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Vol.9, No.4, pp.169-178, 2021

Research Article
pISSN : 2287-8920

https://doi.org/10.22716/sckt.2021.9.4.053

차종 분류와 주행 정보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 추정

이동규1

1신한대학교 IT융합공학부 교수

Estim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s Based on Vehicle Type 
Classification and Driving Information

Dong-Gyu Lee1

1Professor, IT Convergence Engineering, Shinhan University

1Corresponding author: dglee@shinhan.ac.kr

Received November 16, 2021; Revised December 2, 2021; Accepted December 2, 2021

ABSTRACT

지금까지의 교통 정보 서비스는 운전자들에게 도로의 소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계자료만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정보를 교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 환경 분야에 적용하여 유용한 환경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차종 분류 장치에서 나오는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 물질 배출

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차량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추정하고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

염 물질의 양을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제안한다. 배출 가스에 포함된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차량의 주행속도와 차종, 무게를 바탕

으로 차종별 배출계수를 구하고 개별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하도

록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하여 지역별/ 시간대별/ 차종별 오염 물질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교통 정보 기반의 대기 환경 정보서비스를 

구현하였다.

Up to date, traffic information service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traffic of the road to the driver, or to give only the statistical data 

for the management of the road. However, when these information applied to the field of air quality in the close relationship of these 

traffic, traffic information can provide useful atmospheric environmental Information service.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to 

calculate the pollutant emissions in the exhaust gas of the vehicle, which is the main causes of air pollution, based on the traffic 

information from the 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devices installed in road. Also we offers the information service to estimate the 

emission of pollutants in the exhaust gas of an individual vehicle and provides the amount of air pollutants caused by operation of the 

vehicle. In order to estimate the emission of pollutants contained in the exhaust gas, the vehicle running speed, type and weight of the 

vehicle is used to obtain the vehicle-specific emission factors and the pollutant emissions of the individual vehicle is calculated. Data of 

the calculated pollutant emission is processed in various forms to suit the user's needs and atmospheric environmental service was 

implemented that is based on the traffic information, which is present the regional/ hourly/ type of vehicle statistics of pollutants.

Keywords: Traffic information, Air pollutant emissions, Atmospheric environmental information, Convergence service, Emiss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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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도시의 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 현상은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환경오염 문제 중의 하나이

다. 과거에는 산업시설, 난방, 발전 등이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었으나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경제 수준의 향상은 자동차

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중 차량의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차량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 물질의 양은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주행속도, 가감속 주행패턴, 차량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차량의 

주행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을 추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대기 환

경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녹색산업에 부합하

며, 교통산업에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시스템이다. 특히 교통 측면에서 볼 때, 도로 구간

에서 발생하는 배출 가스의 양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향후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교통 운영 전략 및 교통 계획 수립에 있어

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형 도로와 같은 녹색기술 관련 정책들이 도로 부문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기술 관련 도로 운영 

정책 및 기술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로 부문에서 발생하는 차량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환경적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승용차 한 대에서 발생하는 배출 가스량은 산업 시설물 굴뚝에서 발생하는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만, 도시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수십, 수백만의 차량을 고려한다면, 승용차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

로 부문에서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인인 차량 운행에 따른 배출 가스량 분석이 필수적이다[1].

차량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도로 구간에 별도의 대기 환경 측정기기를 설치할 경우 교통량과의 연관

성을 고려할 수가 없어 그 활용범위가 떨어지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정보 수집 장치를 도로 공간의 교통 상황에 따른 환

경 정보 취득 장비로 그 용도를 확대·다양화하여 도로 교통 및 환경 정보의 융복합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교통 정보 수집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주행속도, 점유율, 분류된 차종, 차종별 수량 등의 교통 정보로부터 기존의 교

통량, 주행 상황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제공함으로써 도로 교통 정보와 대기 환경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복합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교통 정보 서비스

도로의 소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보서비스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의 정

체 상황이나 사고 유 ‧ 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행하는 차량의 교통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서 차량 검지기(Vehicle Detection System), 차종 분류 장치(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고속 축중기

(High speed Weight In Motion) 등이 도로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2.1 교통 정보의 수집

2.1.1 차량 검지기(VDS)

차량 검지기란 차량의 주행/통행 관련(교통류 특성 관련) 제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로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류 데이터

로 가공하는 HW와 SW를 뜻한다. 도로상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한 장치로 교통량, 주

행속도, 점유율, 차량 길이 등을 수집하여 관제 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관제 센터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적에 따

라 다양하게 가공하여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도로 구간의 통행 속도, 혼잡 상태, 돌발상황 감지, 기간별 교통량 자료, 교통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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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등에 이르기까지 수집된 자료를 그 응용 범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며 도로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차량 검지기는 검지 센서의 종류나 검지 원리 등에 따라 매설형과 비 매설형으로 구분되고 루프 검지기, 영상 검지기, 초음파 

검지기, 레이더 검지기 등이 사용된다.

