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만드는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친환경 경제운전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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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도 준수하기

3급(급출발, 급가속, 급제동)하지 않기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신호대기 시 기어는 중립으로

주행 중 에어컨, 히터 사용 줄이기

트렁크 비우기

내리막길에서 가속페달 밟지 않기

출발 전! 교통정보 확인하기

한달에 한번, 자동차 점검하기

유사연료 사용하지 않기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TEL : 2133-3631~7

◎ 친환경·경제운전 효과
◆ 경제적 측면
  - 연비 10%개선 시 차 1대당 연간 약 36만원 절약

  - 서울시 전체 차량 동참 시 연간 1조 7백억원 절약

◆ 환경적 측면
  - 온실가스(CO2) 배출량 89만톤 감소

  -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79톤 감소

◆ 교통안전 측면
  - 사고 8%, 부상자 14%(중상자 36%) 감소

- 타이어 공기압과 에어클리너 점검

- 엔진오일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환주기 준수

한달에 한번, 자동차 점검하기

- 유사연료 사용 시 고장 원인이 되며 연비 7.4% 감소

- 불량 휘발유는 오염물질 16.3% 증가

유사연료 사용하지 않기

친환경운전 “나부터” 실천합시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는 10가지 방법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63%,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는 자동차 등

수송분야에서 발생합니다.

경제운전
10계명



경제속도 준수하기
- 시속 60~80km로 주행할 때 연비가 가장 높음

- 경제속도를 준수하면 연료비 10%절약

- 신호대기 시 기어를 중립모드(N)로 하면 구동모드(D)에서

    보다 최대 30% 이상 연료절감 및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저감

- 불필요한 짐 10kg을 싣고 하루 50km를 주행하면 80cc

   연료 낭비

- 오랫동안 적재된 짐은 악취 발생,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인터넷, 교통방송, 라디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최적경로 검색

- 도로가 막히고 주차가 어려운 도심에는 대중교통 이용

- 오르막길에서는 냉·난방 사용 줄이기

- 내부 온도에 따라 최대한 On/Off 반복 사용

- 출발할 때 처음 5초동안 시속 20km/h까지 천천히 가속

- 급출발 10번 하면 100cc의 연료 낭비

- 급가속 시 연료 소모 30% 이상, 오염물질 50% 이상 증가

- 대기중이거나, 짐을 싣고 내릴 때 시동 끄기 

- 5분 공회전하면 1㎞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 낭비

3급(급출발, 급가속, 급제동)하지 않기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트렁크 비우기

출발 전! 교통정보 확인하기

신호대기 시 기어는 중립으로

주행 중 에어컨, 히터 사용 줄이기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운행하면
공기가 맑아집니다.

소형차를 구입하면 평생 약 3천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TIP

내리막길에서 가속페달 밟지 않기
-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약 20%의

   연료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