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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fy the contribution of high emitting vehicles to mobile emission inventories.

Analyzed emission data include NOx, HC, and CO results, which were measured through the vehicle Inspection

and Maintenance (I/M) program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high emitting vehicles were identified as the top

5% worst polluting cars of the fleet. We estimated that 5% of the gasoline passenger car fleet, which is high

emitters, generated 25.5% of NOx, 34.5% of HC, and 66.1% of CO emissions of total inventories for gasoline

passenger car fleet in year 2010. In the study, we identified that the older vehicles (older than ten years) and high

mileage vehicles (more than 120,000 km driven) comprised high emitter fleet with 70.9% and 71.2%, respectively. 

The emission contribution of high emitters became larger in younger fleet than in the older fleet. This is due to

the reduced emission rates in newly manufactured vehicles, which were developed under the more stringent

emission regulation limits. This analysis implies that high emitters could be responsible for an even larger fraction

of total vehicular emissions as more advanced technology vehicles are being incorporated into the current vehicle

fleet.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high emitting vehicles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for in-use vehicle emission

management program, such as I/M, accelerated vehicle retirement, or catalytic converter replacemen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elected program.

Key words : High emitting vehicle, Emission characteristics, Emission regulation limit, Vehicle age, Accumulated

mileage, In-us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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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고

농도 배출 휘발유 승용차의 성능 및 제원 상의 특징

을 파악하고, 배출량 기여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2009년도 도로이동오염원의 기오염물질 배출량

은 1,124천톤으로, 국내 전체 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ER, 2011). 오

염물질별 기여율에 있어서도 도로이동오염원은 일산

화탄소 (CO)와 질소산화물 (NOx) 배출량의 73.1%와

36.6%를 각각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자동차의 탄화수소 (HC) 배출량 또한 수도권 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배출량의 21.7~3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Han et al., 2006).

또한 Park et al. (2005)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오염원

별 기오염농도 기여율 분석을 통해 이산화질소

(NO2)와 입자상물질 (PM10)에 해서는 도로와 같은

선 (line) 오염원이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이고 있음

을 밝힌 바 있다. 

휘발유 승용차는 경유 차량에 비해 상 적으로 오

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등록

수의 49.6%를 차지하는 높은 점유율로 인해 여전

히 중요한 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 할 수 있다.

2009년도 휘발유 승용차의 CO 배출량은 도로이동오

염원 배출량의 37.6%를 차지하며, NOx 배출량 또한

43,839톤으로서 경유 승합차와 경유 RV (Recreatio-

nal vehicle)의 NOx 배출량을 합한 45,245톤과 등

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NIER, 2011). 

자동차의 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은 제작 연식, 적

용 기술과 같은 제작 당시의 요인과, 누적 주행거리,

운행 조건, 관리 상태 등과 같은 운행 과정 중의 요

인의 향을 받는다 (Degobert, 1995). 따라서 개별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특성은 다소간의 편차를 가

지게 되며, 이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과다한 자동차

들은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배출량 기여율을

갖게 된다. 해외의 다수의 연구결과는 배출량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소위 “Dirtiest 10%”

차량이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32~7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Mazzoleni et al., 2004;

Williams et al., 2003; Pokharel et al., 2002; Pokharel

et al., 2001; McClintock, 1999). 

이 같은 고농도 기오염물질 배출 차량 (High

Emitting Vehicle)을 상으로 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

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 (Inspection and

Maintenance Program, I/M), 노후차 조기 폐차 (Acce-

lerated Vehicle Retirement, AVR) 및 삼원 촉매식 변

환기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교체 사업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IMRC, 2011; MECA, 2009; Dill,

2004; U.S. EPA, 2002a), 고농도 배출 차량을 우선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 비 높은 편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eea et al., 2011; Eisin-

ger, 2005).

현재까지 알려진 절 적인 고농도 배출 차량 선별

기준은 없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른 나름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EPA (2002a)는 제작자동차 오

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2~3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고농도 배출 차량으로 정의하

으나, 이 기준의 적정성에 해 분석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한편, 다른 선별 기준 역시 활용 가능함을 언

급하고 있다. 

