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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에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은 자동차, 건물의 난방 등의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해 함께 발생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관측을 통해 

도시의 대기질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관측과 고층빌딩에서 측정한 고정 관측을 

이용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겨울 기간 동안 서울 

도심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의 농도 

변화, 물질 간 상관성 및 비율을 분석하였다. 다른 곳에서 이동해 

왔거나 대기에 축적된 농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시의 배출원으로 인해 

증가된 농도인 도시 초과 농도 값(△오염물질)을 사용하였다. 이동 관측 

분석 결과,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CO2와 △NOx 값의 상관성이 

높았고(r2>0.7, p<0.001), 차량 통행이 원활하여 차량의 속도가 빠른 

구간에서 두 기체 간 비율 값이 높았다(△NOx:△CO2>8 ppb ppm-1
, 

p<0.001). 이는 하층 대기질의 주요 요인은 차량이며, 통행 대수와 

차량 속도에 따라 배출 특성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 관측의 

선행-지연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일산화탄소(r=0.753, p<0.001)와 이산화질소(r=0.525, p<0.001) 모두 

동 시간일 때 최대 상관성을 보였고, 시간이 선행되거나 지연될수록 

상관성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같은 배출원에서 동시에 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대에 따른 △CO:△CO2와 △NO2:△CO2는 아침(각각 4.776, 0.165 

ppb ppm-1)보다 저녁 시간대(각각 8.428, 0.538 ppb ppm-1)에 높았고, 

그 차이는 이산화질소가 컸다. 이것은 이산화질소의 농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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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뿐만 아니라 복잡한 물리화학반응, 기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서울의 △CO:△CO2와 △NOx:△CO2 값을 

대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 값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비율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경유 

차량의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재 

서울에서 관측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정보를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및 도시 대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원을 파악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서울, 이동 관측, 고정 관측, 이산화탄소, 대기오염 

학   번 : 2018-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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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위협하는 10개의 요인 중 첫 번째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인류의 건강이 큰 환경적 위험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WHO, 

2019). 인류의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특히 

도시에서 원인 물질을 많이 배출하며 집중적인 큰 피해를 입는다.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는 전 

세계 도시의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였다 (Bares et al., 2018; 

Duren & Miller, 2012; IEA, 2015). 이산화탄소는 탄소화합물 또는 

탄소와 같은 가연성 성분을 포함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 및 생산 시 

배출된다 (김기현 외, 2014). 또한 대기질을 감시하는 도시지역에 사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WHO의 대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WHO, 2016). 대기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는 자동차를 포함하는 이동 오염원의 배기, 석유정제 또는 

제철소의 공업 등에서 배출되며, 질소산화물은 이동 오염원의 내연기관, 

석탄 화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된다 (김기현 외, 2014; 대기환경연구회, 

2008).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은 도시에서 주로 에너지 소비와 

차량 이용으로 인한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해 함께 발생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공통된 배출원을 갖고 

있는 도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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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은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A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2018; 

Djuricin, Pataki, & Xu, 2010; Kolb et al., 2004; Lindenmaier et al., 

2014; Lopez et al., 2013; S. Silva & Arellano, 2017; Super et al., 

2017). 연구 대상지역의 도시에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이 강한 

상관성을 보인다면, 그 도시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여 이산화탄소를 

제어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함께 줄일 수 있는 부가 편익(co-

benefit)을 기대할 수 있다. 전 지구적 규모의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기후변화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적 규모의 대기질을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Garcia-

Menendez, Saari, Monier, & Selin, 2015; Lin et al., 2018; West et al., 

2013). 따라서 별개로 연구해왔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시에서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간 

관련성을 정량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997만명이 거주하는 메가시티인 서울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와 대기질을 함께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다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 서울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도시 별 총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Global Carbon 

Project에서 5위(47,612,664 tCO2-eq)를 차지할 정도의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도시이다 (Nangini et al., 2019). 또한 서울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대기 확산이 어려운 지리적 영향과 인구 및 교통 

