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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전세계적인 문제이

다.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

에 따라 각종 국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UN기후변화협약에

이어 교토의정서, 최근으로는 파리협약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도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정하여 목표를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대비 37%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현재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기초 작업이

중요하다. 이 단계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

다. 그렇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6

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CO2)외에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가 이에

해당하는 6대 온실가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도로부문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

경로자료를 통해서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산정을 진행하였다.

DSRC 자료는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이 RSE 검지기가 설치

된 지점을 통과할 때 기록된 자료이다. 자료의 구성은 차량의 지

점 통과시간과 대상 차량의 이동경로 등을 알 수 있게 이루어져

있다. 이 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구간의 차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구간의 평균속

도를 배출계수식에 적용한 후 나온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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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험을 통해 제

시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계수식에 따르면 속도가 낮을 경우

배출 원단위가 급격하게 높은 값을 가지며 속도가 높아질수록 그

변화폭이 줄어들게 된다. 즉 평균 속도를 적용하면 속도가 낮은

부분의 높은 배출량을 고려하지 못하여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간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가 아닌 개별

차량의 속도를 각각 적용해 고려하지 못하던 문제인 속도가 낮은

차량의 높은 배출 원단위의 문제와 속도가 높아져 임계점을 지나

높아지는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배출량

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개별차량을 통해 배출량 산정의 진행을 할 경우에도 문제

가 남아있다. 차량의 검지기와 검지기 사이의 구간의 속도를 산출

할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구간에서 구간으로 차량이 통과할 때 차

량의 속도가 60km/hr에서 80km/hr로 변하는 급격한 변화를 가질

경우 차량의 가속 및 감속에 따른 속도 변화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 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공간분

할해서 배출량 산정을 진행하여 나온 배출량의 분산값의 편차 및

배출량의 편차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적정 간격을 구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적

절한 간격은 500m로 산정 되었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때 진행

할 간격은 200m가 나왔다.

주요어 :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의 적정 구간, 개별차량 기준 배출량 산정

학 번 : 2017-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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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인 온실가스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중

요하다. 지구역사 50억년동안 기온의 상승은 자연현상이 원인이고

인간이 미치는 영향은 미세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의 발생이 기온의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온실가스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 국가들의 행동으로 각종 국제 협약이 진행되었다. 최초로 1992

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UN기후

변화협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비부속서Ⅰ국가에 속한 국가

로 협약상 보고서 제출 등의 일반적 의무만 가진 상태로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지니지 않았다. 이 협약에서부터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

다. 그 후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2005년 2월 발효가 되었

다. 교토의정서는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

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수치를 약속한 조약이다. 하지만 교토의정

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1위국과 3위국인 중국과 인도에게 개발

도상국을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2위인 미국도 경제적인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자 전세계적으로 협

약의 효과가 미비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이어 2011년

캐나다는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러시아, 일본도 2012년 이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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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배출 억제 의무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의미가

크게 위축되었다. 최근에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정은 지구온난화 책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무감축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개도국에서 벗어나 온

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 중에서 에너지 관련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업

공정이 8% 농업이 3.19% 토지이용이 부문이–6.88%를 차지한다.

수송부문은 그 중 에너지 부문에 속해있는데 에너지 부문에서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배출량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감축목표 37%를 발표하였고 수송부문의 감축

목표는 14.6%로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이 필요하다.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하구조, 기상조건 , 차량특성, 운전

자 특성, 연료특성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고 이동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이 쉽지 않다. 이를 분

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 개별차량의 속도 및 거리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한 자료는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몇몇 주요 도로구간에 한정하여 수집된다. 과거에 배

출량 산정방법은 당시 가용 기술의 한계를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CAPSS 시스템은 시도별 주요링크를 대상으

로 교통량을 수집하는 링크에서 차량 주행거리를 직접 산출하고

수집하지 않는 곳은 차량주행거리를 추정한 뒤에 배출계수를 활용

해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차량의 속도를 기준

으로 배출원단위를 적용해서 배출량의 산정을 진행한다. 이 방법

은 기존의 배출량 산정 방법에 비해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배출량을 산정하는 적절한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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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한다. 향후 기술의 제약이 허물어져 도로부문에서 개별차량

의 속도 및 주행거리 data를 수집하게 되면 차량의 이동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전체통행을 알 수 있기 때

문에 링크의 길이가 아닌 기준이 되는 거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 기존의 링크의 차량을 일평

균 교통량을 통해 구하는 방법과 개별차량으로 진행했을 때 나오

는 큰 차이를 제시하여 기존 방법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고 차량

의 GPS 데이터 및 미래에 수집할 정밀한 차량 데이터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적정 거리 설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다.

2. 연구 수행절차

본 연구에서는 전국 도로망에 적용이 가능하면서 기존 배출량 산

정방법보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방식인 개별차량의 속도기반 배출

량 산정 방법을 사용한다. 제시할 방법론에 앞서 배출량 산정을

진행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사용할 배출계수식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 및 국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방법들을 살

펴보고 IPCC가 제시한 Tier1 ∼ Tier3 방법론에 대하여 확인한

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간통행속도와 다음 지역의 구간

통행속도의 속도차이를 고려하여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기본 구간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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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의 고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차량의 배출계수식에 관련된 연구다.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물질은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

산화질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배출물질들은 차량의 속도에 따

라 다르게 배출되며 이에 따른 배출계수식을 실험으로 구하는 연

구들이 있다.

두 번째로 배출계수식을 통해 구한 배출원단위를 활용하여 배출

량을 산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국내외의 기존의 배출

량 산정 방식을 다루는 연구들과 차량의 상태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및 각종 data를 통한 배출량 산정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1. 온실가스의 정의

온실 가스(greenhouse gases, GHGs)는 지구의 지표면에서 우주

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지구 표면의 온

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정 기체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된 모든 기체가 이에 해당한다. 온실가스의 종류

는 이산화탄소(CO2)외에 메탄(CH4), 염화불화탄소(CFCs), 아산화

질소(N2O), 사염화탄소(CCI4), 수화불화탄소(HFCs), 수화염화불화

탄소(HC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다양한 온실가스 중에서 도로부문에서 주로 배

출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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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배출계수

1) 국내

현재 국내에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할 때

이용하게 되는 배출계수식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보전정책지원

시스템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표 Ⅱ-1>의 배출계수식을 이

용하여 배출량 산정을 진행을 한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차종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등록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차종,

연료의 배출계수식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Ⅱ-1>

와 같이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 79.6km/hr 트럭

의 경우 65.4km/hr의 속도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속도에

서는 배출량이 낮아지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배출량이 점점 증

가한다. 하지만 버스는 임계점을 가지지 않고 배출량이 점차 줄어든

다.

<그림 Ⅱ-1> 차종별 속도에 따른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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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메탄(CH4)의 배출량을 나타낸<그림 Ⅱ-2>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이산화탄소(CO2)의 경우와 똑같이 79.6km의 속도

에서 임계점을 가지며 속도가 증가하고 임계점을 경계로 배출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버스와 트럭의 경우 임계점을 가지지 않고 배출

량이 점차 줄어든다.

<그림 Ⅱ-2> 차종별 속도에 따른 CH4 배출량  

차종별 아산화질소(N2O)의 배출량을 나타낸<그림 Ⅱ-3>을 살펴

보면 트럭의 배출량이 79.6km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차속이 증가

함에 따라 배출량이 줄어들다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와 승용차의 경우 임계점을 가지지 않고 배출량이 점차 줄어

든다.

보통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은 차속이 낮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배출량이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표 Ⅱ-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계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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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온실가스의 경우 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줄어들던 배출량이

속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게 된다.