배출량 누적 분포를 이용한 고농도 배출 차량 선

별 기준은 여러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측정 상 차량군 (Fleet)의 오염물질 배출량

분포의 상위 10%에 해당되는 차량을 고농도 배출

차량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나 원격측정장비(Remote Sensing Device, RSD)

등에 의해 확보된 배출량 측정 결과를 상으로 많

이 적용되고 있다(NRC, 2001). 

그러나 국내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를 이용하여 고농도 배출 차량의 배출량 기여율을

정량화 한 결과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측

정장비를 이용하여 정 검사 배출허용기준의 150%

이상의 오염물질 농도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고농도

배출 차량으로 선별하고, 그 댓수가 전체 표본 수

의 13.9% 수준임을 보고한 사례는 있으나 (환경관리

공단, 2009), 이는 임의의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수

및 비율을 보고한 것일 뿐, 해당 차량의 제원적 특징

및 배출량 기여율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국내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는 차령 4~6년 이후 자동차부터 매 2년 주기

로 시행되는 검사이다. 2010년 검사 수는 313만

로서, 2010년 전체 등록 차량 1,794만 의 17.4%

에 이르기 때문에 (KOTSA, 2011), 배출량 누적 분포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 결과를 이용한 휘발유 승용차 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고농도 배출 차량의 기여도 분석 397

J.  KOSAE  Vol. 28,  No. 4 (2012)



를 이용한 고농도 배출 차량 선별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 검사 결과에 나타난 휘발유 승용차

의 배출량 분포를 분석하여 배출량 순위의 상위 5

~10%를 차지하는 고농도 배출 차량의 특징을 조사

하 고, 이 차량들이 전체 배출량에 미치는 기여율을

분석하 다. 오염물질 배출 특성에 미치는 연식별 적

용 기술 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상 차량을 배

출허용기준 규제 연식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배출

특성을 분석하 고, 차량 노후 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행거리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분석하

다. 

2. 연구방법

2. 1 정 검사 운전 조건 타당성 분석

정 검사 모드의 운전 조건은 40 km/h 정속 주행

조건으로서 실제 주행 조건과는 다르다. 따라서 정

검사 결과를 이용한 자동차 배출량 기여율 산정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 검사 운전 조건이 실

제 도로상의 운전 조건을 어느 정도 표하고 있는

지를 사전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차 배출가스 시험방법 국제 표

준화 작업을 위해 측정된 국내 주행패턴 (NIER,

2010a)을 이용하여 정 검사 운전 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이 결과는 소형차 8 를 이용하여 도심,

교외 및 자동차 전용도로 등 3종의 도로에서 36,000

km를 주행하며 측정한 것으로서, 차속과 차량 위치

정보가 1 Hz 단위로 저장되어있다. 

실제 도로상에서 측정된 주행패턴 결과를 차속과

차량비출력 (Vehicle Specific Power, VSP)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차속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통계량인

평균 차속은 차속이 0 km/h인 공회전 운전을 포함하

기 때문에, 정 검사 모드의 차속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출발→주행→정차”를 한 단위로 하는 소구간

주행 (Short trip)의 평균 차속을 정 검사 차속과 비

교하 다. 전체 주행결과 중 43,710개의 소구간 주행

을 추출하여 각 소구간의 평균 차속을 구하 다. 추

출된 소구간의 평균 지속시간은 도심 첨두 시간 에

39.4초, 전용도로 비첨두 시간 에는 약 6분까지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나, 정 검사 차속과 비교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비출력은 주행 중인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

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 효과적인 설명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식 (1)과 같이 정의된다(Frey et al., 2008). 차

량비출력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로는 미국

EPA의 배출량 모델인 MOVES를 들 수 있다 (U.S.

EPA, 2009). MOVES 모델은 다양한 주행 조건하에

서의 g/s 단위를 갖는 배출율을 맵(map) 형태로 정리

하여 이를 오염원 활동 시간(Source Hours Operating,

SHO)에 기초한 활동도 맵과 결합하여 배출량을 산

정하는 데, 이 때 배출율 맵과 활동도 맵을 차량비출

력 구간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r
VSP==υ·1.1a++9.81sin·arctan·mmm‚‚++0.132‚

100

++0.000302υ 3 (1)

where, 

VSP : Vehicle specific power (kW/t)

υ : Vehicle speed (m/s)

a : Vehicle acceleration (m/s2)

r : Road grade (%)

주행패턴 측정 결과의 매 초당 차속과 가속도를

이용하여 차량비출력을 구하 다. 측정 당시의 주행

경로의 도로 구배가 최 5% 이하로서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구배의 향은 제외하

다. 차량비출력을 매 1 kW/t 단위의 구간으로 구분하

여 각 구간의 도수 빈도를 조사하 다. 