루프 검지기는 도로 면에 매설된 루프 센서에 의하여 형성된 감지 영역을 차량이 통과할 때 자장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를 검출

하여 차량의 속도와 길이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루프 센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두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

이를 분석해 차량의 속도와 길이를 계산한다. 영상검지기는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연속된 영상으로부터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과 차량의 위치 변화로부터 속도와 길이를 측정한다. 

2.1.2 차종 분류 장치(AVC)

차량의 주행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VDS는 비접촉식 센서인 루프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으나 차

량의 길이만으로는 통과한 차량이 어떤 종류인지를 구별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접촉식 센서인 피에조 센서(Piezo Electric 

Sensor)와 루프 센서(Loop Sensor)를 함께 사용하여 차량의 길이, 속도뿐만 아니라 개별 차량의 차종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비가 AVC다. 도로 면에 매설된 피에조 센서는 차량의 바퀴 부분이 센서를 통과하면 차량의 무게에 따라 출력 신호가 달

라진다. 이 신호을 이용해서 차량의 축수와 축거, 프론트오버행(Front overhang), 리어오버행(Rear overhang)을 측정하고 각 차

종의 제원과 비교하여 차종을 구별하고 있다. 

AVC는 일반적으로 2피에조-1루프 방식의 센서 구성을 사용하며, 두 개의 피에조 센서의 신호를 이용하여 차량의 속도와 축

수, 축거를 계산하고 루프 센서는 차량의 앞 범퍼가 루프 위를 지나갈 때부터 뒷범퍼가 루프 위를 빠져나갈 때까지 신호가 검출

되므로 차량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두 센서의 신호 차를 이용해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을 구할 수 있다. 

구해진 개별 차량의 정보는 차종별 제원으로부터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가장 유사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를 토대로 차량의 속도, 도로의 점유율, 통과 차종 등의 교통 정보를 생성한다. 생성된 정보는 원격의 관리 센터로 전송되어 

교통량 파악 및 교통관리 등의 기본 정보로 사용된다. AVC는 현재 고속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각 차종의 주

행상태와 고속도로의 진입, 진출 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차종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도로의 이용 효율과 노면의 수명을 관리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차종의 구분은 건교부 제정 차량 12종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축수와 길이, 용도에 따라 12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2.1.3 고속 축중기(HWIM)

고속 축중기(High Speed Weight in Motion)는 다수의 피에조 센서와 영상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의 축중량 및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속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속 및 정지하지 않고 모든 차량의 축 중

량, 총 중량, 축간거리, 속도 및 차량 외형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중량 초과 과적 및 부피, 과속 단속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에 대한 

교통량, 트래픽 특성(시간별, 일자별), 통과 차량의 차종 등 중요 교통량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도로 유

지보수를 위한 노면 파괴 방지 및 예측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의 구성은 차량 진 ‧ 출입을 감지할 수 있는 루프 센서와 차량의 하중을 측정하는 다수의 피에조 크리스탈 센서들을 사

용하여 차량의 축 중량 및 축간거리, 속도를 측정하는 하중 감지부를 구성하며, 차량 번호판 인식 및 판독, 차량 크기 측정, 차량 

궤적 추적 등을 수행하는 영상 감지부, 과적 차량 운전자에게 과적 관련 위반사항 경고 및 추후 조치를 통보하여 과적 차량을 해

당 도로로부터 이탈 혹은 상세 과중 측정을 위해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보 표시부, 계측 차량의 각 축 중량, 총 중량, 속

도 산출, 및 차량 외형 크기(길이, 폭, 총부피)를 산출하여 도로 교통법 상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분석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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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호를 처리하여 차량의 크기 및 궤적을 추적하는 통합 계측정보 처리부로 구성된다. 또한 통신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 관제 

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축적하고 차량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능도 구현되어 있다.

