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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2018년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어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경협재개 등 
신 남북경협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었으며, 6.13지방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한해였습니다.

2018년 우리 녹색교통운동은 자동차에 의한 대기환경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정책대응 활동,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줄
이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서울시 
보행 시민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자동차 대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 활동으로는 6.13
지방선거 각 후보들에게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정책을 제안하고, 서울
과 수도권 외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대책추진을 촉구하
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대기환경 전문가 포럼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대책, 운행차 배출가스 관
리제도 개선,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 관리방안,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제도 등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건강영향 및 위해도 저감을 위한 도로변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
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14개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주
변의 미세먼지 개수농도(PN)를 측정하였습니다. 
셋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캠페인은 스마트교



통마일리지 앱을 마켓 등록하여 캠페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자전거 이
용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과 자전거 이용 시설 모니터링 및 자전거 
인센티브제도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넷째, 보행권 활동 지속 및 전국 확대사업으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
한 서울시 보행 시민공모전과 걷는 도시 전국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
한 지역별 교통문제에 대한 민간 중심 활동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으로는 지속적으로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
고, 대학생 까지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꾸준한 모금활동으
로 대부분의 모금함이 100% 모금 달성 하는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유자녀 지원 브로셔를 제작하여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에게 활용 홍보
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에 대한 심리치
료 지원사업으로는 “사람마음 트라우마치유센터”와 연계하여 가정별 
개인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교통운동이 2018년에 활동한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018 녹색교통운동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활동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녹색교통운동 활동가 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을 발로 뛰면서 녹색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의 활동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잊지 않고 회비와 후원금을 내주신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이 계셨기
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랑과 후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고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5일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조 강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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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KB손해보험 장학증서 전달식
2018-01-27 ··································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1차워크숍
2018-01-30 ··················································································· 나루운영위
2018-01-30 ····························· 자동차환경위원회 - 2018 사업계획 논의
2018-02-03 ································································ 호남지역교육프로그램
2018-02-06 ······································································ 한국환경회의 총회
2018-02-08 ··································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2차워크숍
2018-02-08 ················································ 현대모비스 온누리상품권 발송
2018-02-12 ·································································· 활동보고서 감사요청
2018-02-13 ·········································································· 활동가 모집공고
2018-02-20 ·································································· 지하철스티커부착OT
2018-02-20 ·································································· 녹색교통운동 이사회
2018-02-21 ·····················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최종 제안서 마감
2018-02-22 ·············································································· 나루 신년인사
2018-02-26 ·····································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최종심사
2018-02-26 ······································································ 지구의날 기획회의
2018-02-28 ······························································ 신영동주민대책위 미팅
2018-03-06 ·········································································· 총회준비 이사회
2018-03-06 ·······························································································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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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 미세먼지 공동행동 기획회의
2018-03-08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2018-03-09 ····································· 신영동 횡단보도 설치요청 공문 발송
2018-03-09 ········································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시상식
2018-03-14 ······················································· 남명초등학교 방문 (30km)
2018-03-14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설명회
2018-03-14 ·································································· 지방선거대응 워크숍
2018-03-15 ···················································· 미세먼지 공동행동 기획회의
2018-03-16 ········································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서류 마감
2018-03-19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신청 마감
2018-03-21 ···················································· 미세먼지 공동행동 기획회의
2018-03-22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1차 현장실사
2018-03-23 ············································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 결과발표
2018-03-27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2차 면접심사
2018-03-27 ········································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서류심사 
2018-03-28 ·····························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18-03-29 ·············································· 환경회의 정책소위 평가워크숍 
2018-04-02 ···································································· 활동가 모집 재공고
2018-04-02 ······························································ 자전거정비사 교육 1차
2018-04-05 ············································ 사회혁신활동가 파트너쉽 워크숍
2018-04-06 ··························· 재활용 비닐 폐기물 관련 환경회의 간담회
2018-04-07 ························································ 대학생 장학금 선발인터뷰
2018-04-09 ····························· 신규장학생 가정방문-전주,광주,광양,여수
2018-04-09 ················································ 남명초등학교 안전용품 전달식
2018-04-09 ······························································ 자전거정비사 교육 2차
2018-04-12 ················································ 경동초등학교 안전용품 전달식
2018-04-12 ································································· 30km 보도자료 배포
2018-04-12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내일박람회
2018-04-12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 회의
2018-04-16 ·················································· 고양시 교통정책 제안서 발송
2018-04-16 ······························································ 자전거정비사 교육 3차
2018-04-17 ···················································· 환경회의 지구의날 기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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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서 작성
2018-04-19 ····················································· KBS 미래기획 2030 인터뷰
2018-04-19 ················································································· 나루 운영위
2018-04-20 ························································ 배출가스 무상점검 캠페인
2018-04-22 ······················································································· 지구의날
2018-04-23 ···································· 아름다운가게 골목길 30 제안서 발송
2018-04-23 ······························································ 자전거정비사 교육 4차
2018-04-23 ·················································· 환경회의 지구의 날 평가회의
2018-04-24 ··································· 한국환경회의 영양 풍력단지 현장방문
2018-04-24 ····················································· KBS 미래기획 2030 인터뷰
2018-04-26 ······················································ 환경회의 신입 활동가 교육
2018-04-26 ········································ 사회혁신활동가 2차 청년 면접심사
2018-04-27 ·················································· 사회혁신활동가 최종선발결과
2018-04-27 ·································································· 녹색교통 운영위원회
2018-04-30 ······························································ 자전거정비사 교육 5차
2018-05-02 ································································ 지방선거 정책 워크숍
2018-05-09 ······································································ 환경정책 심포지엄
2018-05-14 ······························································ 자전거정비사 교육 6차
2018-05-16 ····················· 한국환경회의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2018-05-17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 회의
2018-05-20 ······································································ 전북 문화체험활동
2018-05-24 ························· 지방선거 공약 및 후보 평가 보도자료 배포
2018-05-29 ············································ 안산자락길 서면자문의견서 발송
2018-05-31 ······························································ 녹색교통운동 임시총회
2018-06-05 ·································································· 한국환경회의 운동회
2018-06-19 ························································ 한국환경회의 운영위 회의
2018-06-19 ·························································· 현대모비스 상품권 전달 
2018-06-26 ······································································ 환경활동가 워크숍
2018-06-27 ·································································· 녹색교통 운영위원회
2018-06-28 ·································································· 1학기 대학생 간담회
2018-07-04 ······································································ 녹색교통 후원행사
2018-07-11 ·································································· 교통환경팀 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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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조직기획팀 평가회의
2018-07-13 ··············································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최종보고서
2018-07-13 ·································································· 평가회의-조직기획팀
2018-07-17 ······································ 신규장학생 가정방문-평택,의왕,광주
2018-07-19 ·································································· 평가회의-교통환경팀
2018-07-19 ······························· 조직기획 일정 논의 및 하반기 최종평가
2018-07-20 ························································ 신규장학생 가정방문-창원
2018-07-22 ········································································ 경상지역프로그램
2018-07-24 ················································ 자동차환경위원회 사무처 논의
2018-07-28 ···························································· 수도권 중고등 프로그램
2018-07-31 ···························································· 수도권 미취학 프로그램
2018-08-04 ······································································ 호남지역 프로그램
2018-08-08 ·········································································· 특허상표 컨설팅
2018-08-21 ·········································································· 환경회의 운영위
2018-08-22 ······································································ 에너지의날 캠페인
2018-08-23 ········································································ 나루 운영위 회의
2018-09-05 ······································· 도쿄환경국 차량배출규제과장 미팅 
2018-09-07 ·········································· 수도권청 2차/1차 포럼 결과 공유
2018-09-11 ·················································· 서울역 도로변 미세먼지 측정
2018-09-12 ······················································ 종로 도로변 미세먼지 측정
2018-09-13 ·················································· 신촌로 도로변 미세먼지 측정
2018-09-17 ······································ 통학로 미세먼지 모니터링 1차 분석
2018-09-18 ······································································ 청년활동가 워크샵
2018-09-18 ····················································· 자동차배출가스DB 착수보고
2018-09-20 ························································ 수도권대기환경청 3차포럼
2018-09-20 ·········································································· 환경회의 운영위
2018-10-02 ···························································· 대학생 장학생 서류심사
2018-10-02 ·············································· 천호대로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2018-10-08 ········································· 자동차배출가스 DB 관계기관 회의
2018-10-10 ···················································· 방배초등학교 미세먼지 조사
2018-10-10 ·············································· 동작대로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2018-10-11 ······································· 방배초등학교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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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공항대로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2018-10-12 ···················································· 방배초등학교 미세먼지 조사
2018-10-12 ·············································· 영등포로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2018-10-13 ································································ 대학생 장학생 간담회
2018-10-15 ·················································· 이수역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2018-10-15 ································································ 마음치유 인터뷰 회의
2018-10-16 ······················································ 종로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2018-10-17 ·············································································· 가정방문 김천
2018-10-17 ·············································· 양재대로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2018-10-18 ·············································································· 가정방문 대구
2018-10-18 ·················································· 홍릉로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2018-10-20 ···················································· 문화체험 수도권 중고등학생
2018-10-23 ···································································· 대기환경청4차 포럼
2018-10-24 ···································································· 남산 미세먼지 조사
2018-10-27 ································································ 문화체험 경상 중고등
2018-10-28 ·············································································· 문화체험 호남
2018-10-30 ·················································· 신답초 통학로 미세먼지 조사
2018-10-31 ·················································· 신답초 통학로 미세먼지 조사
2018-10-31 ·············································· 도산대로 도로변 미세먼지 조사
2018-11-01 ······················· 한국환경회의 활동가 워크숍III 서로배움학교
2018-11-01 ·················································· 신답초 통학로 미세먼지 조사
2018-11-03 ···························································· 문화체험 수도권 미취학
2018-11-07 ························································ 30캠페인 안전용품 전달식
2018-11-12 ······························································ 현대자동차 연구소견학
2018-11-14 ··························· 등급DB용역 중간보고회 및 협의체 발족식
2018-11-22 ································································ 성산동 미세먼지 측정
2018-11-22 ·································································· 녹색교통 운영위원회
2018-11-27 ······································· 도로변 미세먼지 모니터링 자문회의
2018-12-02 ·············································································· 나루 소방공사
2018-12-05 ······································· 도로변 미세먼지 모니터링 최종보고
2018-12-07 ······································· 통학로 미세먼지 모니터링 최종보고
2018-12-11 ························································ 수도권청 포럼 집필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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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일일호프
2018-12-19 ···························································· 현대모비스 상품권 전달
2018-12-20 ··················································································· 팀평가회의
2018-12-21 ·············································································· 전체 평가회의
2018-12-26 ··························································································· 종무식
2018-12-27 녹색환경지원센터 도로변 미세먼지 모니터링 사업 시상식



제1장
 

2018년 녹색교통운동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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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18년 녹색교통운동 사업계획
제1절. 2018년 녹색교통 활동방향

1. 자동차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한 정책 대응활동

2. 자전거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용 활성화 캠페인

3. 보행권 활동 지속 및 전국확대

4. 교통관련 이슈 모니터링

5. 녹색교통의 활동 홍보

6. 온/오프라인 모금활동

7. 조직관리

8. 유자녀 지원사업 진행

9. 조직기획분야

제2절. 교통환경팀 사업계획

1. 자동차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한 정책 대응활동
1)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2) 자동차 대기오염 전문가 포럼 및 정책 토론회 개최
3)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모니터링
4) 도시 도로변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조사
5) 현재 추진 중인 수송부문 대기오염 관리대책에 대한 워치독

2. 자전거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용 활성화 캠페인
1) 자전거 이용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2) 자전거 이용 시설 모니터 활동
3) 자전거 마일리지 이용 확대 캠페인 전개



- 10 -

3. 보행권 활동 지속 및 전국확대
1) 시민참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2) 걷는 도시 전국포럼

4. 교통관련 이슈 모니터링

제3절. 교통환경팀 세부사업계획

1. 자동차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한 정책 대응활동
1)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 캠페인 추진방안
 - 6월 지방선거 각 후보들에게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정책 제

안
 - 서울, 수도권 외 지자체 차원의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대책 

추진 촉구  캠페인 전개(걷는도시전국포럼 참여단체 및 지
역 환경단체와 연계)

 - 시민, 환경단체와 연계한 지방선거 대응기구 설립 추진
 - 자동차환경위원회 포럼 및 토론회와 연계한 정책대안 제시
   예)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제도, 녹색교통진흥지

역 등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 도입 촉구
 - 지자체 후보자별(광역지자체 중심) 자동차 미세먼지 공약 

평가 및 공개
 - 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이행 모니터링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 추진방안 마련 

순회 토론회 개최
○ 예산
 - 자체 예산 및 지방선거 대응기구 예산으로 사전 추진
 -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별 순회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은 해당 

지자체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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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대기오염 전문가 포럼 및 정책 토론회 개최
○ 포럼 및 토론회 주제
 - 자동차 온실가스 2020년 대책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개선
 - 건강영향 및 위해도 저감을 위한 도로변 미세먼지(PN)관리 

방안
 -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 관리 방안
 -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제도 등 일상적 미세먼지 

관리
 -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자동차 수요관리에 기반한 미세먼지 

관리
 -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등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 포럼 운영 및 토론회 개최 방안
 - 자동차환경위원회, 지속가능교통위원회 등 내부 전문가 풀 

활용
 -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 초빙 및 참여
 - 분기별 주요이슈를 설정하여 전문가 포럼 개최
 - 전문가 포럼에서 도출된 개선방안 및 정책을 발표하는 연2

회 공개토론회 개최
○ 예산 및 추진방법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국회의원실 등과 포럼 및 토론

회 공동개최
 - 자동차환경협회, LPG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협회 등 예

산마련 협의
 - 미세먼지민간대응기구(서울시 민간단체 중심으로 출범준비 

중)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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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모니터링 
○ 현황 및 문제점 
 - 큰비용을 지불(검사비용 년5천억원)하는 검사제도의 효율성

에 불만과 의구심 지속 제기
 - 매우 낮은 검사 불합격율 
 - 2009년 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저한 부적합율 저하
 - 장비관리 부실로 NOx가 “0”으로 측정된 검사장비 발견
 -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음
 - 검사기관의 수익과 연계된 편법 관리로 불합격율이 현저히 

낮음
 - 검사장비의 관리체계 부실
 - 기준과 제도의 개선 보완이 미흡
○ 모니터링 방안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 추진
 - 운행차 관리제도의 효율성 분석
 - 운행차 배출가스관리 전문조직(가칭 “운행차배출가스관리센

터”) 신설로 체계적 관리 요구 
○ 예산 및 추진방법
 - 환경, 시민단체, 미세먼지 민간대응기구와 협력하여 민간모

니터링단 구성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 민, 관모니터링단 구성 요

구
 - 자동차환경협회 등 관련협회 와의 공동추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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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도로변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조사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도심의 도로변 대기오염도는 대기농도의 3-5배 높

음 : PM, NOx, EC 
 - 인체유해성이 훨씬 큰 자동차의 NanoPM개수(PN)의 도로

변에 농도가 높음
 - 서울시 도로변 노출 위험인구는 38.4% 
 - 제작 자동차배출 PN 배출허용 기준은 있으나, 판매이후 관

리는 전무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6x1011/km는 대략 #105/cc
○ 연구방안
 - 대도시 도로변 PN 실태조사(서울시 14개 도로변 측정소 중

심)
 - 현재의 미세먼지(PM2.5)대책에 추가하여 미세먼지 개수 관

리 방안 요구
 - 도로변 노출위험 인구 건강관리를 위한 도로변공기오염관리 

정책 수립
 - 차량통행 제한 관리(LEZ)등의 일상적 관리방안 도출
○ 예산 및 추진방법
 - 환경, 시민단체, 미세먼지 민간대응기구와 협력하여 민간모

니터링단 구성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 민, 관모니터링단 구성 요

구
 - 자동차환경협회 등 관련협회와의 공동추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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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추진 중인 수송부문 대기오염 관리대책에 대한 워치독
○ 현재 추진 중인 정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2부제 실시
 -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제도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 친환경차협력금
 - 친환경차의무판매제도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
 -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에 따른 세제 개편
○ 워치독 및 대응방안
 - 구체적인 시행방안 발표 이전에 추진방안 확인 
 - 환경부, 서울시, 연구수행기관 등에 사전 자문회의(자동차환

경위원회 중심) 요구 
 - 시행계획 발표 이후 개선방안 발표(보도자료 및 논평)필요

시 긴급 토론회 개최
 - 녹색교통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개진 및 여론 확산
 - 언론사 등과의 공동취재 및 기획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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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용 활성화 캠페인
1) 필요성

○ 자전거 마일리지 캠페인이 예산 문제 등으로 최근 2~3년간 
구체적인 활동 없어 참여자 감소 (2만여 명 → 1,000명 수
준) 

○ 실제 자전거 타는 시민들과 직접 결합,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 활동 필요

○ 2016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시 제안하였던 생활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관련 질의서 회신 진행하였으
나 이후 정책 제안 활동 미흡

2) 주요활동
○ 자전거 이용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 자전거 이용 시설 모니터링
○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 정책제안

3) 자전거 이용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 참여자 목표
 - 참여인원 : 10,000명
 - 온실가스 감축 : 1인당 1t (1인당 주행거리 1,000km) , 총 

10,000t
○ 참여자 모집
 -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앱을 마켓등록 : 캠페인 참여자 모집관

련 공지
 - 기존 자전거 마일리지 참여자들에게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앱

을 통한 캠페인 참여요청 (이메일, 문자)
 - 자전거로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참여자 모집 관련 보도자

료 배포
 -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참여자 모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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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진행
 - 전체 참여자수, 전체 온실가스감축량(CO2) 등을 실시간으로 

앱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공유
 - 매월, 분기별 참여자 통계 분석 (나이,성별,지역별) 및 참여

자에게 캠페인 진행상황 전달 (공지사항, 뉴스레터 등)
 - 참여자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자전거 안전용품, 

t-money 포인트 지급), 분기별 1회

4) 자전거 이용 시설 모니터 활동
○ 모니터 활동 목표
 - 자전거 시설 위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 (자전거 대여

소,보관소,판매수리점)
 - 자전거 시설 중 자전거도로파손, 자전거 횡단로 미설치, 턱

낮춤, 보관소 추가설치 등에 대한 이용자 제보 및 시설개선 
요청

○ 모니터 활동 계획
 - 모니터 활동 제안‧제보 요청 홍보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앱, 

홈페이지, SNS) : 6월
 - 제안‧제보기간 : 6월~8월 (3개월간)
 - 시설개선 요청사항 및 제안을 지자체별로 분류하여 각 지자

체에 시설개선 요청사항 전달 : 9월
 - 개선계획 및 개선사항 모니터링, 참여자에게 진행상황 공유 

: 10월~12월

5) 자전거 마일리지 이용 확대 캠페인 전개
○ 필요성
 - 지역별로 민간에서 캠페인 형태로 진행되어 참여자가 한정

되고 각 지역별 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하나로 통합되
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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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중심의 캠페인으로 인센티브 지급등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함

 - 전기‧가스‧수도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제도(탄소포
인트 제도)가 있으나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제도 미
약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외 전무)

○ 활동계획
 - 각 지자체별 자전거 마일리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단체‧기관에 대한 공동 참여제안 : 3~5월 중 (대전, 대구 등 
1차 제안 후 확대)

 - 지방 선거에 후보자별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 수용여부 정책
질의 : 5~6월

 - 중앙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정책 제안 : 9월
(국토부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정책, 환경부 탄소 포인트 수
송부문 인센티브 제도)

 -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 수용에 대한 향후 지자체별 추진계획 
모니터링 및 업무 협의 : 7~11월

6) 예산안
○ 총 10,000만원
 -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인센티브 제도 정책 도입, 마일리지 

지급 및 자전거 캠페인 예산 요청 (수원시, 대전시 등) 
(60,000,000원)

 - 자전거 마일리지 참여자들을 통한 정기후원자 모집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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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권 활동 지속 및 전국확대
1) 시민참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 보행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민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
는 대학생이 결합하여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제안하는 서
울시 보행 시민공모전 진행

 - 마을 주민, 대학생 공모전 참여자 모집
 - 개선제안 그룹 워크숍 (1차, 2차)
 - 최종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 (심사)
 - 시상 이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요청

2) 걷는 도시 전국포럼
○ 목적
 - 최근 민간 주도로 진행되었던 보행‧자전거‧대중교통 관련 

개선 활동들에 대한 전국단위 활동 공유
 - 개선 활동의 필요성과 다양한 지역별 교통문제에 대한 민간

중심 활동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 추진계획
 - 지역별 워크숍 : 활동 목적 소개 및 참여제안, 지역별 교통

현안문제 인식
 - 전체 워크숍 : 민관 협업, 주민 자치활동으로 진행되었던 

보행개선활동, 대중교통서비스개선 활동등을 타 지역들과 공
유 (서울시 보행공모전, 서울시 버스서비스개선 시민공모전, 
청주시 중앙로 차없는거리, 횡단보도 만들기 운동, 자전거 
마일리지 캠페인 등)

 - 전국단위 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국 활동 주제 선정

3) 예산 및 추진방법
○ 총 4,000만원 (서울시 민관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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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관련 이슈 모니터링
1) 필요성

○ 단체의 교통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활동 미약
○ 녹색교통이 다양한 교통 문제,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

는 사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
○ 최근의 교통정책, 교통관련 이슈들을 녹색교통 내,외부 워

크숍을 통하여 정리 및 대응 방안 논의

2) 활동계획
○ 지속가능교통위원회 조직구성 및 의제 선정 : 3월
○ 정기워크숍 진행 : 3~11월 (8회)
○ 의제별 워크숍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책제안서 제출, 성명

서‧보도자료 등 배포,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 제작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으로 정리)

3) 교통관련 최근 주요 이슈
○ 교통안전 (도로교통법 적용불가 단지 내 사고처리, 어린이 

노약자 교통사고 - 속도제한, 화재 긴급차량 통행 - 불법주
정차)

○ 택시 : 택시 서비스 개선 (운전자 고령화 개선, 요금인상, 
앱미터기 도입, 동승승차 허용, 불친절, 쉐어링 서비스(우버, 
카쉐어링 등)

○ 버스 :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 운행 중 안전사고시 보상문
제, 사고 운전자 관리 방안

○ 철도공공성강화 : 코레일과 SR, 철도공사 통합
○ 버스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경기도, 제주)
○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문재인정부 교통공약)해서 목소리 내

는 것 필요. 예)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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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관련된 도심지내 보행, 자전거 
정책, 교통수요관리

○ 제주시 대중교통 개편
○ 세종시 대중교통/자전거등 교통정책 : 서울시 노하우 지방

에 전수, 언론에 이슈화

제4절. 조직기획팀 사업계획

1. 2018년 조직기획팀 활동 목표 
1) 홍보활동

○ 녹색교통 활동자료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2) 온/오프라인 모금활동
○ 사업과 연계한 모금활동 진행
○ 기업후원확대 활동 진행

3) 조직관리
○ 유자녀 지원 전담 활동가 양성
○ 기업후원확대 활동 진행

4) 유자녀지원사업
○ 교통사고 피해가정 물품지원사업
○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 가정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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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조직기획팀 세부 사업 계획

1. 녹색교통의 활동 홍보
1) 녹색교통 활동자료 데이터 구축 및 관리
(1) 영상제작

○ 사업과 연계해 홍보영상, 또는 사업기록 영상 제작
 - 각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계해 진행. 활동의 폭을 넓히