집중 현상, 중국의 공업화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대기질 악화를 

겪는다 (서울 기후환경본부, 2015).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2015년 기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의하면, 서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91.3%)였으며, 그 중 72.7%는 건물, 

21.7%는 수송이 차지하였다 (Seoul Climat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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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quarters, 2017). 서울의 대기오염 배출량 통계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대부분은 

도로이동오염원(67%, 52.1%)과 비산업 연소(17.8%, 27.7%)로부터 

기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 2019). 서울은 현재 25개의 도시 대기질 

측정소와 15개의 도로상 대기질 측정소를 포함한 총 40개의 측정소를 

보유하고 있다 (www.airkorea.or.kr).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이 활발히 진행되는 현재 서울의 환경은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본 연구는 식생 활동이 적은 겨울 기간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로의 

차량 배출에 초점을 맞춘 이동 관측 분석과 도로 배출원, 건물, 장거리 

수송을 포함하는 도시 대기에 초점을 맞춘 고정 관측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동 관측과 고정 관측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시공간에 따른 농도 변화, 물질 간 상관성 및 비율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겨울 기간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결과 값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서울의 대기오염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 대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배출원을 

알아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도심의 대기질을 이해하는 지표로써 

이산화탄소가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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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뉴욕, LA, 뉴 멕시코, 유타, 파리, 로테르담과 같은 미주 및 유럽의 

대도시에서 이루어졌다. (A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2018; 

Djuricin et al., 2010; Kolb et al., 2004; Lindenmaier et al., 2014; 

Lopez et al., 2013; Super et al., 2017). 선행연구들은 대도시에서 

배출된 물질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샘플링, 위성 관측, 지상 고정 

관측, 지상 이동 관측 방법을 이용하였다 (A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2018; Djuricin et al., 2010; Kolb et al., 2004; 

Lindenmaier et al., 2014; Lopez et al., 2013; Rivier et al., 2006; S. 

Silva & Arellano, 2017; Super et al., 2017; Jocelyn C. Turnbull et al., 

2006). 샘플링 방법은 관심 지역의 공기를 플라스크에 수집한 후 

실험실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와 구성 성분을 분석하여 방사성 탄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Djuricin et al., 2010; Lopez et al., 2013; Popa et al., 2014; 

Jocelyn C Turnbull et al., 2011). 하지만 시공간적으로 드문 샘플링 

그리드를 대상으로 하고, 방사성 탄소를 분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Ammoura et al., 2014). 위성 관측 

방법은 여러 지역을 동시에 비교하거나 관측망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변동성을 분석할 수 있지만, 자료 추출 시 많은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넓은 지역만 특성화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S. Silva & Arellano, 2017; S. J. Silva, Arellano, & Worden, 2013). 

지상 고정 관측은 지상의 특정 공간에 관측장비를 고정하여 실시간으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A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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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Djuricin et al., 2010; Lindenmaier et al., 2014; Lopez et al., 

2013; Pataki et al., 2005; Super et al., 2017). 지상 이동 관측은 

움직이는 플랫폼에 장비를 설치하여 원하는 지점마다 옮겨가며 

측정하거나 관심 물질의 공간적 분포를 알아내기 위해 이동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Kolb et al., 2004; Mitchell et al., 2018). 

선행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분석을 통해 

배출원을 분류하거나 배출 저감 효과 또는 대기 수송 지표로 

사용가능한지를 파악하고 (Bares et al., 2018; Djuricin et al., 2010; 

Kolb et al., 2004; Lindenmaier et al., 2014; Pataki et al., 2005; Super 

et al., 2017),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비율을 다른 논문 

또는 인벤토리와 비교하였다 (Ammoura et al., 2014; Lopez et al., 

2013).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비율은 도시의 연소 효율을 

비교하거나 배출원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Bares et al., 2018; 

Djuricin et al., 2010; Lindenmaier et al., 2014; Super et al., 2017). 

