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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배출원별 기여율 분석 

- PM2.5는 직접배출(1차 생성물)과 간접배출(2차 생성물)*이 약 1:2로 구성  

  특히 간접배출의 과학적 규명 필요 

* NOx, SOx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된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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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배출원별 기여율 분석(수도권) 

- 경유차(29%), 건설기계 등(22%), 냉난방(12%) 등의 순으로  

  이동오염원(mobile source)이 가장 큰 비중 

(수도권 기타 배출원) 사업장 9%, 생물성 연소 5%, 휘발유차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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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배출원별 기여율 분석(전국) 

-  사업장(41%), 건설기계 등(17%), 발전소(14%) 등의 순으로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 

(전국 기타 배출원) 냉난방 등 5%, 생물성 연소 5%, 휘발유차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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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현황  

비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푸른하늘 만들기  

목표 
미세먼지 농도를 '21년 20㎍/㎥, '26년 18㎍/㎥*로 단계적 개선 

* 수도권(PM2.5) 기준, 유럽 등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  

기본 

방향 

(5대) 

①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오염기여도, 비용효과 중심) 

② 미세먼지·CO2 저감 신(新)성장산업 육성  

③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주변국 환경협력 강화 

④ 고(高)농도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경보제 체계 혁신 

⑤ 전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토록 하되, 서민부담을 최소화 



녹색교통운동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 현황 

추진부문 세부 추진 과제 

국내 배출원 

집중 감축 

①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② 친환경차 보급 확대 

③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④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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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연식별 경유차 현황 

  II. 경유차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평가와 문제점 

구분 계 승용·RV 승합·버스 화물·특수 

계 
862 

(100%) 
(100%) 

462 

(100%) 
(53.6%) 

74 

(100%) 
(8.6%) 

326 

(100%) 
(37.8%) 

‘05년까지 
318 

(36.9%) 
(100%) 

146 

(31.7%) 
(45.9%) 

23 

(31.2%) 
(7.2%) 

149 

(45.7%) 
(46.9%) 

‘06년이후 
544 

(63.1%) 
(100%) 

316 

(68.3%) 
(58.1%) 

51 

(68.8%) 
(9.4%) 

177 

(54.3%) 
(32.5%) 

(단위 : 만대) 

-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2,100만대)의 41%(862만대)이며, 이중 승용·승합이  

  536만대(미세먼지 30%), 화물·특수차량이 326만대(미세먼지 70%) 차지 

- 신규 경유차가 운행시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함에도 판매는 급증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7%(318만대)이나 미세먼지 배출은 7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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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 경유차 질소산화물 대폭 감축(정부대책)  

차 종 
실내 인증기준 대비 허용수준 

1단계 2단계 

대형차(3.5톤이상) 2.0배 이내(’16.1∼) 1.5배 이내(’17.1∼) 

중·소형차(3.5톤미만) 2.1배 이내(’17.9∼) 1.5배 이내(’20.1∼) 

구분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PM10)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휘발유·가스차 0.019g/km (동일) 0.004g/km (동일) 

경유차 0.06g/km 0.019g/km 0.0045g/km 0.004g/km 

(실도로 배출기준)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로,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신제작차 실도로 인증기준** 신설(’16.1월~ 3.5톤 이상, ’17.9월~ 3.5톤 미만) 

차종별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관리기준  

저공해차 지정기준 개선(제3종, 소형차) 

(저공해차 기준)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강화

(’16년,「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시행규칙 개정) 



 실도로 주행상태 질소산화물 측정결과(환경부 발표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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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도로 기준을 ’17년 9월부터 강화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판매된 경유차에 대해 

  1개 차종을 제외하고 모두 면죄부를 부여 ⇒ 클린디젤 정책의 변화는 없음 

- 실도로 20개 차종 중 18개 차종이 기준치에 비해 평균 6배 초과 



 기존 3종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실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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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종 저공해차로 지정된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검증 

⇒ 기존 3종 저공해차 중 DPF부착 차량의 경우 PM10 의 경우 대부분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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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경유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 (정부대책)  

