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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
LEZ(Low Emissions Zone) 해외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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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의 대폭 증가…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해

오염물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일산화탄소의 47%, 질
소산화물의 32%, PM10의 10%, PM2.5의 14%)로 꼽히고 있
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통계청)는 1997년 말 1,000만대에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 PM2.5)의 연평균 농

2016년 말 2,180만대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미세먼지의 주범

도는 세계 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할 정

으로 손꼽히는 경유차는 국내 자동차 비중이 33%(2002년)에서

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연평

42%(2016년)로 급속히 늘었다.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

균 농도가 가장 낮은 전남(37㎍/㎥)과 대전(21㎍/㎥)의 경우도

본계획」에서는 경유차가 2025년에는 45%로 증가하여 휘발유

WHO의 권고수준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과밀, 자동차의 지속
적인 증가, 에너지 사용 증가, 중국으로부터 황사·대기오염물

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6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친
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질의 유입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대기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는 노후경유
차 운행제한제도(LEZ)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유럽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자동차 운행 규제 강화의 일

[표 1] 주요 국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단위: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24기간

증가율

증가량

증가율

WHO

50

20

25

10

한국

100

50

50

25

EU

50

40

25

독일

50

40

25

영국

50

40

25

호주

50

25

8

일본

100

35

15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환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를 시행하며 강력한 교통수
요관리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외에서 시행하
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LEZ)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자 한다.

독일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EZ, Environmental ZONE)의 소개
EZ존 운영과 배출량 스티커
독일 베를린에서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 입자와 질소 산
화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EZ존,
이하 ‘EZ존’)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EZ 제도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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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05년부터 공청회를 거치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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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일의 EZ존 시행에 따른 출입제한 표지판

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EZ존은 1년 365일 내내 운영되고 있으며, ‘S-반(베를린시 전
차 노선)’ 내의 베를린 중심부(882㎢)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외
부 관광객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대상자가 더욱 많
아지고 있다.

[그림 1] 독일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EZ) 알림판

출처: http://opel24.com/umweltzone-niemiecki-patent-na-czyste-powietrze/

위법으로 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스티커는 독일 80개 도
시에서 통용되며 외국 등록 차량도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2단계 사업이 시작된 2010년 이후 현재 베를린 시는 Euro 4 수
준 (혹은 Euro 3 + particle filter, 녹색스티커 차량)의 차량 통행
출처: http://www.livablecities.org/articles/using-low-emission-zones-improvehealth-cities

만을 허용하고 있다. 단, 경찰차, 소방차, 군용, 구급차, 이륜차,
30년 이상된 차량(vintage car) 등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EZ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차량 유리에 스티커를

스티커는 공인된 차량등록기관이나 TUV, DEKRA와 같은 자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는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수준에

동차 테스트 기관에서 구매가능하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

따라 4개의 배출그룹(Euro 1~4)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색상의

가능하다.

스티커로 구분된다.
EZ존 시행으로 대기환경을 개선시켜

[그림 2]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룹별 스티커

독일 베를린시가 시행하는 EZ존으로 인해 2012년에는 디젤
자동차의 약 96%, 모든 트럭의 약 85%가 녹색 스티커를 사용
하였으며, 약 6만 개의 디젤 차량에 디젤 입자 필터를 장착하였
다. 이로 인해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EZ존 도입 전과 비교해 약
20% 감소했다. 이는 매년 약 173톤의 디젤 그을음과 1,500톤의
질소 산화물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PM10)의 비중도 낮아졌다. 베를린
시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베를린 시 주요 교통구역에서 PM10은
제도 시행 전인 2003년 42%에서 지난해 27%로 낮아졌다.

출처: https://motorhomeseurope.com/688/environmental-zones-in-germanylow-emission-zones-in-europe/

차종구성에 있어서 Euro 1 이하의 LGV/HGV 차량의 비율은
4-7%로 낮아졌으며, 배출량이 적은 Euro 4 차량은 일반차의 경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은 미립자 필터를 개조해 녹색 스
티커를 받을 수 있다. 녹색 스티커나 면제 증서가 없는 경우는

우 73% , 대형트럭은 50% 감소하며, EZ존 시행에 따른 직간접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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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독일의 EZ존 현황

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LEZ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LEZ존은
런던의 외곽순환 고속도로인 M25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그레
이터 런던 지역을 통과하는 오염물질 배출차량은 벌금이 부과
된다.

