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1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 오세찬,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담당 최서영 ☎729-3165

협조부서 - -

협력체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민참여 홈페이지, SNS 등 웹소통, 공고, 우편(안내문 발송)

□ 정책목표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활성화하여 대기질 개선

□ 개    요

  ❍ 사업대상: 차량등급제 기준 5등급차량 19,900대 중 경유차 14,000대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사업내용: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 지원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6개월 이상 차량 소유,

              관능검사 적합등 일정요건 충족 경유차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별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70%

               (단, 상한액 적용: 3.5톤 미만 300만원)

  ❍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   간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19년 연  간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20년 연  간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21년 연  간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22년 연  간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023년이후 지  속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및 사업 홍보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3~2027)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4,276 15,234 19,042 1,242 6,200 4,500 4,100 3,000

국비 17,138 7,617 9,521 621 3,100 2,250 2,050 1,500

도비 3,826 2,397 1,429 93 465 338 308 225

시비 13,312 5,220 8,092 528 2,635 1,912 1,742 1,275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100 지원계획 수립

폐차 보조금 지원
7월 계획 수립

지원 대수 2,483대 100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계속 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 대수 4,987대 100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계속 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액 상향
(최대 165만원⇒300만원)

지원 대수 2,838대
100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계속 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 대수 1,375대 100

2022년
(3월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계속 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 대수 20대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월말)
비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11,354대 2,483대 4,987대 2,838대 1,375대 20대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7. 31.: 지원계획 수립
  - 2,483대 지원
  - 대당 최대 165만원 지원

-

2019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4,987대(대당 최대 165만원 지원) -

2020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2,838대(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1,375대(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022년
(3월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20대(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 연계사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4개 지점
9대 설치

센터
 시청 서관 8층 
 통합관제센터

복정동
서울→성남방향

(성남대로)

수진2동
서울→성남방향
(분당수서간도로)

구미동
용인→성남방향

(성남대로)

분당동
광주→성남방향

(서현로)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월말)

계 90 30,720 15,234 82 15,547 1,221 7,718 3,885 2,662 61

국비 95 16,320 7,617 92 8,740 610 4,165 2,331 1,597 37

도비 91 3,492 2,397 77 1,098 92 579 291 133 3

시비 82 10,908 5,220 71 5,709 519 2,974 1,263 932 21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단속시스템(CCTV) 구축을 통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 계절관리제 등 운행제한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조기폐차 유도

 ❍ 장애인 및 보훈차량 등 운행제한 제외 대상에 대해 저공해조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명령

□ 기대효과 

❍ 노후 경유차 운행차량 감소를 통해 미세먼지 주 배출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대기질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