고 단체 홍보에 사용. 
 - 영상 홍보를 통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단계 이전에 시민 

공감대 형성
  예) 보행공모전 : 보행공모전 기록 또는 보행권관련 영상
     미세먼지, 경유차 : 온라인 서명 위한 캠페인 영상

(2) 유자녀 활동보고서 제작
○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상반기 내)
 - 최근 3년간 진행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결과보고(활동

보고)
 - 자료 누적으로 기업지원 확대
 : 누적된 자료와 기업후원 자료를 통해 후원기업인 현대자동

차 지원확대 요청
 : 현 5,000만원(26명 지원) → 1억원(52명)
 - 예산 : 유자녀지원사업 기금 100만원(100부)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보고서 제작(1993~2017)
 - 유자녀지원 관련 활동보고서 제작해 홍보자료 활용
 - 새로운 기업 발굴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PT자료 포함)
  : 기업용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제작(상반기 내)
 - 예산(유자녀지원사업 기금) 
  ① 유자녀지원사업활동보고서 50만(100부)
  ② 기업용 PPT 디자인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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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녀지원 브로셔 제작
 -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에 활동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브

로셔(3월 이내)
  : 전반적인 유자녀 활동 개요보다 구체적인 개별사업 중심의 

구성
 - 예산 : 유자녀지원사업 기금 50만원(1,000부) 
 

2)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1) 시민참여 프로그램

○ 청계천 자전거 투어(10월 중)
 - 2013년 진행된 청계천 자전거투어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진

행
 -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앱과 연계해 앱 이용자 확대
 - 일정
  ① 기획회의 : 8월
  ② 홍보자료 제작 : 8월 마지막 주~9월 첫째 주
  ③ 온라인홍보 : 9월
  ④ 전화작업(서울경기회원) : 9월 중순~
  ⑤ 프로그램 진행 : 10월 첫째 또는 둘째 주 토요일
 - 예산 : 현재 미정
  

2. 온/오프라인 모금활동
1) 사업과 연계한 모금활동 진행
(1) 온라인 모금함

○ 다음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함
 - 소진되고 있는 물품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

함 개설
 - 상반기(1~5월), 하반기(11~12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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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월간 유자녀지원 일상모금함 개설로 상시 모금 유지
○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앱
 - 앱 내 후원메뉴 활용해 “녹색교통 서포터 1000인 모집”
 - 목적 : 정기후원을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서포터
 - 혜택 : 서포터를 대상으로 분기별 굿즈(자전거용품) 제공
 - 일정 
  ① 기획회의 : 2월~3월 중순
  ② 홍보물제작 : 3월 이내
  ③ 온라인 게시(홈페이지, 페이스북 광고) : 앱 오픈 일정에 

따름
  ④ 자전거 이용 동호회 홍보 : 앱 오픈 일정에 따름
 - 예산 : 현재 미정
○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후원 모집
 - 후원 및 활동과 관련한 공지 노출
 - 앱 사용자들이 자전거 이용 시 실제적인 체감이 가능한 활

동으로 정기후원 유치
  ① 자전거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② 자전거 이용 시설 모니터 활동
  ③ 자전거 인센티브제도 정책제안
  ④ 마일리지 참여 회원 서비스 확장

(2) 오프라인 모금
○ 활동과 관련한 자료 발송
 -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재 지원 중인 기업 대상으로 

한 자료 홍보를 통해 지원확대 및 타 사업 지원 요청
 - 중소~대기업 사회공헌 팀 명부 수집(3월 중)

2) 기업후원확대 활동 진행
○ 단체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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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상으로 한 사업(활동) 설명회
 -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또는 녹색

교통 활동 전반에 대한 기업후원(또는 사원들의 정기후원 
가입) 요청

 - 녹색교통 활동 홍보자료 발송. 기업의 피드백이 있는 경우 
활동 PT발표. 

 - 단체 활동 지원 요청을 목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
 예) 택시/버스노조 - 요금 인상으로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 

버스 운행시간 감축
    기업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물품) 
    철도 - 철도공사, SR 통합관련

3. 조직관리
1) 유자녀 지원 전담 활동가 양성

○ 교통환경, 조직기획 분야 신규활동가 채용(3인)
 - 조직기획팀 2인 신규채용으로 팀장과 팀원 간의 효율적인 

활동체계 수립
 - 청년허브(서울시지원사업) 통한 2인 채용으로 인건비 지출 

없이 채용
 - 교통환경팀의 팀 개편에 따라 교통, 환경 분야 전담 활동가 

양성
 - 한국잡지협외, 민언련 등 외부강좌 상시 교육(글쓰기, 이미

지편집, 컨텐츠 제작 등)

2) 회원관리 
○ 회원관리
 - 회원들과 접촉면 넓힐 수 있는 활동소식 공유
 : 뉴스레터 발송(약 320건) 중 평균 이메일 평균 오픈율 약 

20%, 게시물 클릭 3%로 뉴스레터를 통한 소식공유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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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없음. 
 : 링크는 삽입하되 클릭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자

메시지로 짧게 활동내용 공유하는 툴 이용 
 : 회원 대상으로 뉴스레터 변경 안내 및 휴대전화번호 수집(3

월 초)
 - 감사편지 개편
 : 기존 인쇄형 감사편지를 손편지로 전환. 짧은 감사 글을 엽

서에 활동가가 직접 수기로 적어 회원들에게 후원에 대한 
감사 마음 성의 있게 전달.

 : 편지와 동봉하던 브로셔를 제외하고 회원들이 녹색교통을 
언제나 떠올릴 수 있도록 책갈피 등으로 변경(캘리그라피 
문구 삽입)

○ 온라인 소식지, 전문지 발간 
 - 소식지 PDF파일 및 온라인 구독 가능한 프로그램 구축
 : 기존 소식지 형태로 유지하되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프

로그램 구축
 - 연 2회 녹색교통 전문지 발간(상, 하반기)
 : 상반기(4월 운영위원회 논의), 하반기(9월 운영위원회 논의)

4. 유자녀 지원사업 진행
1) 미취학 및 교통안전공단 미지원 대상 장학사업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의 사각지대 중심 선발 
 - 2017년 상반기부터 교통안전공단 지원 기준이 강화되어 기

존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 미취학 뿐 아니라 정부지원을 받
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정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약 3천 
가구 정도 추정)

 - 초중고생은 상/하반기, 미취학 아동은 분기별 선발, 
 - 현재 유자녀지원 기금으로 지속지원 가능한 인원은 1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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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졸업인원만큼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여 100명 규
모 유지 

  : 14명 선발 가능 
 - 사업 일정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미취학
서류
접수
선발

초중고
생

서류
접수
선발

 - 예산
사업명 주요내용  금액 산출근거

사각지대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 180,000,000 분기당 4500만*4분기
장학생 선발 및 

관리 4,000,000 총 4회 선발

소계 184,000,000  

2) 대학생 장학사업
○ 홍보활동
 - 녹색교통 장학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학재단 등 홍

보
  : 온라인 게시, 협조 공문 발송, 졸업생 대상 유선‧문자 안내 
○ 사업 진행 방법  
 ① 선발인터뷰
  - 기존 장학금 활용계획 중심의 인터뷰에서 학업계획 중심으

로 변경
   : 1년(또는 1학기) 학업계획 발표, 그 계획 중 장학금 활용

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간략히 발표
 ② 간담회 진행
  - 발표보다는 학생들 간에 서로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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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구성
   : 선발인터뷰에서 발표한 학업계획의 수행과 관련한 내용 

공유
   : 학업 외 대학생활, 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
 ③ 지원 규모 

구분 인원 예산 
현대자동차기금 13명 3900만원
녹색교통기금 2명 600만원

 ④ 사업 일정 
1학기 2학기

2~3월 : 1학기 장학사업 홍보 
4월 : 장학생 선발 및 지급 

6월 : 간담회 진행 

8~9월 : 장학사업 홍보 
10월 : 장학생 선발 및 지급 

18년 1월 : 간담회 진행 
18년 2월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예산 안
   : 56,000,000원 (현대자동차 사업비 50,000,000원 포함)

3) 교통사고 피해가정 물품 지원사업
○ 도서 및 교복 지원
 - 대상 : 현재 녹색교통운동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미취학, 

초중고생 
 - 지원금액 : 연간 40만원 
 - 일정 : 연 4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 방법 
  : 장학생 가정에서 원하는 도서를 신청 받아 녹색교통에서 

구매(온/오프라인)하여 가정으로 발송
  :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로 신청기간으로 하여 가정에서 필

요한 시기에 도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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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지원과정 중 상・하반기 각 1회씩은 도서를 녹색교통
이 직접 배송 받아 필요한 진행 자료 누적 후 발송 작업 진
행 

  : 도서 및 교복지원과 관련한 후기 및 감사편지와 사진자료 
수집해 기금마련 온라인 모금함 등에 활용

  - 사업 일정 
구분 2월 3월 8월 9월

도서지원 공고
신청, 지원

교복지원 공고
신청, 지원

 - 예산 안
  : 40,000,000원 

4)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연극, 영화 관람과 같은 프로그램보다는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키자이나 체험, 캔들만들기, 독서대 만들기, 워터파크 등

(2017년 진행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사진자료 누

적 위해 촬영기사 섭외해 진행(연4회)
 - 사업 일정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 예산 안
  : 15,000,000원(현대모비스 6,000,000원, KB손해보험 

5,000,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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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 심리치료 지원
○ 서울, 경기지역 가정 심리치료 지원
 - 2017년 12월 2일 「사람마음 트라우마치유센터」와 마음치유

(심리치료) 설명회 진행
  : 사람마음과 일정, 방법 협의해 가정별 개인상담 진행 지원 
  : 상담 진행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하반기)로 하고, 상담 

중간 가정과 개별 인터뷰로 소감 및 이후 보완사항 등 점
검. 최종후기 접수

 - 대상 : 최대 10가정(부모 중 1인 우선)
 - 예산 안
  : 유자녀 기금 8,000,000원 





제2장
 

2018년 녹색교통운동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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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8년 녹색교통운동 활동내용
제1절. 자동차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한 정책 대응활동

1. 6·13지방선거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녹색교통운동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교통·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녹색교통
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지향하는 교통·환경 의제들이 선거공
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주요 정
책이 될수 있도록 7가지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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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린이통학을 위
해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노후된 경유차인 경우가 많음

○ 서울시에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
경차량 전환사업을 시작,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설정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환경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지자
체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차량 저
공해화를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이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 보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
환경차로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3) 정책 실행 방안
○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단계적 운행 

제한 제도 시행
○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노후경유차→LPG 차량 구매시 정부

보조금 외 지자체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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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미세먼지의 원인은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이 있으며 국내 요
인을 오염원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연소가 54%, 비도로이용오
염원 18%, 도로이동 오염원 15% 순이다. (PM2.5, 오염원별 
배출량 전국기준)

○ 이중 도로/비도로이용 오염원의 대부분이 경유차량에서 발
생하고 있어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만 일상적
인 미세먼지 관리가 가능하다.

실도로 배출특성을 고려한 미세입자 생성 영향
* 출처: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연구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7%가 미세입자로 변환되는 것으로 가정

○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특
법)에 따라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및 종합검사 불합격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가 시행중이다.

○ LEZ 제도는 2017년 서울시 전역, 2018년 경기도 17개 시
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이 포함되어 시행되며 2020년까지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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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조례(광역), 수특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1)의 관리) 운행제한 
지역(수도권대기관리권역2)), 대상차량 규정

저공해조치조례(기초), 대기법 제58조제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조치명령 대상차량 규정(차량총중량 2.5톤 이상)

관련근거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등과 

함께 일상적인 노후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
도권뿐만아닌 전국적 시행이 필요하다.

○ LEZ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저공해조치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경유차의 운행제한구역 및 시
행시기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실행 방안
○ 저공해조치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특정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제도 마련 및 실행

3)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제도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규
제(신차 기준)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
이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환경부는 신규로 제작되는 차량 뿐만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
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환경등급제를 2018년 4월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자동차환경등급제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으로 5개 등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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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실도로 배출특성을 고려한 미세입자 
생성 영향

 * 등급분류시 ①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②미세먼지를 함께 고려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환경부의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
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
다.

○ 따라서,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운행제한의 대
상, 시행시기,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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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실행 방안
○ 친환경차등급제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한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기,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에 대한 시행 방안 마련

4) 자전거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기획재정부, 환경부, OECD 자료에 따르면 1990년 대비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한국이 128%로 34개 회
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1.14., 세계
일보) 

○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7억
7,600만톤CO2로 이중 30% 인 2억3,300톤 감축목표로 설정
되었으며, 교통·수송부문의 감축률은 34.3% (34.2백만톤)로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다. (자료 : 환경부, 국가온실가스 감
축 2020년 로드맵, 2014.1.28. 보도자료)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이용감소 정책의 하나인 「승용

차 마일리지」의 경우 전년도 대비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이
면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 5천원까지 승용차 이용자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확대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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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
트(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는 2009년
부터 시행하였다(서울 : 에코마일리지). 연간 약 7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약 16억kwh의 절약효과가 있는 것으
로 밝혔다(환경부, 2014.2.17).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제
도는 아쉽게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절감(대중교통 이용, 자
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대기환
경보전법[시행 2014.2.6.],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4.2.])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자전거는 어떤 수단보다 친환경적이고, 단거리에서 가장 효

율적인 교통수단이다. 교통·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절감을 위
해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시설 확대와 
함께 자전거 이용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마일리지) 제
도가 효과적이다.

○ 자전거 이용 동기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과는 상반되게 민간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전거 마
일리지」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캠페인 총 참여자는 6,415명, 연간 2,853,371km(1인평균 
445km) 자전거를 이용하였다. 이를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해보니 627.6tCO2(석유환산톤 206.9 toe)나 되었으며, 
현재도 캠페인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회원가입수 27,359명, 2016.3.31.)

○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는 인센티브 제도를 민간 캠페인 차원
을 넘어 정책으로 도입한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높은 참여
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매일 실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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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하
여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탄소포인트)를 지
급하기 위한 정책을 법제화하여 향후 녹색교통수단 이용자
를 확대하는 사례와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
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화 하였음)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 중간생략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2.3.1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 2012.3.15.]

○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시설 확
충에 치중하였으나,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은 늘지 
않고 있다. 2010년 전국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약 
2.16%(가구통행실태조사, 2010) 수준으로 저조하다. 동기부
여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기법(인센티브지급, 캠페
인, 교육 등)에도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 정부나 지자체에서 온실가스저감·에너지절약 실천시 지급하
고 있는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제도에 교통·수송부문(특
히, 생활자전거)이 반드시 포함되어 인센티브 지급이 시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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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실행 방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자전거출퇴

근·통학·대중교통 환승등 생활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제도의 시행

5)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녹
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 관리하는 지역으로 국
내에서는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지역
으로 지정(국토교통부 2017년 3월 15일 지정)되어 있다.

○ 서울시는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서 ’30년
까지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차량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며,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릴 계획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7년 6월 시
민 토론회시 논의된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과 관
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책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여 특
별종합대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승인되면 고시 절차를 
거친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
다.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

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대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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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녹색교통시설(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확충

- 보행전용공간의 설치, 자전거도로・주차장・보관소의 설치, 
버스전용차로(BRT)등의 설치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의 시행 (혼잡통행
료, LEZ, 운행제한제도 등)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신교통 시스템의 설치

(3) 정책 실행 방안
○ 지자체의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지정 및 녹색교통수단(대중교

통,보행,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안 마련

6) BRT·TRAM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추이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인
천, 대전만이 증가 추세이며 2009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 전국 지자체중 서울과 부산만 30% 이상의 수송분담률을 보
였으며,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모두 30% 이하로 나타나 대
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강원과 제주는 10% 미만)



- 43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률자료 조사분석 연구, 각 연도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의 증가는 에너지 및 도로이용 측면에

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
실가스 배출의 저감에 효과적이다.

○ 수단분담율이 높은 서울, 부산등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
를 위해 버스 노선체계를 정비하고 BRT(Bus Rapid 
System) 신설, 광역환승시설 확대, BIMS(버스 이용정보 안
내), 심야 전용버스 운영 등의 시설 확대정책과 서비스 개선 
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3) 정책 실행 방안
○ 대중교통시스템의 개편방안 마련
○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효율적이고 편리한 연계・환승시

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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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도로 속도제한 30km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캠페인 배경 : 골목길 30km/h,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보행사망율은 세계1위 (OECD 회원국 대상)
 - 2011년 기준 보행사망자 구성비율은 39.1%로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고, 인구10만 명당 보행사망자수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의 1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4.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절반 이상은 9m 미만 도로에서 발생
 - 9m 미만의 도로는 불법주차와 차량의 과속으로 사고가 끊

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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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
○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나도 전체교통사고 감소에 비해 어린

이 사상자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교통사고건수는 50% 

이상 줄었지만 (2009년 1,706건→ 2013년 733건)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20%만 감소하였다.

 - 특히, 전체사고 중 어린이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10% 증가 
(2009년 17.9% → 2013년 28.6%)하였다.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09
년 1,706 39 2,241 535(31.4%) 7(17.9%) 560(25.0

%)
2013

년 733 21 892 427(58.3%) 6(28.6%) 438(49.1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09, ’13)
출처 : 경찰청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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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비교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정지거리와 비례한다. 템포50의 정지거리는 템포30의 
두 배 정도. 예로 자동차 전방 14m 거리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있다면 템
포30은 사고를 피할 수 있다. 반응거리(8.3m)와 제동거리(5m)를 더한 정지
거리가 13.3m이기 때문이다. 반면 템포50일 경우 정지거리는 반응거리
(13.9m)와 제동거리(13.8m)를 더해 27.7m에 달한다. 30km/h 충돌사고 시 
중사상 비율이 50%(사망 10% 중상 40%) 정도다. 반면 50일 경우 이 비율
은 80%를 웃돈다. 자동차 속도를 줄임으로써 특히 아동 및 노인의 인명사
고를 줄일 수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52114321015059&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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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전문가들이 말하는 (골목길에서의) 교통사고 원인과 해결방안

“물리적 설계이전에 “비물리적 운영, 교통행태”등을 안전하게 
 바꾸기 위한 대응 필요.  그것이 바로 도심 존 30 “

도심을 존30으로, 백남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연구위원

“ 강력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일련의 국정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높은 법정 제한속도를 우선적으로 지목하고자 한다.”

속도관리를 통한 도시부 도로에서의 사고감소 방안, 김상옥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생활도로에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어떻게 줄여서 '예측치 못하는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충분한 '반응시간'을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즉, 시인성이 아니라, 속도 
저감이 주요 정책 추진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속도제한의 의미, 김남석 /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자동차 주행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인간 중심 교통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도심 자동차 속도 줄이기, 김종석 / 자전거타기운동연합 
회장

(3) 정책 실행 방안
○ 생활도로 제한속도 30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지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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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대기관리 개선 방안 마련 포럼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수도권대기환
경 개선 정책에 대한 현안 및 문제점을 논의

(2) 사업 목표
○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주체인 수도권청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 모색
○ 전문가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개선과제, 추가대책(사업) 등은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
(3) 사업기간

○ 2018년 5월 16일～12월 15일(7개월)
(4) 사업추진방법

○ 수도권대기환경청 용역으로 추진(사업비 30,000,000원)  

2) 사업세부내용
(1) 포럼 구성

○ (구성) 시민단체, 학계 등 유관기관의 대기 분야 전문가 총 
17명

 - 환경부(1명), 학계 및 연구기관(9명), 시민단체(3명), 전문가
(4명)

 ※ 기본 구성위원 이외에도 포럼 회차별 주제에 따라 발표자 
및 위원 추가 구성

○ (위원장) 포럼 참여위원 섭외 시 의사확인, 1차 포럼 진행 
시 참여위원 추천으로 위원장 선출

(2) 포럼 운영
○ 포럼 운영 기간 : 2018.5.16.~2018.12.15.(7개월)
○ 주관 : 수도권대기환경청(운영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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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운영방식 : 논의 주제에 따라 전문가 주제발표(2건 내
외) 및 패널 토의 방식으로 진행

(3) 포럼 주제
포럼 주제 세부 과제 비 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기 관리현황⋅평가 

및 포럼 운영계획 논의

1. 수도권대기환경청 정책 추진 현황 
및 방향
2. 포럼 운영방안

유현숙

송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기관리 현황⋅평가

1.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기능강화 
관련 대기업무 검토 현황
2.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직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유현숙

노현구

주민체감형 대기오염 
관리방안

1. 건강유해성 감소를 위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
2.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임영욱

양이원영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 
평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

1. 대기환경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고유업무 개발방안 
2. 수도권 대기청의 거버넌스 등 
의사결정구조 개선 방안

김동영

조경두

3) 포럼 결과
(1) 수도권대기환경청의 향후 방향성의 대안

○ 기존 기능을 확대한 통로 역할 확대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현재 역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

기환경 행정의 브릿지, 국고 보조 등 예산집행과 과태료 징
수 등의 중간자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로 실태 보고와 
검사・등록・신고・ 인허가・승인・인증 등 행정절차를 대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들은 행정 간소화 및 정보
화를 따른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다양한 권한위임 
및 위탁기관과의 통합적 조정을 기반으로 한 종합기획 및 
이행평가시스템 구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시민 소통 및 민관 협치의 기회 확대
- 한시적 포럼운영과 행정-전문가 중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수도권 대기관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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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 기획정책기반 구축 및 이행평가의 책임주체로의 탈바꿈
- 그간의 추진성과를 행정자산의 DB화와 정책지원기반으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산의 축적
과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는 외부용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
하고, 치밀한 설계와 내재화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
담요원 배치와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 고유영역 확대 및 통합행정주체로의 역할 변신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향하고 있는 입지 및 건축물 관

리, 보건복지영역까지 관련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국무조정
실 총괄조정업무의 실무지원업무를 고려한다면, 여타 유관 
정부부처와의 계획시책협의와 성과평가 및 정책적 피드백을 
담당하는 실무기관 으로서의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업무 및 조직 개편 방향
○ 광역적 대기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 수도권의 대기관리 광역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서

울, 경기, 인천에만 국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을 충청권까
지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법의 제정 논의뿐만 아니라 환경매체와 관리권역이 복
잡하게 혼재된 정책여건 속에서의 대안을 고민해야 하고 어
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지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미국 AQMD의 위원회 체계를 염두에 둔 이사회 설치 운영
방식까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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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광역청, 지방정부간 대기관리 역할 분담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현재 역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

기환경 행정의 연결자, 국고 보조 등 예산집행과 과태료 징
수 등의 중간자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검사・등록・신
고・ 인허가・승인・인증 등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역할들은 행정 간소화 및 정보화를 따른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다양한 권한위임 및 위탁기관과의 
통합적 기능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
담하고 광역단위의 종합기획 및 이행평가시스템 구축과 같
은 조정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

○ 주요 업무과제 재편 및 고유업무의 발굴
- 환경부 등 중앙부서의 정책 기능을 제외한 광역대기관리청의 

대기관리 업무의 기본은 관리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구의 책
임 관리와 다름없다. 지방정부와 광역대기관리청이 책임져야
할 배출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기 그 관리 집행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⓵ 총량관리의 총괄관리주체로서의 역할
- 배출허용총량 3차 할당이 만료되는 2~3년 뒤에는 수도권 배

출허용총량이라는 쿼터에 거의 근접하게 되어 총량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나 배출권 거래, 배출권의 유상할당, 
배출권 소각 등에 대한 정책수단에 대한 심도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총량관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배출권거래제도와의 연계 및 활성화이다. 