[그림 5] 영국의 LEZ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

출처: http://www.hjs.com/aftermarket/emission-standards/germany/lowemission-zones.html

출처: http://www.fta.co.uk/policy_and_compliance/road/urban_operations/low_
emission_zone.html

[그림 6] 영국의 LEZ존 알림 표지판

영국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LEZ, Low Emissions Zone)의 소개
차량배출량존
영국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LEZ, 이하 LEZ존)의 도입은
1993년부터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대기
질 네트워크가 30개의 런던 지방자치구와 히드로 전역에 걸쳐
대기오염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5년~2006년 런던시내 대부분의 도로
가 질소의 연간 평균 배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와 함께 2007년 영국 교통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1,000명의
조기사망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추산하였다.

출처: https://tfl.gov.uk/modes/driving/low-emission-zone/about-thelez?intcmp=2263

심각성을 느낀 런던 시장(Ken Livingstone)은 2006년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혼잡요금을 고정요금에서 차등요금으로 변경하자
고 제안하였으며, 또한 2007년 런던 시내 전체 배출가스를 줄이
기 위한 제도(Vehicle Emission Zone) 도입을 주장하였다.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감축을 목표로
런던시가 발표한 환경보호정책에서는 5억 파운드의 비용을
투자해 도보와 자전거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2025년까지 런던의

현재 영국은 런던시내와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그레이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런던(Greater London)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

그 중 LEZ 제도는 717만 런던 시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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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EZ 내·외부 표지

표지

내용

존 내부에서 카메라가
작동함을 알림

M25에서 LEZ로
접근할 경우 사전에 경계를 알림

LEZ 경계에 가까워 질 경우
우회경로를 알림

출처: https://tfl.gov.uk/modes/driving/low-emission-zone/about-the-lez

기 위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LEZ의 대상 지역은 1,580(km2)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도
의 시행은 매일 24시간동안 항상 적용되므로 주말과 저녁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혼잡통행료보다 강력한 제도임을 강조하
고 있다.
차량이 런던 도심부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 만약 그 차가 표준을 통과한 차가 아니라면 벌금을 부과
하게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표준을 지키지 못한 트럭이 저탄소 배
출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200파운드의 벌금을 내게 되고, 벌금을
내지 않는 기업에는 1,000파운드까지 부과한다. 현재 적용되는
차량은 .5톤~12톤의 트럭과 12톤 이상의 중대형 트럭, 시내버
스와 시외버스를 포함하며, 1.2톤 미만의 밴과 승용차는 적용대
상에서 제외된다.

LEZ존 시행으로 인한 효과
LEZ 실시 후 런던은 2010년 미세먼지(PM10) 40㎍/㎥ 초과
지역이 2008년도 대비 5.8%가 감소했고 4,375억~1조1,725억
원의 경제효과를 얻었다.

런던시는 LEZ존 시행을 위해 약 4,900만 파운드를 투자하였
으며, 매년 벌금 등의 수입으로 약 300~400만 파운드의 조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향후 8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매년 1,000만 파운드의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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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심 특별대기관리지역(CLEZ)
제도 도입방향
유경상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

때 구매하는 차의 30%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할 것을 명

관리권역(LEZ) 지정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규정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행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서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판매자

하거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해 정밀검사

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수량은 중앙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할

동법 제28조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

[표 1] 국가별 LEZ 시행 현황
구분

계

시행중

시행예정

도입 추진중

혼잡통행료 병행지역

계

238

217

4

17

(13)

영국

5

7

1(’15년)

독일

74

74

이탈리아

97

스웨덴

비고

(2)

ULEZ 별도 추진둥

97

(1)

그 외 1,550여개 소
자치시별 시행중

8

8

(2)

네델란드

15

15

프랑스

9

오스트리아

6

노르웨이

8

1(’15년)

8

6
8

덴마크

5

체코

2

포르투갈

1

헝가리

1

1

몰타

1

1

벨기에

1

일본

4

(7)

