남구 논현동 1 (신사로터리 중앙산부인과 앞)

5 청량리  동대문구 청량리동 746 (청량리로터리 기업은행 앞)

6 동대문  중구 을지로 7가 135-5 (동대문운동장 지하철역 사거리)

7 서울역  용산구 동자동 43 (서울역전 식당 앞)

8 길동 강동구 길동 417(길동쪽 사거리)

9 종로 종로구 종로4가 32-8(종묘주차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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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기오염전광판 운영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그 지역의 대기오염수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내 12개 주요지점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2-4-35> 대기오염전광판 설치현황

측정소명 설치위치 표출내용

시 청 앞 중구 태평로 2가(덕수궁옆 보도 옆)

- 오염도 5개 항목
(SO2, PM10, O3, 

 NO2, CO)

- 오존, 미세먼지
  경보 발령상황

- 대시민 홍보사항 

문 래 영등포구 양평동 1가96번지앞 보도상(양남동로타리) 

불 광 은평구 대조동 15-46 도로변(불광시장 앞)

면 목 중랑구 중화2동 208-18 도로변(새서울극장 인근)

방 학 도봉구 쌍문2동 656번지 보도상(한독카코크 건너편)

남 가 좌 서대문구 남가좌동 219-40 보도상 (모래내시장앞)

방 이 송파구 방이2동 88 (올림픽공원앞)

구 로 구로구 구로동 1125-6 구로공단역 인근(시흥대로)

반 포 서초구 잠원동 75-24앞 보도상 (반포쇼핑타운3동앞)

성 수 성동구 성수2가3동 280-41(성동세무서 건너)

신 사 강남구 논현동 1-2(신사동로타리 중앙산부인과 앞)

신 촌 마포구 노고산동 40-56(신촌로타리 한일은행 앞)

※ 관리부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 대기오염 예･경보 강화 

2-1. 오존(O3)경보제 추진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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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오염도 변화는 1995년 0.013ppm에서 2000년 0.017ppm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01년 0.015ppm을 고비로 2002년에서 2004년까지는 

0.014ppm을 유지하였고, 2005년부터는 다시 높은 기온 등의 기상 영향으로 

2005년 0.017ppm, 2006년과 2007년은 0.018ppm, 2008년은 0.019ppm을  

나타냈다.

오존경보발령은 서울전역을 지형적인 여건과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북서, 북동, 남서, 남동 4개권역으로 나누어 발령하며 대기오염 

측정소의 오존측정 결과가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측정소가 포함된 

지역별로 단계별 경보가 발령된다.

<표 2-4-36> 오존경보 발령지역 구분

구 분  행 정 구 역

북서지역(6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북동지역(8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남서지역(7개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남동지역(4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오존(O3)경보 발령 메시지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된 오존경보 

상황실에서 매시간 측정결과와 기상자료를 검토한 후 경보발령 여부를 판단하여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게 발령을 요청하면(해제 요청시도 같음) 

시에서는 전화나 FAX를 이용한 동보장치와 라디오, TV 등 전파매체 및 

대기오염전광판이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경보발령 메시지를 

행정기관, 언론기관, 학교 및 서울 인근 수도권 자치단체에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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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소 문
)

<그림 2-4-21> 오존경보 발령지역 구분 및 측정소 위치도

 

2000년부터는 오존주의보 발령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대기오염 감시 

측정망(TMS)을 25개 자치구에도 확대 연결하였으며, 2001년에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오존주의보 발령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권 대기오염 TMS를 운영하고 

있다.

<표 2-4-37> 오존경보 발령기준과 시민협조사항

단계별 발 령 기 준 시 민 협 조 사 항 

주의보

대기중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초과시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합시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경보

대기중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3ppm초과시

∙노약자, 어린이, 환자는 실외활동을 삼가합시다.

∙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삼가합시다.

∙자동차는 발령지역을 우회 통과합시다.

중대경보

대기중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5ppm초과시

∙노약자, 어린이, 환자는 실외활동을 하지 맙시다.

∙ 유치원, 학교에서는 휴교를 권고합니다.

∙자동차는 발령지역으로 진입하지 맙시다.