<그림 Ⅱ-3> 차종별 속도에 따른 N2O 배출량 

차종 차종 연료 속도 배출계수식

승용차　

승용

경영

(승용

휘발유)

CO2
79.6km/h 미만 y = 900.6x^(-0.54)

79.6km/h 이상 y = 1.493x – 26.28

CH4
79.6km/h 미만 y = 0.063x^(-1.39)

79.6km/h 이상 y = 4E - 0.5x – 0.002

N2O - y = 0.006x^(-0.91)

버스

시내

버스

(CNG)

CO2 - y = 6338x^(-0.63)

CH4 - y = 37.84x(^-0.58)

N2O - y = 0.126x(^-0.82)

트럭

소형

화물

(경유)

CO2
65.4km/h미만 y = 932.6x^(-0.4626)

65.4km/h이상 y=1.2158x^(1.1317)

CH4 y = 0.0349x^(-0.6406)

N2O
79.6km/h 미만 y=0.1298x^(-1.0902)

79.6km/h 이상 y=3E-06x^(1.3719)

<표 Ⅱ-1> 국내 이동오염원의 온실가스 배출계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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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모델로 미국 환경청

(EPA)의 MOBILE에서 MOVES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MOVES는 배출물질 연구의 필요성의 대두로 모델링방법의 개선

을 위해 기존에 있던 MOBILE 6에서 개발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대기질 모델들과의 연계 및 GIS시스템의 기능도 포함

되어 국가 배출량 산출, 지역별 배출량 산출, 수송 시나리오 평가,

주요 수송경로 및 도로 교차점 배출물질을 분석하는 것 등을 목적

으로 가진다.

3) 유럽

유럽에서는 COPERTⅢ 모델 등을 이용하여 배출계수를 차종 및

다양한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다. 차종에 따라 분류가

되며 엔진 베기량에 따라 배출계수식이 분류되며 ‘EURO1’에 대해

<표 Ⅱ-2>과 같이 산출된다. 차속의 범위가 5km이상에서 130km

까지 적용되며 엔진배기량 1.41, 2.01을 기준으로 배출계수식이 분

류된다.

오염

물질

엔진배기량

(CC)

차속범위

(km)
배출계수식 

CO2

CC<1.41

5-130

9.846-0.2867V+0.0022V^2 0.133

1.41<CC<2.01 9.617-0.245V+0.0017285V^2 0.145

CC>2.01 12.826-0.2955V+0.00177V^2 0.159

NOx

CC<1.41

5-130

0.5595-0.01047V+10.8E=05V^2 0.122

1.41<CC<2.01 0.526-0.0085V+8.54E-05V^2 0.0772

CC>2.01 0.666-0.009V+7.55E-05V^2 0.0141

VOC
CC<1.41

5-130

0.628-0.01377V+8.52E-05V^2 0.207

1.41<CC<2.01 0.4494-0.00888V+5.21E-05V^2 0.197

CC>2.01 0.5086-0.00723V+3.3E-05V^2 0.0433

<표 Ⅱ-2> gasoline passenger cars in EURO1 배출계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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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연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6)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부

문별로 배출원과 연료별 산출식과 배출계수, 개선계획 , 재계산, 소

비량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inventory 작성 및 배출계수 개발, 환

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8)에서는 실험자료를 기반으로 도로이

동오염원에 대하여 Tier 1, 2, 3의 목표 온실가스인 CO2, CH4,

N2O에 대한 차종별 속도에 따른 배출계수 산출식을 제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 국립환경과학원, (2007)에서

는 차종별 배기량별로 연식에 따른 속도별 오염물질 배출량

(g/km)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오염물질은 휘발유와 LGP의 경우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VOC(휴발성 유기탄소)로 경

유의 경우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VOC(휴발성 유기탄

소) PM(미세먼지, Parti- culate Matters)로 구분하고 있다.

자동차 온실가스 Bottom-up 배출계수 개발 보고서(2009)는 국립

환경과학원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시험대상 차종

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차량별 자동차등록대수 자료

를 토대로 시량점유율이 높은 차량모델 중 점유율이 80%이상 되

는 차종을 대상으로 시험차량을 선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배출가

스 시험방법으로는 차량동력계 시험방법이 시행되었는데 차량동력

계는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정지, 가속, 정속, 감속 등

을 반복하는 과정을 대표화한 실측 주행모드를 사용하여 모사 주

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부하를 걸어주는 장치이다. 이 실험을

통해 차종별 배출계수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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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실험

차종 연료 배출계수 산출식

승용차　 휘발유
65.4km미만 Y=1555.5×V^(-0.578)

65.4km이상 Y=0.0797×V + 144.19

버스 경유 - Y=5019.8xV^(-0.5582)

화물차 경유　
65.4km미만 Y=1135.2×V^(-0.4668)

65.4km이상 Y=2.2307×V + 25.76

<표 Ⅱ-3>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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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진행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

는 차량 주행거리와 속도 자료이다. 국내 차량주행거리는 교통량

기반인 실측 차량주행거리와 비 교통량 기반인 비실측 차량주행거

리가 모드 산정되고 있는데 지자체 도로의 교통량의 부재로 도로

별, 도로유형별, 차종별 차량주행거리 산정이 어려우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도 어렵다. 따라서 국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교통량 기반의 차량주행거리에 대한 수집

이 필요하다. 거기에 현재 실측 차량 주행거리를 통해 산정하는

방법도 링크의 일평균 교통량에 링크의 일평균 차량의 속도를 통

해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진행하기에 구간의 각각 차

량들의 속도에 대해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

5판), (2009)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물질로 CO2(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제시하였고 차종별(승용차, 소형버스, 중형버스, 대형버스, 소

형트럭 , 중형트럭 , 대형트럭) 속도별(10∼100km/h)로 원단위

(g/km)를 제시하고 있다.

김운수(2001)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

실가스로 지정한 CO2,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

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중 CO2, CH4, N2O를 대상으로 총량

적으로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였다. 서울시의 부문

(난방, 산업, 발전, 수송 등)별 에너지 소비량을 서울시지역총생산

(GRDP)을 이용하여 회귀식으로 예측하는데 IPCC에서 제시한

Guideline(1996)의 Tier 1방법을 이용하여 대상 온실가스의 총량을

예측할 때 수송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99.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승도(2008)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산정 원칙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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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배출량 구축 순서, 배출량 산정방법으로 정리하였으며 배출

량 산정에 대한 질문을 3가지 낸 후 답을 제시하였다.

CAPSS모형_01.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2013)

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배출원 분류체계를 엔진 가열 , 엔진 미가열 , 휘발유 증발 배출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시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천연가스 보급현

황, 전국 택시 대수, 자동차 주행거리, 고속도로 구간정보 , 배출가

스 저감장치 부착현황 등에 대해 다루었고 부문별 산정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림 Ⅱ-5> 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흐름 



- 14 -

① 엔진가열(Hot-start) 배출량

일반적인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을 뜻한다.

배출량(차종, 도로) = 배출계수(차종, 도로) x 주행거리(차종,

도로)

① 엔진미가열(Cold-start) 배출량

자동차 냉각수 온도가 C 이하일 때로 정의하며, 엔진가열

(Hot-start)배출량 외에도 추가적인 배출량을 유발한다.

     · ·  · 

     차종의엔진미가열배출량
  차종의 엔진또는촉매이하온도상태의주행거리분율
  차종의총주행거리
   차종의엔진가열상태에서의배출계수
     차종의엔진가열상태대비엔진미가열상태에서의배출비율

③ 증발 배출량

증발 배출은 휘발유 차량의 운행에 따른 휘발유의 증발에 의한

배출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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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종의증발손실에의한배출량
  차종의휘발유사용차량등록대수대

  금속탱크를가지고있는휘발유차량의일중배출량
   휘발유차량의일중and배출량
    휘발유차량의일중배출량
   에의한휘우차량의일중배출대

     · ·
   · ·  

    · ·

   ·   · 

  휘발유차량의비율
  가열엔진상태로끝나는의비율
  미가열엔진상태로끝나는의비율
  일평균통행횟수   ·

    의평균배출계수
   휘발유차량의평균 배출계수
  차종의연간총주행거리
  차종의대당평균연간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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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희(2017)는 기술을 발달로 교통량 기반 전국 차량주행거리

산정을 위한 기술이 구현되고 검증됨에 따라 이를 지속 가능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산정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또한 배출량

산정에 있어 향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스템 구현

을 위한 기능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차량주행거리

산정시스템 현황 및 기능 요구사항을 정리하였고 교통량기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어서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CAPSS 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기존 배출량 산정은

매년 개별 링크에 대한 일평균 교통량 값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

존 오염물질 배출계수의 다양한 변수들과 연계되거나 세분화된 배

출량으로 산정되지 못하고 단일 링크 단일 배출량으로 산정되고

취합되어 시군별 일평균 배출량으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기존 교

통량 추정 시스템은 전국 시군구 단위의 매크로한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적절한 구성을 가지지만 개별 링크별 세부 차종 등 상세

정보에 기반한 마이크로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개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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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립환경과학