2. 2 자동차 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3~2010년에 걸쳐 수도권 5개

지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성산, 강남, 인천, 성남 및

의정부)에서 측정된 1987~2008년식 휘발유 승용

자동차 758,075건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 결과

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분석하 다. 차속별 배출계수

함수를 이용한 국내의 배출량 산정 방법은 연식 구

분별 배출량 기여율 산정에 활용하 다. 하지만 현행

배출계수는 동일한 차종에 해 동일한 오염물질 배

출계수를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배출량 분포를 이용

한 고농도 배출 차량 분석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

하여 활용하지 않았다(NIER, 2010b; Ch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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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에서 사용하는 검사 모드는 가속 모사 모

드(Acceleration Simulation Mode, ASM)이다. 이 모드

는 차량이 열간 상태로 차 동력계 상에서 차속 40

km/h로 정속 주행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NOx,

HC, CO 및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를 측정하는 모

드이다. 이 때 소형차 최 도로 부하 (Road load)의

25%에 상응한 저항을 차 동력계 롤러에 부과함으

로써 비록 차량은 정속 상태로 주행함에도 불구하고

가속을 모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

2010; U.S. EPA, 2004). 

정 검사용 배출가스 농도 측정기는 표 1과 같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 승인∙정도 검사 등에 관한

고시」의 구조 및 성능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국립환

경과학원, 2010). 분석기의 농도 검출한계 이하의 측

정값은 검출한계의 1/2의 값으로 체하여 사용하

다. 

배출량 분석을 위해 정 검사의 농도 단위 측정

결과를 질량 단위로 환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

검사 모드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부피유량을 차량

중량에 한 함수로 도출하여 활용하는 환산 방법을

이용하 다 (Lee et al., 2008). 자동차 배출가스와 주

위 공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희석효과는 희석보

정계수를 이용하여 보정하 으며, CO++CO2 농도가

6% 이하인 결과는 희석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하여 사용하지 않았다(Lee et al., 2005). 

차량의 연식별, 누적 주행거리별, 배기량별 특징을

반 한 분석을 위해, 측정 결과를 구분하 다. 차량

연식의 구분 기준은 표 2에 표시한 휘발유 사용 제

작차 배출허용기준 규제 연도로 설정하 다. 배출허

용기준 값이 같은 경우라도 기환경보전법 상에 구

분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표기하 다. R7 (2009년

이후) 기준에는 “평균 배출량 제도” (Fleet Average

System, FAS)에 의해 4가지 허용기준이 공존하고 있

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인 “기준-

2”를 기록하 다. 단, 휘발유 승용차의 부분을 차지

하는 자가용 차량의 경우 차령 4~6년 이후부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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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quired specification of vehicle exhaust gas analyzer for the Inspection and Maintenance Program. 

Pollutants NOx HC CO/CO2

Principle
NDIR, NDUV or 

NDIR NDIR
Electro-Chemical sensor 

Unit ppm ppm %

Range 1~over 5,000 ppm 1~over 10,000 ppm
0.01~10% (CO)
0.01~16% (CO2)

Resolution 1 ppm 1 ppm 0.01%

Detection limit 1 ppm 1 ppm 0.01%

Repeatability Less than 2% of selected calibration span gas concentration

Table 2. Definition of gasoline passenger cars’ emission regulation stage,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and
regulation limits for NOx, HC, and CO.