5
1(’16년)

1

1

(1)
1(’16년)

4

PM.Nox 기준 적용

전문가 기고 1

특집 해외 우수 정책 사례

전문가 기고 2

지속가능교통 해외 동향

연구센터 소식

6 7

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와 타 지역 등록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

서울시 전역을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단속 및

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

관리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

해외의 경우에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을 시발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

2001년 일본(도쿄), 2008년 영국(런던) 등 현재 238개의 선진국

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시·도의 조례로

주요 도시에서 LEZ제도를 시행 중이며, 2005년 EU 대기환경기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준 강화로 2008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적용대상 차종은 초기에는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의 자동차에 대

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Low

해 적용하였으나, 점차 3.5t 이하 화물차, 소형버스 등으로 확대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되는 추세이며,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경유차에서 시작하

특별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 휘발유차까지 확대하고 있다.

운행제한 시기는 서울시장이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

적용대상 자동차는 배출허용기준이 유로3 이하 단계에서 유
로4까지 확대하고 운행제한지역 권역도 도심에서 주변 도시까
지 확대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지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런던의 경우 기존 LEZ 운영 외에도 도심(혼잡통행료 부과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

지역, CAZ)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ULEZ(Ultra LEZ) 제도를

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유로5 이하 디젤, 유로3 이하 휘

또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발유 차량의 통행제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택시는 유로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5 이상만 신규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Emission

그러나, 우리나라 LEZ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 실효

Zero 택시만 신규면허 발급을 예정하고 있다.

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서울시 외에 타 시도

최근 서울시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하여 한양

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서울시로 유입되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

도성 안 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해서는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공해차량의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동차 통행을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

[표 2] 유럽 주요도시 도심지 공해차량 운행제한 현황
대상

파리 | 규제대상

런던 | 허용대상

베를린 | 허용대상

시행시기

운행제한 대상차량

비고

2015.07.01

2001년 이전 등록한(유로1~3)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

08:00시~20:00시(주말 포함)

2016.07.01

1997년 이전 등록한(유로1~2) 모든 휘발유·경유승용차,
경상용차 및 2000년 이전 등록 이륜차

소형·이륜차는 주말 제외

2017~2020

최근 모델로 점진적 강화 예정

적용지역 확대

2012.01.03

유로4 이상 트럭(3.5톤 이상), 버스(5톤 이상)
유로3 이상 대형밴(1,205톤~3.5톤), 미니버스(5톤 이하)

1,205톤 이하 승용차, 소형밴,
이륜차는 해당되지 않으며 통제시간은 24시간

2015.01.01

런던 대중교통 버스에 한해 유로6(NOx항목) 충족필요

2020.09.07

이륜차: 유로3 충족 승용차, 밴,
미니버스: 유로4 충족(휘발유) / 유로6 충족(디젤)버스,
트럭: 유로6 충족

2010.01.01

유로4 충족 또는 필터 장착
유로3 이상 모든 디젤차
유로1 충족 이상 모든 휘발유차

˝
계획중

Sustainable Transport Brief

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별대기관리지역 통행횟수 등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과태료가 아

갖는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이 수단 중 하나가 바로 LEZ

닌 ‘환경세’ 형태의 통행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제도의 활용이다.

하다. 아울러 위반 차량의 효율적인 단속 및 과금을 위해 저공해

그러나 LEZ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전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을 세분화하여 한양도성
안 지역을 별도의 특별대기관리지역(CLEZ)으로 지정하여 더 강
력한 공해배출 차량의 통행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차량, 공해차량 DB를 별도로 구축하여 자동으로 단속과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자동징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해차량의 통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저공해차량 구매비 지원, 충전인프라 확대 등 공해차량의 저공

또, 차량 운행제한이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

해화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CLEZ는 ‘녹색교

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어, 특정경유자

통특별대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안을 대상으로 우선

동차의 선별이 어렵고, 휘발유차와의 형평성 문제 존재하는데,

시행하고, 향후 부도심 및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실시할 필요

이를 차량 연식이나 배기가스 등급 등 이해하기 쉬운 기준으로

가 있으며, 통행제한 대상 차량도 버스/대형화물차 등 배기가스

변경하여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확대하고 저공해조치가 가능하

배출이 심한 사업용 중차량부터 중소형 개인 승용/승합차로 단

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서울시의 조례개

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불편을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 CLEZ 통행제한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및