354 _ 2008 Environment of Seoul

교통

파출소

 자체
 방송

 자체
 방송 

      자체방송

   케이블 TV

    방송 신문

  자체 방송, 유선

   유선, FAX

주

민

아파트･
학교･
병원･
공공
기관･
대형
사업자
등

   지 하 철 역

     서울역 등

    경 찰 서

    고등학교

 유치원･초중학교

    서울 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지역교육청

     구      청

    주민자치센터

  서울시지방경찰청

  공원･버스터미널

 수도권 인접시(도), 
 국방부, 수방사･주한미군

   종합유선 방송국

라디오, TV 등 보도기관

   시청･유관기관

     정 부 기 관

 기상
 자료

 측정
 자료

 서

 울

 특

 별

 시

‿환
경

오

염

정

보

센

타

수도권

대  기

환경청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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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건

 환

 경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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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관

 리

 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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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 상 청

대기오염

측 정 망

 감시

 보고

<그림 2-4-22> 오존경보 발령 체계도

2007년 오존주의보 발령은 총 7일 20회가 발령되었으며 2008년은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적고 기온이 상승하는 등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에 유리한 

기상조건 등으로 주의보 발령일수가 증가하였으며, 시간대별 오존농도는 기온과 

일사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오후 2시~5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별 발령일 분포는  5월에 8%, 6월 43%, 7월 27%, 8월 16%, 9월 6%로 주로 

6월부터 7월에 발령이 집중되었으며 9월은 1998년과 2007년에만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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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8> 월별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구분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발령
일수

발령
횟수

발령
일수

발령
횟수

발령
일수

발령
횟수

발령
일수

발령
횟수

발령
일수

발령
횟수

발령
일수

발령
횟수

계 77 (173) 6 (14) 31 (75) 20 (47) 15 (27) 5 (10)

1995 1 (2) - - 1 (2) - -

1996 6 (11) - 2 (3) 1 (2) 3 (6) -

1997 10 (19) - 4 (9) 5 (8) 1 (2) -

1998 11 (18) 3 (6) 1 (1) 2 (2) 1 (1) 4 (8)

1999 8 (16) - 6 (14) - 2 (2) -

2000 8 (22) - 5 (13) 3 (9) - -

2001 4 (7) - 2 (3) 1 (3) 1 (1) -

2002 1 (4) - 1 (4) - - -

2003 2 (2) 1 (1) - 1 (1) - -

2004 5 (9) - 4 (7) - 1 (2) -

2005 5 (17) 1 (4) 1 (4) 2 (8) 1 (1) -

2006 1 (3) - - - 1 (3) -

2007 7 (20) 1 (3) 2 (8) 2 (6) 1 (1) 1 (2)

2008 8 (23) - 3 (9) 2 (6) 3 (8) -

2-2. 미세먼지 예･경보제 추진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오염도가 증가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도 저감에 

기여코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를 도입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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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예보는 내일의 먼지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외출활동 

등에 참고토록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6단계(좋음, 보통,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약간 나쁨, 매우 나쁨)로 구분하여 기상청의 일기예보 등을 감안하여 그 

정확성을 검토한 다음, 검토된 내용을 반영하여 예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파하게 된다. 예보는 ‘전일예보’와 ‘당일예보’가 있으며, 전일예보는 매일 

18:00시에 발표하고 당일예보는 아침 09:00분경 기상여건 등을 참고하여 보완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표 2-4-39>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기준

예보내용 좋음 보통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미세먼지농도
(㎍/㎥.일)

0~50 51~100 101~150 151~200 201~300 301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일 때에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여 외출자제, 

학교 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을 권고하고 차량운행 자제, 먼지발생사업장 공사중지, 

도로 물청소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표 2-4-40> 주의보･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의보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100㎍/㎥이하인 때

경보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하인 때

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대기환경 보전 _ 357

<표 2-4-41>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 시민행동요령

좋 음 ∙외출 등 실외활동
보 통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

약간 나쁨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자제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나 쁨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매우 나쁨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어린이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금지

∙차량운행 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중지

<그림 2-4-23> 예･경보사항 전파체계

서울시 먼지 예･경보센터

자 치 구 방 송･신 문 교 육 청(학 교) 공 공 시 설

지역주민에게 전파
-아파트･노인정
-병원
-배출업소･공사장

뉴스･일기예보시간에 
보도 
-실외활동자제
-차량운행 자제홍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실외수업금지, 휴교 
등 검토

이용시민에게 전파
-공원, 운동장, 고궁
-지하철, 철도,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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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은 미세먼지경보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먼지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총 

발령횟수는 2회 4일이었으며, 2008년은 총2회 3일로 주로 연무 유입 및 안개와 

대기 안정으로 농도가 증가하였다. 황사일은 11일로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이나 2001년과 2007년에 이어 12월에도 황사가 발생되었다. 이는 

황사발원지의 목초지 훼손과 과도한 지하수 개발, 지구온난화로 인한 

발원지역의 고온건조 상태의 지속으로 사막화가 가속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만주지방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나라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2-4-42> 황사강도 예보기준

구분 황사 강도의 기준

약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미만 예상될 때

강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정도 예상될 때

매우 강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 예상될 때

<표 2-4-43> 황사 대비 시민행동요령

∙황사발생전

가   정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 점검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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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발생중

가  정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종료후

가  정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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