배출원이 천연가스 또는 가솔린의 경우 이산화탄소에 대한 일산화탄소의 

비율이 높고, 석탄 또는 디젤인 경우 이산화탄소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비율이 높다 (Bares et al., 2018; 대기환경연구회, 2008). Djuricin et 

al.(2010)은 LA를, Super et al.(2017)은 로테르담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을 

파악하였다. Lindenmaier et al.(2014)은 뉴 멕시코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비율을 

이용하여 발전소의 배출원을 분리하였다. Ammoura et al.(2014)은 

파리의 터널 안 차량활동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 측정하여 얻은 비율을 다른 논문과 비교하였다. 또 다른 

파리 연구에서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측정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비율을 이용하여 인벤토리와 비교하였다 (Lopez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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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Bares et al.(2018)은 유타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기상학적 

조건에 따른 수송 효과 및 화학반응을 이해하였다. Kolb et al.(2004)은 

뉴욕을 대상으로 이동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비율을 분석하여 배기가스 저감 기술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 관측과 고정 관측을 함께 이용하였다. 이동 및 고정 관측을 통해 

얻은 고해상도 측정 값으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시공간적 

변화를 알아본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접근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시공간에 따른 

농도, 물질 간 상관성 및 비율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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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데이터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범위 

 

서울 도심 지역의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관측은 부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팀은 2018년부터 “Megacity Seoul – CO2”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용산에 위치한 고층건물 옥상에 이산화탄소 고정 관측 

장비를 설치하였고, 서울 도심을 돌아다니며 관측을 하는 이동 

관측(모바일 랩)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관측 지점은 한강 

북쪽의 종로구와 용산구를 포함하는 서울 도심 지역이다 (그림 1). 

 

 

그림 1. 서울 지도 및 관측 지점 위치. 선은 이동 관측인 모바일 랩의 

주행 경로, 점은 고정 관측 지점을 나타냄. SJS는 세종대로 관측 지점, 

YSB는 이산화탄소 관측 지점인 용산 LG U+ 건물, JBI는 에어코리아 

도시 대기질 측정소 중 하나인 중부 기술 교육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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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관측 캠페인은 2019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동안 

진행되었다. 그림 1의 모바일 랩 주행 경로에 따라 모바일 랩은 하루에 

총 6시간 동안 교통량이 많은 종로, 서울역, 남대문로, 을지로, 신당역, 

동묘앞역을 포함하는 13km의 거리를 약 5번씩 주행하였다. 관측 

시간대는 Nighttime (1:00-7:00), Morning (7:00-13:00), Afternoon 

(13:00-19:00), Evening (19:00-25:00)으로 나뉘며, 자세한 날짜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이동 관측 분석은 차량 배출에 의한 공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에서 제공하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자료만 

분석하고자 하였다 (https://topis.seoul.go.kr/). 모바일 랩의 주행 

경로에 해당하는 지점은 종로 동묘앞역(A-08), 퇴계로 신당역(A-09), 

퇴계로 회현역(A-12), 세종대로 서울역(A-13), 종로 3가역(A-15), 

세종대로 시청역(A-17), 을지로 3가역(A-18)이다. 그림 2는 이동 

관측의 측정 기간 동안 해당 지점에 유입, 유출하는 전체 차량의 교통량 

일변화를 나타내었다. Nighttime, Morning, Afternoon, Evening 

시간대의 총 교통량은 각각 191,482대, 501,805대, 516,819대, 

364,822대였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Afternoon 시간대의 자료만 

사용하였다. 그림 1의 SJS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관측 지점으로, 

이동 관측 캠페인 기간 동안 도로변에 이산화탄소 관측장비를 

임시적으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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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동 관측 캠페인 관측 날짜 및 관측 시간대. 

주행 순서 관측 날짜 관측 시간대 

1 1 월 25 일(금) 1:00 - 7:00 Nighttime 

2 1 월 26 일(토) 7:00 - 13:00 Morning 

3 1 월 27 일(일) 13:00 - 19:00 Afternoon 

4 1 월 28 일(월) 7:00 - 13:00 Morning 

5 1 월 29 일(화) 13:00 - 19:00 Afternoon 

6 1 월 30 일(수) 19:00 - 25:00 Evening 

 

 

 

그림 2. 이동 관측 캠페인 기간 동안 모바일 랩의 주행 경로에 해당하는 

지점의 총 교통량 일변화. 

