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대기환경 개선 주요대책 개요
(2019년 12월)

□ 대기환경 현황
○

대기오염 현황

- 파리시와 인근 도시를
포함하는 일-드-프랑스
지역의 대기환경 상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개선되었음.
- 하지만, 미세먼지(PM),
미세먼지(PM) 일평균 법정기준 초과 환경 주민수

이산화질소(NO),
오존(O), 벤젠(CH) 등
5가지 주요 환경오염 물질은
법령에서 정한 환경기준1)을
초과하고 있음.
► 특히 미세먼지(PM)와
이산화질소(NO)는 지속적으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논란이 되고

출처 : https://www.airparif.asso.fr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PM의 경우,
도로 주변지역에서 목표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일평균
기준(50µg/㎥, 1년에 35일 이상
초과할 수 없음)을 초과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1) 프랑스 환경기준은 EU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환경법’ 명령을 통해 명시(관련 기준 별첨 1 참조). 기준(Limit
Value), 목표기준, 정보제공 및 권고 기준, 경보 기준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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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은 천만명의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목표기준(연평균 :
10µg/㎥)을 초과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산화질소(NO)은 도로
주변지역의 경우 연평균 기준
(40µg/㎥)의 2배에 달하고, 주민
130만명(파리시민의 경우 약 절반)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오존(O)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목표기준(연평균 : 40µg/㎥)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교외나 농촌지역의 경우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벤젠(CH)은 도로주변 지역에서 목표기준(연평균 : 2µg/㎥)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제공 및 경보를 발령한 사례는 12건(정보제공 3일, 경보 3일, 오존경보
6일)으로 이의 절반은 PM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프랑스 하원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매년 약 4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주요 오염원은 자동차와 난방으로, 2012년 기준 두 오염원이 차지하는
배출량이 일-드-프랑스 지역 PM의 3/4, PM.의 절반이상을 차지

ⅹ

- 자동차의 경우, 일-드-프랑스 지역 질소산화물(NO )의 56%, PM의
35%, PM.의 28% 배출
► 파리시로 한정하면,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라고 하며,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량의 95%는 디젤 엔진으로부터 나온다고 함.
► 자동차 오염물질 중 엔진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60%, 브레이크, 타이어, 도로
마찰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40%를 차지한다고 추정

ⅹ

- 난방 관련 배출량은 일-드-프랑스 지역 질소산화물(NO )의 18%,
PM의 26%, PM.의 39%를 차지
► 난방 연료 중 목재 소비량은 5%에 불과하나 주택난방 미세먼지(PM)의 9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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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 관리체계
○

대기질 감시기관

- 대기질 감시기관으로 ‘대기질감시중앙연구소(LCSQA2))’와 ‘프랑스 정부 인가
대기질 감시 협회(AASQA3))’가 있음.
► LCSQA는 프랑스 환경부에 의해 인가받은 기관으로 대기질을 감시하고 대기질
지수를 계산하여 공개
► AASQA는 각 레죵(Region)마다 하나씩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는 AASQA에
대기질 감시와 공개에 관한 권한을 위임. 파리시가 속한 일-드-프랑스
레죵에는 AIRPARIF가 있음.

- AIRPARIF는 독립된 기관으로 약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파리시, 일-드-프랑스 레죵 등), 기업, 소비자협회 등의 단체
대표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
► 주요 기능은 대기질 측정, 오염 예보, 저감조치 평가, 오염정보 공개 등임.
► 연간 예산 7백만 유로, 60개 대기질 측정소, 대기질 실험실 등 보유

○

대기오염 정보제공

- 대기오염은 대기질 지수(ATMO)를 산정하여 공개
► 대기질 지수(ATMO)는 인구 10만 이상의 지역에서 측정된 오염으로부터
산정하며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황(SO₂), 오존(O₃), 미세먼지(PM)
농도가 사용
► 대기질 지수(ATMO)는 1부터 5(청색부터 적색)까지의 수치로 표시