2.2 교통정보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주행 차량 데이터의 가공

수집된 개별 차량의 주행 정보는 통과시간과 함께 관제 센터에 저장되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도로의 소통 수준을 판단하고 돌

발상황을 탐지하는 데 사용된다. 교통 정보의 가공은 원시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누락을 처리하고 자료의 평활화, 

시공간적 집계, 이력 자료 구축, 활용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차량검지기로부터 수집된 자료 중 교통량, 점유율, 속도 등이 기준값보다 과다 또는 과소인 경우 오류 데이타로 판정한다. 30

초 간격으로 수집된 원시 자료는 시간대별, 지점별 통행 자료로 가공하여 교통량의 이력 정보를 산출한다. 기존 이력 정보와 비

교하여 각 데이터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제어, 소통정보제공, 교통량 통계처리에 활용하고 있다.

교통 정보 서비스는 여러 가지 정보제공 매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며 인터넷망, ARS, 교통방송, DMB, 무선 통신망

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3. 대기 환경 정보 서비스

3.1 환경정보서비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공공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공되

는 환경 정보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정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기 환경 정보는 전국의 62개 시군, 236개 대기 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 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농도 등과 같은 대기 오염도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2].

대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는 단체들은 환경 측정망을 통해 직접측정 또는 센서를 이용한 측정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환

경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도시 대기, 도로변, 배경 농도, 교외 대기 등 지역별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황산가스, 이산화

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 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에 대한 농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여 

대기 환경을 예측, 평가하고 대기 보전 정책 수립, 배출량 산정 및 대기 예측 모델, 유관 자료관리 통합 및 정보 제공, 배출량 및 모

델링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다[3].

지역별 오염도, 오염원인, 환경 기준 초과 현황, 농도 경향, 기상자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사용

된다. 주로 대기오염의 총량을 예측, 관리하고 배출원 및 배출량 정보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2 차량의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차량의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

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최근 교통 및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주목받고 있다[4,6-11]. 그러나 문제의 중요

성에 반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실시간 교통류 상황과 더불어 추정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연구 및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연구는 거

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인 대기 오염 물질을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SOx), 탄화수소(HC), 입자상 물질(PM), 포름알데이히드(HCHO), 아세트알데히드(CH3CHO) 등의 61종으로 

규정하고 있다[6]. 이 중에서 차량의 엔진에서 연료의 불 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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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HC), 입자상 물질(PM),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로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

는 오염물질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대기 오염 물질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나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CO2)

도 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중요 배기가스의 하나이다.

Table 1. Emissions of air pollutants (unit: 100 tons)

오염물질 CO NOx SOx PM10 VOC

총 배출량(A) 718 1,040 433 131 873

배출량

(단위: 100톤)

교통부문(B) 68 217 67 13 16

도로부문(C) 463 322 366 13 69 

비중(%)
교통부문(B/A) 9.5% 20.9% 15.6% 33.8% 1.9%

도로부문(C/A) 64.5% 31.0% 0.1% 23.1% 7.9%

차량의 배출 가스량은 차량의 중량과 사용 연료의 종류, 주행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차량의 중량이 큰 차량일수록 배기량이 크

기 때문에 배출 가스량이 많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형차는 소형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하의 운전이 요구되므로 

연소온도가 높아 산화질소의 배출량이 많다. 그러나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는 배출농도가 부하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차량 

중량이 큰 자동차가 많이 배출한다. 또한 엔진의 구조와 사용 연료, 운행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주행모드에 따라 배출되는 배기

가스의 비율이 달라진다[7]. Table 2와 같이 가속 시에는 기관의 부하가 증가하여 연소온도가 높아지게 되며 산화질소의 배출량

이 증가한다. 감속의 경우 불 완전 연소로 인해 탄화수소의 농도가 증가되나 배기가스의 양이 적게 되어 탄화수소의 배출량은 그

다지 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양은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주행속도, 차량의 무게에 영향을 받

게 된다.

기존의 대기 환경 정보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에 따른 배출가스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등록된 차종별 차량 대

수로부터 배기가스의 총량을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차량의 주행 특성과 차종, 차량의 무게, 차량별 배출 계수를 활

용하여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양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시간별 배출량의 분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개별 차량의 교통 특성에 따른 배출량의 차이를 규명하여 교통 정책의 개선에 따른 대기오염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

록 한다.