 

그림 1의 YSB (37°31’26’’N, 126°57’49’’E) 지점은 

용산에 위치한 LG U+ 건물로서, 10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2018년 

10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있다. 

YSB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도시 대기 관측소인 JBI (37°32’2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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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0’18’’E)를 선정하였다. JBI는 도심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농도를 관측하여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지 판정하는 도시 대기 

측정소이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9). JBI는 YSB로부터 3.9km 

떨어져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오래 머무르고 안정한 미량 

기체이므로 (Kolb et al., 2004), YSB에서 관측한 농도는 JBI 위치를 

포함하는 서울 도심의 넓은 영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JBI에서는 

대기환경기준 물질인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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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측 장비 및 데이터 처리 

 

이동 관측에 사용된 모바일 랩은 실시간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질소산화물,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바일 랩의 구성도는 

그림 3과 같으며,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m et al. (2015)에 

소개되어 있다.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도로에서 배출이 되며 도로 

배출원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이 이산화질소 또는 질소산화물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Kolb et al., 2004), 본 연구의 이동 관측 

분석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농도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Beer-

Lambert 규칙을 이용한 비분산 적외선 흡수법(None-dispersive 

infra-red absorption method) 가스 필터 상관(Gas filter correlation) 

CO/CO2 분석기(Environmental S.A. CO analyzer, model CO 12M)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였고, 화학 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의 NO-NO2-NOx 분석기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측정하였다. NO-NO2-NOx 분석기는 5초마다 교대로 NO와 NOx의 

농도를 측정하고, NOx 농도에서 NO 농도를 빼서 NO2의 농도를 

계산한다. 이는 급격한 농도 변화의 조건에서 NO2의 농도가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이동 관측 분석에서는 NO2가 

아닌 NOx를 이용한다. Ascen GPS 741, Vaisala WTX520, Twinkle 

250ah, Twinkle 12120, SY-RS-DAQ는 위치, 날씨 정보, 전력 공급, 

전력 변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보조 장치로 설치되었다. 측정 데이터는 

1초마다 저장이 되며, 분석에서는 데이터의 격자 중앙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중앙값을 사용한 이유는 이동 관측으로 측정된 농도에 대해 

극단값(outlier)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함이다. 샘플링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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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장비 내부 튜브에 머무르는 시간과 장비가 응답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19초 지연 시간을 보정하였다. 모바일 랩이 신호 대기로 멈춰 

있을 때 측정된 값은 앞 차의 배기가스에 의해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랩의 속도가 10km h-1 이상일 때의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모바일 랩이 이동하는 공간을 1500개의 격자(위도 25개 

격자, 경도 60개 격자)로 분할했으며, 원 데이터가 10번 이상 존재하는 

격자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3. 모바일 랩의 구성도 (Kim et al., 2015) 

 

YSB에 설치된 장비는 LI-COR 850으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데이터는 1분마다 수집되며, 본 연구에서는 1시간 

평균값을 사용한다. 장비 보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 

제작한 인증 표준 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 이용하여 

2주에 한 번씩 진행되었다. 10L의 고순도 질소 가스와 400pp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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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pm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3개의 인증 표준 물질을 

사용하였다. 수증기는 이산화탄소의 측정 오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슬점 발생 장비(LI-610)를 이용하여 수증기 스패닝(spanning)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BI에서 관측하는 여러 대기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자료를 사용하였다. JBI는 약 40m 높이의 

중부기술교육원 건물 옥상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경우, 일산화탄소는 비분산 적외선 흡수법(CA-751), 

이산화질소는 화학 발광법(NA-721)을 이용한다.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 웹사이트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농도의 1시간 평균값이 제공된다. 장비의 보정은 유니온가스에서 제작한 