원(2009)

문헌명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수정․보

완 연구(제5판)

참고내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물질 중 CO2(이산화탄소에

대해 배출량을 제시

・차종별로 속도별 원단위를 제시

국립환경

과학원 (2016)

문헌명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참고내용 ・국내 온실가스 배춘부문별로 전체적으로 표현

김운수(2001)

문헌명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참고내용

・서울시를 대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지구온난화를 발

생시키는 온실가스중 CO2, CH4, N2O를 대상으로 총

량적으로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IPCC의 Tier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

국립환경

과학원(2008)

문헌명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inventory 작성 및 배출계

수 개발

참고내용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하여 IPCC의 TIer 1, 2 , 3의

목표 온실가스에 대한 차종별 속도에 따른 배출계수

산출식을 제시

김승도(2008)

문헌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참고내용
・배출량 산정 원칙 ,배출원, 배출량 구축 순서, 배출량

산정방법으로 정리

국립환경

과학원(2013)

문헌명 CAPSS모형 01.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참고내용

・배출량 산정방법을 배출원 분류체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제시

홍다희(2017)

문헌명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론 체계화 연구

참고내용

・기존의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제시

・기존 배출량 산정 방식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주행속

도와 교통량 자료의 수집을 필요성을 강조

국립환경

과학원(2009)

문헌명 자동차 온실가스 Bottom-up 배출계수 개발 보고서

참고내용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자동차를 차량동력계 실험을

통해 각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식을 제시

<표 Ⅱ-4>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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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연구

Rakha et al.(2000)은 차량의 순간 차속에서 주행상태(순행, 가속,

감속)에 따른 연료소모량과 연소율에 따른 CO2 배출량 행태를 도

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미환경청(USEPA)의

MOVES(MOtor Vehicle Emission Simulator)는 대표적인 미시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 배출가스 시뮬레이터이다. MOVES

는 다양한 차종, 운전상태 , 도로의 기하구조상태 , 노면상태 , 교통운

영조건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차량의 배출가스를 미시적으로 평가

하도록 개발된 분석도구이다.

Lin et al.(2009)은 대만의 타로코 국립공원과 세피아 국립공원

등 5곳의 국립공원의 운송부문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6년까

지의 CO2 배출량을 구하였다. Bottom-up방식을 적용하여 기존보

다 유의미한 배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관광

객의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로를 수정하여 CO2 배출량을 줄여 관

광객으로 인해 생기는 CO2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Liao at al.(2009)은 활동 기반 배출 모델링을 사용하여 트럭 운

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배를 통해 운송하는 방

법과 비교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장거리 트럭 운송을 운송 수단으

로 대체하는 것이 해상 연료의 효율성으로 인산화탄소 배출을 상

당히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Hanet at al.(2012)은 하이패스 장착차량과 비장착 차량의 요금소

이용시 차량궤적을 미시적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추출

된 자료와 MOVES의 배출가스 모형을 이용하여 GHG 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전자요금징수체계(ETCS)의 GHG 배출량 감소효과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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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 at al.(2007)은 1990년부터 2002년 동안 독일, 일본, 한국 및

대만 고속도로 차량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요인의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해 Divisia 지수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CO2 배출의

요인으로 배출 계수, 차량 연료, 차량 소유, 인구 집중 및 경제 성

장을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경제와 자동차의 소유의 급증이 CO2

배출량의 증가에 가장 기여했다는 결과를 내었다.

Fan at al.(2015)은 베이징에서 급속한 개발과 도시화 과정에서

운송 부문의 탄소배출의 잠재적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탄소 배출

량을 제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에너지 구조, 에너지 집약

도, 단위당 매출 회전율 , 운송 강도, 경제 성장 및 인구 규모가 탄

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GFI 모델을 구축하였다.

첫째로 운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의 주요 요인은 경제성장 , 에너지

집약도, 인구 규모가 크다는 것과 둘째 운송 강도가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을 억제해 배출량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명확하

지 않다는 것을 도출해냈으며 도로 부문에서 탄소 배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차 개발 촉진, 민간 차량의 증가를

제한 및 대중교통의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결론을 내

었다.

Kan at al.(2018)은 차량의 GPS의 빅데이터 분석이 에너지 소비

및 배출량의 양과 분포에 유용하다고 보고 GPS 샘플 데이터를 기

반으로 차량이 이동할때와 정지할때의 분석을 통해 차량의 에너지

소비 및 배출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차량의 시공간 경로를 만들고 움직이는 매개 변수를 추출 후

각 시공간 경로에서 이동과 정지할 때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제안

된 방법으로 각 구간별로 연료 소비량을 산출했을 때 추정 정확도

는 88.6%를 보였으며 연료 소비 패턴 및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연

료 소비와 도로망에서의 차량 활동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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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IPCC guideline에서 제시

된 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 산출 방법과 활

동도 자료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방법(Tier, COPERTⅢ 등)을 선

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COPERTⅢ(Computer programme to calculate emissions from

road transport)방법은 Tier1방법과 유사하며 차종별로 계산된 연

료 사용량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한 후 보정을 수행한다.

○ COPERTⅢ 산출식


  

×





jm : 연료 m을 사용하는 차종 j

ECORR
i,jm : 차종 jm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I의 수정된 배출량

E CALC
i,jm : 차종 jm의 계산된 연료사용량에 기초한 오염물질 I의 배출량

FC STAT
m : 연료 m의 실질적인 연료사용량(휘발유, 경유, LPG)

∑FC CALC
m : 연료 md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의 계산된 총 연료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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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적용방법 활동도데이터 배출계수

오스트리아 Model NS CS

덴마크 COPERT Ⅲ NS Corinair

핀란드 IPCC Tier 2 NS CS

프랑스 Model NS Model

독일 IPCC Tier 1 NS CS

그리스 COPERT Ⅲ NS Corinair

아일랜드 IPCC Tier 1 NS CS

이탈리아 COPERT Ⅲ NS,AS CS

네덜란드 IPCC Tier 1 NS CS

스페인 COPERT Ⅲ NS,IS CS

스웨덴 IPCC Tier 1 NS CS

영국 IPCC Tier 3 NS CS

<표 Ⅱ-5> 유럽의 국가별 도로부분 CO2 산출방법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미국의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CO2 배출량은 IPCC의

Tier 1부터 3까지의 방법중 Tier 1을 활용하고 있고 CO2를 제외

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의 연료와 운송수단의 종류별 활동량

추정치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추정한다. 대체연료차량의 배출량은

차량주행거리와 차종별·연료별 배출계수에 기초를 두며 비고속도

로 차량의 경우 연료소비량에 연료별 배출계수를 곱하여 추정하고

뉴욕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CACP(Clean Air

and Climate Protection)소프트웨어와 MOVE2010을 활용한다.



- 22 -

○ 배출량 모형

   × 연비 × 

Emisson : 배출량

VMT : 차량주행거리

Fuel연비 : 평균연비

EF : 배출계수

a : 연료종류(경유, 휘발유, LPG 등)

b : 수송수단(승용차, 버스, 트럭 등)

새로운 연구결과와 시험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출계수 및 활동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의 경우 차종과

(vehicle category) 운전조건(travel mode)등으로 구분하여 이로부

터 수집된 차종별 연료소비량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Vehicle Type Fuel

Passenger Car Gasoline, Diesel, AFVs

Light-Duty Trucks Gasoline, Diesel, AFVs

Heavy-Duty Trucks Gasoline, Diesel, AFVs

Buses Gasoline, Diesel, AFVs

Motorcycles Gasoline

<표 Ⅱ-6> 미국의 CO2 배출량 연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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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p

1

차종, 연료 및 연식별 주행거리 산출

(Determine Vehicle M iles Traveled by Vehicle Type, Fuel

Type, and Model Year)

St ep

2

적용기술에 따른 주행거리 배분

(Allocate VMT Data to Control Technology Type)

St ep

3

차종, 연료, 적용기술에 따른 CH4, N2O 배출계수 산출

(Determine CH4, N2O Emission Factors by Vehicle, Fuel

and Control Technology Type)

St ep

4

차종, 연료, 적용기술에 따른 CH4, N2O 배출량

(Determine the Amount of CH4, N2O Emitted by Vehicle,

Fuel and Control Technology Type)

<표 Ⅱ-7> 미국의 수송부문 CH4, N2O 배출량 산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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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Rakha(2000)