Table 2. Percentage of pollutants in exhaust gas according to driving mode

조건 CO HC NOx

공회전 25% 15% 0%

가속 40% 40% 60%

정속 30% 35% 40%

감속 5% 10% 0%

계 100% 100% 100%

4. 교통 ‧ 대기 환경 융복합 시스템 구성

도로 교통 정보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발전된 배기가스 산출 모형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개별 차량의 교통류 상태와 결합시켜 배출가스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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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량 측정 장비에서 측정한 교통 정보로부터 개별 차량의 운행 패턴과 교통류의 특성 변화를 추출하고 이러

한 변화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여 대상 지역의 대기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차량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 장비에서 

주행 차량의 속도, 차종, 무게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종 분류 장치(AVC)에서는 주행속도, 점유율, 차종에 대한 정

보를 측정할 수 있으나 주행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속 축중기(HWIM)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AVC에서도 피

에조 센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센서의 출력신호와 차량 무게의 상관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차량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4.1 주행 차량의 교통 정보 추출

교통 정보의 추출은 차종 분류 장치를 사용하며 도로에 매설되어있는 두 개의 피에조 센서와 한 개의 루프 센서로부터 검지되

는 신호를 분석하여 교통량 정보를 추출한다. 기존의 차종 분류 장치에서는 통과 차량의 차종, 주행속도, 점유율을 구할 수 있으

나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는 없었다. 고속 축중기에서는 여러 개의 피에조 센서의 신호를 분석하여 차량 중량을 제공하고 있으

나 설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제한적인 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차종 분류 장치에서 사용하는 피에조 센서의 신호

를 분석하여 차량의 중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차종 분류 장치의 피에조 센서의 출력신호로부터 중량을 측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량 측정에 영향을 

주는 속도, 현장 특성에 의한 센서 상태 등의 환경 변수를 알고리즘에 적용해야 한다.

중량과 속도 및 현장 센서 상태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테스트 차량의 중량과 속도에 따른 센서의 출력 신호사이의 상

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에조 센서 출력값을 살펴보면 주행속도가 증가할수록 파형 폭은 좁

아지고, 하중이 무거울수록 최댓값은 높아진다. 따라서 피에조 센서 신호를 이용해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호 파형의 면

적과 최댓값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환경 변수로는 속도와 현장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신호의 시작점에서 종료 점까지 샘플링된 수집데이터에 대한 면적계산은 다음 식 (1)과 같이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샘플 번호이다. 계산된 파형의 면적과 최댓치을 이용하여 다음 식 (2)로부터 축 하중을 계산한다.

  
 ×××  (2)

여기서,   : 축 하중,   : 차량 속도,   : 센서 폭,   : 최대치,   : 교정계수, A : 신호면적

차량의 중량과 센서의 출력전압을 매칭 시켜 차종별 평균 출력전압(mV값)을 만들어 차량이 주행하면서 센서를 밟으면 평균 

mV값과 비교하여 차량의 중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개별 차량 배출가스 산출 방법론

구간별 교통의 흐름과 차종에 따른 배출가스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차종별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차량의 주행거리와 차량

의 무게별 가중치를 이용해서 일정한 구간을 주행했을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계산한다. 차량의 배출가스 중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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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영향이 큰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입자상물질(PM)등의 배출량을 계산한다.

배출계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직접 측정법이나 물지 수지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계산 수치로 

연소 과정에 부산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배출계수는 단위 활동(연료소비량, 제품생산량, 소각량 등)

에 대한 평균 배출량을 의미한다. 차량의 배출계수는 속도에 대한 함수식으로 결정되며 1KM주행 시의 배출량을 의미하며 또한 

배출가스의 종류와 차종, 사용 연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 그러나 같은 차종일지라도 엔진의 배기량이 클수록 배출량은 많

아지며 화물이 적재되어있는 경우, 고부하 운전으로 인해 총 배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주행 중인 차량의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

으므로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여 배기량에 대응하는 가중치로 환산한다.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양한 인자들이 있으나, 활동데이터(Activity Data)와 배출계수 등의 한계로 

인해 차종, 연료 종류, 속도, 무게를 고려하여 식 (3)과 같이 배출 가스별 배출량을 산정한다[8-10].

  


××  (3)

  : 배출량(kg)

  : 주행거리(km/대)

 : 배출계수(kg/km)

 : 차량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연료 종류(휘발유, 경유, LPG 등)

 : 주행속도(km/h)

 : 차량의 무게별 가중치

건교부 고시 12종 차종 구분법에 따라 각 차종별 배출계수의 평균값을 종별 배출계수로 사용하며 검지기가 설치된 구간 사이

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가정한다. 연료의 종류는 1종의 경우 휘발류라고 가정하였고 대부분의 화물차는 경유를 사용하

므로 3종 차량 이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가정한다. 2종의 대형버스의 경우 도심과 고속도로를 구분하여 도심에서는 

CNG 연료를 사용하고 고속도로의 경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각 종별 대표 무게를 정하고 이 무게와 같

을 때 무게별 가중치를 1로 하며 무게가 무거울 때 가중치를 1보다 크게 하여 차량의 배기량이나 화물 적재로 인하 배출가스의 

증가를 반영한다. 주요차종에 대한 배출계수는 Table 3과 같으며 배출계수는 주행상태에 따라 같은 차종에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Table 3은 고속도로에서 80km 정속주행 할 때의 배출계수를 나타낸다.