이 외에도 단속시스템 미비 및 예산제약으로 운행제한 차량
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인프라 제공,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운영, 개인교통수단을 위
한 인프라(운행공간) 제공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과로 행정 처분에 그치고 있는 문제도 대기오염 유발정도, 특

[표 3] 서울형 CLEZ 도입 방향
구분

1단계: 준비/도입기

2단계: 적용/전환기

3단계: 확산/성숙기

적용지역

(現 LEZ 제도 운영)

한양도성 안

부도심, 서울시전역

기반
구축

·법제도 정비(CLEZ 근거)
·CLEZ 운영방안 마련
·저공해/공해차량 DB 구축
·단속/과금 시스템 구축
·전기/CNG충전인프라 구축
·개인교통수단 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시민의견수렴 및 홍보

·충전인프라 설치 지속 확대
·LEZ 지역확대를 위한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특정경유자동차

·노후 경유 대형버스
·노후 사업용 경유
대형화물차
·노후/공해 과대배출
승용/승합차
·노후 택시/이륜차

·특정경유자동차
·경유 시내/광역/전세버스
·관용차, 기업 업무용차량
·나눔카, 택시 등

·일반 승용/승합차
·화물차 등 저공해차량
보급 지속 확대

통행
제한 대상

차량
저공해화

대체수단/
인프라 검토

·트램 등 친환경수단 도입 추진
·개인교통수단(초소형 전기차 등) 인프라(운행공간) 구축
·도심통과 지하도로 검토 등

·모든 경유 대형 버스
·모든 사업용
경유 대형화물차
·노후 경유 사업용 중소형
화물차
·통행제한 승용/승합차
기준강화

·모든 경유 버스/화물차
·노후 휘발유 화물차
·통행제한 승용/승합차
기준 강화
·저공해 택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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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통도시는 촉매제가 필요하다
김경희 | 부천시 교통사업과 팀장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생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온실감축 방향과 목표를 중심으로 정

장은 10년 단위의 교통물류체계의 전망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

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모델 도출과

을 위한 부문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통해 온실가스를

둘째, 우리나라 인구의 60%이상이 교통앱에 의존하여 생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승용차 수요에 불편을 가중시켜 대중교

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 교통체계는 공유를 통한 협

통수단으로 전환(철도, 전기버스 촉진)을 유도하고 전기차 및 친

력이 기반이 되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민

환경차량 도입과 더불어 무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이용 환경 등

간기업과의 정보 공유행정을 통해 개개인의 일상의 이동 흐름을

을 편리하게 해 주면 되는데 계획과 실행에는 Gap이 크다.

읽음으로써 Mobility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슈로 발견하고 지속가

2016년 KTDB의 수단 분담률을 고려할 때 서울, 인천, 경기도

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

의 승용차 분담률은 50%가 넘는다. “지속가능”이라는 Agenda

과 민간이 보유한 정보 개방과 공유는 빅데이터를 통한 스마트

측면에서 보면 승용차 수요 억제, 버스와 지하철 등 친환경 대

한 지속가능 교통체계의 촉매제가 되리라 본다.

중교통 수요 촉진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독립적으로

셋째,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 속에 분주하다. 이러

지방비만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이행하는 데는 한

한 빠른 움직임 속에 “자율주행”을 목표로 국내 자동차 생산기

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자체와 많

업에서 2020년까지 레벨3수준(고속도로 등에서 돌발상황시 운

은 소통을 통해 재정적, 공유적, 창의적 정책 등의 촉매제 역할

전자 개입)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플랜을 발표했다. 자율주

을 해 주어야 한다.

행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최첨단 V2X(Vehicle to Everything) 통

첫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제46조에서 대중교통이용

신환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주행상황 인지·판단 SW 개발 등

촉진, 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지원, 전환교통협약 사업, 환경친화

이 핵심이라 본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미래교통 도시에 대비하

적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기술 개발 보급사업, 보행 및 자전거 등

기 위해서는 도시마다 자율주행 환경에 대한 준비(도로 및 교통

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 등의 지속가능 교통물

시설과 행정체계 정비 등)가 필요하다.