문헌명

Requirements for evaluating traffic signal control

impacts on energyand emissions based on

instantaneous speed and acceleration

measurements

참고내용
・MOVES의 미시적 방법론을 통해 차량의 순간 차속

에서의 배출량을 산정

Lin(2009)

문헌명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ransport in

Taiwan's national parks

참고내용
・차량의 이동경로를 수정하여 CO2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

Liao(2009)

문헌명
Comparing carbon dioxide emissions of trucking and

intermodal container transport in Taiwan

참고내용

・장거리 운송의 경우 트럭의 운송보다 해양의 운송이

해양 연료의 효율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

I.J(2007)

문헌명

Decomposition and decoupling effects of carbon

dioxide emission from

highway transportation in Taiwan,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참고내용

・Divisia 지수 접근법을 채택하여 CO2 배출 요인들

에 대해 분석하여 경제와 자동차 소유의 급증이 CO2

배출량의 증가에 가장 기여한 결과를 제시

Fan(2016)

문헌명
Decomposition analysis of energy-related carbon

emissions from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Beijing

참고내용
・GFI모델을 통해 도시화 과정에서 운송부문의 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여 제시

Kan(2018)

문헌명
Estimating Vehicle Fuel Consumption and Emissions

Using GPS Big Data

참고내용

・GPS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이 움직일때와 정

지했을 떄의 차량의 에너지 소비 및 배출량을 정확하

게 추정

<표 Ⅱ-8> 해외 연구



- 25 -

3. IPCC Guideline

1) IPCC의 Tier 방법론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가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

하여 산정하고 있다. 2006년 IPCC 지침은 가장 기본적인 Tier 1

방법론에서 가장 세부적인 Tier 3 방법론까지, 세 가지 수준의 산

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

분

Tier 방법론

Tier 1 Tier 2 Tier 3

단계

1

연료별 총 연료

사용량 조사/예측

차종별

연비식(km/년)산출

차종별 차속별

배출계수(g/km)

산출

단계

2

연료 배출계수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

차속별

교통량(km/년)

비율에 의한 연료

사용량 추정

차종별

교통량(km/년)

단계

3

차종별 등록대수

비율을 이용한

차종별 배출량 추정

차종별 배출량 산출 차종별 배출량 산출

<표 Ⅱ-9> Tier 1, 2, 3 방법론의 수행과정

세가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해 간단히 분류하자면 첫

째 Tier 1 방법은 에너지부문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동일하며, 기

초자료가 미비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고 두 번쨰 Tier 2 방법은 연

료소비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배출계수 적용이 가능한 방법, 세 번

째 Tier 3 방법은 연료소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Activity(활동

도) 결과(주행거리, ton/km)와 연료 혼합비율 등의 자료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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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배출량 산정방법 및 고려

항목 자료는 <표 Ⅱ-10>과 같다.

구분 계산방법 고려 항목

Tier 1

= ( l×tonC/TOE×산화율)×44/12

- l :연료소비량(TOE로환산)

- tonC/TOE : 탄소배출계수

- 산화율 : 석유제품(0.99), 가스

(0.995)

* 차종별, 연식별, 구분시 등록대수

이용

- 연료

- 차종별 등록대수

Tier 2

= 차속별 교통량(km/yr)/연비(km/ l)

→ 연료소비량

= ( l×tonC/TOE×산화율)44/12

- 연비 : 차속별 연식별 연비계산

- 차종

- 연료

- 배출제어기술

- 차종별 등록대수

Tier 3

= 배출계수(g/km)×주행거리(km/yr)

- 배출계수 : 차속별

- 주행거리 : 차속별

- 차종

- 연료

- 배출제어기술

- 도로조건

- 주행거리

- 차종별 등록대수

<표 Ⅱ-10> Tier 방법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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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er 1 방법

2006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은

충분히 입증된 국가별 방법이 없는 경우, Tier 1, 2, 3 방법 중

Tier 1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배출량 모형

 


 × 

Emission(Kg) : 배출량(CO2, CH4, N2O)

Fuel : 연료소비량 (TJ)

a : 연료종류(경유, 휘발유, LPG 등)

배출계수와 관련된 기초자료 확보가 불가능할 때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산출방법으로 총 배출량은 해당 국가의 연료 형태별 소

비총량을 추정하여 Tier 1 방법은 국가차원의 배출량 산정과 같

은 거시적 측면에서 사용되지만 실제 발생되는 배출량 산정에 사

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무연탄 LNG LPG

톤/천TOE 791.3 820.6 845.7 883.4 1,122.1 640.6 720.1

<표 Ⅱ-11>  IPCC에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배출계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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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CH4(메탄) 0.837 0.209 0

N2O(아산화질소) 0.025 0.025 0

<표 Ⅱ-12> 수송부문 CH4, N2O 배출계수             
(단위 : ton/천TOE)

(2) Tier 2 방법

Tier 2 방법은 Tier 1 보다 활동자료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Tier 2 방식은 차종별 연비를 고려하여 연료의 소

비량을 산정한 후 산정된 연료 소비량을 바탕으로 Tier 1 방법과

동일하게 연료별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보통

국가 배출계수(연료 소비량을 차종 및 배출제어 기술에 따라 계

산)를 사용하며 총 배출량은 연료종, 차종, 배출저감장치를 고려하

여 산정한다.

○ 배출량 모형

 


×

Emission : 배출량(CO2, CH4, N2O)

Fuel : 연료소비량 (TJ)

EF : 배출계수(Kg/TJ)

a : 연료종류(경유, 휘발유, LPG 등)

b : 수송수단(승용차, 버스, 트럭 등)

c : 배출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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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er 3 방법

Tier 3 방법은 실제 활동도를 반영한 방법으로 기술이 발달된 선

진국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다. 차종별 평균이동거리에 따른

차종별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 배출량 모형

  


×

Emission(Kg) : 배출량(CO2, CH4, N2O)

Fuel : 연료소비량 (TJ)

EF : 배출계수(Kg/TJ)

a : 연료종류(경유, 휘발유, LPG 등)

b : 수송수단(승용차, 버스, 트럭 등)

c : 배출저감장치

d : 운전조건(도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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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론

1. 방법론의 개발 방향

1) 방법론의 개요

현재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의 산정에 있어 주요 입력값 중 하

나는 차량의 속도이다. 차량의 속도자료는 평균속도를 이용하고

있다. 평균차량속도는 집계과정에서 개별차량 속도의 특성이 상쇄

됨으로 정확한 도로이동오염원을 추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차량의 속도는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이 혼재된 상태에서 저속차량의 배출량은 저평가 된다.

속도에 따른 차량의 배출원단위는 통행속도가 감소할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기존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소추정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정밀한 온실가스 배출

량을 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간평균속도 대신 각 개별차

량의 속도를 배출계수식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

론을 고속도로 구간에 적용하여 기존방법의 산정결과와 비교를 통

해 과소추정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합리적인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보다 합리적인 배출량 산정을 위해 개별

차량의 통행경로를 추가로 고려를 한다. 배출량 산정에 개별차량

의 속도를 기준으로 진행을 할 때 이전구간에서 다음구간으로 배

출량 산정을 이어나갈 때 개별차량의 구간평균속도가 구간 사이에

서 연속적이지 않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A구간에서 차량의 속도가 60km/h였는데 다음구간에서 80km/h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다. 속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가속을 통

해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속도는 그 과정에서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가속과 감속까지 고려하기 위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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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개별차량의 구간평균속도를 연결하여 배출량의 산정을 진행

한다. 기존의 방법은 검지된 총 차량의 공간평균속도를 입력변수

로 구간의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본 연구의 방법론은 관측한 개별

차량의 속도를(급간별 오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급간

분석 후 적용할 예정 약 7%미만) 입력변수로 통행경로를 따라 차

량의 가·감속을 고려하여 산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날 것으로 여겨진다. 개별차량의 속도를 연결할 때 일정한 간격으

로 구간을 나누어 산정을 하는데 이 간격에 변화를 주며 최적의

구간 거리를 구해서 개별차량 속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적정 구간거리를 구한다. 이 기준을 구하기 위해 구간을 일정 간

격들로 구분하여 배출량 산정을 진행한 후 구간별 배출량의 분산

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2)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의 한계점

차속에 따른 CO2배출량(g/km)은 <그림 Ⅲ-1>에서와 같이 차속

이 증가함에 따라 음지수적(negative exponential)으로 감소한 후,

임계속도이상에서 다시 증가한다. 따라서 평균속도(예, 50km/hr)

을 적용할 경우 CO2 배출량은 과소 추정된다.