Table 3. Emission factor when driving at a constant speed of 80km

차종 CO HC NOx CO2

승용차 0.018 0.016 0.024 123.2

버스
중형 0.015 0.013 0.005 215.9

대형 0.032 0.027 0.049 1165.5

트럭

소형 0.020 0.016 0.024 123.2

중형 0.028 0.024 0.005 262.5

대형 0.036 0.027 0.049 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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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정보 기반 대기 환경 정보서비스

교통량 조사 시스템의 차종별 교통 정보와 교통량 정보를 기반으로 외부 기관의 환경 정보를 연계하여 차량별, 시간별, 일별 

배출량의 변화를 제시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구축 된 AVC 시스템에 배출계수 산정 테이블과 통과 차량의 속도, 차종에 따른 배출계수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5

분, 15분, 1시간 동안의 교통량 수집 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기온, 기후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보정을 하여 서비스 유형에 맞도록 정보를 가공, 저장한다. 이로부터 차량 별 환경의 영향도와 시간대별/ 지

역별 환경 정보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일자별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한다.

Fig. 1의 과정을 거쳐서 저장된 대기 환경 정보를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환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로 별 오염물질 배출량

-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 시간별/일별/월별 누적 배출량

- 지역별/시간대별 총 배출량

-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른 총량과 추정 농도치

- 도로변의 오염농도 추정치

Fig. 1. Process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based on traffic information

5.1 자료 분석을 통한 배기가스 배출 분석

송파IC와 하나IC에 설치된 차종 분류 장치로부터 취득된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된 대기 환경 정보를 추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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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차종별 점유시간 및 연료 분표

차종별 점유시간이 많은 것은 해당 차종의 통행량이 많다고 유추되며 이를 통한 차종별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

출량도 파악할 수 있다. Table 4는 주행차량중 사용 연료별 비율과 측정된 차량수를 나타낸다. 이 구간은 1종 차량의 통행량이 매

우 많음으로 인하여 휘발유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이 파악 가능하며 단, 미세 먼지(PM)의 영향은 0에 가까울 것이란 것을 배

출계수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2와 Fig. 3은 송파IC에서 서하남IC 구간에서의 계산된 차종별 점유시간과 사용 연료의 분포이다.

Table 4. Distribution of fuel types between Songpa IC and Seohanam IC

구분 차량수 비율

경유 225 45%

휘발유 271 55%

계 496 100%

 

Fig. 2. Occupancy time by vehicle type between Songpa IC 

and Seohanam IC

Fig. 3. Distribution of fuel types

5.1.2 나. 차종별 속도와 배기가스

Fig. 4는 차종별 속도 분포이고 첨두시간 10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송파 구간의 1종의 통행량이 많은 반면 정속 주행(100km)

은 50%로 과반수이나 상대적으로 과속주행도 약 30%의 비율이다. 1종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대체로 급가속을 통한 배기

가스의 누출이 적은 반면 경유를 사용하는 2~12 종의 차량은 과속을 주로 하여 NOx 와 CO2의 배출이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

다. Fig. 5는 한 달간 모든 차종에서 배출된 배기가스의 종류별 총배출량 추정치이다.

 

Fig. 4. Driving patterns by vehicle type Fig. 5. Total emissions by exhaust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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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교통량 조사 장비에서 수집된 교통 정보로부터 차량의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배출계수를 

구하고, 개별 차량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의 발생량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 오염원의 오염물질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다양한 대기 환

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시간 교통량 정보와 오염원의 배출 정보를 융합하여 지점

별, 구간별, 시간대별 대기 환경 정보를 유관기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로상의 대기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의 도로별 대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적으로 구축된 ITS의 활용도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

고, 환경 정보 융합을 통해 교통 상황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교통 정책의 수립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융복합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도출된 환경 정보와 실제 대기오염 농도의 합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한 오염물질 외에 다

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오염물질과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며, 발생한 오염물질의 대기 확산 모델을 규명하면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와 대기 순환 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예측치와 실제적인 측정값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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