○ (보증기간 이내) 제작사의 시정조치(리콜)  

    → 리콜 미이행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시 불합격처리하여 리콜 이행의 실효성 강화 

     ※ 현행법령상 폭스바겐 경유차 소유자(12.6만대)가 리콜 거부시 강제조항 없음 

     ※ 정기검사 불합격·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50만원),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가능 

○ (보증기간 이후)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매연·NOx) 강화 → 기준초과시 저공해 조치명령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매연) 현행 15%→ 10% 내외로 강화(‘09년 이후 제작된 Euro5 이상) 

    ※ 매연저감기술 검증을 거쳐 ’17년중 기준 강화(‘18년 시행) 

    ※ 기존 경유차는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 확대 

- (NOx) 기준이 도입되는 시점에 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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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실태(2013~2014년 정밀검사 결과)  

검사년도 유종 검사대상 합격대수 불합격대수 합격률 불합격률 

2013 휘발유 1,019,035 997,955 21,080 97.9% 2.1% 

2014 휘발유 1,022,602 1,002,225 20,377 98.0% 2.0% 

2013 경유 587,478 492,708 94,770 83.9% 16.1% 

2014 경유 594,857 495,566 99,291 83.3% 16.7% 

2013 LPG 315,059 303,759 11,300 96.4% 3.6% 

2014 LPG 292,212 281,990 10,222 96.5% 3.5% 

- 타 연료에 비해 4~8배 정도 정밀검사 불합격 비율이 높음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의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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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실태(2013~2014년 정밀검사 결과)  

주행 

거리 

(km) 

2013 

휘발유 

비율

(%) 

2014 

휘발유 

비율

(%) 

2013 

경유 

비율

(%) 

2014 

경유 

비율

(%) 

2013 

LPG 

비율

(%) 

2014 

LPG 

비율

(%) 

50,000

미만 
546 3 548 3 4,270 5 3,790 4 236 2 174 2 

50,000 

이상 
2,895 14 2,695 13 19,404 20 18,437 19 1,025 9 765 7 

100,000 

이상 
5,852 28 5,419 27 26,113 28 27,200 27 2,258 20 1,936 19 

150,000 

이상 
5,926 28 5,681 28 21,621 23 23,376 24 2,908 26 2,669 26 

200,000 

이상 
3,494 17 3,457 17 12,729 13 14,340 14 2,285 20 2,156 21 

- 배출가스 불합격 경유차의 약 49~53%가 주행거리 150,000Km 이내  

⇒ 배출가스 보증기간 10년 160,000Km 이내, 보증수리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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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실태(3종 저공해 자동차) 

검사년도 유종 검사대상 합격대수 불합격대수 합격률 불합격률 

2013 휘발유 3,057 3,051 6 99.8% 0.2% 

2014 휘발유 22,345 22,319 26 99.9% 0.1% 

2013 경유 6,006 5,712 294 95.1% 4.9% 

2014 경유 22,676 21,168 1,508 93.3% 6.7% 

2013 LPG 46,543 46,373 170 99.6% 0.4% 

2014 LPG 71,040 70,415 625 99.1% 0.9% 

- 환경부가 인증한 3종 저공해 자동차 조차 제작차 인증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인  

  매연 농도 15%미만에도 불합격, 타 연료에 비해 10~20배 높은 실정      

⇒ 질소산화물은 측정 기준도 없는 실정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의 핵심 : 질소산화물 기준 도입과 저감장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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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실태(3종 저공해 자동차) 

주행 

거리 

2013 

휘발유 

비율 

(%) 

2014 

휘발유 

비율 

(%) 

2013 

경유 

비율 

(%)  

2014 

경유 

비율 

(%)  

2013 

LPG 

비율 

(%)  

2014 

LPG 

비율 

(%)  

50,000 

미만 
-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0,000 

이상 
2 33.3 7 26.9 60 20.4 169 11.2 9 5.3 12 1.9 

100,000 

이상 
4 66.7 11 42.3 151 51.4 705 46.8 24 14.1 70 11.2 

150,000 

이상 
- 0.0 7 26.9 72 24.5 454 30.1 29 17.1 108 17.3 

200,000 

이상 
- 0.0 0 0.0 9 3.1 135 9.0 24 14.1 110 17.6 

⇒ 3종 저공해 경유차의 경우 대부분 DPF를 부착한 차량 

⇒ DPF 성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매연농도 기준도 통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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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대책 문제점 