<그림 Ⅲ-1> 속도에 따른 배출원단위(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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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차량의 속도기반 배출량 산정 방법

기존의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속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차량의 속도에

기반된 배출량 산정을 진행한다.

1) 대상 구간의 차량별 주행속도 산정

 ∈


×

  차량의주행속도

  구간진출시간sec
  구간진입시간sec
  구간의거리

각 구간별 속도를 산정하기 위해 구간 거리()를 진출시간()

과 구간 진입시간()을 통해 차량의 구간 통과시간을 구한 값으

로 나누어 주행속도를 산정해 개별 차량의 속도DB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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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1일간 시간 경과에 따른 개별차량의 속도 

2) 기존 배출량 산정 방법

기존에 구한 차량의 속도 DB의 개별차량의 속도를 활용해서 구

간별 공간평균속도를 산출하고 이를 각 차종별 배출계수식에 적용

하여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산정한다.

 







⋯









× ×  총배출량기존

  구간의공간평균속도
  차량의주행속도
  총교통량총표본수

 
속도에대한배출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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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면 저속 차량의 높

은 배출량과 고속 차량의 낮은 배출량을 고려하지 못한 배출량 산

정이 진행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3) 개별 차량의 속도기반 배출량 산정

도로구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한 각

구간의 개별차량별 평균속도를 배출계수식에 적용하여 각 개별차

량의 배출량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기존 배출량 산정의 낮은 속도의 배출량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를 개별차량별로 배출계수식에 적용을 하면 문제점인 저속과 고속

차량의 차이가 큰 배출량을 고려한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  구간의총배출량


 




  배출원단위

  개별차량
  개별차량의총표본수
  구간의거리
  개별차량의속도


 차량의속도에대한배출원단위

각 개별차량 i 의 속도 를 배출계수식 e에 적용한 값을 구하여

총 교통량인 n대의 배출량을 합산하고 그 값에 거리 d를 곱하여

총 배출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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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의 속도변화를 고려한 배출량 산정

<그림 Ⅲ-3> 차량의 구간별 속도 

1) 속도 변화를 고려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

개별차량의 속도를 배출계수식에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을 진행하

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차량의 공간평균속도

를 사용하기에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림Ⅲ-3>을 보면 rse1부터 rse5까지 구간에 따른 차량의 속도

를 구했을 경우 90, 81, 100.6, 96의 구간평균속도가 나오게 된다.

구간 통행에 있어 차량의 속도는 한번에 바뀌는게 아닌 가속 및

감속을 통해 천천히 변화가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DSRC 자료는 구간 내 차량의 연속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즉, 정해진 구간 사이에 선형 혹은 시그모

이드 함수의 형태를 가정하여 구간 사이에 가·감속은 1회만 발생

하였음을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GPS 와

같은 Floating 자료는 차량의 연속적인 통행흐름을 단기(0.3초)단

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차량의 행태를 관찰할 수 있어 보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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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량의 가·감속행태를 반영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Ⅲ-4> 차량의 속도를 선형으로 연결  

배출량 산정은 <그림 Ⅲ-4>과 같은 형태로 보면 되는데 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각 구간의 중간점을 연결해서 구간의 공간을 분

할하여 배출계수식에 적용하여 가속 및 감속으로 인한 배출량의

변화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진행한다.

<그림 Ⅲ-5> RSE 구간을 100m 간격으로 나누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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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는 개별차량의 구간평균속도를 100m간격으로 공간

분할한 그래프로 각 RSE구간의 거리에 비례해 100m 막대 그래프

의 개수가 증가한다. 기존의 구간평균속도로 배출원단위를 산정하

여 배출량을 구하는 방법에 비해서 개별차량의 속도를 배출계수식

에 적용하여 구해 합산하는 배출량산정방법이 더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을 쓸 때 나오는 구간과 구간사이의 속

도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구간을 정정 거리로 분할하는

것으로 차량의 가속 및 감속으로 인한 속도변화에 따른 배출량을

고려가 가능하다.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본 구간 분석

본 논문에서는 구간에서 구간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속도의 변화

를 고려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 구간을 (RSE구간) 적정 거리로 나

누어서 배출량 산정을 진행한다. RSE 구간을 분할하는데 쓰일 거

리를 구하기 위해서 100m, 200m, 300m, 400m, 500m, 1000m,

2000m 간격으로 구간을 나누어 배출량 산정을 진행하고 개별차량

의 속도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을 진행할 때 쓰일 적절한 기본 구

간을 구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 각 거리를 통해 공간을 분할한 후

개별차량의 속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각 간격별로 산정

한 배출량의 분산과 전체 분산의 비율을 비교하여 배출량이 증가

나 감소를 하다가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한계시점을 선택한다.

각 공간분할거리의  의 배출량에서 공간분할간격 전체배출량

의 평균값을 빼 각 거리의 분산값을 구한다. 그 중 분산값이 가장

적은 변동폭이 가장 적은 거리를 찾는다. 배출량 산정을 진행할

때 짧은 간격으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

나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차이가 현저히 적어져 의미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리를 적정 간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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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분할번호의배출량


 공간분할배출량의평균

  공간분할거리


  공간분할의분산

<그림 Ⅲ-6> 거리 기준별 배출량의 분산 

배출량을 산정한 값은 <그림 Ⅲ-6>와 같이 급경사를 가지다가

일정한 구간을 지나면 변화가 거의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배출량의 분산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500m가 배출량 산정의

적정 간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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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구간검지 시스템(DSRC)이 운영되는 노선들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고속도로의 2015년 10월 한달간의 고속도로의 RSE

검지기 자료인 DSRC 경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정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부

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425.5km이며 구간별로 왕복 6차로에서 10

차로까지 구성되어 있다. 대상 구간인 경부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최저 제한속도가 50km/h 이며 최고 제한속도는 110km/h로 설정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고속도로 노선 중 경부고속도로의 하행 2

구역과 상행 1구역을 합쳐 총 3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역

선정하는데 있어서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의 구간을 기준으로 두었

다. 하행의 1구역은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부터 기흥 휴게소 전까

지의 구간으로 RSE 검지기 3개가 있으며 총 9.9km의 구간길이를

가졌다. 하행의 2구역은 기흥 휴게소에서부터 안성 휴게소까지 9

개의 RSE 검지기가 존재하며 총 20.8km의 구간길이를 가졌다. 마

지막으로 상행 의 3구역은 안성 휴게소부터 죽전 휴게소 전까지로

총 11개의 RSE 검지기가 존재하며 26.1km의 구간길이를 지니며

총 구간길이는 56.8km이다. 3구역 모두 차량의 소통이 잦은 구간

으로 하루에 최소 3만대이상의 차량이 지나가는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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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1

(만남의 광장∼기흥)

구간2

(기흥∼안성)

구간3

(안성∼죽전)

<그림 Ⅳ-1> 경부고속도로 내 분석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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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특성 분석 진행을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구간검지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도로공사의

DSRC 원시자료를 통해 만든 DSRC 경로자료를 2015년 10월 1일

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달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DSRC 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31개 노선 3,790km에 설치

되어 있으며, 설치간격은 1km에서 6km로 평균적으로 4km간격으

로 설치되었으며 민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역에 설치되어 있다.