Regulation Applicable 
The number of Emission regulation limit (g/km)

stage vehicle model year
registered vehicles

(2010. 11)a NOx HC CO

R1 ’87~’90 108,563 0.62 0.25 2.11
R2 ’91~’97 2,010,425 0.62 0.25 2.11
R3 ’98~’99 843,524 0.40 0.25 2.11
R4 ’00~’02 2,751,879 0.25 0.16 2.11
R5 ’03~’05 2,314,291 0.12 0.047 2.11
R6 ’06~’08 2,645,651 0.044 0.034 1.31
R7 ’09~’12 2,434,455 0.044 0.034 1.31

Total 13,108,788 

aSource :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 11)



검사 수검 상이 되는 바, 본 연구 결과는 R7 연

식 차량의 측정 결과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누적 주

행거리는 3만 km 단위로 구분하 으며, 이는 2003~

2009년 간의 우리나라 자가용 승용차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의 평균인 41 km/day를 기준으로 2년마다의

누적 주행거리에 상응한다(Korea Transport Database,

2010). 차량의 배기량은 0.5 L 단위로 구분하 다. 

2. 3 고농도 배출 차량의 선별

분석 상 차량군의 오염물질 배출량 분포를 이용

하여 고농도 배출 차량으로 선별하 다. 분석 목적에

따른 연식-주행거리 구분에 따라 상 차량군의 구

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각 분석 목적 별로 고농도 배

출 차량을 각각 선별하 다. 표성 확보를 위해 분

석 상 차량군의 샘플 개수가 100건 이상인 결과만

을 이용하 다. 

2000년 중반까지의 연구에서는 배출량 상위 10

%를 선별한 사례가 많지만 차량 연식 분포에서 최

근 연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농도 배출 차량의

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NRC, 2001)를 감

안할 때, 현재 국내 여건에서의 상위 10% 기준은 다

소 광범위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 고농도 배출 차량은 상위 5%를 기준으로 선별하

으며,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상위 10% 기준

의 향도 함께 분석하 다. 

2. 4 오염물질 배출량 기여율 분석

고농도 배출 차량의 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여율

분석은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통

제된 조건에서의 분석으로서, 연식의 향과 누적 주

행거리의 향을 각각 동일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운

행차 배출량 분포 특징과 고농도 배출 차량의 기여

율을 파악하 다. 두 번째는 연식의 향과 누적 주

행거리의 향이 모두 반 된 동일한 검사 시점의

고농도 배출 차량 기여율 분석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2010년 정 검사 결과 111,069건만을 선별하여 이

용하 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분석 상

차량군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별된 고농도 배출

차량도 서로 달라지게 된다. 

세 번째는 2010년 국내 승용차 등록 수 전체를

상으로 한 기여율 추산으로서, 두 번째 단계에서

확보된 연식 구분별 배출율과 2010년 11월 기준의

연식별 등록 수를 이용하 다. 세 경우 모두 차량

의 주행거리 (Vehicle Kilometer Travel, VKT)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차량 수의 향만을 고려한 배

출량 기여율을 산정하 다. 2009년 이후 연식 차량

은 243만 로서 전국 승용차 등록 수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 검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기여

율 분석에서 제외하 다. 

3. 결과 및 고찰

3. 1 정 검사 운전 조건 타당성

그림 1에 도로 종류별로 측정된 소구간 주행의 평

균 속도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표시하고 정 검사 차

속인 40 km/h과 비교하 다. 정 검사 차속은 도심

경로의 소구간 평균 속도인 16.5 km/h보다 높고 분

포 경향과도 오버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 검사 차

속은 교외 경로의 평균 속도인 32.1 km/h에 근접하

고, 분포의 중앙값과 제3/4분위 차속 사이에 위치한

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정 검사 차속은 제1/4분

위 차속과 중앙값 사이에 위치한다. 도로 종류별 측

정 차속을 함께 도시한 결과, 정 검사 차속은 소구

간 주행의 평균 차속 (35.3 km/h)과 분포 특성 (중앙

값과 제3/4분위 차속 사이에 위치) 모두에서 실제 주

행패턴과 근접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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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specified vehicle speed for ASM
test mode to the average vehicle speed distribu-
tions for short trips collected from three different
road typesa. 
aHollow circles denote average value.