NO+SO2+CO/N2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월 2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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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시 초과 농도 및 배경 농도 

 

도시 대기에 오랜 시간 머물러있거나 기상학적 조건에 따라 다른 

곳에서 이동해 온 농도를 분리하기 위해, 도시의 배출원으로 인해 

증가된 농도인 도시 초과 농도(△오염물질)를 구할 필요가 있다. 도시 

초과 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은 관측 값에서 배경 농도를 빼는 

방법을 사용한다. 배경 농도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오염원이 거의 없는 지점에서 측정한 농도나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첫 번째 백분위수(1st percentile) 농도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최대 빈도 

값을 사용한다 (A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2018; Kolb et al., 

2004; Lopez et al., 2013; Newman et al., 2013). 서울의 경우 오염원이 

거의 없는 지점에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불가능하였다. 최대 빈도 값 방법을 서울에 적용하였을 경우, NO2 

농도의 확률분포는 대부분의 농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높게 나와 최대 

빈도 값을 정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림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res et al.(2018)이 사용한 24시간 동안 가장 

낮은 첫 번째 백분위 수로 배경 농도를 정의하였다. 이 방법은 측정된 

농도에서 최근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모든 물질에 대해 그리고 각각의 측정 장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ares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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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겨울 기간 동안 

고정관측에서 측정한 (a) 이산화탄소, (b) 일산화탄소, (c) 이산화질소 

농도의 확률 밀도(probability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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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결과 및 토의 

 

 

제 1 절 이동 관측 

 

이동 관측 분석은 도로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공간에 따른 농도, 상관성, 비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동 관측을 

통해 Afternoon 시간대(13:00-19:00)에 관측한 △CO2와 △NOx의 

중앙값 공간 분포를 GIS와 구글 어스를 통해 그림 5에 나타내었다. 

Afternoon에 관측을 한 27, 29일의 이산화탄소 배경 농도는 565.43, 

554.66 ppm이었으며, 질소산화물의 배경 농도는 21.85, 72.83 

ppb이었다. △CO2의 평균값은 101.341 ppm, 최댓값은 197.870 ppm, 

최소값은 24.779 ppm이었다. △NOx의 평균값은 180.351 ppb, 

최댓값은 659.564 ppb, 최소값은 0.184 ppm이었다. △CO2의 공간 

분포(표준편차: 30.514)는 △NOx(표준편차: 99.589)와 비교하였을 때 

공간에 따른 차이가 작았다. 이는 대기에 오래 머무르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이산화탄소와 대기에 짧게 머무르고 화학반응이 활발한 

질소산화물의 특징을 반영한다. 또한 두 기체의 공간에 따른 초과 농도 

값을 보았을 때, 측정 위치에 따라 농도의 높고 낮음에 대한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7 

 

그림 5. 이동 관측을 통해 Afternoon 시간대(13:00-19:00)에 측정한 

(a) △CO2와 (b) △NOx의 공간 분포.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공간에 따른 상관성 변화를 분석하여 

상관성이 큰 구간의 위치와 특징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Afternoon 

시간대의 공간에 따른 △CO2와 △NOx간의 상관관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0.001°×0.001°격자에 10번 이상 들어오는 

△CO2와 △NOx 값들간의 결정 계수(r2)를 계산하였다. 원의 색이 

진할수록 △CO2와 △NOx간의 상관성이 높은 구간 임을 의미한다. 

상관성이 가장 높은 구간들은 모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며, 그림 

6의 종로 - 우정국로 교차로(A), 종로 - 대학로 교차로(B), 왕산로 - 

지봉로 교차로(C), 왕산로 – 난계로 – 보문로 - 천호대로 교차로(D), 

을지로 - 남대문로 교차로(E), 을지로 - 삼일대로 교차로(F), 을지로-

창경궁로 교차로(G), 을지로-동호로 교차로(H)였다. 이는 도심 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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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형, 건물 밀집도 보다는 차량이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이 함께 배출되며, 두 기체의 농도 변동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이동 관측을 통해 Afternoon 시간대(13:00-19:00)에 측정한 