- 42 -

파일 목록 　 내용 비고

OBUEID

Header

차량ID
TCS 데이터 일경우 "" Null

값

Seq 운행순서
같은 차량 ID에 같은 운행순

서일 경우 우회

PathType 운행 타입

0 : 정상운행

1 : 우회경로있음

2 : 도로의 처음 또는 끝이

RSE에서 끝남

3 : Error데이터(ex.한개의R)

Vhicle_Type 차량 타입

1 : 승용차

2 : 버스

3 : 트럭

Factor 계수 　-

Cnt Path의 개수 　-

NodeID

Body

노드 ID 　-

FacType 노드 타입

1 : RSE

2 : IC

3 : JC

4 : TG(본선구간)

5 : TG

6 : 도로종료점

7 . 도로연결점(민자)

Time 시간

하루시간00:00:00초를 기준으

로 초단위시간

하루 :0∼86400초

<표 Ⅳ-1> DSRC 경로자료 파일 구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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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범위인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를 기준

으로 한 하행 2구간, 상행 1구간을 합쳐 총 3구간을 대상으로 분

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RSE검지기로 기록한 전수자료가 아닌 샘플자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검지된 차량 데이터를 이용해서 똑같은 대수의 차량

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1) 구간의 차종별 평균통행속도

배출량 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정한 3구간을 차종별로 분류하

여 평균속도를 구한다. <그림 Ⅳ-2>의 RSE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차량이 지나가면 기록되는 방식이다. 예로 차량이 상

행 구간의 RSE1을 지나칠 때 기록된 검지시간이 진입시간이며

RSE2를 지날 때 기록된 검지시간이 RSE1-RSE2 구간의 진출시

간이다. 이처럼 RSE 검지기로 기록된 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Ⅳ-2> 고속도로의 RSE 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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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을 보면 휴게소를 기준으로 선정한 분석구간 3곳을

확인할 수 있다. 각 RSE검지기와 RSE검지기사이가 각 구간을 이

루고 검지된 차량의 평균통행속도를 구한다. 선정한 3구간의 분석

한 차량의 자료를 분류하면 <표 Ⅳ-2>, <표 Ⅳ-3>, <표 Ⅳ-4>

와 같이 나온다. 표의 내용은 3구간의 하루간의 data를 분석한 것

으로 상대적으로 1구간과 2구간보다 3구간의 차량의 속도가 좀더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승용차와 트럭의 평균

통행속도는 비슷하게 나타나며 버스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존재

로 인하여 승용차나 트럭에 비해 높은 속도를 유지한다.

<그림 Ⅳ-3> 선정구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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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종

승용차 버스 트럭

RSE설치구간
번호 1

평균속도 74.92km/hr 84.60km/hr 73.31km/hr

차량대수 42611대 5282대 669대

RSE설치구간
번호 2

평균속도 65.62km/hr 82.97km/hr 63.37km/hr

차량대수 31033대 4062대 454대

RSE설치구간
번호 3

평균속도 70.32km/hr 90.20km/hr 58.58km/hr

차량대수 34531대 3491대 595대

<표 Ⅳ-2> 구간1 (만남의 광장∼기흥)의 차종별 평균속도 및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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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종

승용차 버스 트럭

RSE설치구간
번호

1

평균속도 72.28km/hr 89.43km/hr 70.86km/hr

차량대수 24408대 2951대 420대

RSE설치구간
번호

2

평균속도 71.60km/hr 104.57km/hr 75.59km/hr

차량대수 31869대 3011대 527대

RSE설치구간
번호

3

평균속도 73.57km/hr 120.20km/hr 81.87km/hr

차량대수 30174대 2756대 494대

RSE설치구간
번호

4

평균속도 54.35km/hr 71.54km/hr 50.72km/hr

차량대수 29918대 2756대 494대

RSE설치구간
번호

5

평균속도 84.01km/hr 106.37km/hr 85.45km/hr

차량대수 35635대 2873대 577대

RSE설치구간
번호

6

평균속도 80.59km/hr 86.65km/hr 80.46km/hr

차량대수 36125대 2966대 588대

RSE설치구간
번호

7

평균속도 79.95km/hr 84.87km/hr 78.28km/hr

차량대수 30987대 2716대 352대

RSE설치구간
번호

8

평균속도 82.57km/hr 79.55km/hr 79.03km/hr

차량대수 36466대 2859대 455대

RSE설치구간
번호

9

평균속도 93.73km/hr 91.16km/hr 79.40km/hr

차량대수 36219대 2862대 452대

<표 Ⅳ-3> 구간2(기흥∼안성 휴게소)의 차종별 평균속도 및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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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종

승용차 버스 트럭

RSE설치구간번호 1

평균속도 93.83km/hr 93.19km/hr 83.90km/hr

차량대수 32042대 2946대 466대

RSE설치구간번호 2

평균속도 96.80km/hr 99.46km/hr 82.26km/hr

차량대수 27722대 2799대 387대

RSE설치구간번호 3

평균속도 91.56km/hr 95.33km/hr 80.04km/hr

차량대수 32165대 3060대 633대

RSE설치구간번호 4

평균속도 91.66km/hr 87.10km/hr 74.49km/hr

차량대수 32572대 3061대 635대

RSE설치구간번호 5

평균속도 90.01km/hr 104.06km/hr 82.15km/hr

차량대수 27458대 2820대 538대

RSE설치구간번호 6

평균속도 102.25km/hr 112.00km/hr 87.13km/hr

차량대수 27092대 2820대 536대

RSE설치구간번호 7

평균속도 85.45km/hr 88.55km/hr 71.60km/hr

차량대수 29931대 3073대 582대

RSE설치구간번호 8

평균속도 85.93km/hr 104.31km/hr 80.93km/hr

차량대수 25507 3027 511

RSE설치구간번호 9

평균속도 75.09km/hr 93.33km/hr 68.59km/hr

차량대수 38162대 3834대 747대

RSE설치구간번호 10

평균속도 67.09km/hr 81.81km/hr 53.63km/hr

차량대수 31879대 3604대 650대

차량대수 11

RSE설치구간번호 85.13km/hr 89.09km/hr 75.71km/hr

평균속도 28825대 4104대 576대

<표 Ⅳ-4> 구간(안성∼죽전)의 차종별 평균속도 및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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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방법과 개별차량의 속도기반 배출량 산정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배출량 산정 방법은 개별 링크에 대한 일평

균 교통량 값을 이용해 산정을 진행한다. Ⅲ장 방법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링크 구간 전체의 평균통행속도를 배출계수식에 적용하

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로 2015년 10월 5일부터 2015년 10월

11일까지 1주일간의 배출량을 산정 결과는 <표 Ⅳ-5>, <그림 Ⅳ

-4>와 같이 나타난다. 살펴보면 금요일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

일 많고 토요일이 제일 적었으나 금요일을 제외하면 일주일간 비

슷한 배출량을 가졌다.

<그림 Ⅳ-4> 기존 방법으로 산출한 요일별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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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요일
온실가스 배출량

CO2 N2O CH4(g) 총계

1구간

월 49,785,432 124,223 195 49,909,850

화 49,580,334 124,594 197 49,705,125

수 49,088,459 122,482 192 49,211,133

목 52,009,701 132,691 202 52,142,594

금 58,931,734 158,045 252 59,090,031

토 47,307,615 119,297 179 47,427,091

일 48,835,281 115,397 168 48,950,846

1주일합산 355,538,557 896,729 1,385 356,436,671

2구간

월 82,299,842 167,328 279 82,467,449

화 88,825,945 161,652 255 88,987,852

수 96,473,261 157,557 246 96,631,064

목 94,184,874 189,363 317 94,374,554

금 124,245,647 319,541 535 124,565,723

토 101,414,422 193,656 292 101,608,370

일 98,978,915 191,685 278 99,170,878

1주일합산 686,422,906 1,380,781 2,201 687,805,888

3구간

월 114,030,555 234,393 363 114,265,311

화 104,734,745 238,144 385 104,973,274

수 107,500,650 240,688 398 107,741,736

목 137,350,281 312,358 536 137,663,175

금 127,838,375 288,340 472 128,127,187

토 122,413,630 292,554 462 122,706,646

일 119,737,368 289,630 439 120,027,437

1주일합산 833,605,603 1,896,107 3,054 835,504,764

<표 Ⅳ-5> 각 구간별구간의 1주일간의 기존방법의 온실가스 배출량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개별차량의 속도기반 배출량 산정은 차량

각각의 속도를 배출계수식에 적용하여 구한 배출량을 합산한 값이

다. 개별차량의 속도기반 배출량은 <표 Ⅳ-6>과 같이 나오게 된

다. 기존의 배출량과 개별차량 속도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그

래프로 나타내면<그림 Ⅳ-5>처럼 나오게 된다. 살펴보면 기존 배

출량 산정방법이 개별차량 속도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보다 낮게

산정이 되었음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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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요일
온실가스 배출량(g)