그림 2는 1 kW/t 단위로 정의된 각 차량비출력 구

간의 상 도수 분포를 주행 경로별로 도시하고 정

검사 운전점의 차량비출력인 5.4 kW/t과 비교한 것

이다. 정 검사 운전점의 점유율은 도심, 교외 및 전

용도로에서 각각 2.6%, 4.8% 및 4.5%이며, 이는 공회

전 및 인근 역의 5.0~50.8% 다음으로 높은 수준

이다. 특히 교외 및 전용도로에서의 분포는 공회전

역을 제외하면 종 모양에 가까운 좌우 칭형 경향을

보이며, 정 검사 운전점은 그 중심부 부근에 위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운전 역을 차량비출력

기준의 1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배출량 기

여율을 분석한 미국 EPA (2002b)의 연구 결과는 정

검사 운전점의 차량비출력을 포함하는 4 kW/t 이상

7 kW/t 미만 구간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도로 주행시

의 전체 배출량 중 NOx 9%, HC 9% 및 CO 6%를 차

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위 결과로 판단할 때, 정 검사 모드는 단일 운전

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행패턴의 소구간 평균 차

속 및 주행 중의 차량비출력 분포의 표준적인 특성

을 상당 부분 반 하고 있으며, 이는 배출량 기여율

산정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충분한 수준으로 사료

된다. 

3. 2 배출허용기준 규제 연식별 오염물질 배출

특성

그림 3에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운행차의 오

염물질 배출 특성을 비교하 다. R1 (’87~’90)을 기

준으로 한 상 배출량을 나타내었으며, 누적 주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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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6만~9만km 조건에서 측정된 결과만을 선별하

다. 

NOx는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경향과 운행차의 배

출량 저감 경향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HC

는 ’87년부터 ’99년까지 (R1~R3), CO는 ’87년부터

’05년까지 (R1~R5)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HC와 CO의 배출량은 NOx배출량

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저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Ox허용기준 응을 위해 적용된 오염물질 저

감 기술이 HC와 CO의 저감에도 향을 미쳐 동반

저감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Choo

et al., 2007). 예를 들어, 휘발유 승용차 오염물질 저감

을 위한 핵심 기술인 삼원 촉매식 변환기는 NOx를

환원시킴과 동시에 HC와 CO를 산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NOx저감을

위해 촉매 귀금속 담지량을 증가시키거나 연료 공급

량 제어 시스템을 개선할 경우 HC와 CO의 저감 효

과도 함께 거둘 수 있게 된다(MECA, 2009). 

결론적으로 NOx, HC 및 CO 모두 배출허용기준 강

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며, R6 (’06~’08)의 NOx, HC 및 CO 배출량은 R1

(’87~’90) 비 각각 91.0%, 93.3% 및 89.1% 저감

되고 있다. 이 결과는 제작 연식이 자동차 배출 특성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나타내는 결과이

며, 동시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자동차 오

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3 누적 주행거리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

그림 4는 누적 주행거리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

출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연식 구분별로 뚜렷

한 배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 으므로 각 연식 구

분별로 도시하 다. 누적 주행거리는 3만 km 단위로

구분하 다. 배기량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

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 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은 증가한다. 여기에는 차량 노화에 따른 삼원

촉매 변환기의 성능 저하, 엔진 연소 성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95% 신뢰구

간 역시 주행거리 증가에 따라 넓어지고 있으며, 이

는 배출량 편차의 향과 함께 누적 주행거리가 긴

차량의 검사 수가 상 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1 (’87~’90) 및 R2 (’91~’97)

차량은 6만 km까지의 초기 주행거리에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R3 (’98~’99)부터

는 배출량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

기 주행거리의 배출량 변동성은 차량 자체의 안정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편차로 판단된다 (Bishop et al.,

1996).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 경향은 24만 km 이후

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30만 km 이후부터는 감

소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EPA (2009)

에서 분석한 운행차 검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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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terioration trends of NOx, HC and CO emission
from gasoline passenger cars according to accu-
mulated mileage.a
aError bars denote 95% confidence intervals.



HC와 CO 배출량도 NOx 배출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는 누적 주행거리에 따른 배출량

증가를 오염물질 간의 상관성 관점에서 도시한 것이

다. 연식 구분별로 배출량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동일한 연식 구분 내에서는 NOx와 HC, NOx와 CO

의 배출량 증가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연식인 R6는 다른 연식의 결

과와 정량적으로 상이한 경향을 보 으나, 이는 R6

에 한 회귀직선 산출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누적

주행거리 결과가 확보되지 않아 초래된 결과로 사료

된다.