⓶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관리주체로서의 역할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 대기관리 업무 중 운행 노후경유차 

대책과 같은 이동오염원 관리정책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 검사소의 불법, 편법 운영은 어
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검사소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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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교통부서로 일원화되면서 실질적인 검사제도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 운행차 관리정책의 핵심인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관리를 위
한 전담기구 설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신설되는 광
역대기 환경청에 자동차 검사제도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
여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지 못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⓷ 권역 감시차원의 면오염원 감시모니터링
- 드론이나 항공측정 등을 통한 권역 관리 차원의 감시체계가 

필요불가결하다. 항공측정이나 드론 등의 감시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권역감시쳬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 및 심층조사 등을 요청하는 
광범위한 권역단위의 감시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관리주체로
서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이 필요하다.

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 단위의 후
속준비

- 시민체감형 생활밀착형 대기관리정책을 위해서는 대기오염 
민감계층 대책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 필요성 측면에서 우
선적으로 강화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본 포럼에서는 우선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통학시간대 교통
량 감축 대책 학교주변에 대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설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 되었으며, 도로변 PN(미세먼지 개수농
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⓹ 정책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과 전문역량 보강
- 자체적인 R&D 수행역량을 확보를 위해 KEI와의 전략적 제휴

도 검토할 수 있겠고, 복수의 광역대기청이 설립되어 운영될 
상황에 대비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 체 연구기관(서울연구원, 인천
연구원, 경기연구원 등)과의 연구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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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이고 협치에 기반한 개선방향 모색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한시적 포럼운영과 

행정-전문가 중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수도권 대기관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현행 수도권대기관리위원회 구조를 개선하여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

수도권 대기관리 개선 방안 마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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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학시간대 도로변 미세먼지 모니터링
1) 과업의 범위

○ 과업명 : 통학시간대 도로변 미세먼지 모니터링
○ 사업기간 : 2018.8.1 ~ 2018.11.30
○ 과업의 목적 
 - 교통량 변화에 따른 도로변 미세먼지 변화(PN, PM) 모니터

링
 - 통학시간대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 제한 정책 등에 대한 실

효성 마련
○ 과업범위
 - 학교 입지에 따른 조사대상 학교(통학로) 6개소 선정
 - 교통량에 따른 미세먼지 (PN, PM) 모니터링
 - 미세먼지에 따른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 및 사례 조사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조사 대상지 선정

교통량에 따른
미세먼지 (PN,PM)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업수행 일정
2) 조사 및 분석방법
(1) 조사 일시 및 시간

○ 통학로의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통학시간대와 비통학시간대
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동일 학교 주변 교통량의 영향이 가
장 적은 위치에서 배경 PN을 측정하였다.

○ 교통량 조사는 미세먼지 측정시간대와 동일한 시간대에 조
사를 실행하였으며, 각 시간대에 통행하는 전체 교통량을 
측정하였다. 

○ 조사일시 : 한 학교(통학로) 당 주중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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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간대
 - 통학시간대 도로변 조사 (오전 08~09)
 - 비통학 시간대 도로변 조사 (오전 11~12)
 - 배경 PN 산출을 위한 비도로변 조사 (오전 9:30~10:30)
○ 도로변 미세먼지 변화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교 입지에 따른 

조사대상 학교(통학로)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A그룹 :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학교 (편도2~4차로 이상)
 - B그룹 : 보조간선/집산도로에 인접한 학교 (편도 2차로 이

하)
 - C그룹 : 생활도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 (이면도

로)
(2) 조사항목

○ PN 측정 : 휴대용 초미세입자계수기를 활용, 측정범위
(0.02~1.0㎛) [단위 : 개/㎤]

○ PM 측정 : 학교 인접 도로변 측정소 측정값 활용 또는 대
기측정 이동용 차량, 측정범위 (PM2.5, PM10) [단위 : ㎍/
㎥]

○ 교통량 : PN, PM 측정시간대 시간 교통량 [대/시]
(3) PN (Particle Number) 측정

○ 측정장비 특성
 - 모델명 : TSI사의 P-TRAK 8525 (초미세입자계수기 

(Ultrafine Particle Counter))
 - 용도 : 초미세입자의 연구, 초미세입자 오염원의 규명 및 

개수 측정, 배기장치 및 필터효율 시험용, 공조설비 및 크린
롬 초미세먼지 측정, 배기 중 분진 측정 

 - 측정원리 : 장치에 설치된 펌프로 측정하고자하는 입자를 
흡입, 포화기관을 통해(Saturator tube) 알콜증기와 혼합되
고, 입자(알콜) 혼합기는 응축기관(Condenser tube)을 통과
하면서 일콜이 입자에 응축되면서 큰입자로 성장(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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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let), 초점이 맞추어진 레이져 빛을 통과하면서 빛번쩍
임(Flashes of light)을 통해 광검출기(Photo detector)에서 
검출하여 입자개수를 측정하는 방식 (연구용과 산업용에 사
용되면서 성능이 입증된 CPC 기술 채용), 광산란식 입자계
수기보다 우수한 감도응축에 의해 입자크기를 증가시켜 측
정하는 원리

 - 측정 가능 입자의 크기 : 20㎚~1.0㎛ 사이의 초미세입자 
측정가능

 - 측정 단위 : 개/㎤
 - 측정 범위 : 5×105 개/㎤
 - 장비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TSI 본사에서 교정 

(95%~105%) 후 측정 (2018.6.25.~26.)
○ 측정방법
 - 통학로 주변 도로변(08~09, 11~12) 및 비도로변

(09:30~10:30) 측정장비 2대를 약 0.8m 높이로 설치 후 각 
시간대별 미세먼지 개수(크기 : 0.02~1.0㎛, 단위 : 개/㎤) 
측정 

 - 데이터수집단위 : 1초단위, 1시간 3,600개 데이터, 3시간 
총 10,400개 PN 측정값 수집

통학로 PN 측정
(4) 교통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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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 측정은 PN 측정 시간과 동일시간대에 구간을 지나
는 통과 교통량을 영상 촬영 후 계측

○ 계측된 교통량을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초로 한 유종별(휘발
유, 경유, LPG) 대수 산정

교통량측정
(5) PM2.5, PM10 

○ 학교 인접 공공기관 미세먼지 측정소의 조사시간대별 측정
값1), 대기측정 이동용 차량 시간별 측정값 수집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정보

1)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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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지 선정
○ 이번 조사에서는 교통량 및 미세먼지(PM, PN) 현황을 함께 

모니터하기 위해 서울시내 위치한 도로변 대기 측정소(14개
소)에 가장 인접하며, 통학로의 위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룹 분류 기준 비고
A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학교 편도 2~4차로 이상
B 보조간선/집산도로에 인접한 학교 편도 2차로 이상
C 생활도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 이면도로

통학로 입지에 따른 분류
○ 도로변 대기측정소 주변을 중심으로 대상학교에 대한 통학

로 입지를 비교하였으며, 총 6개소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
였다.

구분 도로변
대기측정소 대상학교 입지여건 대상지

1 동작대로 
중앙차로 방배초등학교 경사구간, 주택가, 일방통행 ●

2 도산대로 신동초등학교 보조간선, 아파트단지 인접, 
편도2차로 ●

3 영등포로 영중초등학교 집산도로, 편도1차로
4 강남대로 언주초등학교 이면도로,주택가 골목길, 

남부순환로
5 강변북로 - 도시고속도로로 조사불가
6 종로 - 인근 적정 초등학교 없음
7 한강대로 봉래초등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 편도 1~2 

차로 ●
8 청계천로 - 인근 적정 초등학교 없음
9 홍릉로 신답초등학교 간선도로, 편도3~4차로 ●
10 정릉로 - 도로변 대기측정소 위치 확인 

불가

11 신촌로
창서초등학교 생활도로, 주택가 인접 

이면도로
창천초등학교 생활도로, 주택가 인접 

이면도로 ●
12 공항대로 - 인근 적정 초등학교 없음
13 천호대로 - -
14 화랑로 공릉초등학교 간선도로, 편도3~4차로 ●

서울시내 도로변 대기측정소 주변 통학로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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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진행된 총 6개 통학로에 대한 PM, PN, 교통량
에 대한 모니터링 일정은 아래와 같다.

그
룹

학교
명 조사일시 구분 PM (2.5, 10) PN 교통

량

A

공릉
초 9/18(화),19(수),21(금) 간선

도로
도로변/도시대
기/측정차량

휴대용 
측정장

비

영상
장비

신답
초 10/30(화)~11/1(목) “

도로변 및 
도시대기측정

소
“ “

B

봉래
초 9/11(화)~13(목) 집산

도로 “ “ “

신동
초 10/16(화)~18(목) “ “ “ “

C

방배
초 10/10(수)~12(금) 이면

도로 “ “ “

창천
초 10/23(화)~25(목) “ “ “ “

통학로별 조사일시, 조사항목

미세먼지 모니터링 대상 학교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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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학로별 도로변 PN과 교통량
○ 통학로별로 도로변 PN 측정치와 교통량을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신답초의 평균과 최고PN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릉초, 창천초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학로 도로변 PN과 교통량 비교 (통학로별)
5) 그룹별 도로변 PN과 교통량

○ 아래 그림에서 도로변 PN과 교통량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차량의 통행이 많은 통학로에서 PN이  높게 측정되는 것이 
확인된다.

통학로 도로변 PN과 교통량 비교 (그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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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정책 제안
(1) 결론

○ 본 모니터링은 교통량의 변화에 따른 나노 미세먼지 개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량의 차이가 있는 6개 통학로
를 3개 그룹으로 분류, 통학시간과 비 통학시간의 도로변 
PN과 교통량의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출하였다.

 - 교통량이 많은 통학로 주변의 나노 미세먼지는 교통량이 적
은 도로 주변의 나노 미세먼지 보다 많다. 

 - 동일 학교 주변 도로변과 비 도로변의 나노 미세먼지의 개
수농도를  비교하면 도로변의 개수 농도가 더 높다. (평균 
31%)

 - 오전시간의 나노미세먼지 개수농도가 낮 시간의 농도보다 
대체적으로 높다.

 - 교통량이 많은 통학로에서 고농도의 나노 미세먼지에 노출
될 확률이 교통량이 적은 통학로 보다 높다.

 - 0.1~10nm 범위의 나노입자 크기의 미세먼지는 폐에 쉽게 
접착하므로 위해성이 가장 높으며, 도시내 도로 주변에서 
나노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자동차이다.

(2) 정책 제안
○ 본 모니터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심에서는 교통량의 변

화에 따라 PN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량이 많을수록 고농도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한다. 통
학로에서 자동차의 PN(나노 미세먼지)의 영향 피해를 줄이
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관리 측면과 함께 인체 위해성 측면
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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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학로의 통행제한, 교통안전과 인체위해성을 함께 고려
○ PN 농도는 교통량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며  도로변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주정
차금지, 공회전 금지는 통학로에서의 나노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 국내 대기오염 측정망의 도로변 대기측정망에서는 PM10(필
수), PM2.5(선택)와 교통량(선택)이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여기에 PN도 추가하여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서울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에 대해 유동인구 조사
를 진행하고 있어 유동인구 조사결과와 PN, PM 모니터링 
결과 등을 연계하여 분석하면 향후 미세먼지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의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도로변의 PN 모니터링 시에는 조사 도로 구간의 
교통량, 유동인구 등을 포함하여 교통량과의 상관관계, 유동
인구에 따른 도로구간의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여야 하며 향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내 통학로의 경우 교통안전과 함께 인체 위해성을 고려
한 통학로의 통행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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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의 측정항목

도시대기
측정망

도심(거주)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 측정

SO₂, CO , O₃, NO₂
PM10, PM2.5(선택) 등

교외대기
측정망

도시를 둘러싼 교외 지역의 
배경농도 측정

SO₂, CO , O₃, NO₂
PM10, PM2.5(선택) 등

국가배경
농도

측정망

국가의 배경농도를 파악하고 
외국으로의

오염물질 유입, 유출상태 등을 
파악

SO₂, CO , O₃, NO₂
PM10, PM2.5 등

도로변
대기

측정망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농도 측정

SO₂, CO , O₃, NO₂, PM10 (필수)
Pb , PM2.5 , HC , 교통량 

등(선택)

국내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항목

② 운행자동차의 PN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우리나라 자동차의 PN 기준은 제작차의 경우 6×1011 (개

/km)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운행자동차의 PN 
배출수준과 도로변 PN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 자동차는 연료의 종류와 크기, 운전조건, 계절 등에 따라서 
PN 값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동차들에 대한 PN 
배출 현황을 운행차의 정기/수시 점검 시 조사하고 모니터
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운행차에 대한 PN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행자동차에 
대한 PN 기준이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저감 대책을 시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 64 -

4. 도시 도로변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조사
1)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도심의 도로변 대기오염도는 대기농도의 3-5배 높

음 : PM, NOx, EC 
 - 인체유해성이 훨씬 큰 자동차의 NanoPM개수(PN)의 도로변에 

농도가 높음
 - 서울시 도로변 노출 위험인구는 38.4% 
 - 제작 자동차배출 PN 배출허용 기준은 있으나, 판매이후 관

리는 전무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6x1011/km는 대략 #105/cc
○ 연구방안
 - 대도시 도로변 PN 실태조사(서울시 14개 도로변 측정소 중

심)
 - 현재의 미세먼지(PM2.5)대책에 추가하여 미세먼지 개수 관

리 방안 요구
 - 도로변 노출위험 인구 건강관리를 위한 도로변공기오염관리 

정책 수립
 - 차량통행 제한 관리(LEZ)등의 일상적 관리방안 도출

2) 도시 도로변 미세먼지 모니터링 방법
(1) PN 측정

○ 측정 장비 특성
 - 모델명 : TSI사의 P-TRAK 8525 (초미세입자계수기 

(Ultrafine Particle Counter))
 - 용도 : 초미세입자의 연구, 초미세입자 오염원의 규명 및 

개수 측정, 배기장치 및 필터효율 시험용, 공조설비 및 크린
롬 초미세먼지 측정, 배기 중 분진 측정 

 - 측정원리 : 장치에 설치된 펌프로 측정하고자하는 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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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포화기관을 통해(Saturator tube) 알콜증기와 혼합되
고, 입자(알콜) 혼합기는 응축기관(Condenser tube)을 통과
하면서 일콜이 입자에 응축되면서 큰입자로 성장(Larger 
droplet), 초점이 맞추어진 레이져 빛을 통과하면서 빛번쩍
임(Flashes of light)을 통해 광검출기(Photo detector)에서 
검출하여 입자개수를 측정하는 방식 (연구용과 산업용에 사
용되면서 성능이 입증된 CPC 기술 채용), 광산란식 입자계
수기보다 우수한 감도응축에 의해 입자크기를 증가시켜 측
정하는 원리

 - 측정 가능 입자의 크기 : 20㎚~1.0㎛ 사이의 초미세입자 
측정가능

 - 측정 단위 : 개/㎤

○ 측정방법
 - 측정장비 2대를 약 0.8m 높이로 설치 후 미세먼지 개수(크

기 : 0.02~1.0㎛, 단위 : 개/㎤) 측정 
 - 데이터수집단위 : 1초단위

PN 측정 방법



- 66 -

○ 조사에 활용된 기기의 측정가능 입자의 크기는 20㎚~1.0㎛
로 일반적인 PM2.5(초미세먼지, 입경 2.5μm 이하), PM10
(미세먼지, 입경 10μm 이하)보다 매우 작은 크기인 나노미
세먼지(nanoparticle, PM0.05)와 극초미세먼지(Ultrafine 
Particle, PM0.1)의 개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간격은 
「초」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 아래 그림 예시 데이터는 전체 조사시간(3시간)동안의 PN 
측정수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으로 매 초 단위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교통량의 변화(통행)에 매우 큰 폭으로 측
정값이 변화되는 특성이 있다.

○ 최고 PN과 최저 PN은 전체 값 중 하나의 값만으로 최고, 
최저값을 산정하기에는 상・하위 PN의 수준을 대표하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데이터 중 가장 수치가 높은 
상위 5%와 가장 수치가 낮은 하위 5%의 값을 평균하여 산
출하였다.

PN측정데이터-시간대별PN 추이 (신답초등학교,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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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M2.5, PM10 
○ 인접한 미세먼지 측정소의 조사시간대별 측정값2)으로 환경

부의 대기환경정보 사이트(www.airkorea.or.kr)에서 제공되
는 PM 수치의 경우, 시간대별 1개의 값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어 1시간 또는 24시간의 미세먼지 측정값을 제공하고 있
다.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정보

2)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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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지 선정
○ 본 조사에서는 이격거리가 측정 가능한 도시도로변 측정소 

14개소 중 11개소에 대하여 도로변 이격거리별로 PN 측정 
진행하였으며 각 도로별 조사일과 조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 측정시간 : 30분 (이격거리 0m, 30m, 60m, 90m 별)
 - 측정일정 : 9/11~10/31, 오후 13:00~17:00
구분 도로명 조사일 조사시간

1 동작대로 
중앙차로 10/10 14:00~16:09

2 도산대로 10/31 14:10~16~22
3 영등포로 10/12 13:49~15:57
4 강남대로 10/17 14:20~16:31
5 종로 9/12 14:30~16:52
6 한강대로 9/11 14:00~16:16
7 홍릉로 10/18 14:15~16:27
8 신촌로 9/13 14:00~16:17
9 공항대로 10/11 14:00~16:09
10 천호대로 10/02 13:45~15:54
11 화랑로 9/21 13:02~15:06

이격거리별 도로변 PN 조사 대상지 

이격거리별 도로변 PN 조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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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일 PM 특성
○ 각 도로별 조사일에 해당하는 도로변측정소의 PM을 모니터

링 한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 조사결과, 강남대로, 공항대로, 도산대로, 신촌로의 도로변 

PM 농도가 다른 도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
포로, 천호대로의 경우 조사일에 도로변 PM 측정치가 없음)

이격거리별 도로변 PN 조사 대상지 

구 분  PM10 PM2.5 
강남대로 29 14 
공항대로 28 7 
도산대로 26 11 
동작대로 21 8 
신촌로 25 12 
종로 15 7 

한강대로 - 13 
홍릉로 14 8 
화랑로 9 4 
평 균 20 9 

이격거리별 도로변 PN 조사 대상지



- 70 -

6) 도로별 PN
○ PN 측정의 경우 이격 거리별로 30분 동안 조사된 수치를 

평균한 값으로 최고/평균/최저로 구분하였다.
 - 평균PN : 기기별 30분 동안의 PN 변화의 평균값
 - 최고PN : 기기별 30분 동안의 PN 변화 중 상위 5% 값 평

균
 - 최저PN : 기기별 30분 동안의 PN 변화 중 하위 5% 값 평

균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산대로, 공항대로, 천호대로, 강남

대로, 화랑로 등이 PN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도로별 PN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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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최고PN 평균PN 최저PN
강남대로 37,393 23,208 18,429 
공항대로 42,454 19,782 11,839 
도산대로 61,922 25,636 18,806 
동작대로 21,638 9,916 6,407 
신촌로 30,130 12,734 7,096 

영등포로 30,066 14,917 11,231 
종로 23,139 12,540 9,309 

천호대로 41,904 19,387 13,882 
한강대로 19,721 9,017 6,017 
홍릉로 23,262 7,693 3,159 
화랑로 34,684 11,057 5,128 
평 균 33,301 15,081 10,118 

도로별 PN 측정값
7) 도로변 PN과 PM의 관계

○ 도로변에서 가장 인접한 위치에서 조사된 PN(이격거리 0m)
과 도로변 측정소의 PM2.5, PM10을 비교한 결과, PN이 높
게 측정된 도산대로, 신촌로 등은 PM 농도도 높게 나타났
으나, 화랑로, 홍릉로와 같이 PN이 높은 경우라도 PM 농도
가 낮게 측정되어, 동시간대 PN과 PM의 상관 관계를 확인
하기 어려웠다.

도로별 PN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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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PM10 (도로변) PM2.5 (도로변) 평균PN 최고PN
강남대로 32 16 27,567 48,767 
공항대로 22 7 20,767 64,281 
도산대로 25 10 30,171 106,260 
동작대로 20 9 11,085 28,114 
신촌로 24 8 25,466 76,607 

영등포로 - - 19,354 54,739 
종로 17 4 14,672 26,214 

천호대로 - - 24,150 71,619 
한강대로 - 12 9,850 26,264 
홍릉로 11 7 18,292 71,697 
화랑로 9 5 21,594 94,944 
평 균 20 9 20,270 60,864 

도로별 PN 측정값

8) 도로변 및 통학로 PN 모니터링 시사점
(1) 도로변 PN, 비도로변 보다 최소 1.6배 높아

○ 전체 11개 도로의 이격거리별 PN을 평균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도로변에서 이격 거리가 길어질수록 PN 
수치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고 PN(상위 
5%)의 경우 30m 이격 이후부터의 PN 농도가 급격하게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도로변에서 PN 농도는 자동차 통행과 매우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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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별 PN 측정값

○ 다음 표와 같이 도로변에서 가장 인접한 경우 PN은 평균 
20,270개/㎤ 로 나타났으나, 90m 이격한 경우 평균 12,111
개/㎤ 로 6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PN값 (개/㎤) 이격거리별 PN 비율 (%)
최고PN 평균PN 최저PN 최고PN 평균PN 최저PN

0m 60,864 20,270 11,011 100 100 100
30m 28,070 14,572 10,490 46 72 95
60m 23,158 13,369 9,994 38 66 91
90m 21,113 12,111 8,979 35 60 82
평균 33,301 15,081 10,118 - - -

도로별 PN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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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도심도로변의 자동차 나노먼지 현황분석과 저감 대책
1) 연구개요

○ 도심 도로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미세먼지는 
PM10, PM2.5(fine PM), PM0.05(nanoPM)의 넓은 입자 크
기 분포로 배출되며, 이중 50nm 직경의 PM0.05 나노미세
먼지는 인체 세포크기인 1-10㎛ 보다도 훨씬 작아서 인체 
내 침투가 용이하고, 기도 등의 인체 장기에서 흡수되기가 
쉬우며, 호흡기 내에 장기간 잔류하여 폐암을 유발하며, 폐
포 모세혈관이나 폐포벽을 통하여 가스교환 과정에서 혈관
으로 유입되어 심혈관계 질환도 유발하는 등 인체 위해성이 
매우 높다. 

○ 그러나 자동차 운행이 많은 도심과 도로 주변에서의 나노미
세먼지 배출현황이 전혀 파악되어 있지 많으며, 자동차의 
PN 관리정책과 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자동차 운행이 많은 대기오염 
우심지역에서의 나노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 여러 연구
에서 도출된 데이터와 함께 도로변 나노먼지 현황을 분석하
여,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자동차에 의한 도로변 나노먼지 
저감대책과 정책수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 도로변에 노출된 38.4%(인하대 임종한교수)의 위험

인구를 자동차 나노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이를 위하여, 
 - 자동차 운행이 많은 서울시 도로변의 나노미세먼지 개수

(PN)를 측정하고,
 - 그 동안의 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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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먼지 현황을 분석하며,
 -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자동차에 의한 도로변 나노먼지 저감

대책과 정책수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서울시내 자동차 운행이 많은 주요 핫스팟(오염지역) 3곳을 
선정하고, 도로변에서 측정된 나노미세먼지 개수(PN)와 도
로변 대기측정망과 도시대기측정망의 PM2.5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다.