CO2 N2O CH4 총계

1구간

월 58,640,884 123,444 195 58,764,523

화 57,575,012 124,023 198 57,699,233

수 57,520,766 122,311 192 57,643,269

목 60,501,294 132,518 203 60,634,015

금 65,581,761 154,137 248 65,736,146

토 56,327,142 119,370 180 56,446,692

일 56,130,345 115,118 168 56,245,631

1주일합산 412,277,203 890,921 1,384 413,169,508

2구간

월 107,244,362 165,228 278 107,409,868

화 99,207,068 160,726 258 99,368,052

수 99,949,667 157,154 247 100,107,068

목 119,695,341 189,755 319 119,885,415

금 141,470,680 302,270 520 141,773,470

토 106,389,241 193,026 292 106,582,559

일 105,007,353 191,165 278 105,198,796

1주일합산 778,963,713 1,359,325 2,192 780,325,230

3구간

월 126,549,387 233,295 365 126,783,047

화 128,657,580 238,002 386 128,895,968

수 128,842,796 240,261 398 129,083,455

목 153,499,580 307,747 533 153,807,860

금 145,756,625 287,810 470 146,044,905

토 140,815,816 290,813 461 141,107,090

일 146,526,406 289,847 439 146,816,692

1주일합산 970,648,190 1,887,774 3,052 972,539,016

<표 Ⅳ-6> 1구간의 1주일간의 개별차량의 속도기반 배출량

<표 Ⅳ-7>을 보면 기존방법 대비 개별차량 방법의 배출량 비율

을 구하였는데 구간1의 경우 CO2의 경우 기존 방법이 개별차량

방법에 비해 11%∼19% 과소 추정되었으며 구간2의 경우 4%∼

30% 구간3의 경우 11%∼23% 과소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CO2는

전부 과소 추정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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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O의 경우 구간1의 경우 기존 방법에 비해 개별차량 방법보다

1%∼4% 과대 추정되었고 구간2의 경우 1%∼5% 구간3의 경우

0.1%∼1% 과대 추정되었다.

CH4의 경우 구간1의 경우 기존 방법에 비해 개별차량 방법보다

0.1%∼1% 과소 추정되었고 구간2의 경우 -1%∼2% 구간3의 경우

0.1%∼2% 과소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N2O와 CH4의 경우에는

CO2와는 달리 비슷한 값을 가졌다.

CO2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존 방법론으로 산정할 때 16%정도가

과소추정이 되었고 CH4와 N2O의 경우는 기존과 –1%∼2% 차이

나는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왔다. 그 이유로 CO2의 경우에는 승용차

의 배출량에 대한 영향이 다른 버스 및 트럭에 비해서 대부분을

차지해서 승용차의 속도에 대한 특성이 나온 반면 CH4와 N2O의

경우에는 버스의 배출량에 대한 영향이 차량대수가 10분의 1정도

임에도 해당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대한 영향이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서 3배에서 20배까지 크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속도의 변화가 적고 최대속도가 높지 않은 버스의 차량 특성이 영

향을 주어 기존 방법과 개별차량 방법의 결과의 차이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5> 1주일간의 기존과 개별차량 기준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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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기존방법 대비 개별차량 방법의 배출량 비율

CO2 N2O CH4

월 0.18 -0.01 0.001

화 0.16 -0.00 0.001

수 0.17 -0.00 0.001

목 0.16 -0.00 0.001

금 0.11 -0.02 -0.01

토 0.19 0.001 0.001

일 0.15 -0.00 0.001

1주일합산 0.16 -0.01 -0.001

<표 Ⅳ-7> 1구간의 1주일간의 기존방법 대비 개별차량 방법의 배출량 비율

3) 배출량 산정의 기본 구간 산정

본 연구에서는 구간에서 구간으로 넘어가는 속도의 변화를 고려

하는 배출량 산정을 진행한다. 이전 RSE 구간과 다음 RSE 구간

의 평균속도의 중간점을 연결한 후 RSE 구간거리를 일정한 거리

로(2000m, 1000m, 500m, 400m, 300m, 200m, 100m)공간분할을 실

시하여 배출량 산정을 진행한다. 선정한 3구간의 1주일간의 배출

량을 공간을 분할하여 개별차량의 속도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그

림 Ⅳ-6>, <그림 Ⅳ-7>, <그림 Ⅳ-8>, <표 Ⅳ-8>, <표 Ⅳ-9>,

<표 Ⅳ-10>와 같이 나타난다. CO2, N2O, CH4 모두 짧은 거리로

공간을 나눌수록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졌다. 배출량 산정

의 적정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산정된 배출량의 분산값의 최소

값을 구하였다. 즉 배출량의 변동폭이 가장 줄어드는 길이를 분석

한 결과 CO2(이산화탄소), N2O(아산화질소), CH4(메탄) 모두

500m가 배출량 산정의 적정 간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차의 차

이를 통해 구할 경우 가장 적은 값을 가지는 간격은 200m로 산출

되었다. 결과적으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적정 구간

간격은 500m, 정밀분석 간격은 20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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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1 (만남의 광장∼기흥)

(a) 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b) 2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구간2 (기흥∼안성)

(c) 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d) 2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구간3 (안성∼죽전)

(e) 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f) 2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그림 Ⅳ-6> 공간분할 거리별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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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1 (만남의 광장∼기흥)

(a) 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b) 2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구간2 (기흥∼안성)

(c) 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d) 2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구간3 (안성∼죽전)

(e) 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f) 2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그림 Ⅳ-7> 공간분할 거리별 N2O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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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1 (만남의 광장∼기흥)

(a) 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b) 2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구간2 (기흥∼안성)

(c) 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d) 2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구간3 (안성∼죽전)

(e) 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f) 27일 공간분할 배출량 산정

<그림 Ⅳ-8> 공간분할 거리별 CH4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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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구분
구간1 (만남의 광장∼기흥)(g)

CO2 N2O CH4 총계

1주일

기존 355,538,557 896,729 1,385 356,436,671

개별 412,277,203 890,921 1,384 413,169,508

2000m 472,434,609 1,013,240 1,545 473,449,394

1000m 546,775,191 1,180,097 1,796 547,957,084

500m 598,290,434 1,295,784 1,968 599,588,186

400m 617,381,292 1,339,867 2,036 618,723,195

300m 606,375,308 1,315,121 1,999 607,692,428

200m 625,047,381 1,356,526 2,061 626,405,968

100m 623,802,346 1,355,739 2,060 625,160,145

1달

기존 1,407,997,839 3,643,138 5,620 1,411,646,597

개별 1,615,896,562 3,623,966 5,649 1,619,526,177

2000m 1,856,913,658 4,126,257 6,330 1,861,046,245

1000m 2,139,732,987 4,782,594 7,320 2,144,522,901

500m 2,338,961,486 5,242,932 8,008 2,344,212,426

400m 2,411,108,719 5,415,324 8,274 2,416,532,317

300m 2,368,990,132 5,317,789 8,126 2,374,316,047

200m 2,440,116,481 5,480,759 8,372 2,445,605,612

100m 2,435,922,213 5,478,498 8,370 2,441,409,081

길이
전체 구간 길이 최소구간길이 최대구간길이

9.9km 3km 3.8km

<표 Ⅳ-8> 구간1의 공간분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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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구분
구간2 (기흥∼안성)(g)

CO2 N2O CH4 총계

1주일

기존 686,422,906 1,380,781 2,201 687,805,888

개별 778,963,713 1,359,325 2,192 780,325,230

2000m 1,167,659,570 1,964,244 3,134 1,169,626,948

1000m 1,176,317,676 1,943,031 3,083 1,178,263,790

500m 1,336,996,272 2,211,832 3,523 1,339,211,627

400m 1,421,331,576 2,364,595 3,766 1,423,699,937

300m 1,378,154,368 2,289,340 3,648 1,380,447,356

200m 1,454,392,020 2,426,361 3,864 1,456,822,245

100m 1,471,149,658 2,451,188 3,906 1,473,604,752

1달

기존 2,904,364,012 5,988,150 9,921 2,910,362,083

개별 3,203,226,761 5,856,227 9,893 3,209,092,881

2000m 4,806,739,314 8,468,128 14,202 4,815,221,644

1000m 4,832,133,329 8,394,955 14,022 4,840,542,306

500m 5,482,899,337 9,528,348 15,908 5,492,443,593

400m 5,829,888,676 10,181,158 16,995 5,840,086,829

300m 5,651,972,173 9,861,711 16,475 5,661,850,359

200m 5,964,920,885 10,445,753 17,435 5,975,384,073

100m 6,033,344,142 10,554,625 17,630 6,043,916,397

길이
전체 구간 길이 최소구간길이 최대구간길이

20.8km 0.6km 4.7km

<표 Ⅳ-9> 구간2의 공간분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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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구분
구간3 (안성∼죽전)(g)