3. 4 고농도 배출 차량의 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여율

3. 4. 1  동일한 누적 주행거리 및 연식 조건에서의

기여율 분석

그림 6(a)는 누적 주행거리가 6만~9만 km인 조건

에서 측정된 배출량 결과를 연식 구분별로 분류한

후 누적 도수 분포로 표시한 것이며, 그림 6(b)는 R5

(’03~’05) 연식 차량의 배출량 결과를 누적 주행거

리별로 분류하여 표시한 것이다. 

누적 분포에서는 다수의 차량이 낮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 적으로 소수의 차량만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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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편중 현상은 최

근의 연식일수록, 누적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배출량에 한 차량의

도수 분포가 낮은 배출량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의

미하는 동시에, 고농도 배출 차량의 높은 기여율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주는 결과이다. 

표 3은 그림 6(a)의 주요 백분위 배출율과 평균

배출율을 정리한 것이다. NOx, HC, CO의 평균 배출

율은 백분위수의 중앙값인 ‘50th’ 배출율 비 각각

1.4~3.1배, 1.3~3.5배 및 2.6~20.1배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이는 배출율이 높은 소수의 차량이 전체

평균을 상향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연식 구분별

전체 결과를 95번째 백분위 결과를 기준으로 두 그

룹으로 나누어 평균 배출율을 구한 결과, 상위 5%

그룹에 속하는 고농도 배출 차량의 평균 배출율은

하위 95% 그룹 (일반 차량)의 배출율 비 NOx는

3.8~14.5배, HC는 3.5~15.4배, CO는 12.4~51.8배

높은 배출율을 나타내었다. 고농도 배출 차량의 선별

결과, 세 가지 오염물질의 고농도 배출 특징이 언제

나 동일한 차량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확

인하 다. 

그림 7은 그림 6(a)의 분포와 표 3의 배출율을 이

용하여 고농도 배출 차량과 일반 차량의 배출량 기

여율을 연식 구분별로 산정한 것이다. 고농도 배출

차량은 수 비중이 5%에 불과하지만 배출량 기여

율은 NOx 16.5~43.3%, HC 15.4~44.8%, CO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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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로서 수 비중의 3배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농도 차량의 기여율은 최근 연식에서 더 크

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 3의 일반 차량 비 고농도

배출 차량의 배출율 비율도 최근 연식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최근 연식일수록 일반 차

량 그룹의 평균 배출율이 고농도 그룹의 배출율보다

큰 폭으로 저감되기 때문으로서, 등록 차량 중 최근

연식 차량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농도 배출 차량의

상 적인 향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운행차 검사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연식 차량이 갖는 자동차 탑재식 배출가스 자기진단

(On-Board Diagnostic, OBD) 기능을 적절히 활용한

다면 좀 더 효과적인 운행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3. 4. 2  동일한 검사 시점에서의 기여율 분석

본 분석에서는 2010년 정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연식과 누적 주행거리의 향이 모두 반 된 동일한

검사 시점에서의 기여율을 분석하 다. 표 4는 2010

년 검사 결과의 배출량 분포에서 산출한 배출량 상

위 5~10%의 배출량 기여율을 원격측정장비를 이용

하여 측정한 주요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상위 5% 차량의 기여율은 NOx 21%,

HC 30% 및 CO 58%로 분석되었다. 상위 10%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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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ercentile emission rates and average emission rates for vehicles with accumulated mileage
60,000~~90,000 km.

Emission rates (g/km)

Pollutants Regulation Percentile value Average value

stage
5th 25th 50th 75th 95th Total

Less than 95th or 
95th more

R1 0.036 0.327 0.957 2.092 3.431 1.326 1.144 4.778 
R2 0.022 0.257 0.757 1.690 2.797 1.072 0.942 3.545 

NOx
R3 0.004 0.142 0.458 1.179 2.560 0.789 0.667 3.110 
R4 0.001 0.087 0.301 0.886 2.314 0.630 0.509 2.939 
R5 0.001 0.018 0.090 0.227 1.114 0.235 0.153 1.799 
R6 0.001 0.001 0.039 0.128 0.466 0.120 0.071 1.035 