 - 시간대별로 중앙차로와 도로변의 PN을 측정하여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와 적은 낮 시간대를 비교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과 평상시의 비교와, 터널 내, 지하철 상태도 측정하
여 분석한다.

 - 도로변으로 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른 PN과 이면도로 측정값
을 비교분석한다.

 - 자동차 나노미세먼지의 인체위해성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에서 자동차의 나노미세먼지를 대기오염물질보다는 인체위
해성 측면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하고,

 - 국내외 주요국의 나노미세먼지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국내
의 관련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여, 수도권의 
도로변 나노먼지 저감정책과 대책을 제안한다.

4) 서울시 도로변 자동차 나노미세먼지 현황
(1) 1절 서울시 도로변 나노미세먼지 측정
① 측정 장소 
○ 도로변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장소는, 주요 

핫스팟(오염지역)이면서, 도로변 대기측정소가 근처에 있고, 
도시 대기측정소도 가까워서 측정데이타 비교가 가능한 지
점이며, 또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서울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동작대로(이수역근처), 종로4가사거리, 신촌로
(신촌역근처)를 선정하였다.



- 76 -

○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도시 및 도로변 대기측정망 위치와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한 미세먼지측정 장소(검은색 원)를 
나타낸 지도이다.

○ 아래그림들은 동작대로, 종로4가사거리, 신촌로의 미세먼지 
측정과 도로변 및 도시 대기측정소 위치, 미세먼지 측정 장
면을 나타내었다.

서울시 도시 및 도로변 대기측정망 위치와 미세먼지 측정 장소

측정소명 주 소
동작대로 중앙차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44 이수역 북단 버스중앙차로

종로 서울 종로구 종로 169 (종묘주차장  앞)
신촌로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62  (신촌역 7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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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작대로(이수역근처) 

동작대로 미세먼지 측정과 도로변 및 도시 대기측정소 위치

동작대로 미세먼지 측정장면(도로변(상좌), 중앙차로(상우)), 도로변 
대기측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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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로4가사거리

종로4가사거리 미세먼지 측정과 도로변 및 도시 대기측정소 

종로4가사거리 미세먼지 측정장면(도로변(상좌), 중앙차로(상우)), 
도로변대기측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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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촌로(신촌역근처)

신촌로 미세먼지 측정과 도로변 및 도시 대기측정소 위치

신촌로 미세먼지 측정장면(도로변(상좌), 중앙차로(상우)), 도로변대기측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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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측정 방법 
○ 휴대용 P-TRAK 2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차도 도로변과 버

스 중앙차선에서 1시간 간격으로 5분동안 측정하여, PN의 
평균, 최대, 최소값을 실측하였다. 

○ 동작대로에서는 차도와 인접한 보행도로의 근거리(최대 
10m) 차이에 따르는 PN 값의 변화와, 차도와 건물로 차단
된 100m 안쪽의 아파트 내의 PN을 조사하였다. 

○ 신촌로에서는 근처에 있는 연세대학교내의 원거리(최대 
500m) 차이에 대한 PN 값을 조사하였으며, 신촌지하철역 
구내의 PN 값도 측정하였다.

○ 대기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 PN 개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산동 건물 6층 옥상에서 측정하여 주변 측정소 
PM2.5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였다.

○ 또한 정릉터널 내를 자동차로 운행하면서 창문을 열었을 때
의 PN 농도 증가를 관찰하였다.

(2) 측정결과 검토 및 분석
① 동작대로 결과
○ 이수역근처의 동작대로에서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버스 중앙차선과 자동차 도로변에서 PN 값을 측
정하였으며, 주변의 도로변 및 도시 대기측정소 PM2.5 데이
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비교하였으며, 측정 데이터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8시대에 도로 및 중앙차로 PN 
값이 최고로 상승하며, 도로변 PN 값이 더 높고 50,000개
/cc를 초과한다. 8시 이후 도로 및 중앙차로 PN은 감소하
지만 도로변 대기측정소의 PM2.5는 계속 증가하며 PN 추
세와는 다르게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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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로 도로변과 중앙차로 PN 측정결과 비교

동작대로 도로변과 중앙차로 PN 측정, 도로변과 대기 측정소 PM2.5 데이터

② 종로4가 결과
○ 종로4가사거리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버스 중앙차선과 자동차 도로변에서 측정한 PN 값과, 도로
변 및 도시 대기측정소 PM2.5 데이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비교하였으며, 측정 데이터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 버스 중앙차로 값이 도로변 값보다 높으며, 퇴근 시간대인 
오후 7시대에 최고로 상승하며 중앙차로 PN 값은 30,000개
/cc 수준이다. 그러나 이 시간대의 도로변 및 도시 대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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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의 PM2.5는 증가하지 않고 도리어 약간 감소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종로4가 도로변과 중앙차로 PN 측정결과 비교

종로4가 도로변과 중앙차로 PN 측정, 도로변과 대기 측정소 PM2.5 데이터

③ 신촌로 결과
○ 신촌지하철역에 인접한 신촌로에서 오전7부터 오후2시까지, 

오후3시부터 4시까지는 동작대로로 이동하여, 버스 중앙차
선과 자동차 도로변의 PN 측정값과, 도로변 및 도시 대기측
정소 PM2.5 데이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비교하였으며, 측정 
데이터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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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차로 값이 도로변 값보다 현저히 높으며, 출근시간 대
인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높은 PN 값을 유지하
며, 중앙차로 PN이 370,00개/cc 수준이다. 이날은 대기오
염이 심했으며, 시간이 경과 할수록 PN 추세와는 다르게 
PM2.5 값이 상승하고, 도로변 보다 대기 PM2.5가 높은 현
상을 보이기도 한다. 

신촌로(동작대로) 도로변과 중앙차로 PN 측정결과 비교

신촌로 도로변과 중앙차로 PN 측정, 도로변과 대기 측정소 PM2.5 데이터



- 84 -

④ 도로변으로 부터의 근거리 영향
○ 동작대로변에서 차도로 부터 인도 안쪽 방향 거리에 따른 

PN 값의 변화를 아래 그림과 같이 비교하였으며, 측정 데이
터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 차도에서 인도쪽 3m 까지는 PN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3m를 넘어가면 거의 변화가 없다. 차도변에서 37,400개/cc
를 보이는 PN이 3m 거리에서 15,000개/cc 수준으로 40%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 즉, 자동차 운행이 많은 대도시의 인도를 보행 할때는 차도
에 가깝게 다니지 말고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걷는 것이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도로변 근거리에 따른 PN 변화 비교

도로변 근거리에 따른 PN 변화 데이터와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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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변으로 부터의 원거리 영향
○ 신촌로에 인접한 연세대학교 구내에서 차도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PN 값의 변화를 아래 그림에 비교하였으며, 측정 데이
터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 차도로변에서 50,000개/cc 수준의 PN이 측정되었지만, 정
문 안쪽 20m에서 20,000개/cc로 40%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이후로부터는 감소폭이 완만하여, 500m 안쪽
에서 15,000개/cc로 차도로변의 30% 수준을 유지한다.

○ 차도로부터 원거리 지역의 나노미세먼지는 도로 PN의 확산
과 함께 대기 중의 NOx, SOx, NH3, VOCs 등의 기체상 
오염물질이 2차미세먼지(PM2.5)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
한 대기 PN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 신촌지하철역 구내의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PN은 12,000개
/cc 수준으로서, 녹지가 많은 연세대 캠퍼스 500m 안쪽보
다도 PN이 더 적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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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원거리에 따른 PN 변화 비교

도로변 원거리에 따른 PN 변화 데이터와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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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노후 디젤트럭 통과시의 영향
○ 연세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대형 디젤트럭이 통과할 때 

20,000개/cc 수준이던 도로변 PN이 160,000개/cc로 급격
하게 증가하는 것을 아래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매연
여과장치 장착여부를 확인 할 수는 없지만, PN 측정값과 차
량이 지나갈 때의 배출가스 냄새로 판단 해보면 매연여과장
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차량으로 판단된다.

도로변 대형트럭 통과시의 급격한 PN 증가

⑦ 터널 내의 영향
○ 시험 차량에 P-TRAK을 탑재하고 정릉터널을 통과하면서 

차량 창문을 열었을 때 20,000개/cc 미만의 차량내 PN이 
100,000개/cc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래 그림에서 확
인된다.

○ DPF 디젤이나 휘발유, LPG 승용차의 배기관에서 직접 배
출되는 PN(∼105개/cc)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정릉터널 내
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꽉 채워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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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터널내 PN 수준

⑧ 대기 미세먼지 오염도와의 상관관계
○ 대기 중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대기 중의 나노미세먼

지 개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산동(녹색교통운동)에 
위치한 6층 건물 옥상에서 PN을 측정하고, 근처 도로변과 
도시 대기질측정소의 PM2.5 데이터를 아래 그림에 비교하
였다. 

○ 대기 PM2.5와 대기 PN 값은 유사한 변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도로변 PN
과 PM2.5 과는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 대기 PN은 NOx, SOx, NH3, VOCs 등의 기체상 오염물질
이 반응하여 2차미세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
노미세먼지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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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미세먼지(PM2.5)와 대기 PN의 상관관계

대기 미세먼지와 대기 PN의 데이터와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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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나노미세먼지 측정 결과 정리
○ 중앙차로 PN은 도로변의 PN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

러나 일시적, 부분적으로 도로변의 PN이 높은 경우도 나타
난다. 

○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출근시와 퇴근시의 도로변 PN 값은 
30,000-50,000개/cc 수준으로 최고값을 보이며, 도로의 위
치에 따라서 최고 PN 값과 시간대는 차이가 있다. 

○ 도로변 PN은 도로변 PM2.5 농도 변화 추이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 차도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보행도로에서 차도로변 PN 값
의 40% 수준을 보이며, 차도로부터 3m 이상 떨어져서 보
행하는 것이 인체 위해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 차도로부터 100m 이상의 원거리에서는 차도로변 PN의 
30%로서, 10,000-15,000개/cc 수준을 유지한다.

○ 도로변에서 노후 디젤트럭이 지나갈 때 PN 농도가 급격하
게 증가하며, 디젤 배출가스 냄새를 맡았을 때는 고농도의 
PN을 함께 흡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 도심의 자동차 통행이 많은 터널내의 PN 농도는 100,000
개/cc 이상으로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배출된 PN 과 동
등 수준으로서, 터널 내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그대로 채워
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기 중의 PN은 대기 중의 PM2.5 농도와 연계성을 보인
다. 그러나 대기 PN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도로변 PN과 
생성 원인이 다르며,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NOx, SOx, 
NH3, VOCs 등의 기체상 오염물질이 반응하여 2차미세먼지
(PM2.5)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나노미세먼지 발생 구조와 
발생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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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DB구축 사업
1) 과업 수행 방향 및 절차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DB구축 사업
○ 소요예산 : 49,000천원(부가세 포함, 대기개선추진대책 정

책연구비)
○ 사업기간 : 2018.8.31 ~ 2018.12.10
○ 주    관 : 환경부 교통환경과
○ 주    최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2) 배경 및 목표
○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운행제한 등에 활용하도록 운행

‧제작 중인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5개로 분류*하
여야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

○ 현재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엔진후드 등에 표기된 배출가
스 인증정보와 등급분류 고시를 직접 비교하여 확인

     ※ 차량의 소유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급정보 DB와 지원 시
스템이 없음

○ 차량 고유번호(제원관리‧차대 번호)와 배출가스 인증정보를 
연계하여 손쉽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DB구축이 시급함

     ※ 배출가스 등급정보 DB를 확보하여 2019년 등급확인 
시스템 구축 예정

(3) 과업의 범위
○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자동차 배

출가스 5등급제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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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0만대 국내 등록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분류 
방안 마련

 - 배출가스 등급 검색 방안 마련

(4) 추진체계
○ 과업수행은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일정은 아래와 같음
 - 1단계 : 차량 데이터 확보 및 협의체 구성
 - 2단계 : 등급 시스템 운영안 도출
 - 3단계 : 등급 부여 불가 차량에 대한 등급부여 방안
 - 4단계 : 등급제 검색시스템 개발 방안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용역 체결

자동차 고유 정보 확보
등급 분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급 시스템 운영안 제시
배출가스 인증정보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등급부여방안 도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검색방안 도출

착수, 최종 보고회
최종 보고서 작성

추진 일정

(5) 연구방법
①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VMIS)에 등록된 자동차 고유 정보 

확보
②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
③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운영 방향성 제시
④ 배출가스 인증 정보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등급 부여 방안 도출
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검색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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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진행 사항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

○ 1차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연구팀을 중심으로 
국내제작사와 수입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본 사업의 연구팀과 국내 제
작사 5곳, 수입사 24곳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배출가스 등급 분류 그룹 운영안

배출가스 등급 DB 구축 추진 위원회 위원 구성안
○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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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구분(분과명)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 공동위원장
자동차환경네트웍 대표 정용일 위촉직

환경부 황석태 당연직
1

DB/시스템관리

서울특별시 친환경등급팀장 이종형 분과장
2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창범

3 인천광역시 차량공해관리
팀장 하광신

4 경기도 교통환경팀장 박대근
5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 도홍석
6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조강래
1

정책지원
(검증 및 공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이종화 분과장
2 인덕대학교 교수 노현구
3 RH S&C 대표 이낭하
4 허즈앤티 박사 김종춘

5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박심수

6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 김성욱
1

소통공감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송상석 분과장

2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임기상

3 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안문수
4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준호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배출가스 DB 구
축 추진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등급 분류 분과, 
DB/시스템 관리 분과, 정책지원 지원 및 검증 분과, 국민과 
소통을 위한 소통 분과인 4개의 분과로 구성하였으며 분과
별 업무 분담은 위 그림에서 추진 위원회 위원 구성안에 제
시하였으며 구성인원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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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EI 부연구위원 한진석

6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운수
1

등급분류

한국환경공단 차장 유재진 분과장
2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책임 이영덕

3 현대기아 책임 윤병래

4 현대기아 부장 김정수
5 한국지엠 차장 손동석
6 쌍용 책임 조진호
7 르노삼성 수석 박정훈
8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장 인정호
9 아우디폭스바겐 선임 이재혁
10 차장 최민준
11 에프엠케이 과장 조규성
12 혼다코리아 대리 이유진
1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매니저 정승균
14 한국닛산 과장 윤재훈
15 볼보자동차코리아 매니저 김남태
16 다임러트럭코리아 매니저 이동훈
17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원 정상원
18 스카니아코리아 이사 조은정
19 볼보트럭코리아 과장 김필근
20 한국토요타자동차 대리 오경민

배출가스 등급DB 구축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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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VMIS)에 등록된 자동차 고유 정보 확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에 등록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교통안전 공단, 한국환경
공단 간의 협의 후 지원을 받아 2018년 9월末 기준 약 
2,300만대의 등록 차량 정보 자동차 등록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 및 등급 분류를 진행하였다.

○ 수신 자료 현황

전체대수
공백 합계

(중복 
포함)

1차 점검
대수

제원자료에
 없는 대수

분류대상
 대수최초 

등록일

제원
관리번

호
연식

23,042,757 26 115 0 137 23,042,620 2 23,042,618

국토부 등록 자동차 수신 자료 현황(2018.10말 기준)

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 운영 방향성 제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은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
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 정도 시스템(VMIS)의 자동차 등록정
보를 기본으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로 특화된 정보 시스템으
로 새롭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 용도에 
맞게 구축이 되어야 향후 자동차로 인한 대기질 관리 및 분
석과 제작차,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요구
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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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 개략도

○ 위 그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 개략도로 시
스템 내에 배출가스 등급 관리, 행정 및 제원 정보 관리 부
분으로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미세먼지 고
농도 비상조치 발령이 이루어지면 자동차 운행 제한과 같은 
제도가 시행 시 국내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
급 정보가 구축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
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와 차량 
제원과 연계가 1단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2단계로는 차량에 
대한 소재지 파악이 이루어져야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
으며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조치 발령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같은 행정 조치까지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
가스 등륵 정보 시스템에 DW(Data Warehouse)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구축에 대한 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리고 DW를 기반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
하느냐에 따라서 각 기관의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구성이 요구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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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스템 내부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요구
될 것으로 사료된다.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 구성도

○ 배출가스 구성에는 5개의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면 
효율과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대국민 서비스
○ 둘째, 등급관리 
○ 셋째, 연계 관리
○ 넷째, 통계 및 분석
○ 다섯째, 외부 업무 시스템 연계와 지원으로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국민 서비스 항목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전
반적인 소개,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의 시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에 대해서 효과
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창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대국민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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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항목 정  의 시행 기관 시급

성

배출가스 
등급제 
소개

Ÿ 배출가스 등급제 관리 취지 홍보
자동차 배출가스 ->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예, 가습기 사건)
생명 유지하기 3가지 필수조건 
물/음식/공기(물, 음식 – 유료/공기 
무료)

Ÿ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방법 소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

Ÿ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시스템 DB 
정보에서 개별 차량에 대한 등급 조회 
기능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
제작사 및 

수입사

인센티브 
업무 

프로그램

Ÿ 등급별 환경부/지차체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공지 및 안내 서비스 기능

환경부
국토부/지차

제 ◎
제작사 및 

수입사

페널티 
업무 

프로그램

Ÿ 등급별 환경부/지차체에서 제공되는 
페널티공지 및 안내 서비스 기능

환경부
국토부
지차제 ◎

제작사 및 
수입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정보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항목

○ 배출가스 등급 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1~5등
급 DB 관리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 신규 등록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정보 연계와 개별 수입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정보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서
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루어져야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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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수
입되는 자동차와 해외 이삿짐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자동차 
등록을 위한 차량 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계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며 등급 관리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시스템 항목 정  의 시행 기관 시급
성

등
급
관
리

신규 
인증
정보 
등록

Ÿ 신차등록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정보 연계  

환경부
국토부

△

개별 
인증
정보 
등록

Ÿ 개별수입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정보 연계

환경부
한국환경공

단
지자체

△

배출가스
등급 
관리

Ÿ 1~5등급 분류 및 체계관리
환경부

한국환경공
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정보 시스템 등급 관리 구성 사항
○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동차 제원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일대일로 
배출가스 등급 분류가  구축되어야 함에 따라 자동차와 관
련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VMIS(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
는 자동차 제원 정보와 VIMS(자동차 검사정보 관리 시스템)
에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구조변경 정보(예, 국가 유공자, 
장애인, 택시 등 가솔린 엔진에서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
와 검사 정보를 이용한 기본 차량 정보를 구축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 공동 지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인한 엔진 구
조 변경(엔진 개조) 및 DPF 장착 사업 등으로 인한 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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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관련 정보에 대해서 MeCa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 자동차 소재지 주소 이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전출입 정보 
관리가 지속적으로 각 차량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본 
시스템을 통해 경유차 LEZ 제도와도 연계되어 단속이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지자체인 서울 지역
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전국으로 확대 
시에는 중앙 정부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이 뒷받
침이 되어야 각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현재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VMIS)에 차량 등록
되어 있는 차명을 활용한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운행차 연
구에 진행되면서 차명 분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예, 
Family 차명 소나타 차명 480여개, 포터 차명 520여개) 현
재 MeCar 시스템에서는 차량에 대한 대표 차명 분류 프로
그램이 구성되어 환경공단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분
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에도 대표차명 분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향후 
통계 분석에 필요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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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항목 정  의 시행 기관 시급

성

제원 정보 
관리

Ÿ VMIS/VIMS 제원 정보 연계 및 관리

국토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지차제

◎

구조 변경 
관리

Ÿ 배출가스 및 엔진 구조 변경 등록 
연계 관리 (예, 국가 유공자, 장애인, 
택시 등 가솔린->LPG 개조) 

Ÿ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인한 구조 
변경 연계 관리 (엔진 개조 및 DPF 
장착 사업 등)

국토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지차제

△

전출입 
정보 관리

Ÿ 주소지 이전에 대한 정보 관리

국토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지차제

▽

인증 정보 
관리

Ÿ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따른 개별 
차량 등급 분류 관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제작사 및 

수입사

△

차명 정보 
관리

Ÿ 대표 차명 정보에 대해서 관리 (예, 
Family 차명 소나타 차명 480여개, 
포터 차명 520여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제작사 및 

수입사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정보 시스템 연계 관리 구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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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출가스 인증 정보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등급 부여 방안 도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에 1~5등급으로 분
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보는 주민 등록 
번호와 동일한 자동차 차대번호를 기반으로 한 배출가스 등
급이 일대일로 관리되어야 하며 차대번호와 차량번호가 연
계되어 있어 차량 번호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차량 번
호를 이용한 차량 등급 정보를 제공하기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문으로 사료된다.

○ 차량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
으며 차량 제원 정보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1차 배출
가스 등급DB 구축 추진위원회 등급 분류 그룹을 통해 기초 
등급 분류를 실시한다.

배출가스 등급 부여 절차 

○ 제작사와 수입사에서 배출가스 인증 정보와 매칭한 데이터
를 기반으로 배출가스 등급 DB를 구축하고 미 매칭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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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수/건수 SOFA차량 자기인증면제차
량

**기타
** "-"(공백) 합계

등록정
보 23,042,618 14,626 37,388 3,505 9920,33

4
75,95

2
제원자

료 185,172 14,244 36,880 1,408 753,913 56,52
0

자동차 미 매칭 분석 결과 

에 대해서 차량 제원(차대번호 형식)과 비교 분석하여 등급
분류를 실시한다.

○ 미 매칭 차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SOFA 차량과 자기 인
증 면제 차량이 다수 있을 것이 분석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 미매칭 대상 차량 처리 방안
-> 1단계: 차대번호 규칙에 따른 제작사 분류
      - 차대번호 제조국, 제조사 코드화 후 작업진행가능

  -> 2단계: 수기 작업에 의한 분류
          - 기타 제원을 직접 확인해서 분류
  -> 불가차량 분류
○ 차대번호로 자동차 제작사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제원관리번호를 사용해 제작사 구분
- 예외사항 : 과거 차대번호 규칙이 17자리가 아닌 경우가 존

재

○ 현재 차량에 대한 제원정보와 배출가스 등급 분류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의 같다. 