류체계 개선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이 법

마지막으로 이동은 개개인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지속가능한

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업의 대부분을 관련 개별법에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의 성숙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의해 이미 추진하고 있고 이 법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실질

국민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 할

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지속

수 있는 제어장치가 될 만한 촉매제가 시급하다.

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의 실효성에 있어서 미온적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정량적인 결과물을

뉴질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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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교통 해외 동향
뉴질랜드 초등교,
1930년대부터 ‘교통안전팀’ 운영

‘두 바퀴 천국’ 네덜란드의 실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재생에너지 만든다

뉴질랜드 리올베이초교의 학교교통안전팀은 1930년대부터

인구 1700만명인 네덜란드에 자전거는 2500만대가 넘는다.

이어진 뉴질랜드 통학안전의 상징이다. 팀원들은 등하교 때마다

시민의 25%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며 시민 1명이 자전거로 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다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는

리는 거리는 1년 평균 1000km에 이른다. 1970년대 교통사고

다. 단순 자원봉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이다. 모든 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의 구조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꾸

전자와 보행자는 안전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면적은 네덜란드 전역에 1000에 달한다.

또한 학교교통안전팀은 주변의 도로환경 개선도 챙긴다. 웰

2014년 노르트홀라트주가 이 점에 착안해, 낡은 자전거 도로를

링턴시는 안전팀의 지적을 받고 경찰과 함께 구조개선 공사를

70m 뜯어내고 태양광 패널이 들어간 새 길을 처음으로 깔았다.

계획 중이다. 웰링턴시 지속가능교통조정관은 “학교교통안전팀

자전거 도로의 30%만 솔라로드로 만들어도 네덜란드의 전기차

은 학생이 교통안전의 주체가 되는 뉴질랜드의 오랜 문화”임을

800만대에 필요한 전기를 댈 수 있다.

강조하였다.
출처: 동아일보(2017년 12월 06일 수요일)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크롬메니에 시내에 2014년 설치된 솔라로드.
(사진출처: 경향신문)

솔라로드는 오래된 자전거 길을 교체하려는 자치정부가 도
로를 수리하려던 비용으로 기술을 연구하던 비영리 연구소와
뉴질랜드 웰링턴의 리올베이초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교교통안전팀’ 소속 어린이들이
현직 경찰관의 지도 아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출처: 동아일보)

2010년 손을 잡고 투자에 나선 경우이다. 크롬메니에 솔라로드
는 첫 1년 간 9800kWh의 에너지를 생산했고, 3년간 연구에서

특집 해외 우수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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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마다 네덜란드의 한 가구가 쓸수 있는 3600kWh의 생산 가

지할 수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도 ‘무인교통관리 시스템’개

능성이 확인됐다. 내년엔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일반도로의 바닥

방르 위해 우버와 손잡았고, 스위스의 운송회사 ‘마터넷’은 이미

에 패널을 넣어볼 계획이다. 또한 남동부 도시 우덴에선 소음차

2kg 무게의 짐을 달고 약 20km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자율비

단벽의 400m 구간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간 5m짜리 벽 68개를

행 드론을 이용해 병원과 병원 간에 혈액샘플을 운송하고 있다.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며, 여기서 40~6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

또한 2036년까지 전세계항공사가 새로 구입할 여객·활물

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태양광 발전이 가

항공기의 수는 4만여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운항하기 위해

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는 63만여명의 조종사를 추가로 뽑아 훈련해야 된다. 자율운

출처: 경향신문(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항 비행기가 완성되면 조종사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

옥상에서 ‘드론 택시’ 타고 날아서 출퇴근,
2020년 시범운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용범 미국 사무소장은 “하늘에는
교통신호나 표지판이 없는 만큼 자동차보다 무인화 기술을 적용
하기 용이하며, 도심을 나는 자율비행 택시는 제도화의 어려움
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출처: 중앙일보(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 재범률 ‘뚝’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음주운전 예방정
책이다. 미국 전체 50개 주와 특별시(워싱턴) 전역에서 시행 중
UAE 두바이에서 독일 볼로콥터사가 개발한 AAT가 시범운항 하고 있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두바이 도로교통청)