- (매연) 현행 15%→ 10% 내외로 강화(‘09년 이후 제작된 Euro5 이상) 

    ※ 매연저감기술 검증을 거쳐 ’17년중 기준 강화(‘18년 시행) 

    ※ 기존 경유차는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 확대 

⇒ 향후 Euro6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부분 DPF부착 차량으로 예상 

⇒ 3종 저공해차 사례에서 처럼 매연 농도 강화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음 

-(NOx) 기준이 도입되는 시점에 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부터 단계적 시행 

⇒ 현행법상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차로 한정할 경우 내년에 적용하더라도 

    비사업용은 4년(2021년), 사업용은 2년(2019년)부터 적용 가능 

⇒ 정부의 발표대로 Euro3이전 차량에 대해 2019년까지 전량 조기폐차될 

    경우를 상정하여 기존 판매된 Euro4이후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과 

    PN(미세먼지 개수) 기준 신설이 실질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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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정부대책)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PM·NOx 

동시저감 
9.7 0.2 0.5 3 3 3 

조기폐차 212 37 58 58 59 -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계획(단위 : 천대) 

-  대형 경유차(9톤이상)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사업(15백만원/대)을 확대  

    중소형 경유차(9톤미만)는 조기폐차(0.1～7백만원/대) 확대 

     * 수도권, 5대 광역시→수도권 外, 시·군단위 확대(지자체 수요감안) 

⇒ 기존 2기 대책, 신규 대책으로 미흡 

⇒ 기존 저감장치보다 부착비용이 3배 이상(15백만원/대) 높은 저공해화 사업 예산 

    확보 방안 미 제시 

⇒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 사업물량 축소, 사업효과 반감 예상 

⇒ Euro5이후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LNT 등)부착 사업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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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단계적 대체(정부대책)  

- CNG버스 구입비 지원 확대  

- CNG-경유 연료가격차 지원 

구분 공급가 
유가/연료 

보조금(원/ℓ) 
연비(km/ℓ, 

km/㎥) 

연료비 
(원/km) 

年間 연료비 
(9.7만km 주행시) 

경유버스 1,032.97원/ℓ 380.09 2.53 258.06 2,506만원 

CNG버스 661.20원/㎥ 없음 2.05 322.54 3,132만원 

경유버스-CNG버스 연료비 비교  

- CNG 충전소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 부지 제공, 관련 규제개선**, 재정지원 방안 검토 

- 노선‧전세 버스를 CNG 버스로 대체 

   *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CNG 버스만 신규허가  

   *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시 면허기준 완화  



  같은 사업용 차량 경유택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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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택시 도입의 문제점 

자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차량제도 개선, 2013 

(단위 : km)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 현황(’14.2) 

- 10년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약 3조원을 투입한 수도권 분포비율이 약 49%  

- 운행여건이 가혹한 경유택시의 경우 정상상황 대비 최대 48배 오염과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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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정부대책)  

-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 검토 

※ ’07년「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100:70:53→100:85:50) 완료 후, 현 수준 유지중 

주요 연료별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 비중(단위: %) 

⇒ 현행 법상 에너지세제개편은 ’18년 12월 31일 이후 가능  

⇒ 자동차 판매 현황, 대기오염 상황 등으로 볼 때 에너지세제개편 불가피 

⇒ 사회적 논의 및 합의 과정 선행 필요 



 친환경차(“그린카”) 보급 확대(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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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재 2020 기존목표 2020 확대계획 

친환경차 

합 계 
총 17.4만대 

(신차판매 중 2.6%) 
총 108만대 

(신차판매 중 20%) 
총 150만대 

(신차판매 중 30%) 

전기차 0.6만대 20만대 25만대 

수소차 0.01만대 0.9만대 1만대 

하이브리드차 16.8만대 87만대 124만대 

충전 

인프라 

합 계 총 347기 총 1,480기 총 3,100기 

전기 337기 1,400기 3,000기 

수소 10개소 80개소 100개소 

-’20년 신차 판매(연간 160만대)의 30%(연간 48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20년까지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근거리 충전인프라 구축 

⇒ ’16년 현재 전기차 보조금 1,600만원/대(보조금 1,200만원+충전기400만원)   

    고려하면 전기차 만 2020년 한해 25만대 보급을 위해 4천억원 소요 

⇒ 정부발표에는 예산계획 미제시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가? 