○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에는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따른 
분류 기준이 없음, 배출가스 인증기준과 연계할 수 있는 정
보를 제작사가 제공하여야 하나 2005년 이전 차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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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등급 예측)에는 제작사도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해결 방안 ]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우선 등급 분류 시행
  
○ 현대기아자동차사의 경우(국내 등록차량의 약 75%)
     제원관리번호는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LPG/경유 등)

에 한해 2005년 이후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에 등재
     차대번호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인 경유차에 

한해 2005년 이후 일부만 정부전산망에 등재되어 있음, 
2003년 이전 차량은 국토부에서 제원관리번호가 아닌 형식
승인번호로 관리)

 [ 해결 방안 ] 전상망에 형식 승인 번호, 제원관리 번호 매칭 
가능한 것은 우선 매칭 후 미 매칭 부분은 수기 매칭 분류

○ 차종별로 배출가스 등급 산정 작업이 복잡하며, 인증 정보
가 없는 노후차는 등급분류를 할 수 없음

 [ 해결 방안 ]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우선 등급 분류 시행

○ 등록‧제작 모든 차량이 등급분류 대상이므로 작업 범위가 
방대하여 등급을 잘못 분류하는 오류발생 가능성 클 것으로 
오류에 따른 민원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해결 방안 ]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우선 등급 분류 시행하고 
오류 발생 시 수정 보완

○ 특장차의 경우 구조변경에 따라 제원관리번호가 별도 부여
되어 원제작사에서는 등급 분류가 불가

 [ 해결 방안 ]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우선 등급 분류 시행하며 
추가 엔진 형식을 기준으로 재검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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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저감 조치에 따라 엔진을 개조한(경유→LPG) 차
량의 경우 제원관리번호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저감 조
치를 완료한 차량을 제원관리번호로 등급 산정시 낮은 등급
을 부여 받는 등 차주에게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해결 방안 ]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우선 등급 분류하고 저감 
조치 이행 코드를 추가 적용하여 불이익 최소화 예정

○ 동일한 배출가스인증번호에 차대번호를 matching 하기 위
해서는 개발 Project code 혹은 차명으로 sorting을 하게 
되는데, 차명이 여러 개일 경우 구분이 곤란할 수도 있음

 [ 해결 방안 ] Mecar 운행차 관리 시스템내에 있는 대표차명 
분류 작업후 매칭하고 미 매치은 수기 매칭으로 보완

배출가스 등급제 정보 매칭 흐름도



- 107 -

6)  DB 구축 결과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현황

○ 2018. 12월(국토부 자동차 제원 정보 수신 2018. 9. 末 기
준)기준 등급제 분류 대상 차량은 23,042,618대로 1등급 
917,257 대 / 5등급 2,722,586대 / 2~4등급 19,296,702대 
/ 제외 차량 762대 / 무동력 105,311대로 분석되었으며 다
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항목
총등
록대
수

1등급 2~4
등급 5등급 제외

차량
무동
력총대

수 분류 총대
수

총대
수 분류 저감 보류

가솔
린/L
PG

13,
033,
249 

870,
735

870,
735

12,
094,
636

67,
878

30,
914

36,
964 - 0 0

경유
9,

856,
774 

- -
7,

202,
066

2,
654,
708

2,
426,
212

208,
610

19,
886 0 0

전기 46,
522 

46,
522

46,
522 - - - - - 762 105,

311

총 
현황

23,
042,
618 

917,
257

917,
257

19,
296,
702

2,
722,
586

2,
457,
126

245,
574

19,
886 762 105,

31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현황(2018.9. 말 기준)

○ 위 표와 같이 같이 등급별 분류에 있어 현재 1등급, 5등급
에 대해서 분류가 진행되었으며 5등급 차량에 대한 보류 차
량에 대해서 19,886대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SOFA, 자기인증면제 (준이사자: 해외 
거주 이삿짐으로 국내로 들어온 차량), 특수 차량 등으로 분
석되며 2차 등급 분류(2~4등급)에서 100%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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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매칭 결과
○ 위 그림은 배출가스 등급제 정보 매칭 흐름도로 VMIS, 

VIMS, KENCIS 장보를 활용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매칭하는 
방안을 표현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의 예로 디젤, 가솔린, 
LPG 차량에 대한 등급정보를 정리하고 배출가스 정보 DB 
구축할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7) 정책 제안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전부개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하고 있듯이 1982년에 고

시된 제4차 교육과정을 시발로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에서 환경 교육을 강조하도록 국민의 
의무 편에서 교육받는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 환경 보전은 
옵션이 아닌 필수의 항목이며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합심하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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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요소

○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물, 공기 3가지의 
요소는 필수로 음식과 물의 경우 노동력(or Money)에 의해
서 얻어지는 것으로 아끼고 수중하게 사용하는 반면에 공기
는 공짜로 사용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인식을 할 것으
로 사료된다.

○ 그러나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
해 사건이후 공기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
되며 최근에 와서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살펴보는 습관도 생겼을 것으로 사료된
다. 

○ 자동차와 관련된 관리는 국토부, 환경부에서 이원화되어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제원 및 검사 정보 관리를 
국토부의 자동차 제원 정보 시스템(VMIS)과 자동차 검사 정
보 시스템(VIMS)를 통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
으로 관리되며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Mecar)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Mecar)은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제원과 검사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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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환경 정책에 있
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와 지자체 자동차 배출가스 시스템과의 연계하기 위해
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정보의 데이터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에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관리되는 자동차 과련 정보 시
스템이 상호 실시간 연계에 필수적이다. 

○ 최신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건강 위해성 우려가 전 세계적
으로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위해성 영향 논의
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
년부터 제시하였으며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
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
물질(Group 1)로 지정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환경복지 개선
을 위한 초미세먼지 관리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PM10)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호흡기질환의 이환율 및 사망률과 관련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
다.

○ 이와 관련하여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인벤토리 
정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미세먼지(PM10, PM2.5) 배출
량은 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배출 비율이 높다. 이 가운데 
경유자동차가 주된 배출원이며, 또한 노후 운행 경유자동차
의 초과배출 패턴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한계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는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논의되고 운영하
는 경유자동차 대상 운행제한 제도의 시행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영향 우려에 대응하여 사회구성원의 환경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의 기초가 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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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 본 국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둘
러싼 이슈 및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국내 자동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의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자동차 운행제한의 ‘사회 공감대’ 형성
○ 자동차 운행제한은 제한적(negative), 포괄적(positive) 제

도 적용방식에 관계없이 암묵적으로 ‘규제’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운행제한 대상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갈등해결’
이 제도 추진 여부의 관건이다. 이에 저배출 지역(LEZ) 사
례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도시)은 제도 시행 전 추진과정에
서 예견 가능한 ‘갈등요인’을 분류하고 대응하여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이 사회 구성원의 보
편적 환경복지를 개선하는 ‘가능한 대안 가운데 유효한 대
안’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원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시
행에 따른 ‘효율’이 절대명제이나 상대적 갈등요인을 해결하
기 위해 ‘효율’과 ‘형평’ 간 균형·조화를 가능한 한 유지하
되, ‘형평’이 제도 시행의 결정요인이 되지 못함을 확인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과정에서 
이러한 명제에 유의하여할 것이다.

(2)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추진의 ‘목적 지향성’ 확인
○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제한의 공간영역 설정, 제한의 기

대효과, 제한의 모니터링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며 런
던, 베를린 등 저배출 또는 환경지역(LEZ, EZ) 사례가 대표
적이다. 즉 ‘특정 공간에 특정 환경관리를 위해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특정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하고 있어, 이는 동 제
도의 성공적 추진과정이다. 

○ 향후 국내에서도 ‘오염차량 운행 제한지역’(LEZ) 또는 ‘환경



- 112 -

등급제 기반 녹색교통진흥구역’ 지정(서울시)과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추진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명분으로서 

○ 첫째, 제도 추진목적이 초미세먼지(PM2.5) 관리 또는 초미
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통합관리가 되는지

○ 둘째,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한지

○ 셋째, 자동차 환경등급제 적용에서 제작차·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정책의 수용성 
확인 검토가 요구된다. 

(3)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제도의 연계성 확보   
○ 국외 사례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혼잡통행료, 환경지

역 등 운행제한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
다. 그만큼 자동차 운행제도는 자동차 통행수요에 대한 단
순한 ‘규제’ 이상의 ‘사회적 합의 또는 공감대’를 매개로 시
행되어 대기환경 개선(초미세먼지 농도 개선)과 함께 도시혼
잡비용·통행수요 저감이라는 ‘최소한 운행제한의 추진효과’
를 기대하고 있다. 

○ 그런데 국내의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경우 현행 자
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2019.2.15. 시행 예정) 등에서 일부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 또는 예정이다. 향후 국내에서 자동차 통행제한 정책
추진 시 ’통합관리‘ 차원에서 일정 공간에서 대기환경 개선, 
혼잡통행수요 관리, 자동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제반 가치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행
제한 관련 제도의 ‘연계성’ 확보가 요구되며 자동차 배출가
스 등급 시스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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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제도의 가치 확장성 제고
○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추진과정에서 단연 가시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항목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 감축이다. 이에 더하여 도시 지역 공간에서 향후 자동차
(도로이동오염원) 배출원 못지 않게 건설기계(비도로이동오
염원) 배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 감축이 필요
하다,

○ 이에 국내에서 일정 공간영역 지정에 따른 자동차 통행제한 
제도 추진은 건설기계 배출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도 적용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륜자동차 또한 추후 확대 적용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자동차 통행제한과 비상저감 조치 간 차별성 유지
○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정책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특별한 목적 또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최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외국에서도 자동차 운행제한 추진은 긴급사항에 대
한 대응, 일반적 시행이라는 두 가지 분류 하에 시행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향후 국내에서도 자동차 통행제한 제도 
적용에 있어서도 긴급과 비 긴급 경우에 따라 차별적인 제
도 운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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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자전
거 환승 
마일리지 
시스템 기획

-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 기획
- 마일리지 지급규정 및 기준 마련
- 참여기관 : 

녹색교통-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와이제이
미디어

- 정책제안 협의(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제2절. 자전거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용 활성화 캠페인

1.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시범사업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동기부여 및 이용자 확대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대중교통-자전거 환승 인센티브) 구축 및 
운영

 -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 환승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이용 동기
부여 및 이용자 확대

 - 대중교통 이용 현황과 실태, 자전거 이용 실태를 개량적으
로 파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실적이 
수치화 및 구체화 가능

(2) 사업기간
○ 2017년 3월~2018년 6월

(3) 사업추진방법
○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와이제이미디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과 업무협약하여 사
업 진행

(4)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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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일리지)
○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모바일 플렛폼 
개발

- 스마트폰용 앱 구성 및 디자인
- 모바일 단말기 제조사/모델별 최적화 및 

앱 개발 (안드로이드, 아이폰용)

○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 OpenAPI 연동 및 GIS DB 구축 시스템 
- 위치데이터 분석시스템, 관리시스템 구성
- 마일리지자동승인/회원정보 및 데이터 

중복 검증 시스템 구축
- 이용자 데이터 관리 서버, 앱 연동 시스템 

서버 구성
- 자전거 이용 및 대중교통 환승 베타 

테스트 및 보완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 오프라인 참여자 모집(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홍보부스, 차없는거리 내)

- 온라인 참여 인증 캠페인 (SNS, 보도자료, 
차없는날, 대중교통의 날 등)

○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지급

- 교통카드충전 또는 자전거 용품 등 현물 
지급

스마트교통 
마일리지 운영 

및 고도화

○ 스마트교통 
마일리지 홍보 
및 운영

-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홍보
- 브로셔,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이용 불편사항 접수 

및 개선 (SNS 활용 수시운영)
○ 스마트교통 

마일리지 
고도화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ICT 
융합연구소 
협업)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시스템 기획

- 자전거 이용 및 환승 확인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확인 및 시험인증

○ 
대중교통자전
거 이용 현황 
조사

- 자전거 시설 현황조사 : 서울시 및 수도권 
주요 지하철 주변 자전거 보관소 
이용시설조사 (보관소위치, 대수, 이용률)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부가 
서비스 제공

- 이용정보(월/주/일별, 이용거리, 이용횟수, 
순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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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세부내용
(1)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① 대중교통-자전거 환승 마일리지 시스템 기획

○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참여방법 및 환승인증 구성방안
 - 이용자는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앱을 이용하여 시범사업 참

여
 - 이용방법 : 대중교통 ↔ 자전거 환승시 자전거 이용(앱 이

용) ↔ 대중교통에 설치된 환승인증 수단으로 환승 인증, 30
분(1시간) 이내시 인정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시스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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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 또는 QR코드 인증 방식 :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승
강장(플랫폼)에, 버스의 경우 차내에 설치된 자전거 승차 스
티커(녹색교통운동 제작 및 배포)에 NFC태그 접촉 또는 QR
코드 스캔으로 환승인증 ↔ 앱 이용(자전거 이용), 30분(1시
간) 이내시 인정

역사내 승강장(플랫폼)에 위치한 자전거 승차 안내 스티커(예시)

②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모바일 플랫폼 개발

스마트교통마일리지 메인 화면 스마트교통마일리지 환승 진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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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참여방법 및 환승인증 구성방안

자전거 이용 후 대중교통 환승 시 적용되는 기술(service architecture) 
구현방안

○ 환승마일리지 지급 비용
 - 대전 타슈 : 1회 100원, 1일 2회, 최고 20,000원, 1년권 이

용시 적립&구매가능
 - 서울시 따릉이 : 1회 100원, 1일 2회, 최고 15,000원, 1년

권 이용시 적립&구매가능
 - 녹색교통 스마트교통마일리지 : 1회 100원, 1일 2회, 최고 

10,000원, 티머니상품권지급

(2) 스마트교통 마일리지 운영 및 고도화
① 스마트교통 마일리지 운영
○ 2018년 3월 6일 서비스 정식 출시
○ 12월 31일까지의 회원 가입자 수는 2,229명
○ 2,229명의 총 이동거리는 1,145,198km
○ 1인당 16.35km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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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환승 수는 509회(지하철 : 264, 버스 : 245)

스마트교통마일리지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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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회원가입 현황(명) 지역별 회원가입 현황(명)

서울 회원가입 현황(명) 월별 자전거 태그 신청 현황(명)

자전거-환승 교통수단(건) 월별 환승현황(건)

지하철 월별 환승현황(건) 버스 월별 환승현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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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현황 조사

서울시내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이용시설(자전거 보관소, 공기주입펌프 
등)조사

③ 스마트교통마일리지 고도화
○ 스마트교통마일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고도

화를 위하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 품질평가를 의뢰하
여 자문을 받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시스템 종합평가
○ 평가결과 종합
 -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시범사업은 자전거 이용 동기를 부여

하기 위해, 자전거 주행거리 및 자전거-대중교통 환승 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 과업에서는 시범사업에서 
구축한 시스템의 품질(정확도 등)을 평가하였음

 - 시스템 품질 평가는 이용자 App을 통해 서비스 중인 자전
거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와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에 대하여 단위시험과 통합시험을 진행하였음. 특히 
통합시험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정확도)를 제시하였으며, 자
전거 통행 진위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를 별도
로 평가하였음

 - 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① 자전거 태
그 인증 정확도 확인, ② 이동경로 표출 정확도 확인, ③ 이
동거리 산출 정확도 확인, ④ 마일리지 적립 정확도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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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단계(상위단계에서 성공 시, 하위단계에서 평가)로 진
행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전체 정확도를 도출하였음

 - ① 자전거 태그 인증은 100%로 모두 성공 하였으며, ② 이
동경로 표출 정확도는 77.08%, ③ 이동거리 산출 정확도는 
8.11%, ④ 마일리지 적립 정확도는 33.33%로 도출되었음. 
단, 각 단계를 모두 통과한 측면에서 산정한 최종평가 결과 
정확도는 2.08%로 나타남

 - 특히, ③ 이동거리 산출 정확도는 당초(단위시험) 90%를 평
가기준(200m 주행하여, ±20m 이내 시 통과)으로 하였으
나, 통합시험에서는 90%로 하는 경우 정확도가 0%로 도출
되었음. 이에 환경적 요소(GPS수신 음영, 전파방해 등)를 추
가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90%와 80%로 하는 2가지 기준으
로 작성함(제5장에서는 90%, 80% 모두 기술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평가기준을 80%로 하는 경우만 기술함)

 - 결과적으로 ③ 이동거리 산출 정확도와 ④ 마일리지 적립 
정확도 시험에서 GPS 미수신, 끊김, 튕김현상 등 오류가 발
생하여 저조한 평가 결과(각각 8.11%, 33.33%)가 나타났으
며, 이로 인해 최종평가 정확도(2.08%)가 낮게 도출되었음

 -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① 대
중교통 태그 인증 확인, ②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 정확도 
확인의 2단계(상위단계에서 성공 시, 하위단계에서 평가)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종평가 정확도를 산출하였음

 - ① 대중교통 태그인증 정확도는 58.33%로 ② 대중교통 마
일리지 적립 정확도는 75%로 도출되어, 각 단계를 모두 통
과한 최종평가 정확도는 43.75%로 나타남

 - ① 대중교통 태그인증 정확도 평가항목에서 대중교통 태그
가 미부착 되어있거나, 빈 태그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미부착, 미등록 태그로 인한 태그인증 실패)되어, 
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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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마일리지 서비스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서비스
평  
가
항
목
별 
정
확
도

① 자전거 태그 인증 
정확도 100% 평  

가
항
목
별
정
확
도

① 대중교통 태그인증 
정확도

58.33
%② 이동경로 표출 

정확도
77.08

%
③ 이동거리 산출 
정확도3)

8.11
% ②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 정확도 75%④ 마일리지 적립 
정확도

33.33
%

최종 평가 정확도 2.08
% 최종 평가 정확도 43.75

%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정확도 통합시험 결과

 - 자전거 통행 진위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인증 성공 여
부) 평가결과, 비 자전거 통행 시 자전거 인증을 거부하는 경우는 
31.25%, 자전거로 정상 통행했을 때의 경우 33.33%로 도출되었음

구분
비 자전거 통행 인지 정확도(인증 거부율) 자전거 통행 

인지 
정확도(인증

률)4)
전체 보행 버스 자가용

정확도(%) 31.25% 62.50% 12.50% 18.75% 33.33%

자전거 진위여부 확인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정확도 

2.08%,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정확도 
43.75%, 비 자전거 통행 인지 정확도 31.25%, 자전거 통행 
인지 정확도 33.33%로  서비스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평가 과정 중 발생한 시스템 및 이용자 App의 각종 오류5)로 인해 

3) 이동거리 산출 정확도의 2가지 산출기준(90%, 80%) 중, 80% 기준에 대한 
결과를 표시함

4) 자전거 통행 인식 정확도(인증률)은 마일리지 적립 정확도 결과임
5) 이용자 App 오류는 대중교통 태그인식 오류, GPS 미수신, 끈김, 팅김 현상, 

이동경료 표출 및 이동거리 산출 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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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스템 오류 개선 필요사항

자전거 
마일리

지 
서비스 
정확도 
확인 
시험

이동경
로 표출 
정확도

안드
로이
드

- 이전위치 GPS 값을 사용하여 이동경로를 표출
(대중교통 이용 후 자전거 환승 시 자전거 주행 
시작지점이 대중교통 인증지점으로 표출되는 오
류로 추정)

iOS - GPS 미수신, 끊김, 튕김현상 등으로 이동경로 
표출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표출

이동거
리 산출 
정확도

안드
로이
드

- 이전위치 GPS 값을 사용하여 이동거리를 산출
하는 오류 발생(대중교통 이용 후 자전거 환승 
시 자전거 주행 시작지점이 대중교통 인증지점으
로 산출되는 오류로 추정) 
- 자전거 이용 후 대중교통 환승 시 자전거 이동
거리가 0.0Km로 산출

iOS - GPS 미수신, 끊김, 튕김현상 등으로 이동거리
를 산출 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산출

마일리
지 정립 
정확도

안드
로이
드

- 자전거 이용 후 대중교통 환승 시 자전거 이동
거리가 산출되지 않는 오류로 마일리지가 적립되
지 않거나 0.01 마일리지로 적립
- 실제 자전거 주행을 했으나 마일리지 적립 거
절(평균속도  5.0km/h 미만일 경우 적립 거절)
  (센터시스템 데이터 관리의 에코 설정 값6) : 
평균 속도 최저값 5.0km/h 미만으로 설정)

iOS - 이용자 App의 적립 마일리지 표출 값 오류
  (센터시스템에서는 마일리지 적립 값이 정상적

서비스 정확도가 저하되어,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즉각적인 오류 수정 및 시스템 보완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정확도를 향상키는 작업이 요구됨

 - 오류 수정과 함께 지속적인 시스템 및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
진하여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경우, 신규 이용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활성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유형별 시스템 오류 개선 필요사항 
 -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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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출)
- 실제 자전거 주행을 했으나 마일리지 적립 거
절(평균속도  5.0km/h 미만일 경우 적립 거절)
(안드로이드과 같은 사유)

대중교
통 환승 
마일리

지 
서비스 
정확도 
확인 
시험

태그 
인식 

정확도

안드
로이
드

- 버스 태그 인식(인증) 실패 오류
 (태그 입력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센
터시스템 버스 태그 DB 수정(2018.07.26. 15시
30분) 후 버스태그 인식(인증)됨)

iOS

- 버스 태그 인식(인증) 실패 오류 (안드로이드와 
같은 사유)
- 시험단말에서 대중교통 태그 인식(인증)에 성공
하였으나 시험단말의 로그 및 센터시스템의 대중
교통 마일리지 적립 로그가 누락

마일리
지 적립 
정확도

안드
로이
드

특이사항 없음

iOS
- 시험단말에서 대중교통 태그 인식(인증)에 성공
하였으나 시험단말의 로그 및 센터시스템의 대중
교통 마일리지 적립 로그가 누락

자전거 통행 
진위여부

정확도 확인

안드
로이
드

특이사항 없음

iOS - GPS 수신오류(튕김현상, 미수신, 수신종료) 발
생

유형별 시스템 오류 개선 필요사항

(4) 시스템 개선 및 발전방안
○ 시스템 개선 및 발전방안은 크게 시스템 고유기능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시스템의 확장방안을 구분하여 제시 함

○ 자전거 인증 및 마일리지 적립 관련
 - 비 자전거 통행에 대한 인증 거부율(자전거 통행이 아닌 것으로 인

지한 경우)이 31.25%, 자전거 통행 시 인증율(자전거로 통행한 것으
로 인지한 경우)이 33.33% 수준으로 나타나, 자전거 통행과 관련된 
판단 정확도가 부정확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6) 센터시스템에 설정된 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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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비 자전거 통행에 대한 인증 거부율은 보행 62.5%, 버스 
12.5%, 자가용 18.75% 수준으로 버스 및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전거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으로 나
타남. 이에 버스, 자가용은 물론 향후, 스마트모빌리티 등을 이용하
고 자전거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시스템 
상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 더구나, 자전거를 이용하고도 이용자의 66.67%는 마일리지 적립
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결책을 빠르게 모색하지 않
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 이탈로 인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자전거 인증과 관련된 
센터시스템의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것임

 - 즉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판단 알고리즘은 최고・최저속도, 이동평
균속도, 가속도 최대값을 변수로 하여 자전거 통행 인증 허용범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기준치 내에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 통행으로 
인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도시 및 교통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
른 자전거 및 기타 통행수단간 통행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알고리즘의 판단변수를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서 수단별 통행에 따른 
발생 가능 오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도심부 첨두시에는 자전거
의 주행속도가 버스 및 자가용의 통행속도 대비 높거나 유사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고, 비 첨두시에는 자전거 대비 버스 및 자가
용의 통행속도가 월등히 높아, 최고속도 및 이동평균속도 만으로
도 충분히 자전거와 타 교통수단의 구분이 가능하게 됨

 - 또한 자전거 및 기타 교통수단 간 통행특성의 차이는 도로 
특성(자전거 전용도로 유무, 도로폭), 시간대(혼잡/비혼잡), 사
용자 성별, 연령대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에, 다양한 조건에 
따른 교통류 특성을 분류하고, 각 특성별 기준변수와 허용범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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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설정하여 알고리즘을 보완하게 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음

구분 자전거 속도
낮음 높음

자
동
차
속
도

낮
음

A그룹: 도심, 첨두시, 
자전거도로 없음

B그룹: 비도심, 첨두시, 
자전거도로

높
음

C그룹: 비도심, 비첨두시, 
자전거도로 없음

D그룹: 비도심, 비첨두시, 
자전거도로

속도 기준에 따른 교통류별 특성에 따른 구분 (예시)

 - 도시 및 교통상황을 고려한 알고리즘의 개선 및 변수의 적
용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자전거 통행 데이터
(샘플수) 확보와, 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요구됨