이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
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크게 얼굴인식 소형 카메라, 음

지난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선 조종사가 없는 ‘나

주 측정기, 사용기록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얼굴이 인식되지 않

는 택시’가 도심 하늘을 날았다. 2인용 자율운행 택시(AAT)가 시

거나 최초 인식 얼굴과 다른 사람이 측정기를 불면 작동되지 않

내 거주 지역인 주메이라비치 레지던스 상공을 시운전한 것이

는다. 측정준비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3~5초 숨을 세

다. 독일 볼로콥터사가 개발한 이 AAT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사

게 불고 ‘삐’ 소리 후 숨을 다시 들이마셔야지 테스트를 통과했

람 2명을 태우고 자율비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두바이 도로교통

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는 사람이 불고 있는

청은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처음 AAT를 상용화하는 도시가

지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풍선에 알코올 성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없이도 스스로 하늘을 비행하고 이

없는 공기를 넣어놨다가 측정기에 불어넣어도 소용이 없다. 기

착륙하는 ‘자율운행 비행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항공기

록장치는 운전자가 건드릴 수 없게 차량 내부에 설치돼 있다.

에 ‘오토 파일럿’ 등 자동운행 기능이 널리 쓰이고 있는 점을 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법원 결정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안하면 자율주행차보다 자율운항 비행기가 먼저 상용화가 될 것

최대 4년간 의무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설치는 법원 판결 후

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30일 안에 해야 하며, 면허정지 기간 동안 달고 있어야 한다. 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

치 및 대여비용(약 50~60달러)은 운전자 부담이다.

(수직이착륙)를 인수하고 ‘니어 어스 오토노미’(자율비행시스템)

정책 시행 후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소지자 10만 명당 음

에 거액을 투자했다. 경쟁사인 에어버스는 ‘바하나’(헬리콥터 스

주운전 적발은 2003년 809건에서 2013년 651건을 19.5%나

타일의 자율비행 수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활주로가 필요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7.2%,

없고 자율비행을 하며 자동으로 장애물이나 다른 항공기를 탐

24.3% 감소했다. 재범률 감소 효과도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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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use Mobility to Improve
Sustainability in Metropolitan Areas 국제
세미나 토론 참석

KOTI-Iran QIDCO Joint Seminar 개최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에서는 11월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Iran QIDCO Tork Nezhadh 청장, Taghizadeh-Hesary 게이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우승국 센터장은 10월 19일 국토연구

오대학교 교수, Mohan Fajelian Maskan 투자은행 Director 외

원에서 미국 테네시 주립 대학교 Christoper Cherry 교수, 캐나

4인을 모시고 이란 Qeshm 자유구역청 방문 및 공동세미나(한

다 에드먼튼 주립 대학교 Amy Kim 교수,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국 교통 발전 경험, 이런 Qeshm 지역 교통 체계 전망, Maskan

Akimasa Fujiwara 교수 등과 함께 대도시권 접근성 향상과 환

투자은행 개발 사업)를 개최하였다.

경오염 가소를 위한 공유 모빌리티 국내·외 지식 공유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제23차 기후변화총회 평가와 향후 전망 세미나
참석

제23차 기후변화총회(COP 23) 참석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12월 8일 고려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11월 11일부터

대학교 국제관에서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 정부 협상

22일까지 독일 본에서 김찬후 기후변화대사 등 협상단 등과

대표단 및 전문가 다수와 함께 COP23 평가 및 향후 전망 관련

함께 제23차 기후변화총회 정부협상단에 참여하여 제23차 기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변화총회(COP 23)에 참석하였다.

제6회 녹색교통정책포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부천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우승국 센터장은 11월 24일 본원에서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우승국 센터장은 12월 15일 부천시청

도시공간연구소 오성훈 본부장, 경기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

회의실에서 산업기술시험원 신조순 센터장, 서울연구원 유경상

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 등을 모시고 보행의 건강 증진 편익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석종수 연구위원과 함께 부천시 지속

제고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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