R1 0.053 0.143 0.340 0.711 1.154 0.459 0.408 1.413 
R2 0.029 0.110 0.248 0.518 0.970 0.353 0.305 1.257 

HC
R3 0.008 0.057 0.124 0.291 0.750 0.220 0.180 0.971 
R4 0.004 0.019 0.050 0.127 0.441 0.111 0.081 0.679 
R5 0.004 0.006 0.018 0.044 0.154 0.042 0.028 0.293 
R6 0.004 0.004 0.009 0.028 0.122 0.031 0.018 0.273 

R1 0.279 0.435 6.630 20.16 84.74 19.46 12.38 153.2 
R2 0.287 0.373 0.529 13.12 39.44 10.62 6.505 88.75 

CO
R3 0.228 0.375 0.507 6.513 22.52 5.878 3.205 56.67 
R4 0.264 0.408 0.511 0.633 12.58 3.555 1.213 48.05 
R5 0.281 0.433 0.561 0.657 2.140 1.456 0.557 18.53 
R6 0.277 0.441 0.602 0.727 1.083 2.121 0.596 30.89

Regul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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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mission contribution of high emitters and normal
vehicles under fixed accumulated mileage of
60,000~~90,000 km.



기여율은 해외의 선행연구 결과 비 동등 또는 다

소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오염

물질 측정 시점의 차량 운전 조건 차이와 측정 상

차량군의 연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

검사는 차량비출력 5.4 kW/t인 고정된 운전점에서의

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반면, 원격측정장

비는 0~30 kW/t 수준의 넓은 출력 범위에서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원격측정장비의 측정 결과는 상

적으로 높은 출력에서 측정된 고농도 결과를 많이

포함할 수 있다 (Bishop and Stedman, 2008). 또한 정

검사는 차령 4~6년 경과 차량들만을 상으로 함

으로써 검사 상 차량군의 평균 차령이 높은데 반

한국 기환경학회지 제2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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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mission contribution of high emitter vehicles in various studies.a

Sample
Sample mean High-emitter % of Total emissions of 

Location/year
size

model year/ selection measured sample

mean age criteria NOx HC CO

This study
Seoul Metropolitan 111,069 2000 / 10 upper 5% 21% 30% 58%

Area, Korea/2010 111,069 2000 / 10 upper 10% 37% 47% 74%

Mazzoleni et al. Las Vegas, Nevada, 
40,245 1993~1995 / 7 upper 10% 45% 42% 76%

(2004) USA/2000~2002

Williams et al. Brea, California, 
20,300 1994 / 7 upper 10% 57% 65% 72%

(2003) USA/2001

Pokharel et al. Phoenix, Arizona, 
20,800 1995 / 5 upper 10% 53% 71% 75%

(2002) USA/2000

Pokharel et al. Phoenix, Arizona, 
18,500 1994 / 5 upper 10% 49% 79% 78%

(2001) USA/1999

McClintock Denver, Colorado, 
52,500 n/a upper 10% 32% 47% 63%

(1999) USA/1997~1998

aAll previous studies used remote sens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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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원격측정장비는 신차를 포함한 도로상의 모든 자

동차를 측정 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군의 평균

차령이 상 적으로 낮다. 비록 정량적인 효과를 제시

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두 향은 고농도 배출 차량

의 배출량 기여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8은 상위 5%를 기준으로 선별된 고농도 배

출 차량과 일반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및 배기량 분

포를 비교한 것으로서, 고농도 배출 차량이 갖는 특

징적인 제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8의 x축

을 이루는 각 구분별 차량 수는 서로 동일하지 않

으므로, y축을 구분별 차량 수에 해 정규화하여

도시하 다. 그림 8(a)에서, 고농도 배출 차량 그룹의

비중은 오래된 연식 차량들에서는 높지만, 최근 연식

일수록 낮아진다. 고농도 차량 그룹 내의 연식 분포

를 보면, 차령(Age) 10년 이상인 차량이 70.9%를 차

지하고 있다. 