- ATMO 지수는 레지옹별 감시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
► 일례로 일-드-프랑스 레죵의 AIRPARIF는 대기질 지수(ATMO) 예보를 매일
오전 11시에 게시하며, 오후 5시에는 오전에 대한 통계치가 게시. 이와 함께
방송, 일간지, 전광판 등을 통해 정보제공
2) LCSQA : 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a Qualite de l’AIR
3) AASQA : Agreees de Surveillance de la Qualite de 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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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경보발령

- AIRPARIF는 매일 대기오염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전달. 특히 권고수준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고 있음.
-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드-프랑스 광역도(Préfecture, 국가기관,
수장은 Préfet)에서는 권고 또는 경보를 발령
단위 :

µg/㎥

NO₂

O₃

SO₂

PM

권고 및 정보제공

200

180

300

50

경보

400

360

500

80

► 권고 : 경보 이전에 상황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발효. 민감 체질의 시민들에
대해 오염수준을 알리고 권고
► 경보 :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이 발생시
발효. 차량 운행 제한, 대중교통
티켓 할인 등 경감조치 시행

〔2019년 권고(15) 및 경고(1) 횟수)

- 권고 및 정보제공 발령시 일상 환기 유지, 간선도로 통행 피하기,
도보·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공유, 전기 등 저공해 차량 이용, 목재
난방 사용 자제 권고
- 경보 발령에 따라 교통이동 관련 규제 조치 시행(파리 경찰 프레페 권한 보유)
► 최대 허용 시속에서 20km/h 감속
(고속도로 130km/h ⇒ 110km/h, 110km/h ⇒ 90km/h, 90km/h ⇒ 70km/h,
외곽순환도로 60km/h로 10km/h 감속)
► 배기가스등급별 차등 운행 제한 : 2019.8.25. 프레페 조례로 Crit’air 등급외 및
5, 4, 3등급 차량 A86 고속도 내부(파리와 근접지구) 운행 금지, 1~2등급 및
0등급(전기차, 수소차)은 정상 운행, 1일 동안 668건 적발 68~135유로 범칙금
부과됨
►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조치도 병행 : 주거 지역 공공(노상) 주차장
무료로 전환, 벨리브(공유자전거) 1일 이용권 무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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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시 대기환경 개선대책
○

파리시 대기환경 개선목표

- 파리시는 세부적인 목표로 2020년까지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수를 전체의 10% 이내로 하고, 2024년까지는 법정기준을
모두 준수토록 설정하였음.
- 장기목표로 2030년까지 인간과 식생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수준인 WHO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PM : 연평균 40µg/㎥(200µg/㎥ 1시간 초과) / PM. : 연평균
20µg/㎥(50µg/㎥ 3일) / NO : 연평균 10µg/㎥(25µg/㎥ 3일) / O : 8시간
연속 100µg/㎥ / CH : 연평균 2µg/㎥(법정기준, WHO 별도기준 없음)

○
①

주요 개선대책4)
차량 운행 제한(ZFE) 프로그램

- 공해 배출이 심한 노후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여 질소화합물 및
미세먼지(PM)를 줄이고, 저탄소 및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대체 목표
※ ZFE : Zone à faibles émissions(배기가스 저방출 지역)의 약자
► Crit'Air라 불리는 스티커 부착과 함께 일정 등급 이하 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Crit'Air라 불리는 스티커 부착 제도는 프랑스 환경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파리시는 2017년 1월부터 평일 주간동안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일반 차량에 대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 스티커는 6가지 색깔로 구분. 전기차량은 녹색, 화석연료 차량은 노후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눴으며, 오래된 차일수록 숫자가 높아지게 되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5등급 스티커 부착차량은 2017년 7월부로 주간동안 도심 운행이 금지