CO2 N2O CH4 총계

1주일

기존 825,468,066 1,930,923 3,128 835,504,764

개별 974,522,739 1,922,786 3,129 972,539,016

2000m 1,193,738,322 2,315,616 3,725 605,027,966

1000m 1,391,923,090 2,720,259 4,360 812,266,199

500m 1,543,204,915 3,009,921 4,800 916,529,138

400m 1,644,060,091 3,215,676 5,125 936,502,937

300m 1,610,115,530 3,151,646 5,028 954,975,617

200m 1,685,387,452 3,295,123 5,251 957,526,755

100m 1,684,498,259 3,297,385 5,257 981,556,268

1달

기존 3,326,800,497 8,019,841 13,162 3,334,833,500

개별 3,954,496,913 7,983,610 13,229 3,962,493,752

2000m 4,846,214,015 9,598,836 15,730 4,855,828,581

1000m 5,646,129,297 11,275,858 18,433 5,657,423,588

500m 6,262,521,751 12,487,810 20,319 6,275,029,880

400m 6,675,929,400 13,342,554 21,702 6,689,293,656

300m 6,536,215,117 13,075,160 21,287 6,549,311,564

200m 6,843,348,327 13,672,546 22,238 6,857,043,111

100m 6,839,892,162 13,682,599 22,268 6,853,597,029

길이
전체 구간 길이 최소구간길이 최대구간길이

26.1km 0.6km 4.7km

<표 Ⅳ-10> 구간3의 공간분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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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결론

지구 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인류의 위기 중 하나임은 분

명하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 나라들의 움직임

이 시작되었고 온실가스의 문제가 큰 것을 인식시키고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국제협약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

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첫 협약인 UN기후변화협약부

터 최근의 파리협약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

라의 정부는 협약의 내용에 맞게 실질적인 감축목표를 정하였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공공이나 민간 등 온실가스 절감을 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

이다. 정책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단계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책 진행이 올바르게 되었어도 최종 결

과가 원하던 방향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쓰이고 있는 도로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모형은

2000년 이전에 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당시의 가용자

료의 여건에 맞게 개발되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단

말기를 통한 내비게이션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개별차량의

이동을 속도 및 경로 등 정밀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도로부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실가

스 배출량 산정 방법에 비해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방법인

개별차량의 속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또한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기본 구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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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RSE 검지기에 검지되어 기록

되어진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경로자료

를 통해서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산정을 진행하였다.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은 차량의 주행한 거리자

료와 속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CO2), 아산화질소(N2O), 메탄(CH4)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

였는데 차량의 속도DB를 구축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험을 통

해 산출해낸 배출계수식에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개별차량의 속도 기준으로 도

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기존 방법의 차량의 속도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분석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의 상행1구간(26.1km)과 하행2구간(9.9km, 20.8km)

총 56.8km로 휴게소를 기준으로 정하여 휴게소 이용차량으로 생

기는 변수를 제거하였다.

기존 방법에 비해서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배출량이 약 20%

과소추정되고 있었고 아산화질소(N2O)의 경우도 배출량이 약

0.1%∼1% 과소추정되고 있었으며 메탄(CH4)의 경우도 배출량이

약 –1%∼2% 과소추정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별

차량 기준의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기존 방법론에 비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개별차량별 속도를 적용할 때

가속 및 감속을 적용하지 못하고 구간별 일정하게 적용되는 문제

즉 차량의 속도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공간을 분할하여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산정을 일정

간격으로 구분하고 분산값을 구해 분석을 진행하여 변동폭이 최소

가 되는 간격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산

정에 가장 적절한 간격은 CO2(이산화탄소), N2O(아산화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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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4(메탄) 모두 500m가 가장 적절한 구간 거리로 나타났다. 또한

정밀한 분석을 진행할 때 가장 적절한 간격은 200m인 것으로 나

타났다.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산정 기본 구간은 스마트폰의 내비게이

션을 통해 얻는 GPS좌표를 통한 자료처럼 초단위의 개별차량의

정보가 기록되는 지금은 물론이고 미래에 다른 차량의 자료수집

기술이 발달해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자율주행자

동차의 시대가 올 경우 개별차량의 속도 기준 배출량 산정의 정확

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을 산정할 때 쓰이는 배출원단

위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실험을 통

해 차종 및 연료 종류에 맞춘 배출계수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쓰이는 DSRC 경로자료에서는 차종의 분류가 승용차,

버스, 트럭 3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

량 산정을 진행할 때 있어 차종 승용차, 버스, 트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료의 배출계수식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러

므로 향후 개별차량을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연구를 진행할 때 각

차량의 정보를 정확히 분류하여 수집된 data를 이용한 연구가 필

요하다.

두 번째 , 연구 진행에 있어 사용한 자료인 DSRC 경로자료가 전

수자료가 아닌 샘플자료인 것에 있다. 구간 분석을 진행할 때 실

제 검지된 차량의 data만 사용하였기에 구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을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전수자료로 분석을 하였을 때 문

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내비게이션 자료나 전수자료가 수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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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자료로 연구의 방법론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

다. 하지만 신호로 인한 정지가 없고 평균통행속도가 높은 고속도

로와 신호로 인한 지체 및 평균통행속도가 낮은 시내의 도로간에

는 차량의 운행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도로부문 온

실가스는 저속일 때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평균속도

가 높은 고속도로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내의 자료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 번째 , 본 연구에서 분석을 진행할 때 차량이 구간에서 구간을

넘어갈 때의 가속도를 변화가 없이 한가지 가속도를 가진다는 가

정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차량의 속도 변화는 변칙적으

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교통공학적으로 차량의 가․감속시 발생

하는 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한 보다 미시적이고 동적인 방법

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차

종, 연료, 속도, 연식, Cool Time, Hot Time, 도로의 기하구조 등

의 매우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차량의 속

도가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나 다른 요인들을 무시

할 순 없다. 그렇기에 속도 외에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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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t the appropriate distance for 

calculating the GHG Emissions by 

individual Vehicle Speed

SeongHun Choi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HG emissions are a global problem that causes global

warming. Var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being mad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solve global warming

problems. Follow ing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Kyoto Protocol, and finally the Paris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set a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By 2030, we have set a target of 37%

against BAU(Business As Usual) and started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Prior to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emissions. Therefore, accurate

estimation of GHG emissions is very important.

There are various kinds of greenhouse gas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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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phere. There are six representative greenhouse gases,

including carbon dioxide (CH4), nitrous oxide (N2O),

hydrofluorocarbons (HFCs), perfluorocarbons (PFCs) and sulfur

hexafluoride (SF6) . In this paper, the major greenhouse gases

CO2, CH4, N2O in the road sector are studied.

In this paper, the emission of pollutants from the roads were

analyzed through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 route data. The DSRC data is collected when

the vehicle with the high pass terminal is detected by the RSE

sensor. The composition of the data is the data that can be

used to know the passing time of the vehicle and the moving

route of the target vehicle.

In Korea, the emission rate is calculated by using the average

unit speed of the section in the calculation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the road sector and the emission intensity

from the emission factor formula. However, according to the

greenhouse gas emission coefficient formula of the automobile

propos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the emission intensity is rapidly increased when the speed is

low , and the variation is decreased as the speed is increased.

Applying an average speed results in an underestimation

problem due to the inability to account for high emissions at

low speeds.

Therefore,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problem of not

applying the average speed of the segmented vehicle but the

speed of the individual vehicle, Proceed w ith estimating the

amount of emissions.

However, there is another problem when proceeding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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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vehicles. And the speed of the section between the

detector and the detector of the vehicle is calculated. For

example, if there is a rapid change in speed that varies from

60 km / hr to 80 km / hr, the speed change due to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of the vehicle can not be appli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proper interval of GHG emissions estimation the

deviation of the dispersion value of the emission amount and

the deviation of the emission amount resulting from the space

division of the target section at a predetermined interval.

As a result, the appropriate interval for estimating GHG

emissions was estimated at 500m and the interval to proceed

when precise analysis was required was 200m.

keywords : GHG emissions, road sector GHGs,

appropriate sections for estimating emissions,

calculation of individual vehicle em 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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