 - 자전거 통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별도의 수집원을 모
집하여 활용 방식이 있음. 이를 위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수집원으로 하여금 
자전거 통행 시, 사진 등을 통해 인증하게 하여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 또는 ‘나. 시스템 기능 확장 방안’에서 제시한 ‘공공 및 공유자전
거 확대방안’의, 공공 및 공유자전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검토도 
필요함. 이 방법의 경우 기관(기업)간 협약 및 시스템 연계
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
나 신뢰도 높은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
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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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특징

전문 
수집
원 

모집

- 전문 수집원 모집 
(행정구역별, 도로별, 

첨두/비첨두 주행 가능인원)
- 수수료 또는 마일리지 

추가제공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단기간 추진 가능
- 분석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확보(일정규모 이상의 수집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수집원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부담 
발생

공공/
공유
자전
거 

활용

- 공공/공유자전거 주행 
데이터 확보

(기관간 협약, 시스템 연계 
필요)

- 기관간 협약, 시스템 연계에 따른 
단기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시스템 연계에 따른 비용발생 가능

자전거 통행데이터 확보방안

○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적립 관련
 -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환

승 전 또는 환승 후에 이용자 App을 통해(NFC 또는 QR코
드 이용) 태그를 인식시켜야 하는데, 지하철의 경우 첫량과 
마지막량에 인증 태그가 위치하여 플랫폼 안에서만 최대 
100m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지하철 최대 10량 
기준, 1량당 19.5m로 총길이 약 200m 수준)

 - 버스의 경우 태그가 하차문에 부착되어 있는데, 출퇴근시 
등 차내가 혼잡한 경우에는 하차 시 짧은 시간동안 교통카
드 태그(요금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태그를 모두 인식토록하
기에는 어려움

 - 이에 따라, 이용자의 태그인식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1량당 1개 태그 부착을 권고하며,  버스의 경우 운
전석 뒷 공간, 천장, 승객용 의자 뒷면 또는 창문 등의 공간
을 활용해 다수의 태그를 부착하는 것을 권고함

○ 현장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 대중교통 중 지하철을 대상으로 태그 부착현황을 샘플7) 조사해본 

결과 강남역의 경우 지하철 태그에 훼손이 없었으며, 사당역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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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태그 일부에 모서리 및 하단부 훼손8)이 확인됨

<4호선 사당역 총신대입구방향, 1-1>

4호선 사당역 지하철 태그 훼손상태

 - 즉 대중교통 태그는 훼손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지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는 현장조사를 통해야만 태그의 훼손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각 태그별로 주별・월별 태그이용통계를 집계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관리자 시스템에 추가하여 태그별 이용률을 확인
할 수 있음. 또한 태그 훼손 여부를 추정(이용건수가 갑자기 ‘0’
이 되는 경우) 가능하게 되어, 즉각적인 현장 확인 및 보수를 진
행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이용자 App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태그가 훼손되었
거나 인식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최초 신고자에
게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면 이용자 호응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7) 2호선 강남역, 4호선 사당역
8) 태그 인식(QR코드, NFC)에 영향 없는 스티커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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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스템 유지관리 개념

 - 또한 사전시험과 단위시험을 통해 확인된 QR코드 빛 반사 및 번
짐 그리고 노후화 및 훼손으로 태그 QR코드 인식률이 저하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QR코드 오류복원율 레벨 개선이 필요함

 - 오류 복원률이 높은 레벨 M(약 15%) 또는 레벨 Q(약 25%) 수준
으로 개선할 경우, QR코드 일부가 훼손되어도 인식률이 저하 되
지 않고 태그 발급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합시험을 통해 확인된 센터시스템 DB 오류로 인해 태그 인식
이 안될 경우 서비스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으로 데이터의 관
리, 무결성 확인, Backup 등과 같이 지속적인 DB관리가 필요함

○ 시스템 기능 확장방안
 -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마

일리지 적립 시, 본인 소유 자전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공공자전거, 공유자전거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자전거의 경우,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 중이며, 수도권 내 기
초자치단체도 수원시 ‘반디클’, 안산시 ‘페달로’, 고양시 ‘피프틴’, 
시흥공공자전거 등이 운영되고 있음



- 131 -

<서울자전거 따릉이 홈페이지> <고양시 공공자전거 피프틴 
홈페이지>

서울시 및 고양시 공공자전거 운영 사례

 - 최근 민간의 O2O 공유 자전거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수도권에서는 oBike, s바이크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음

<oBike 이용자 App> <S Bike 웹페이지>

민간 공유자전거시스템 운영현황
 - 이러한 공공자전거 및 공유자전거는 전용 App을 통해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전거 이동에 따른 출발 및 종료 시점
과 주행경로 및 현재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함

 - 따라서, 상호 협약을 통해 App 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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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자전거 마일리지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전거 마
일리지 적립･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공유자전거시스템 연계 마일리지 적립 개념

 - 대중교통 환승의 경우, 2018년 7월 현재 대중교통 태그 부착률 
저하로 인해 서울시 버스노선 일부와, 지하철 1~8호선(1호선은 서
울역-청량리역 구간)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서울시 버스 환승 태그 부착률 37.1% (마을버스 제외 시, 
45.2%), 지하철 역사 태그 부착률 69.3%

구분 태그 
부착률(%) 비고

버스 37.1%

- 서울시 관내 시내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포함

(부착대수/인가개수 : 3,529/9,503)
- 마을버스 제외 시, 45.2%

지하철 69.3%

- 서울시 관내 지하철 역사 대상 
(부착역사수/전체역사수 : 259/374)

- 1~8호선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 구간)에 
부착됨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 태그 부착률(%)

 - 이에 우선적으로 현 서비스 대상 범위인 서울시 관내 버스, 
지하철역사에서 환승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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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조속히 시스템 구축(태그부착 완료)이 완료되어야 함
 - 버스 태그 시내/공항버스 4,284대 및 마을버스 1,690대 추

가 부착
 - 지하철 서울시 관내노선 지하철역 115개소 추가부착
 - 버스의 경우, 경기 인허가 버스가 서울시 관내 구역 운행을 

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서울･인천･경기가 동일 생활권
으로 수도권 전철(서울 대도시권 전철, Seoul Metropolitan 
Subway)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도권 전체 영
역으로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함

 - 경기 인천 인허가 버스 확대 시, 5,383대 추가 부착 (서울
시 관내 운행구역 버스)

 - 지하철 서울 관외 역사까지 확대 시, 지하철역 194개소 추
가부착

 - 한편 버스, 지하철 외, KTX, SRT 등 철도의 경우에도 대
중교통 환승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중앙정부 부
처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지방도시 
간 출퇴근 시민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서비스 확장
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KTX 역사 : 서울역, 영등포, 용산역 (수도권 지역 까지 확
대 시 광명역, 행신역, 수원역 추가)

 - SRT 역사 : 수서역 (수도권 지역 까지 확대 시 동탄역, 지
제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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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대상범위 확대방안

 - 현재 구축된 시범사업의 이용자 App에는 랭킹제도는 있으
나, 이용자 레벨제도는 없음

 - 이용자 App의 랭킹화면에서 내 ‘지역, 전국, 지역선택’의 3
가지 탭으로 랭킹 확인이 가능함

 - 그러나, 랭킹의 산출방법(총 주행거리, 활동수, 환승마일리
지 기반으로 산정 추정)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어, 랭킹순
위 산정 방식이 정확하지 않음9)

 - 또한, 선택지역 랭킹은 전국단위 랭킹과 동일한 랭킹이 나
타나는 오류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9)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시 시험용 단말기를 통해 확인한 지역랭킹의 경우, G7 ThinQ 
단말기가 iPhone X 대비 종합거리(km)가 낮지만 랭킹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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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이용자 App 내 랭킹 화면

 - 이용자 레벨제도를 당초 마일리지 적립 개념의 기본 기능 
외에, 레벨업 등을 통한 성취욕을 자극하는 일종의 게임 시
스템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App 이용 욕구를 극대화시켜 실
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의 검토가 요구됨

 - 레벨(등급) 제도의 효과는 이미 검증되어 네이버 지식인, 코
레일, T-ma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채택
하고 있으며, T-map의 경우 안전운전에 따른 보험료 인하 
혜택과 연계 중임

 - 네이버 지식iN의 경우, 초수부터 절대신 까지 16개 등급으
로 구분하고, 채택답변수, 내공, 답변채택률에 따라 등급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코레일의 경우, 패밀리부터 VVIP까지의 4등급으로 구분하
고, 승차권 구입시 적립되는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라 등
급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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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및 코레일의 회원 레벨(등급) 제도 현황

 - 스마트 교통 마일리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접속 및 이용횟수, 자
전거 및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량에 따라, 회원등급 구분이 가
능함. 이에 각 등급별 아이콘 부여, 랭킹과 연계한 조회기능 등을 
추가하게 되면, 이용자에게는 레벨 상향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동기부여 및 서비스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 건강보조 지표 및 각종 보조자료 제공
 - 이용자 관점에서 자전거 이용은 건강 측면(운동효과)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 등을 표시해주고, 목표치, 달
성률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은 물론 SNS와 연계시
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전거 길 안내, 자전거 내비게이션, 주변 식당, 관광지, 자전
거 대여소, 자전거 A/S 위치, 화장실 등 POI(Point of Interest) 정
보와 접목하여 자전거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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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행복나눔 App(행정안전부)
건강보조지표, 자전거길 안내, 각종 시설정보 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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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시설 개선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CO2 배출량은 516.2백만톤으로 세
계 9위 수준이다. 교통․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체 배출량 약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2007년 기준, 지식
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울시의 경우 전체 CO2 배출
량의 30%가 교통 ·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 교통․수송부문의 CO2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0년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일 평균 나홀로 차량 비율은 82.3%(전국 평균 나홀
로 차량 비율은 7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교통수
단으로의 자전거 이용은 약 1%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
다.  

○ 교통․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해서는 ‘대중교
통 이용 활성화’, ‘자가용 이용억제’, ‘친환경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빙) 실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자전
거 이용 활성화’야말로 대기오염 저감, 교통혼잡 해소, 온실
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등 우리 사회와 서울이 당면한 교
통, 환경,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
인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공공자전거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약 2만대의 공공자전거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공공자전거의 양적인 증가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였으나, 
개인 자전거 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지하
철) 주변 자전거 보관대 등의 시설 확충 및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주변 자전거 보관대의 이
용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공공자전거가 아닌 개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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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이용 시설 개선 방안 및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
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도시철도 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 및 이용

률 조사를 통하여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실태를 파
악한다.

○ 또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호선별・권역별 분석등을 통
해 자전거 이용 시설의 확대와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연구 범위는 연구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서울시 도시철도 
1~9호선 주변으로 한정하였으며, 각 역사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대수, 자전거 주차대수, 빗물가리개 유무, 자전
거 펌프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
다.

○ 이용실태 조사기간은 2018.10.29.~11.23 (25일간) 조사되었
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20일)동안 조사되었으
며, 조사시간은 오전 9:30 ~ 오후 5:30 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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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주변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도시철도 주변 자전거
이용 실태 분석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방안

서울시 1~9호선 
264개 역사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 이용대수
- 빗물가리개 유무
- 편의시설(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유무

이용 실태 현황 및 
분석
- 역사별 자전거 

시설현황, 이용률
- 호선별 자전거 

시설현황, 이용률
- 지역별 자전거 

시설현황, 이용률
- 국내외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

-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의 추진 체계

3) 도시철도 주변 자전거 이용 실태 조사 결과
○ 서울시내 도시철도 1~9호선 주변 자전거 시설을 종합해보

면 총 264개 역에 35,228면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며, 1개
소당 평균 18.5면의 보관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 빗물가리개와 공기주입기는 각각 318개, 191개가 설치되어 
있어 개소당 평균 2.7개, 1.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부분의 자전거 보관대 형태는 소규모 자전거보관대로 단
층 고정 주차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자전거보관대

빗물가
리개

공기주
입기합계

소규모
자전거보관

대

대규모
자전거보관

대
및 기계식

개소(개) 1,905 1,875 30 119 131
면수(면) 35,228 30,546 4,682 318 191

개소당평균 18.5 16.3 18.5 2.7 1.5

도시철도 주변 자전거 이용 시설 현황
○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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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대규모 자전거 보관대 및 기계식 자전거 주차시설, 
자전거 대여소 등의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아래 표는 대규모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보관함 및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현황으로 총 30개가 설치되어 있다.

호선 역명 주차면 종류 호선 역명 주차면 종류
1 개봉 130 자주식 1,2 신도림 430 자주식
9 개화 350 자주식 2 신림 84 자주식
6 고려대 20 보관함 9 신목동 230 자주식
3 구파발 470 자주식 7 신풍 20 보관함

1,7 도봉산 264 자주식 2, 5 영등포구
청 80 기계식

2 뚝섬 20 보관함 1 영등포 162 기계식
7 먹골 20 보관함 6 응암 166 자주식
6 봉화산 20 보관함 2 잠실나루 20 보관함
2 삼성 60 보관함 2, 8 잠실 448 기계식
1 석계 20 보관함 7 천왕 453 자주식
2 성수 20 보관함 3 학여울 30 보관함
3 수서 30 보관함 2, 6 합정 200 자주식
3 수서 30 보관함 3 홍제 115 자주식
4 수유 656 자주식 6 화랑대 20 보관함
2 신대방 112 기계식 9 흑석 2 대여소

합계 4,682

대규모 자전거 보관대 및 기계식 주차장 현황

○ 대부분의 지하철역 주변에는 단층 고정 주차식(소규모 자전
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 대규모 자전거 보관대의 경우 
사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번 연구에서 소규
모 자전거 보관대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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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별 자전거 이용 현황 분석
(1) 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역사

○ 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역은 건대입구역으로 총 827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래 표는 실제 자전거 주차대수가 가장 많은 10개 역의 
주차대수와 보관대 설치대수를 나타낸 것이며, 대림, 잠실, 
잠실새내, 구의역 순으로 나타났다.

○ 이중 잠실새내역의 경우 보관대 설치대수보다 1.4배나 많은 
자전거가 주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관대가 매우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의, 건대입구, 대림, 마포구청, 뚝
섬유원지, 철산 등도  주차 대수가 많아 보관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역 전체 평균은 보관대 설치대수가 116면, 실제 자전거 주
차대수가 97대로 평균 80%의 이용률을 보여 서울시 전체적
으로는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잠실, 
노원, 천호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실제 주차대수가 보관
대 설치대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10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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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전거 주차장이 부족한 역사
○ 자전거 보관대 설치대수 대비 실제 자전거 주차대수가 가장 

많은 역은 잠실새내역으로 163면의 주차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주차장이 부족한 10개 역사

○ 전체 264개 역사 중 주차면이 부족한 역사는 총 72개 역사
로 전체의 약 27.3% (4개 역사중 1개)가 주차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주차면 부족역사 주차면 여유역사 총 역사
개소수(개소) 72 192 264

비율 (%) 27.3 72.7 100

자전거 주차장이 부족한 역사의 개소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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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선별 자전거 이용 현황 분석
(1) 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호선

○ 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호선은 2호선으로 총 7,777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호선, 5호선, 6호선, 1호선 
순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호선으로 보면 보관대 설치대수 대비 이용률은 
0.7~1.0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하철 노선별 자전거 실주차대수

7) 자전거 주차장이 부족한 호선
○ 자전거 주차면이 가장 부족한 호선은 2호선으로 총 645면

의 주차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호선(606
면), 6호선(492면), 5호선(315면) 등의 순으로 자전거 주차
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호선 전체로 보면 평균 273대/호선의 주차면이 부족하
여 전체 이용률은 1.0 이하이나 개별 역사별로는 주차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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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역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자전거 주차면 부족대수

8) 권역별 자전거 이용률
○ 지역별 도시철도 주변 자전거 이용과 시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권역 구분은 서
울시에서 버스체계 개편시 노선번호 부여에 적용한 권역을 
적용하였다. 권역별 해당 자치구 및 권역번호는 아래와 같
다.

 - 0권역 : 종로, 중, 용산
 - 1권역 : 도봉, 강북, 성북, 노원
 - 2권역 :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 3권역 : 강동, 송파
 - 4권역 : 서초, 강남
 - 5권역 : 동작, 관악, 금천
 - 6권역 :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광명
 - 7권역 : 은평, 마포, 서대문

권역별 분석을 위한 서울시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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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권역
○ 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권역은 6권역 강서・양천・영등

포・구로・ 광명 지역에 해당하며 실제 자전거 주차대수는 
5,722대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권역별 자전거 이용현황

10) 자전거 주차장이 부족한 권역
○ 자전거 주차장이 가장 부족한 권역은 2권역인 동대문・중

랑・성동・광진으로 총 661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용대수가 비교적 낮았던 7권역인 은평・마포・서대문 
지역이 471대의 주차면이 부족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권역별 자전거 주차장 부족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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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하철 이용인구에 따른 자전거 이용률 분석
○ 지하철의 이용인구와 자전거 이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역사별 오전 출근시간대(06~09)와 오후 퇴근시간
대(18~21)의 승하차인원과 자전거의 실주차대수를 비교하였
으며 승하차인원이 가장 많은 2호선이 자전거의 이용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 승하차인원 (인/6시간) *  실제 자전거 주차대수 (대)
2 호선 40,703,666 7,777 
5 호선 17,781,778 5,021 
3 호선 15,020,344 2,047 
7 호선 13,353,019 5,961 
1 호선 12,330,113 2,783 
4 호선 11,334,625 1,926 
6 호선 7,053,747 3,832 
9 호선 5,517,624 1,879 
8 호선 2,743,240 1,687 

호선별 승하차인원과 자전거 주차대수
※ 승하차인원 : 교통카드를 이용한 출근 및 퇴근시간대 (06~09, 18~21)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인원으로 조사시기인 11월 데이터임
※ 자료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 6호선과 7호선의 경우 승하차 인원에 비해 자전거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을) 버스 등 대체 교통 수단이 
부족하고, 주변 지역이 대부분 경사가 적은 평지구간으로 
자전거 타기에 불편하지 않은 지형 조건등 자전거 이용이 
용이 한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호선별 승하차인원과 자전거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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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철도 주변 자전거 이용시설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전체 도시철도 주변 자전거 이용시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첫째, 도시철도 주변 주차시설은 이용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한채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전체 역사 중 4개소 
중 1개소는 자전거를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주차시설이 가장 부족한 호선은 2호선이며 권역으로
는 강서・양천・영등포・구로 지역(6권역) 이다. 각 역사별
과 호선별로 부족 지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호선(잠실새
내, 건대입구, 구의, 대림)이 상위 10개 역사 중 4개소에 해
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조사결과, 기본적인 자전거 편의시설인 공기주입기의 설치
대수가 자전거 이용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13) 결론 및 제언
(1)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역사 중심의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

○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코펜하겐의 경우 시내 도로변에 총 48,000대의 자전거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이나 공간이 확보되
어 있다. 독일 Freiburg 중앙역의 자전거 주차장은 3층 규
모의 건물 1층에 자동차 주차장, 2~3층이 자전거 주차장으
로 자전거 주차 후 육교를 통해 철도 역사까지 편리하게 이
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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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Freiburg의 철도역사 주변 주차시설 및 네델란드 코펜하겐 Norreport 
station 주차장 

○ 신도림, 잠실역, 신목동역 등 몇몇 역사 주변에는 해외 철
도역사 주변과 같이 대규모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
근에 개통운영된 9호선 역사의 잠실지역 일대에는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 적절한 자전거 보관시설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전거의 이용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전거 이용현황이 높은 권역
(2,6,7)과 호선(2,6,7)을 고려한 가장 보관시설이 시급히 확
대되어야 하는 6개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권역*  호선 역명 부족분
7 6 망원 -153
2 7 건대입구 -141
2 2 구의 -112
6 2 대림 -106
2 7 면목 -97
7 6 마포구청 -80

보관시설 확대가 시급한 지하철역사 6개소
※ 2권역 :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6권역 :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7권역 : 은평, 마포,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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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망원, 마포구청 (6호선), 건대입구, 구의 (2호선)와 같
이 같은 지하철 노선의 인접 지역의 자전거 이용이 집중되
고 자전거 시설 부족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보관시설 확대가 시급한 역사 및 구역
○ 역의 이용 수요의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이 개통되는 역사의 

경우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의 연구결과를 보
면 주변지역이 상업 및 학교지역인 역사의 경우 최소 50대 
(일평균 지하철 이용자 2만명 증가시 30대씩 증가), 주거지
역의 역사의 경우 최소 100대로 제안하고 있다.10) 

○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
와 함께 역의 이용인구(역별 수송인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자전거 보관시설의 확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0) 행정안전부・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2009.4,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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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관시설 확대가 어려운 곳에 대한 시설 운영 개선
○ 기계식 주차장과 같은 대규모의 주차시설의 경우 자전거 이

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함께 가장 필요로 하
는 시설이나, 이미 주변 개발이  완료되고 매우 밀집된 1~8
호선 도시철도 주변에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지하철역사 주변 자전거 주차장은 관리인이 없고 
도난등의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노상 자전
거 주차시설의 운영 개선을 통해 자전거 분실의 위험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역사 주변에 관리인이 있
는 유료 자전거 주차장을 운영하거나,(Imajuku-Tsurumi 
역사 주변), 또 다른 경우 개별 잠금장치가 가능한 자전거 
보관대(Nippombashi역 주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
한 유료 주차시설의 경우 주차 타워와 같이 큰 규모의 시설
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자전거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도난 등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
설이다.