△CO2와 △NOx간 상관관계의 공간 분포. 세모로 표시한 지점은 모두 

교차로이며, A: 종로-우정국로 교차로, B: 종로-대학로 교차로, C: 

왕산로-지봉로 교차로, D: 왕산로-난계로-보문로-천호대로 교차로, E: 

을지로-남대문로 교차로, F: 을지로-삼일대로 교차로, G: 을지로-

창경궁로 교차로, H: 을지로-동호로 교차로를 나타냄. p-value가 

0.001보다 작은 유의미한 값은 원으로 표시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값은 

x로 표시함.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비율은 두 기체 

간 선형회귀분석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공간에 따른 비율 변화를 분석하여 비율이 큰 구간의 위치와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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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내고자 하였다. Afternoon 시간대의 △CO2와 △NOx간 비율의 공간 

분포와 모바일 랩의 주행 속도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비율의 평균값은 

1.99, 최댓값은 9.73, 최솟값은 -2.06 ppb ppm-1이었다. △CO2와 

△NOx간 비율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비슷한 값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곳은 종로 5가역(A)과 신설동역(B) 2개의 구간이었다. 

모바일 랩의 평균 속도는 15.35, 최대 속도는 45.17, 최소 속도는 0.02 

km hour-1 였다. 그림 6의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상관성과 그림 

7(b)의 모바일 랩 속도를 통해서 차량의 혼잡 정도를 추측할 수 있다. 

모바일 랩 속도가 낮으면서 상관성이 높은 구간은 차량이 많은 주요 

정체 구역을, 속도가 높으면서 상관성이 높은 구간은 차는 많지만 

도로가 원활한 구역을, 속도가 높지만 상관성은 낮은 구간은 차량이 

적은 구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비율이 높게 나온 A, B 구간에서의 

모바일 랩 속도와 기체간 상관성을 보았을 때, 다른 구간에 비해 속도와 

상관성이 높은 차량은 많지만 도로가 원활한 구간 임을 알 수 있다. 

가솔린과 디젤기관 차량 모두 공전 또는 감속일 때보다 정속(40 km h-1) 

및 가속일 경우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대기환경연구회, 2008). △CO2에 대한 △NOx의 

비율이 큰 것은 차량이 많아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높지만 차량 통행이 원활하여 차량들이 정속 및 가속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서울의 도심 하층 대기의 주요 배출 요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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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동 관측을 통해 Afternoon 시간대(13:00-19:00)에 측정한 

(a) △CO2와 △NOx간 비율의 공간 분포와 (b) 모바일 랩의 평균 주행 

속도. A는 종로 5가역, B는 신설동역을 나타냄. p-value가 0.001보다 

작은 유의미한 값은 원으로 표시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값은 x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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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정 관측 

 

고정 관측 분석에 앞서, YSB는 100m 높이에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동성이 높이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동 관측 캠페인 기간인 2019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의 6일 동안 그림 1의 SJS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YSB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 변동성을 비교해보았다 (그림 8). 

SJS는 세종대로 도로변 약 1m 높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고, 

YSB는 건물 옥상 100m 높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8(a)의 농도 시계열을 보았을 때, 두 지점에서 측정한 농도 값이 비슷한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r=0.844). 그리고 측정 높이가 

낮고 도로변에 인접한 SJS에서의 측정 농도가 YSB에서의 측정 농도 

보다 평균적으로 84 ppm 높았다. SJS에서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529.79 ppm이고 YSB에서는 445.79 ppm 이었다. 또한 SJS에서 순간 

농도 최대값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 이는 도로변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량에 의한 국지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YSB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SJS의 이산화탄소 농도 값을 선형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기울기가 1.32 ppm ppm-1, r2이 0.72 (p<0.001)로, 높이 

차이가 있는 두 지점의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비슷하다는 것이 

유의미함을 밝혀냈다 (그림 8b). YSB와 SJS는 5km의 거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2이 높게 나온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동성이 

높이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체의 확산과 

일변화는 대기 경계층(atmospheric boundary layer) 내에서 대체로 

이뤄지며 대기 경계층은 지표로부터 1~2km까지의 대기층이기 때문에 

(한국대기환경학회, 2016), 항상 대기 경계층 아래에 있는 YS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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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충분히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이동 관측 캠페인 기간 동안 측정한 SJS와 YSB에서의 (a) 

이산화탄소 농도 시계열과 (b) 선형 회귀분석. p-value < 0.001을 

만족함. 