4) 프랑스 행정체계에서 파리시장의 대기오염 감시 및 규제와 관련된 권한은 간접적임. 대기오염 감시기관 운영에 대한 직접
권한이 없고 대기오염 경보도 국가 임명직인 프레페 권한임. 대중교통에 관한 권한도 광역 자치단체인 레지옹 의장에게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시는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해소문제를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규제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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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적으로 운행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4년에는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 중단,
2030년에는 화석연료차량 진입 금지를 목표로 설정
► 2019년 7월부터 ZFE 적용 지역이 파리시 및 그랑파리 지역으로까지 확대됨

②

대체 교통수단 개발

- 자전거와 보행자 공간 확충(Plan Vélo와 Plan Piéton)
►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동-서, 남-북, 센 강 등 3개 자전거 고속도로 / 양방향
자전거존 / 1만개의 자전거 주차장(‘14년 이후) 확보 /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 구매 지원 / 벨리브(공유자전거)의 메트로폴 전역 확대 등

센 강 자전거 고속도로

자전거 도로 계획(붉은 선은 자전거 고속도로)

► 보행자 공간 확대 : 센 강 좌안(2012)·우안(2016)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 / 월
1회 차 없는 날로 정해 샹젤리제 등 주요 도로에 차량 운행 금지(2016~) /
파리중심(1~4구)을 교통존을 만들어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는 계획 검토(2020)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 편의 제고
► 버스전용차로 연장 지정, 외곽순환 트램 노선 연장(T3b 노선), 버스 노선
재구조화(5개 신규노선, 278개 정거장 추가, 도로정비공사 109곳),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예 : 승용차 이용자가 자가 운행 대신 대중교통 월정액권
구입시 일부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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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및 공유 교통수단 확대
► 외곽순환도로 파리 진입 지점 부근 카세어링 주정차 존 신설
► 청정에너지 (전기, 수소, 천연가스) 충전소 확대, Autolib 서비스 중단(‘18년)에
따른 대체 민간 전기차 공유서비스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파리시
1,000여개, 민간 270개, 민영 지하주차장 등) 및 설치희망 주택조합 재정 지원,
Utilib’(유티리브, 소형∙미니 트럭) 공유임대 서비스 추진

③

외곽순환도로 환경 개선

- 하루 약 120만대가 통행하는
외곽순환도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해(소음, 대기)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프로젝트 시행(‘18),
현행 고속화도로에서 도심대로로
변경할 것을 제안
- 주요 제안사항
► 순환도로에 자율주행차량, 공유 차량 및 무공해 차량 전용 노선 설치
► 편도 3차선으로 균일화, 속도제한 변경(70km/h ⇒ 50km/h), 3.5톤 이상
대형트럭 운행 금지 등

- 현재 진행 중인 조치
► 신축 건물방향 조정으로 건물내 공해(소음, 대기) 유입 최소화
► 건물 환기장치에서 공기흡입구를 오염원과 멀리 두어 설치
► 순환도로 쪽에 기술설비, 사무공간 배치 및 주거공간은 반대방향이나
도로로부터 격리된 지역으로 배치 등

④

난방 보일러 개선

성

러 개선 지원

- 그랑파리 차원에서 Air-Wood 기금 조 (2020), 목재 난방보일

류

러 중앙난방 시스템을 지열, 바이오매스와 같은 저공해

- 유 (등유) 보일

난방시설로 전환 권고 및 세제 지원
► 2018년 외부전문기관에 파리의 난방체계 분석용역 실시, 유류(등유) 보일러
중앙난방의 완전한 대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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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관련 특별 규제

학교 주변 차량운행 최대 30km/h로 속도 제한
- 학교 주변 도로변 장애물 설치로 주정차 원칙적 금지
-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실내 대기질 점검 프로그램 진행, 추후
초등학교, 중학교로 확대 진행 예정
-

⑥

실내 대기질 향상

층 다중이용시설 실내 대기질 점검 – 2014~2017년 사이 일제점검
진행(우선 순위 : 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 ⇒ 시설운영 주체의