그림 8(b)의 누적 주행거리 분포도 이와 유사한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서는 고농도

차량 그룹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지만, 주행거리가

짧아질수록 그 비중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누적 주

행거리 12만 km 이상인 차량이 고농도 배출 차량 그

룹의 71.2%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배

기량 측면에서는 배기량 변화에 따른 두 차량 그룹

의 점유 비율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고농도

배출 차량이 특정 배기량에 집중되고 있지 않음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3. 4. 3  2010년 전체 등록차량을 상으로 한 기여율

추산

2010년 전체 등록차량을 상으로 한 기여율 추산

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산정한 정 가스 검사 결과 기

반의 배출량과 현재 국가 배출량 산정 체계인 기

정책 지원 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의 배출량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9는 두

방법으로 산출한 연식 구분별 배출량 기여율을 비교

한 것이다. CAPSS 결과는 2009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1994~2009년식 휘발유 승용차를 상으로 한

배출량 기여율로서, 활동도는 차량 주행거리와 등록

수를 사용하 다. 정 검사 결과를 이용한 기여율

은 2010년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산하 다. 기본

배출율 결과 및 접근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결과는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서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한 배출량 기여율 추산 결과가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타당성 있는 결과임

을 알 수 있다.

2010년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전국의 승용차를

상으로 추산한 고농도 배출 차량의 기여율은 그림

10과 같다. 고농도 배출 차량은 전국 휘발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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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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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the estimated inventory contribu-
tion of each regulation stage using I/M data and
Clean Air Policy Supporting System, CAPSS. 



배출량 중 NOx의 25.5%, HC의 34.5%, CO의 66.1%

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고농도 배출 차량

중 차령이 10년을 넘는 R1~R3 차량의 기여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노후차 조기 폐차 또는 삼

원 촉매식 변환기 교환 정책 등과 같은 운행차 배출

가스 관리 책 시행 시에는 이들 차량에 한 우선

적인 적용을 통해 정책의 비용 비 편익을 증 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3~2010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검사된 1987~2008년식 휘발유 승용자동차 758,075

건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고농도 배출 차량의 배출

량 기여율과 특징을 파악하 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2010년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전국의 승용차를 상

으로 고농도 배출 차량의 기여율을 추산하 다. 연구

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고농도 배출 차량은 전국 휘발유 승용 자동차

배출량 중 NOx의 25.5%, HC의 34.5%, CO의 66.1%

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고농도 배출 차량의

적은 수와 높은 배출량 기여율을 감안할 때 운행

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시행 시 고농도

배출 차량을 우선적인 적용 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 결과와 국내의 경제 사회 여건을

반 한 각 저감 정책별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누적 주행거리 6만~9만 km인 조건에서 측정된

배출량 결과를 연식 구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고농도 배출 차량의 배출량 기여율은 최근 연식 차

량군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등록 차량

중 최근 연식 차량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농도 배

출 차량의 상 적인 향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결과로서,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 정책의 수립

및 활용 시에 연식별 고농도 배출 차량의 기여도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특히, 최근 연식 차량이 갖는 자동차 탑재식 배출

가스 자기진단 (On-Board Diagnostic, OBD) 기능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운행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3)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은 제작 연식이 오래될

수록, 누적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결과적

으로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과 누적 주행거리 12만

km 이상인 차량이 고농도 배출 차량 그룹의 70.9%

와 7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본 연구에서 산정한 정 가스 검사 결과 기반의

배출량 기여율과 기 정책 지원 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을 통해 얻은 배출량

한국 기환경학회지 제28권 제4호

408 이태우∙김지 ∙이종태∙김정수

(a) NOx

E
st

im
at

ed
 i

nv
en

to
ry

 

co
n
tr

ib
u

ti
o
n
 (

%
)

0

20

40

60

80

100

E
st

im
at

ed
 i

nv
en

to
ry

 

co
n
tr

ib
u

ti
o
n
 (

%
)

0

20

40

60

80

100

E
st

im
at

ed
 i

nv
en

to
ry

 

co
n
tr

ib
u

ti
o
n
 (

%
)

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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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

High emitters Normal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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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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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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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stimated year 2010 gasoline passenger cars’
emission inventory contribution of each sources
categorized by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re-
gulation stages. 



기여율은 기본 배출율 및 접근 방법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았다. 이로서

정 검사 결과에 기반한 배출량 기여율 추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 으므로, 향후 교통 환경 정책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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