○ 자전거 주차장 운영시 필요한 관리자의 경우 지자체의 공공
근로 등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운영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오사카 Imajuku-Tsurumi, Nippombashi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

○ 지하철 역사를 새로이 개선할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과 같
은 자전거 보관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
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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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의 사례와 같이 기존의 주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
는 운영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5)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인센티브 확대시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

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 다만, 장
기적으로 시설 확대와 함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자전거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서울, 대전,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
용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래 표는 지
자체별 공공자전거-대중교통 인센티브(마일리지) 제도 현황
을 설명한 것으로, 1회 100~500 포인트(또는 마일리지), 1
일 2회 제한, 연간 15,000~30,000 포인트 등의 적립 조건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공공자전거 이용에만 한정되
어 있어 대중교통-일반(개인소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자전
거 이용에 아무런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전/후 30분 이내 버스/지하철 이용시 마
일리지 적립
1회 100포인트(원), 1일 최대 200포인트, 연간 최대 15,000포인트 
※ 공공자전거 이용 정기권(365일권)을 구매 및 T-money/후불교
통카드 등록필수

세종시

공공자전거(어울링) 이용 전/후 60분 이내 버스 이용시 마일리지 
적립
- 1회당 500마일리지, 1일 2회 1,000마일리지, 1년 최대 30,000마
일리지
※ 공공자전거 정회원(1년권) 및 정회원카드(T-money) 이용 필수

대전시

공공자전거(타슈) 이용 전/후 30분 이내 버스/지하철 이용시 마일
리지 적립
1회 100마일리지, 1일 200마일리지, 1년 최대 20,000마일리지
- 공공자전거 1년권 이상 구매 및 신-한꿈이(T-Money)카드 사용 
필수

공공자전거-대중교통 환승마일리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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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NFC, QR등을 활용한 일반(개인소유) 자전거의 인증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공공이 아닌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공공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일반 자전거 이용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NFC・QR 인증을 통한 자전거-대중교통 인센티브 프로그램 
(스마트교통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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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행권 활동 지속 및 전국확대

1.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1) 공모전 개요

○ 녹색교통운동(이하 녹색교통)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으로 교통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행 뿐만 아니라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 녹색교통은 보행환경 개선을 원하는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마을 골목길의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주
민들과 함께 만드는 활동으로 2014년부터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2) 응모부문
○ 시민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보행환경 
개선 사례 만들기

○ 응모 부문
-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 거주하고 있는 마을길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마을 주민
-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

문」의 대상지에 적용할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3회에 걸친 공모전 진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마을 주민은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그룹이 
대상지에 적용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응모부문을 구분하여 진행함

3) 주요일정
○ 공모기간 : 17.11.29∼18.3.9 (101일간)
○ 접수기간 : 18.1.2∼18.1.16 (15일간)
○ 공모전 사전 온라인 설명회 : 18.1.4 (목) 온라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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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의 취지,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진행절차 안내
○ 1차 워크숍 : 18.1.27 (토) 15:00~17:30
- 5개 주민팀 보행환경 문제 소개와 17개 아이디어 팀과의 그

룹 결성
○ 2차 워크숍 : 18.2.8 (목) 14:30~17:30
- 5개 그룹별 보행환경 아이디어 팀 발표 및 최종제안서 작성
○ 최종심사 : 18.2.26 (월) 15:00~18:00
- 5개 그룹 최종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시상식 : 18.3.9 (금) 19:00~20:00

응모부문1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응모부문2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 ⇓
공모전 접수

공모양식에 따른 제안서 제출
⇓

1차 서류심사
제안서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한 공모전 참여팀 선정

⇓
1차 워크숍 : 만남의 시간

응모부문1 (마을주민 보행환경 개선 부문) 제안서 공유/발표
응모부문1과 응모부문2 간 그룹 구성 (5개 그룹)

⇓
그룹별 현장답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논의
⇓

2차 워크숍 : 대화의 시간
각 그룹별 문제점 도식화, 개선방안(아이디어) 결합

⇓
최종심사

각 그룹별 최종 제안서 발표
심사위원회 심사

⇓
시상

5그룹 시상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 2) [응모부문1과 2가 결합한 그룹에 
시상]

아이디어상 시상 (5개팀) [응모부문2]

공모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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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전의 기획
○ 공모전의 기획 의도는 주민이 직접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참

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개선제
안 실행주체와 현장을 찾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
안서 공모 ② 워크숍 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
디어 공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서를 수정·보완 ③ 현실
가능성, 개선방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실제 개선이 필
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5) 공모전 공고
○ 공모전의 공고는 2018년 1월 3일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588호, 별첨 참조] 
○ 공고문은 공모전 온라인 페이지인 녹색교통 홈페이지와 서

울시 내 손 안에 서울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온/오프라인
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6) 공모내용
○ 공모전은 응모 부문을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응모1과 대학

생 그룹이 참여하는 응모2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응모부문1(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거주하고 있는 마

을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마을 주민
 - 응모부문2(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마을주민 보행환

경개선 부문」의 대상지에 적용할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참가 자격의 경우 마을주민 보행환경개
선 부문은 지역은 서울시로 제한을 두었고 성별, 연령은 제
한 없고 5인 이상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
고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지역에 상관없고 2인 이상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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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 : 2017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 응모자격 : 공고문 참조
○ 공모내용 :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제안
○ 접수기간 : ’18.1.2.~’18.1.16 (15일간)
○ 제출물 및 작성방법 : 공모신청서(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Download) 
후 작성)
○ 접수방법 및 제출처 : 이메일 접수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신청양식 
사용하여 ygh@greentransport.org로 제출

공모전 공고문의 주요 내용

공모전 포스터 및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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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모전 홍보
○ 공모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

행하여 홍보하였다. 
○ 참여자 그룹이 마을주민과 대학생 그룹으로 나누어있어 각 

대상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구분 홍보활동

온라인

○ 내손안에서울(mediahub.seoul.go.kr)
○ 녹색교통운동홈페이지(www.greentransport.org)
○ 보도자료 배포 (www.newswire.co.kr)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오프라인

○ 대학가 근처 및 2,30대 유동인구 많은 지하철역 출구 : 포스
터 부착
-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61개소
-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424 개소
○ 수도권 대학 관련학과 49곳, 서울시 자치구 마을센터 23곳에 
유선홍보

공모전 공고 및 홍보
○ 온라인으로 스펙업 네이버 카페 및 페이스북,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내 손 안에 서울 홈페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밴드 등 홍보를 진행하였다.

공모전 온라인 홍보 : 스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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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으로는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61개소와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424 개소에 공모전 포스터를 부착하여 주
민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다. 전화로는 
수도권 대학 관련학과 49곳, 서울시 자치구 마을센터 23곳
에 홍보를 진행하였다.

가산디지털단지, 강남, 강변, 건대입구, 고속터미널, 광화문, 교대, 구로디지털단지, 
금천구청, 길음, 까치산, 남부터미널, 노원, 당산, 대림, 명동, 목동, 미아사거리, 불광, 
사가정, 사당, 삼성, 상봉, 서울대입구, 서울역, 선릉, 성수, 성신여대, 수유, 숙대입구, 
신대방, 신도림, 신림, 신촌, 쌍문, 암사, 압구정, 양재, 여의도, 역삼, 연신내, 오목교, 
왕십리, 을지로입구, 이태원, 잠실, 잠실새내, 제기동, 종각, 종로3가, 중계, 창동, 천호, 
청량리, 충무로, 충정로, 합정, 혜화, 홍대입구, 홍제, 화곡

공모전 포스터 부착 : 지하철 61 개소

구 명칭
강남 -
강동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북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강서 강서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관악 관악마을지원센터
광진 광진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구로 구로구마을생태계지원단 
금천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노원 노원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도봉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 동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단 
동작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포 마포마을지원단

서대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서초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성동 성동구 마을공동체 센터
성북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송파 송파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양천 양천구마을생태계지원단 

영등포 영등포구 마을지원센터 
은평구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종로구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봄" 
중구 중구마을공동체지원단
중랑 중랑마을지원센터 

공모전 안내 : 마을지원센터 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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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주민센터 2) 지하철역

공모전 포스터 동 주민센터 및 지하철 홍보

8) 공모전 사전설명회
○ 공모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모전에 대한 사전 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사전 설명회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플
렛폼(youtube)에 공모 내용을 예비 참여자들에게 설명하고, 
공모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공모전 사전 설명회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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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모전 접수 및 서류심사
○ 공모전 온라인 사전 설명회 이후 ‘18.1.2.~’18.1.16, 15일간 

공모전 접수가 진행되었다. 접수결과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8개 팀(80명),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28개 팀(76
명) 총 36팀 156명이 접수하였다.

○ 공모전의 서류심사는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언론사로 구
성된 총 9인의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 서류심사는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출력물로 발송된 36건의 
공모전 제안서를 심사위원들이 검토하여 공모전 취지에 적
합한 팀을 추천하고 이를 취합하여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5개 팀(67명),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17개 팀(48
명)을 선정하였다.

구분 일정 내용

서류심사 18.1.17(수) ~ 
18.1.23(화)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5팀 선정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17팀 선정

공모전 서류 심사 계획

10) 공모전 1・2차 워크샵
○ 워크숍은 그룹을 선정하는 1차, 그룹별 개선방안을 논의하

는 2차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구분 일정 내용

1차 
워크샵

‘18.1.27(토) 
14:00~18:00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제안서 소개 
및 질의응답
○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및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그룹 결성

2차 
워크샵

‘18.2.8(목) 
14:30~17:30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샵룸

○ 그룹 별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발표
○ 그룹 별 최종 제안서 작성

공모전 1・2차 워크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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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워크숍에서는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의 대상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5개 팀이 진행되었다. 이후 「보행환
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17개 팀이 1~3순위까지 선호 지역
을 선택하였다. 

○ 특정 지역에 선호 팀이 몰린 경우 1순위 : 심사위원 자문 
추천이 높은 팀,  2순위 : 공모전 접수 순서가 빠른 팀으로 
대상지와 아이디어팀이 적절히 구성되도록 하였다.

○ 1차 워크숍 결과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팀과 보행환
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팀의 결합을 통해 총 5개의 그룹이 
이루어 졌다.

응모
부문1 팀 명 응모

부문2 팀 명

A 행당1동 마을계획단
7 complete 영등포 조
15 I Hongik U

B 너와나 우리마을 
공동운영위원회

1 I walk with U
6 심신안정
23 신정동 안전주거

E 행복나눔패밀리 봉사단

9 미소짓길
13 호랑이와 사자
18 공업뚜벅이
25 좀걸을까?

G 꿈꾸는 마을 제기동 
(도시재생 희망 돋음)

2 연한 건축
5 Team AA
10 활보(闊步)
12 꽃길만 걷고싶조

H 오패산마을 건강의집

17 꿈행로
19 탄탄대로
26 보자기(보행자 기 살리자 팀)
27 명온(明穩):밝고 편안하다

공모전 그룹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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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1차 워크숍 – 대상지 
보행환경 발표

공모전 1차 워크숍 - 그룹 선정

공모전 1차 워크숍 – 그룹별 1차 
논의

○ 2차 워크숍에서는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사례를 소개하는 보행 특강이 진행되었다. (청주 
중앙도새재생추진협의회 권순택 회장)

○ 이후, 그룹 별로 대학생 팀의 아이디어 제안서 소개와 질의
응답이 진행되었고 그룹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룹별 1차 논의시간에는 「지역의 문제점」을 그룹 참여자 
전체가 키워드(한 단어)로 포스트잇에 작성하고 대학생 팀의 
「아이디어」 또한 키워드(한 단어)로 작성, 문제점과 아이디
어 키워드를 연결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그룹별 2차 논의에서는 연결된 문제점과 아이디어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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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지역에 개선 전과 개선후의 모습을 그림과 글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공모전 2차 워크숍 (2018.2.8. 시민청 워크숍룸)

보행특강 지역별 아이디어 공유

공모전 2차 워크숍 – 그룹별 
문제점과 아이디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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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모전 최종심사
○ 최종심사는 2차 워크숍 약 2주 후인 2월 22일 진행되었다. 

최종심사에서는 각 그룹별 주민 대표의 발표(15분 발표, 5
분 질의응답)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심사는 전문가, 교수, 시
민단체, 언론사로 구성된 총 6인의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 최종심사의 평가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심사위원이 평
가한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세부 심사항목 배
점

실현
가능성

 -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기본 목적에 충실한가?
 - 주민동의 또는 협의체 구성(안)등의 운영 아이디어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주민간의 소통에 의해 의사결정이 원활이 이루어 

졌는가? 
 - 개선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주민, 시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가?
 - 개선사업의 비용의 적절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이 

고려되었는가?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 행정기관 협의는 

어느정도 진행되었는가?

30

활용성
(적합성)

 - 아이디어 제안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대 효과가 있는가? 
  (지역주민활동 활성화 등)
 - 도로의 특성에 적합한 아이디어인가? 
  (지하보도, 상가지역 / 대로, 중간소로, 소로, 골목길 등)
 - 핵심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범위는 

적절한가?

30

안전성
(편의성)

 -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개선 아이디어인가?
 -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안되었는가?
 - 보행 시민들의 불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덜어주었는가?

20

창의성
 - 제안된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으로 기존 

개선사업과 다른 새로운 시도가 있는가?
 - 참신한 보행환경 개선 아이디어인가?

20

공모전 최종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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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심사 결과, 대상(1팀), 금상(1팀), 은상(1팀), 동상(2팀)
을 선발하였고, 참가자들에게는 시상식 참여도와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이전에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았다.

수상
내역

접수
번호 그 룹 명 그룹 

대표자
대 상 E 행복나눔패밀리 봉사단 최민희
금 상 A 행당1동 마을계획단 김영미
은 상 G 꿈꾸는 마을 제기동 (도시재생 희망 돋음) 임철희

동 상
B 너와나 우리마을 공동운영위원회 김은경
H 오패산마을 건강의집 홍종원

최종심사 결과 : 총 5개 그룹 선정 (대상1,금상1,은상1,동상2)

공모전 최종심사
○ 본상과 별도로 그룹별 보행환경개선 아이디어 부문 팀 중에 

아이디어가 적합하고,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팀을 같은 그룹에 속한 마을주민 보행환경개선 부문 팀에서 
그룹 당 1개 팀씩 (총5개 팀) 추천을 받아 아이디어상을 선
정하였다.

수상내역 접수
번호 팀 명 팀 대표자

아이디어
상

1 I walk with U 김준영
5 Team AA 이찬용
9 미소짓길 한의현
15 I hongik U 이찬재
27 명온 신가영

아이디어상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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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모전 시상식
○ 공모전 시상식은 ‘18.3.9(금)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렸다. 수상팀 및 시상식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시상식
에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상장, 상패 및 상금 전달이 진
행되었다.

  ○ 일    시 : 2018. 3. 9(금) (19:00~20:00)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 (B2)
  ○ 시상내용 : 총 10팀 (대상1,금상1,은상1,동상2,아이디어상5)
  ○ 참 석 자 : 수상팀 및 시상식 관계자
    - 수상자 : 총 10개 팀 115명
    -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 서울시 백운석 보행정책과 과장
    -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
    - 심사위원

공모전 시상식 개요

구분 시상 그룹(팀) 상금(만원) 및 부상
대상 1 300
금상 1 150
은상 1 100
동상 2 50

아이디어상 5 20
계 10 750

공모전 시상내역
※ 아이디어상을 제외한 시상금은 “현금”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반반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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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시상식 (2018.3.9. 시민청 바스락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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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학로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30 캠페인
1) 사업목적

○ 안전속도 30 캠페인 가방 안전덮개 제작 및 배포

2) 사업내용
○ 통학로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30 캠페인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향상이 목적. 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에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에 안전속도30 캠페인 가
방 안전덮개 전달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 통학시 안전을 높
이는 활동. 통학로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30 캠페인이 진행
될 경우 차량의 안전속도 준수를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

3) 사업기간
○ 2018년 8월 1일 ~ 11월 30일 (총 4개월)

4) 사업내용
○ 진행내용 : 안전속도 30km 캠페인 용품 제작 및 전달
 - 녹색어머니회를 통하여 통학로 통학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

를 추천받음(17개교)
 - 실제 학생수(1학년 기준)와 예산에 맞추어 가방 안전덮개 

및 캠페인 브로셔 제작(2,000개 수량 제작)
 - 학교/녹색어머니회와 전달식을 개최하고 학교에 가방 안전

덮개 전달(총17개교에 전달)
○ 진행시기 및 횟수 : 2018.8~11 (4개월간)
○ 참여인원 및 장소 : 2,000명 (초등학생), 서울지역 녹색어머

니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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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방법
○ 사업결과 및 성과
 -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9m 미만의 생활도로는 주차차량과 이동하는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환경. 교통사고는 해
마다 감소하여 2009년 대비 50%이상 줄었지만 어린이 교통
사고는 단 20%만 줄어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
급한 상황.

 - 여러 지역에서 효과와 만족도가 높았던 가방 안전커버를 활
용한 속도저감 캠페인이 유독 차량이 가장 많고 복잡한 서
울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커버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
었음.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 변화사례
 - 안전커버 제작, 전달 이후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학부모

가 직접 학교 앞에서 통학시간대에 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필요한 현수막과 판넬 등을 
지원. 학기초가 되면 몇몇 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
행할 예정.

 - 가정에는 안전커버와 함께 골목길에서의 안전속도 준수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안내 브로셔를 제작 발송하여 학
생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 스스로가 안전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업추진 상 어려움 및 애로사항  
 - 본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통학로의 차량속도가 낮아지

고, 안전사고가 감소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
아 단순히 안전커버와 브로셔만 전달하는 수준으로는 한계
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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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안전속도 캠페인 취지를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접 속

도에 대한 위험성을 가족이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학부
모(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안전운전의 필요성에 공감 필요.

 - 캠페인 대상을 어린이와 함께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체험부
스 등을 운영하고 이곳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안전커버와 함께 운전자 서약 스티커, 투명우산, 평상시 
사용가능한 반사재질의 가방 안전 뱃지 등을 함께 제작하여 
활용하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

녹색어머니회와 안전용품 전달식 안전용품 전달식 - 광진구 구남초

서울 17개 초등학교에 전달한 
안전속도 30가방 덮개

통학로 안전 캠페인에 사용할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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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가방덮개와 함께 전달한 안전속도 30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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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녹색교통의 활동 홍보

1. 녹색교통 활동자료 데이터 구축 및 관리
1) 영상제작

○ 사업과 연계한 홍보영상제작 및 영상자료 구축
- 외부 홍보를 목적으로 한 영상 제작
 : 활동홍보 제작영상 3건 
 : 포럼, 토론회등 영상촬영

녹색교통운동 활동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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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 후원의밤 스케치 영상

에너지의 날 캠페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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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에너지의 날 스케치 영상의 경우 외부 영상제작 업체로부터 

영상 제작물 자료로 요청받기도 해 적절한 수준 갖추고 있
다고 평가됨

- 영상 제작 초기 기획단계에서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은 채 
촬영이 우선되어 실제 완성된 제작 건수가 적음

- 유자녀지원사업의 경우 장학생 신청 가정에 보낼 용도의 참
고영상이 제작 마무리 되지 못함. 2019년도 보완, 완성 예
정

2) 유자녀 활동보고서 제작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브로셔 제작
-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홍보를 위한 브로셔 3,000부 제작
 : 오프라인 캠페인, 후원회원 확대를 위한 용도로 제작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홍보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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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활동보고서 제작
- 1993~2018년동안 진행된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활동보고

서
- 기업후원 확대를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

○ 평가
- 홍보 브로셔 제작 완료. 2018년도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

하지 않아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용하지 못함
- 자료집은 PDF형태로 완성되어 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인쇄물로 제작하지 못함
 

2.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1) 제 4회 도심 보행길 걷기

○ 목적
-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를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행사

의 존재를 알리며 개인과 단체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

○ 대상 
- 시민 일반(가족 단위의 경우 중학생 이상 자녀부터)
- 참여인원 : 12명

○ 일정 
- 기획회의 : ~10/2(화)
- 홍보물 제작 : 10/2(화)~5(금)
- 온라인 홍보 : ~10/5금(홈페이지, 페이스북, 이메일, 문자메

시지)
- 종로구청 해설사 및 코스 예약 : 10/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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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진행 최종점검 : 10/19(금)
- 진행 : 2018년 10월 20일(토) 09:30

○ 장소
- 북촌 한옥마을(2시간 30분 소요) 

제4회 도심보행길 걷기

○ 세부 프로그램 진행
- 골목길 해설사 통해 북촌 한옥마을 관람 및 역사해설 듣기
시간 내용 비고

09:30 - 10:00 접수/등록/안내 집결지로 집결, 단체사진
10:00 - 12:30 북촌 한옥마을 투어 진행 해설사 인솔

13:00 – 14:00 점심 식사 조각보(종로구 북촌로 56)
02-745-3777

14:00 - 행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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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지난 4년간 회원참여프로그램과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번갈

아 시도해 보았으나 참가자 모집 자체가 안 되는 상황 
-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만큼 필요한 활동이 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
- 1년에 1회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 일정 기간 동안 참

여자 수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더 설
득력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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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온/오프라인 모금활동

1. 사업과 연계한 모금활동 진행 
1) 온라인 모금활동

○ 목적
 - 녹색교통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서의 일시

후원
 - 녹색교통의 활동과 연계한 홍보 및 활동지원

⓵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해주세요
 - 모금기간 : 2018년 1월 5일~3월 5일
 - 모금방법 : 다음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함 개설
 - 모금목표 : 6,000,000원
 - 모금결과 : 2,525,840원(43%)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해주세요’ 온라인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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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아이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주세요
 - 모금기간 : 2018년 2월 1일~5월 2일
 - 모금방법 :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함 개설
 - 모금목표 : 4,000,000원
 - 모금결과 : 2,811,600원(70%)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아이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주세요’ 온라인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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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교복, 도서를 선물해주세요
 - 모금기간 : 2018년 6월 1일~9월 21일
 - 모금방법 :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함 개설
 - 모금목표 : 4,000,000원
 - 모금결과 : 4,247,400원(106%)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아이들에게 교복, 도서를 선물해주세요’ 온라인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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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 모금기간 : 2018년 6월 15일~9월 15일
 - 모금방법 : 다음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함 개설
 - 모금목표 : 4,000,000원
 - 모금결과 : 1,647,100원(42%)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온라인 모금함



- 183 -

⓹ 아이들에게 교복과 참고서를 지원해주세요
 - 모금기간 : 2018년 10월 15일~11월 8일
 - 모금방법 :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함 개설
 - 모금목표 : 5,000,000원
 - 모금결과 : 5,000,000원(100%)

‘아이들에게 교복과 참고서를 지원해주세요’ 온라인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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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통사고 후 공부할 기회도 잃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 모금기간 : 2018년 11월 15일~2019년 2월 15일
 - 모금방법 : 다음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함 개설
 - 모금목표 : 5,000,000원
 - 모금결과 : 1,860,800원

‘교통사고 후 공부할 기회도 잃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온라인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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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교복, 참고서를 선물해주세
요

 - 모금기간 : 2018년 12월 18일~12월 28일
 - 모금방법 :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함 개설
 - 모금목표 : 5,000,000원
 - 모금결과 : 5,824,300원(116%)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교복, 참고서를 선물해주세요’ 온라인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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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모금활동
⓵ 녹색교통 후원의 밤
○ 창립25주년 녹색교통 후원의 밤 “녹색교통, 오늘도 맑음”
 - 일시 : 2018년 7월 4일 (목) 19:00~20:00
 - 장소 : 서강대학교 곤자가 컨벤션
 - 창립 25주년 녹색교통 후원의 밤은 회원과 함께 언제나 맑

은 하늘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녹색교통, 오늘도 맑
음”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⓶ 녹색교통 일일호프
○ 2018 녹색교통 일일호프 “옆구리가 비어? Beer로 채워!!”
- 일시 : 2018년 12월 13일 (목) 17:00~23:00
- 장소 : 을지로 입구 레벤브로이
- 17시부터 을지로 입구 레벤브로이에서 진행 된 녹색교통운

동 일일호프는 그동안 함께한 회원 및 임원, 관련기관 관계
자들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사진 촬
영 및 인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 평가
- 2017년대비 후원금 비교 
 : 2017년 10,033,400원(3건) 
 : 2018년 22,909,040원(7건)
- 내용구성 변화가 모금액 증가에 도움이 되지는 않음. 다만 

아이템이 항상 같아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방지 필요
함

- 유자녀관련 여러 활동들 외에 교통환경팀의 개별 사업을 모
금형식에 맞추어 모금함을 여러 개 여는 것도 필요하다 생
각됨 

- 2017년도와 비교해 모금함 개수 대비 모금액은 큰 차이 없
으나, 모금함 달성률이 높아 많이 개설할수록 효과 높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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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됨 
- 녹색교통 후원의 밤의 경우 이사들의 참석이 부진하였으나 

대신 대표급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석함 
- 일일호프 행사 때 메뉴 금액을 낮춰 오신 참여자분들에게 더 

많이 음식 대접할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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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조직관리

1. 유자녀 지원 전담 활동가 양성 
◯ 조직기획분야 채용
- 서울시 '청년활동가양성사업' 통해 3명 신입활동가 계약  
- 이상백 : 물품지원사업, 지역별교육프로그램 담당 
- 이슬빛나 : 부모마음치유, 물품지원사업 담당 
- 송채린 : 온라인 모금/홍보, 장학생 선발 담당

홈페이지 게시물 : 녹색교통운동의 신입활동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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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역량 확대
- 내부 신입활동가 교육으로 7회 진행(김광일 협동사무처장) 
 : 녹색교통 활동, 모금 및 홍보, 시민사회활동 관련 북스터디
- 역량확대 관련해 7개월간의 짧은 계약기간이라 바로 업무 

교육 및 분담으로 진행

○ 평가
- 신입활동가 3인 채용으로 조직기획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  
- 외부 글쓰기, 홍보, 온라인 컨텐츠 제작 등 업무 관련 강좌 

수강 통해 역량이 높아졌다고 생각됨 
- 사무처 자체 교육 진행으로 녹색교통 활동의 특성 잘 이해할 

수 있었음. 