- 민감계

정기적인 환기 및 환기장치 정기적 청소

복 택 실내 대기질 향상 공사비 지원, 개인의 주거 및 업무 공간의
경우에도 실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진(CMEI, 실내환경
의료지원팀) 방문 서비스 제공

- 사회 지주

⑦

각종 실험 시행(사회단체나 민간기구, 연구소 등 연계)

h Bloomberg 및 Respire협회 연계, 시내 탁아시설에 마이크로
계측장치 설치(2019년 9월)

- Mic ael

► 연간 측정값과 Airparif 제공 거시측정값과 상관관계 연구

k

- Pollutrac

► 2018년부터 진행중인 실험으로 Enedis(전기회사)나 기타기관 업무용 전기차 약
400여대 지붕에 레이저 이용한 PM2.5 계측장치 탑재 파리 전역에서 업무
수행시 지속적 계측 진행(1일 2백만 계측 진행)
► PM2.5 미세먼지 관련 Airparif 거시계측 보완 및 도심 미세먼지 분포 상세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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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lab(Airparif 기획 대기질 실험프로젝트), Airlab(Paris&Co 기획
프로젝트) 등 지원

신호등 없는 로타리, 공해제거 포석도로, 공해제거 벽 등 시내 도로정비 사업
시 다양한 실험 진행
- 나무 등 식재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실험(‘19~’22)의 파트너로 참가
-

⑧

시청 직원 등 참여 유도

-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이용 직원에 운행

km 단위로 수당 지급

- 시청내 화석연료 업무차량을 전기 및 천연가스 차량으로 점진 교체

격 택
격
- 집기, 자재 공공구매 시 유해 및 공해 물질 함유상품 최소화
- 구내식당 외주업체 배달 최소화
- 원 (재 )근무자 확대(2019년 1,500명 원 근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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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기오염 물질 기준5)〉
오염물질

기준

목표 기준

권고·정보제공 기준

연평균 : 40µg/m3

시간당평균 :

시간당평균 :

3시간 연속 400µg/m3

200µg/m3, 1년에

초과

이산화질 18시간 이상을
소

경보 기준

초과할 수 없음.

시간당평균 :

연평균 : 40µg/m3

200µg/m3

(NO2)

전날 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다음날 이
기준치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00µg/m3

연평균 : 40µg/m3
PM10

일평균: 50µg/m3,

일평균 : 80µg/m3
연평균 : 30µg/m3

일평균 : 50µg/m3

1년에 35일 이상
초과할 수 없음
PM2.5
벤젠
(C6H6)

연평균 : 25µg/m3

연평균 : 10µg/m3

연평균 : 5µg/m3

연평균 : 2µg/m3
일일 최대 8시간

모든 시민의 보건을

평균치로 산정한 건강

위한 경보 기준치

보호를 위한 기준치 :

시간당 평균 : 1시간당

1년 동안 120µg/m

오존
(O3)

3

240µg/m3

5월부터 7월 8시부터
20시까지의

단계별 긴급대책 실행을
연평균 : 80µg/m3

위한 경보 기준치,

AOT40으로 산정한

시간당 평균:

식물 보호를 위한

-1단계: 3시간 연속

기준치 :

240µg/m3 이상

6,000µg/m3‧h

-2단계: 3시간연속
300µg/m3 이상
-3단계:

5) 참조 : https://www.airparif.asso.fr/en/reglementation/normes-franca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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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µg/m3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 비교〉

PM2.5 연평균 현황(ug/m3, 2016, 도시별 데이터를 지역단위로 모델화)
〈유 럽〉

〈동아시아〉

출처 : http://maps.who.int/airpollution/

〈대도시별 미세먼지 현황 비교〉

주: 2014년을 기준으로 하되, 동경은 2012년 런던은 2013년 자료임.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Global Urban Ambient Air Pollution Database, 2016.

※ 국회예산정책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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