 

시간 규모에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정 관측 지점인 YSB와 JBI에서의 측정 농도 값을 비교하였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겨울 기간 동안 YSB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JBI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농도의 시계열은 그림 

9와 같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장거리 수송과 

건물 및 차량에 의한 서울의 국지적인 배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연구 

기간 동안 변동성이 크다. YSB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55.238 

ppm이었고, JBI에서의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는 각각 0.648 

ppm, 40.614 ppb였다.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시계열 변동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비슷하고 순간 농도 

최대치 구간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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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겨울 기간 동안 서울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 시계열. (a) YSB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 농도, JBI에서 관측한 (b) 

일산화탄소 농도, (c) 이산화질소 농도. 

 

실제 대기에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이 화석 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간의 선행-지연 상관관계(lead-lag correlation)를 

분석하였다 (그림 10). 이산화탄소의 시간은 고정한 채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을 한 시간씩 앞뒤로 이동하여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선행-지연 상관관계는 r(△CO2(x), △air pollutant(x+h))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일산화탄소(r=0.753, p-

value<0.001)와 이산화질소(r=0.525, p-value<0.001)는 모두 h=0일 

때 최대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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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변동 사이에 시간적인 격차가 없다는 것으로, 각 물질이 1시간 

이내의 시간 규모 내에서 함께 생성, 이동 및 소멸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또한 YSB와 JBI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공기 

속에서 기상학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대기에 머무르는 시간은 각각 2~4년, 

1~3개월, 2~5일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 2016). 본 연구의 대상 물질 

모두 1일 이상의 체류시간을 가지며, 도시 대기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배경 농도를 제외한 도시 초과 농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림 10의 결과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와 함께 같은 

배출원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h가 -9, -8, -7일 때를 

제외한 거의 모든 h에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질소보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관성이 높았다. 이산화질소보다 일산화탄소의 상관성이 높은 

이유는 질소산화물에 비해 일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한 이산화탄소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외, 2014). 일산화탄소는 

탄소화합물이 연소 시 산소와 불완전 연소 반응에 의해 1차 

대기오염물질로 바로 배출된다. 배출된 일산화탄소는 난용성이고 다른 

물질에 흡착하지 않으며,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지 않아 대기에서 

화학반응을 거의 거치지 않는다 (대기환경연구회, 2008). 이와 반대로 

이산화질소는의 경우, 이동발생원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보일러, 소각로의 고온 연소과정에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일산화질소가 생성된다. 대기 중에 일산화질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가 되고, 이산화질소는 자외선을 받아 광화학반응에 의해 

다시 일산화질소가 된다. 또한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OH와 

이산화질소가 반응하여 질산(HNO3)으로 전환되면서 이산화질소가 

소멸하는 복잡한 화학반응을 거친다 (대기환경연구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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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O2와 △CO (빨간 선), △CO2와 △NO2 (노란 선)의 선행-

지연 상관관계. r(△CO2(x), △air pollutant(x+h))를 의미함. x 축의 

양수 및 음수 값은 각각 △CO2 및 △air pollutant 의 선행(lead)을 

의미함. 닫힌 원은 p-value < 0.001 을 의미함. 