 친환경차(“그린카”) 보급 확대(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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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버스 보급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대당 5~5.5억의 구입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이 관건 

⇒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은 교통수요관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유명무실 

    예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사례 

⇒ 친환경차 인센티브는 대부분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특단의 대책으로 미흡 

- 친환경차종별 특화된 신기술 R&D 추진 

- 친환경버스(전기버스 등) 보급 확대 

-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 친환경차 인센티브 적극 확대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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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상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도입·시행(정부대책) 

-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LEZ)를 수도권 3개 시·도와 긴밀한 협의 후 

  시행방안 마련 

▶ (대상차종) ’05년말 이전 특정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 

    (생계형 소형경유차 등 영세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시행지역) 우선 서울시를 시작으로, 인천시 및 경기지역으로 확대  

▶ (이행확보수단) 단속용 감시카메라,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  

- 수도권 내 광역 경유 시내버스를 저공해화하도록 협의(서울↔인천·경기) 

⇒ 우선 시행지역이라는 서울시의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정부발표 전      

   사전 협의 여부 미확인 

⇒ LEZ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효과 상이(연간 판매량 1위 1톤화물차 제외) 

⇒ 경기도는 조례조차 없음, 2009년 이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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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시)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정부대책) 

⇒ 현 조례 등 비상조치의 권한이 대부분 지자체에 이양된 상황 

⇒ 대부분 사업장 조업단축 권고, 교육청 요청 등 비강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대안제시는 없음 

⇒ 현 미세먼지 예, 경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더 단기적 대책이 될 것임 

-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를 관련 

  지자체와 협의·추진('16년) 

▶ (요건)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가 주의보 이상의 고농도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매우나쁨”인 경우 

▶ (절차) 환경부 조치요청 → 시·도 조치(관계부처 협조) → 조치결과 통보 

▶ (조치사항)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 차량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  

▶ (대상지역) 수도권 시범운영(’16 하반기), 효과분석 후 전국 확대(’17년이후) 



 건설기계 등 비도로(off-road)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대책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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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비도로 이동오염원 대책에 대비하여 특이점이 없음 

⇒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 계획이 없음  

구분 계 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기타* 

대수(만대) 45.2 16.7 13.8 2.2 0.9 11.6 

건설기계 등록현황 

- 건설기계 등의 제작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노후 건설기계 매연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 추진 

- 건설기계에 대한 차세대 저공해 엔진 도입 



  III.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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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린디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 친환경차 보급법 상의 클린디젤 제외 등 

⇒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대책간의 조화 

⇒ 관련제도 개선 외에 실질적으로 임의조작 제작사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후속조치   

2. 운행경유차 Nox, PN기준, 제작차 RDE기준 도입 

⇒ LEZ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행차 기준의 시급한 개선 필수적, 

   질소산화물 측정장비 조기 도입 필요 (가장 효과적인 운행 경유차 대책) 

⇒ 제작차 RDE도입 이후에도 임의설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한국 운행실정에 

    적합한 RDE필요   



  III.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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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 시작 필요 

⇒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당시 경유차 폭증의 우려가 현재 현실화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기한인 ’18년 12. 31 전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4. 자동차 기술에 기반한 대책에서 정책적 수단으로의 전환 병행 필요 

⇒ 기존 자동차 기술에 의존하여 기술기준을 강화에 한계 도달  

⇒ 예산 지원의존적 정책(경유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보급 등)은 양날의 칼로 작용 

⇒ LEZ, 교통수요관리 등 정책적 수단과 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