2. 회원관리
1) 뉴스레터, 감사편지 발송 

○ 녹색교통 활동소식
- 뉴스레터는 문자메시지 통해 월 1회 정기 발송
 : 매월 첫째 주 월요일(총 15회)
- 감사편지 발송
 : 녹색교통 후원의밤이 있는 7월 일괄적으로 우편발송
 : 활동가 사진으로 엽서 제작하여 손편지 작성(7/26일 4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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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용 뉴스레터

○ 평가
- 날짜를 지정해 발송하는 방식이 회원 입장에서 정기적인 소

식전달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생각 됨
- 활동가들의 손편지를 보낸다는 것에 있어서 의미있다고 생각

됨. 그러나 7월에 한번에 발송하기까지 품이 너무 많이 든
다고 판단됨

- 신규회원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향후 이와 관련한 활동이 요
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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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지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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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유자녀 지원사업 진행

1. 미취학 및 교통안전공단 미지원 대상 장학사업
1) 2018년 장학금 지급내역 

장학금 지급 (2018년 전체)
실급구분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  계
녹색교통
장학금 일반기금 1,175만원 425만원 180만원 735만원 2,515만원(약23명)

외부추천 
장학금 

중 
내부 
지급

장학금

서울메트로 - - - 140만원 140만원(1명)

KB손해보험 - 640만원 440만원 1,320만원 2,400만원(15명)
AXA다이렉

트 - - - 300만원 300만원(3명)

코리안리 480만원 750만원 330만원 1,200만원 2,760만원(13명)

현대모비스 - 4680만원 1,800만원 5,940만원 1억2,420만원(33명)

외부장학금 180만원 900만원 240만원 1,080만원 2,400만원(10명)

총   계 1,835만원 7,395만원 2,999만원 1억715만원 2억2935만원(약98명)

1분기 장학금 지급 (2018년 1월 25일 지급)
실급구분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  계
녹색교통
장학금 일반기금 300만원 150만원 30만원 280만원 760만원(27명)

외부추천 
장학금 

중 
내부 
지급

장학금

서울메트로 - - - 35만원 35만원(1명))
KB손해보험 - 160만원 200만원 240만원 600만원(15명)
AXA다이렉

트 - - - 150만원 150만원(3명)

코리안리 120만원 210만원 60만원 300만원 690만원(13명)
현대모비스 - 900만원 720만원 1350만원 2970만원(33명)

외부장학금 - 180만원 60만원 360만원 600만원(10명)
총   계 420만원 1600만원 1070만원 2715만원 5805만원(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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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장학금 지금 (2018년 4월 25일 지급)

실급구분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  계
녹색교통
장학금 일반기금 250만원 75만원 30만원 105만원 460만원(17명)

외부추천 
장학금 

중 
내부 
지급

장학금

서울메트로 - - - 35만원 35만원(1명))

KB손해보험 - 160만원 80만원 360만원 600만원(15명)

AXA다이렉
트 - - - 50만원 50만원(1명)

코리안리 120만원 180만원 90만원 300만원 690만원(13명)

현대모비스 - 1,260만원 360만원 1530만원 3150만원(35명)

외부장학금 60만원 240만원 60만원 240만원 600만원(10명)

총   계 430만원 1915만원 620만원 2620만원 5,585만원(92명)

3분기 장학금 지급 (2018년 7월 25일 지급)

실급구분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  계
녹색교통
장학금 일반기금 275만원 100만원 60만원 175만원 610만원(22명)

외부추천 
장학금 

중 
내부 
지급

장학금

서울메트로 - - - 35만원 35만원(1명))

KB손해보험 - 160만원 80만원 360만원 600만원(15명)

AXA다이렉
트 - - - 50만원 50만원(1명)

코리안리 120만원 180만원 90만원 300만원 690만원(13명)

현대모비스 - 1,260만원 360만원 1530만원 3150만원(35명)

외부장학금 60만원 240만원 60만원 240만원 600만원(10명)

총   계 455만원 1940만원 650만원 2690만원 5,735만원(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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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장학금 지급 (2018년 10월 25일 지급)]

실급구분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  계
녹색교통
장학금 일반기금 350만원 100만원 60만원 175만원 685만원(25명)

외부추천 
장학금 

중 
내부 
지급

장학금

서울메트로 - - - 35만원 35만원(1명))

KB손해보험 - 160만원 80만원 360만원 600만원(15명)

AXA다이렉
트 - - - 50만원 50만원(1명)

코리안리 120만원 180만원 90만원 300만원 690만원(13명)

현대모비스 - 1,260만원 360만원 1530만원 3150만원(35명)

외부장학금 60만원 240만원 60만원 240만원 600만원(10명)

총   계 530만원 1940만원 650만원 2690만원 5810만원(100명)

2)  신규 장학생 선발
○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미취학 수시 선발로 4분기에 3명, 

총 11명을 선발하였다. 학년별로 미취학 7명,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이다. 

구분 인원 명단
상반기 4명 정채연, 부틸리에 알렉스카엘, 박지우, 한예서 

하반기 4명 백화영, 박규민, 원도연, 정도영

4분기 3명 이형도, 박세찬, 장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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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결연 
○ 현대모비스의 임직원 1157명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공제, 

녹색교통 유자녀 지원 사업에 매달 지원하고 있다. 결연된 
장학생은 총 35명이며, 2018년 총 135,842,000원을 후원하
였다. 이 기금은 매달 3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뿐 
만아니라. 생일 격려금, 생일, 고등학교 졸업식 격려금, 분
기별 특별 지원금, 입학 시 교복구입 비용 지원금 등 지원 
지급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18년 겨울, 여름방학은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 수
도권, 전북, 경상지역 학생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
였다. 

○ AXA 손해보험은 임직원 50명의 월 1만원씩 회비를 2018
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모아 총 6,000,000원을 전달하
였다. 이 기금으로 장학생 3명을 선정, 분기별 50만원씩 장
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KB손해보험은 임직원 267명이 월 1만원씩 총 32,000,000
만원을 후원, 녹색교통을 통해 15명에게 분기별 4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문화체험활동을 위해 500만원을 
후원하였다. 

○ 코리안리는 월 20~30만원씩 총 43,200,000원을 13명 장학
생에게 후원하고 있으며, 청호불교 재단은 월 20만원씩 총 
24,000,000원을 10명의 장학생에게 후원하고 있다. 

○ 녹색교통운동은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장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선발위원
회를 구성하여 장학생선발에 대한 의견을 회람하고 선발의
견을 반영하였다. 선발위원회 구성에는 사무처장, 후원회원, 
교통사고 유자녀 졸업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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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장학사업
1) 지원사업 개요 및 주요 일정

○ 지원사업명
 -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 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역 
 - 학기당 150만원(학기별 지원) 

[1학기] 
○ 선발절차 및 일정
 - 서류제출 : 3/5~3/16일
 - 서류심사 : 3/29일 
 - 선발 인터뷰 : 4/7일, 서울역 ktx 1회의실, 14:00~16:00
 - 선발 결과 발표 : 4/10일 
 - 간담회 : 7/4일 

[2학기] 
○ 선발절차 및 일정
 - 서류제출 : 9/3~9/21일
 - 서류심사 : 10/5일 
 - 워크샵 : 10/13일, 용산역 ITX 5회의실, 13:00~16:00
 - 선발 결과 발표 : 10/16일
 - 간담회 : 2018년 1월 9일 

○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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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장학금 지원사업 - 홈페이지 공고(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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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장학금 지원사업 – 홈페이지 공고(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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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 결과 - 1학기
순번 이름 소속

1 권가영 협성대학교
2 김민주 계명대학교
3 김선영 원강보건대학교
4 김솔비 군산대학교
5 김수아 정화예술대학교
6 김원호 용인대학교
7 김준홍 전주대학교
8 박민지 동덕여자대학교
9 박은주 한서대학교
10 석지호 단국대학교
11 송수옥 숭의여자대학교
12 안은비 부산여자대학교
13 양예운 순천향대학교
14 이영은 백석대학교
15 임효진 유한대학교

○ 선발 결과 – 2학기 
순번 이름 소속 

1 권가영 협성대학교
2 금도현 부경대학교
3 김다비 부산대학교
4 김솔비 군산대학교
5 김수림 중앙대학교
6 나의진 목포대학교
7 남기선 유원대학교
8 박민지 동덕여자대학교
9 백한빈 안동대학교
10 손수현 영남이공대학교
11 안은비 부산여자대학교
12 양서희 가천대학교
13 윤여명 대덕대학교
14 이태기 대전대학교
15 한슬빈 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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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사진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사업 – 서류심사(1학기)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사업 – 선발인터뷰(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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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장학금 지원사업 – 간담회 (1학기)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사업 – 서류심사(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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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장학금 지원사업 – 워크샵(2학기)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사업 – 간담회(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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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피해가정 물품 지원사업
○ 신청 대상 : 현재 녹색교통운동에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

는 미취학, 초중고생 
○ 지원 금액 : 가정 당 40만원(연간금액) 
○ 지원 물품 : 도서 또는 교복 중 택1 

[1학기] 
○ 신청기간(도서) 
 - 신청접수 : 1/29~2/7(1차), 3/1~3/9(2차) 
 - 지원 규모 : 11,452,970원, 50가정
○ 신청기간(교복) 
 - 신청접수 : 1/9~2/7 
 - 지원 규모 : 2,798,000원, 10가정 

[2학기] 
○ 신청기간(도서) 
 - 신청접수 : 7/23~8/3(1차), 8/20~31(2차) 
 - 지원 규모 : 12,875,800원, 60가정
○ 신청기간(교복) 
 - 신청접수 : 7/23~7/31
 - 지원 규모 : 1,703,000원, 9가정 

        



- 204 -

교통사고 피해가정 물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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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1) 프로그램 취지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학생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지역에 
있는 장학생들과 졸업생 간의 멤버쉽 형성 

2) 1분기 모임(겨울) 
○ 수도권 중고등 모임 
 - 일시 : 1월 23일(화) 
 - 참가자 : 장학생 5명, 실무자 1명 
 - 프로그램 : 가죽공예 체험활동

수도권 중고등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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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미취학-초등생 모임 
 - 일시 : 1월 25일(목) 
 - 참가자 : 장학생가정 20명, 실무자 3명 
 - 프로그램 : 롯데 아쿠아리움 체험활동 

○ 호남지역 모임 
 - 일시 : 2월 3일(토) 
 - 참가자 : 장학생 5명, 졸업생 2명, 실무자 1명 
 - 프로그램 : 미술&체형교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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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지역 모임 
  - 일정 : 2/4(일)
  - 참가자 : 장학생 8명, 졸업생 1명, 실무자 1명 
  - 프로그램 : 농구경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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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분기 모임(봄) 
○ 경상 지역 모임
  - 일정 : 5/19(토)
  - 참가자 : 장학생 4명, 졸업생 3명
  - 프로그램 : 도자기 체험 

○ 호남지역 모임
  - 일정 : 5/20(일)
  - 참가자 : 장학생 7명, 졸업생 2명 
  - 프로그램 : 수제청 만들기 및 연극공연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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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미취학-초등 모임
  - 일정 : 5/26(토)
  - 참가자 : 장학생 가정 9명, 실무자 4명 
  - 프로그램 : 서울국립어린이과학관 관람

○ 수도권 중고등 모임
  - 일정 : 5/27(일)
  - 참가자 : 장학생 4명, 실무자 2명 
  - 프로그램 : 연극 ‘김종욱찾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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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분기 모임(여름) 
○ 경상지역 모임
  - 일정 : 7/22(일)
  - 참가자 : 장학생 7명, 졸업생 2명 
  - 프로그램 : 화장품 만들기 및 영화 관람

○ 수도권 중고등 모임
  - 일정 : 7/28(토)
  - 참가자 : 장학생 8명, 실무자 3명 
  - 프로그램 : 롯데월드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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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미취학-초등 모임
  - 일정 : 7/31(화)
  - 참가자 : 장학생 가정 16명, 실무자 3명 
  - 프로그램 : 워터파크 체험활동

○ 호남지역 모임
  - 일정 : 8/4(토)
  - 참가자 : 장학생 5명, 졸업생 2명, 실무자 2명 
  - 프로그램 : 수공예 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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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분기 모임(가을) 
○ 수도권 중고등 모임
  - 일정 : 10/20(토)
  - 참가자 : 장학생3명, 실무자 4명
  - 프로그램 : 북촌 한옥마을 탐방

○ 경상지역 모임
  - 일정 : 10/27(토)
  - 참가자 : 장학생 5명, 실무자 3명
  - 프로그램 : 경주 당일치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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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역 모임
  - 일정 : 10/28(일)
  - 참가자 : 장학생 6명, 졸업생 3명, 실무자 1명
  - 프로그램 : VR 체험 및 연극관람

○ 수도권 지역 미취학-초등 모임
  - 일정 : 11/3(토)
  - 참가자 : 장학생 가정 12명, 실무자 4명
  - 프로그램 : 동물원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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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 심리치료 지원
1) 사업 취지 

- 갑작스런 배우자(혹은 본인)의 사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
만, 어린 아이들의 육아와 생활고로 인해 본인의 심리를 돌
아보지 못한 가정이 많다. 그러한 부모의 상태는 아이와 가
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모의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심리치유)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치유 뿐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잘 양육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또한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부모들이 겪고 있는 자녀양육 문
제 및 교육 정보 공유와 더불어 피해자 가족 간의 교감 및 
소통 뿐 만 아니라 가족이게 미치는 심리 정서측면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해소,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자 한다.

2) 일시
- 18년 9월 ~ 19년 2월 

3) 장소 
- 사람마음 상담소 (서울 소재) 

4) 대상 
- 녹색교통 장학생 가정의 어머님
- 수도권 지역 거주 대상으로 진행 

5) 진행 방식 
- 수도권 지역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진행. 
- 3명의 가정 신청하여 사람마음 상담소에 심리 상담 의뢰 
- 1대 1 개인 상당방식으로 진행 
- 심리 상태에 따라 10회~12회 상담 진행 
- 상담 4~5회차 마다 어머님 별도 중간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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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연대활동

1. 한국환경회의

1) 활동목적
○ 주요한 환경사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하고 각 

회원단체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사안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
– 환경·사회단체의 교육과 연수프로그램 지원 등

2) 2018년 주요 활동
○ 2018.1.9. 한국환경회의 신년하례회
○ 2018.2.6. 한국환경회의 정기총회
○ 2018.3.8. 1차 운영위원회
○ 2018.4.6. 폐비닐 수거 중단에 따른 환경단체-환경부 간담

회
○ 2018.4.12. 2차 운영위원회
○ 2018.4.22. 지구의 날 시민참여프로그램 진행
○ 2018.4.24. 영양풍력단지 현장 방문
○ 2018.4.26.~27 한국환경회의 활동가 교육 (서로배움학교)
○ 2018.5.2. 지방선거 정책 워크숍
○ 2018.5.16. 문재인정부 1년 환경정책평가 토론회
○ 2018.6.7. 한국환경회의 활동가 운동회
○ 2018.6.19. 4차 운영위원회
○ 2018.6.26. 환경활동가 워크숍 1차
○ 2018.8.21. 5차 운영위원회
○ 2018.9.6. 환경활동가 정책워크숍
○ 2018.9.20. 6차 운영위원회
○ 2018.11.1. 2018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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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 한국환경회의 활동가 워크숍 3차
○ 2018.11.20. 환경단체 전문가 수도권 매립지 현장 방문
○ 2018.11.30. 정부의 새만금 개발정책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내부 간담회

영양풍력단지 현장방문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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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활동가 운동회

환경활동가 정책워크숍



제3장
 

회의와 회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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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와 회원활동 
제1절. 총회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참석인원 : 녹색교통 임원, 회원 등 총 17명

2. 진행내용
○ 개회
○ 전차 회의록 검토 및 승인
 - 조강래 이사장이 전차 회의록 주요내용 보고요청 및 김광일 

협동사무처장의 주요 의결사항 설명
○ 2017년 활동보고 및 재정결산 보고
○ 감사보고 및 승인
 - 회계감사인 김한수이사, 사업감사인 최동호이사 미참석으로 

운영위원인 김광일 협동사무처장이 2017년 사업감사 보고서
와 회계감사 보고서 요약보고

○ 임원 해촉 및 재위촉에 관한 건
 - 임기만료 임원 중 연임의사 표명 임원에 대한 재위촉의 건
  : 조강래, 진장원, 정용일, 전재완, 김경진, 최동호, 이종화

(이상 7명)
 - 임기만료 인원 중 사입의사 표명 임원에 대한 해촉의 건
  : 배귀남, 서정민(이상 2명)
 - 임기만료 임원 중 연임 또는 사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추후 확인 되는대로 처리할 것을 이사회에 위
임

  : 강승필, 이문범(이상 2명) 
○ 신규이사 위촉의 건
 - 조성규 : 전기자동차 인프라 네트워크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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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한 : 사단법인 공간문화센터 센터장 (이상 2명)
○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의결
○ 임원 인사 및 대표 인사
○ 폐회

2018년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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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임시총회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받다
○ 참석인원 : 녹색교통 임원, 회원 등 총 27명

2. 진행내용
○ 개회
○ 등기이사 해촉 및 재위촉에 관한 건
 - 사망한 임원에 대한 해촉의 건
  : 김경한(이상 1명)
 - 본인 사임의사 표명 임원에 대한 해촉의 건
  : 박정택, 서정민(이상 2명)
 - 중임의사 표명 임원에 대한 재위촉의건
  : 조강래, 정용일, 민만기(이상 3명) 
○ 신규 등기이사 선출의 건
 - 진장원, 이규진, 김경진(이상 3명) 

2018년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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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사회

1. 1차 이사회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2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 성원인원 : 재적임원 23명 중 6명 참석 및 위임 임원 17명

(참석이사 6명, 위임이사 17명)
2)  진행내용

○ 성원확인 및 개최
○ 보고사항
- 2018년 사업계획
○ 논의안건
- 2018년 사업계획안 검토에 관한 건
○ 폐회

2018년 1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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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이사회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오후 4시
○ 장소 : 녹색교통운동 회의실
○ 성원인원 : 재적임원 23명 중 5명 참석 및 위임 임원 18명

(참석이사 5명, 위임이사 13명, 불참 및 미확인이사 5명)
2)  진행내용

○ 성원확인 및 개최
○ 보고사항
- 2017년 활동보고
- 재정보고
○ 논의안건
- 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건
- 2018년 사업계획안 검토에 관한 건
○ 폐회

3. 3차 이사회
○ 성원확인 및 개최
- 서면이사회
○ 논의안건
- 신규임원 선출의 건
○ 폐회

제4절. 운영위원회

1.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 삼우

정
○ 참석위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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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내용
- 2018년 1~3월 사무처 활동보고 및 4~5월 활동계획
- 2018년 1~3월 재정결산 보고
- 법인등기이사 변경에 관한 건
- 2018년 녹색교통 후원의 밤 일정 논의의 건

2. 제2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 삼우

정
○ 참석위원 : 총 4명
○ 진행내용
- 4~5월 사무처 활동보고 및 6~7월 활동계획
- 4~5월 재정결산 보고
- 신규이사 선임에 관한 건

3. 제3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12일(화) 오후 6시 30분, 삼우

정
○ 참석위원 : 총 6명
○ 진행내용
- 6~8월 사무처 활동보고 및 9월 활동계획
- 6~8월 재정결산 보고
- 도로변 미세먼지 모니터링에 관한 건
- 자동차 배출가스 DB구축 용역에 관한 건
-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진행 논의의 건

4. 제4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삼

우정
○ 참석위원 : 총8명
○ 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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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사무처 활동보고 및 11~12월 활동계획
- 9~10월 재정결산 보고
- 사회혁신청년환동가 채용 관련 논의의 건
- 통학로 미세먼지(PN) 모니터링 자문의견 검토의 

1차 운영위원회

4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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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후원행사

1. 창립25주년 2018년 녹색교통 후원의 밤, ‘녹색교통, 오늘
도 맑음’

1) 일시 : 2018년 7월 4일 (수) 17:00~19:00
2) 장소 : 서강대 곤자가 컨벤션

○ 주요 프로그램 : 
- 식사 
- 인사말

  - 축사
- 활동영상
- 초청공연
- 내·외빈 소개
- 경품추첨

    
○ 2018년 7월 4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녹색교통 후원의 밤

은 회원과 함께 언제나 맑은 하늘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
서 “녹색교통, 오늘도 맑음”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조강래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한 후원행사는 녹색성장위
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대한LPG협회 홍준석 회장님의 축
사와 활동영상으로 이어졌다.

○ 초청공연으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가수 손방일님이 참
석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 초청공연 이후 내·외빈 소개와 함께 오신분들에게 자그마한 
기념품을 준비하여 경품 추첨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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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밤 전경 후원의밤 방명록

후원행사 – 후원의 밤 행사 전경 및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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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교통운동 송년호프 ‘옆구리 비어? 비어로 채워!’
1)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13일 (목) 17시~23시
2) 장소 : 을지로 입구 레벤브로이

○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5시부터 을지로입구역 부근에 
있는 레벤브로이에서 녹색교통운동 일일호프가 진행되었다. 
일일호프는 그동안 함께한 회원 및 임원,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
었다. 

후원행사 – 일일호프 행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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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행사 – 일일호프 초대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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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참고자료



- 236 -



- 237 -



- 238 -



- 239 -



- 240 -



- 241 -



- 242 -



- 243 -



- 244 -



- 245 -



- 246 -



- 247 -





■ 함께하는 사람들 (2018.12월 현재)
▶ 운영위원
조강래 이사장 / (사)자동차환경센터 회장
진장원 공동대표 /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원장
민만기 공동대표 / 전 녹색교통 사무처장, 공동대표
정용일 이사 / 자동차환경네트웍 대표
전재완 이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진 이사 /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
김성한 이사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김도경 이사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이규진 이사 / 아주대학교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연구부교수

▶ 이사
김한수 이사 (회계감사) / 김한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동호 이사 (사업감사) / 광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강승필 이사 / 서울대학교 교수
안기정 이사 /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실 연구위원
이문범 이사 /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
이용상 이사 / 우송대학교 교수
이재영 이사 /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이종화 이사 /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김필수 이사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기준 이사 / 교통환경연구원 부원장
배규식 이사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백남철 이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센터장
안문수 이사 / 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조성규 이사 / 전기자동차 인프라 네트워크 연구소 소장, (주)지오라인 대표
최정한 이사 / (사)공간문화센터 대표

▶ 사무처
송상석    사무처장 
김광일    협동사무처장
고문수    교통환경팀 팀장
박정영    조직기획팀 팀장
김장희    조직기획팀 활동가
이슬빛나  교통환경팀 활동가
송채린    조직기획팀 활동가
이상백    조직기획팀 활동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4층 (우 03969)
전화 : 02-744-4855
팩스 : 02-744-4844

이메일 : kngt@greentransport.org
홈페이지 : www.greentranspor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