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1부터 울산광역시 전역에서

자동차공회전이 제한됩니다.

-  중점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경고없이 과태료(5만원) 부과 -

1. 울산전역은 공회전 제한 장소입니다.

2.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1.2016. 7. 1.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2.공회전 제한 장소(울산전지역)에서는 
경고 후 단속 실시합니다.

공회전 제한 장소

공회전 발견 즉시 단속

1.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회전은 5분까지는 
허용됩니다.

2.대기온도가 0℃이하 이거나, 30℃이상 일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회전 허용시간 및 온도

1. 5분을 초과하는 공회전 차량을 신고하시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신고방법은 인터넷(환경신문고), 전화(국번없이 128)로 가능
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 차량 시민신고

  
  

  
  

  
  

  

 
 
 

  

 

  

 
사전 경고
없이 단속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 정문

  

함께하는 청렴실천 다가오는 투명사회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공회전 차량 발견

5분초과
공회전 차량
신고

포상금
지급



아직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십니까?

승용차는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승용차의 공회전

•최초 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하십시오.
요즈음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괜찮습니다.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은 불필요합니다.
재시동시에는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2분 이상 주·정차시에는 시동을 끕시다.

경유차는 어느 때나

5분 이내에 출발해도 됩니다.

승합, 버스, 화물차의 공회전

•최초 시동시 겨울철에도 5분 이상 불필요합니다.
대형이나 소형, 경유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재시동시에는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2분 이상 주·정차시에는 시동을 끕시다.

환경보전과(052)229-3182~3186

공회전은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킵니다.

내차가 10분간 공회전하는 순간

승용차의 경우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더 소모됩니다.
오존과 매연 등이 두배 더 배출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시 과태료 부과

울산시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 정차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안하면

연간 승용차의 경우 11만 3천원, 경유차의
경우 24만2천원을 절약할 수 있고 대도시
오존과 매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안하면 자동차배출가스 발생이 줄어서

대기 환경개선과 호흡기 등 각종 질병이 예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