 

시간대에 따른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간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의 기울기를 비교하였다 (그림 11, 표 

2). 전체 자료에 대해서 선형 회귀분석을 계산한 결과, △CO와 

△CO2의 비율은 5.761 ppb ppm-1, r2은 0.560 (p<0.001)이었고, 

△NO2와 △CO2의 비율은 0.223 ppb ppm-1, r2은 0.254 

(p<0.001)이었다. 시간대는 출근 시간을 포함하는 아침 시간대의 

7:00-10:00와 퇴근 시간을 포함하는 저녁 시간대의 19:00-22:00로 

나누었다. △CO2와 △CO의 경우 7:00-10:00 자료의 비율은 4.776 

ppb ppm-1, r2은 0.563 (p<0.001)이었고, 19:00-22:00 자료의 비율은 

8.428 ppb ppm-1, r2은 0.565 (p<0.001)였다. 아침 시간에 비해 저녁 

시간 때의 비율이 1.76배 컸고, r2은 큰 변화가 없었다. △CO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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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의 경우 7:00-10:00 자료의 비율은 0.165 ppb ppm-1, r2은 

0.273 (p<0.001)이었고, 19:00-22:00 자료의 비율은 0.538 ppb ppm-

1, r2은 0.375 (p<0.001)였다. 아침 시간에 비해 저녁 시간 때의 비율이 

3.26배 컸고, r2은 1.37배 컸다. △CO와 △NO2 모두 19:00-22:00일 

때의 기울기가 7:00-10:00일 때의 기울기보다 큰 것을 확인하였고, 그 

차이는 △NO2가 더 컸다. 

 

 

그림 11. 시간대에 따른 △CO2 와 △air pollutant 의 선형 회귀분석. 

(a)는 △CO2 와 △CO, (b)는 △CO2 와 △NO2 를 나타냄. 연한색은 

7:00-10:00, 진한색은 19:00-22:00 시간대의 데이터를 의미함. 모두 

p-value < 0.001 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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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O2 와 △air pollutant 사이의 시간대에 따른 비율과 결정 

계수(r2). 

대상 물질 시간대 비율 결정 계수(r2) 

△CO:△CO2 (ppb ppm-1) 전체 5.761 0.562 

 7:00-10:00 4.776 0.563 

 19:00-22:00 8.428 0.565 

△NO2:△CO2 (ppb ppm-1) 전체 0.223 0.254 

 7:00-10:00 0.165 0.273 

 19:00-22:00 0.538 0.375 

 

이산화탄소에 대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시간대에 따른 비율 

차이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일 

변동(diurnal cycle)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관심 물질이 

아닌 오존은 이산화질소의 일변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추가로 나타내었다. 

YSB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의 일변동 평균값은 455.251, 최댓값은 

475.697, 최소값은 439.395, 표준편차는 10.613 ppm이었다. JBI에서 

측정한 일산화탄소의 일변동 평균값은 0.648, 최댓값은 0.763, 

최소값은 0.519, 표준편차는 0.07 ppm이고, 이산화질소의 일변동 

평균값은 40.589, 최댓값은 46.811, 최소값은 33.999, 표준편차는 

4.179 ppb였다. 이산화탄소(오전 10시), 일산화탄소(오전 9시), 

이산화질소(오전 9시) 모두 아침 시간에 최댓값을 가졌다. 이는 아침 

출근 시간대의 교통량 증가와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을 포함하는 비산업 

연소로 인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낮 시간 동안은 대기 경계층이 높아져 대기 혼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희석되어 농도가 낮아진다. 이산화질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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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에 농도가 최소가 되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보다 최소값을 

1~2시간 일찍 보인다. 이산화질소는 오전에 배출된 후 낮 시간 동안 

단파장의 자외선을 받아 일산화질소와 산소 원자로 나뉘는 광분해반응이 

일어난다. 이 때 생성된 산소 원자는 대기 중의 산소와 바로 결합을 

하여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을 생성한다. 따라서 그림 12의 오후 3시쯤 

이산화질소가 최소 농도를 가질 때, 오존이 최대 농도를 가지는 것이다 

(김기현 외, 2014; 대기환경연구회, 2008; 한국대기환경학회, 2016). 

저녁 시간이후부터 대기경계층이 낮아져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모두 대기 하층에 쌓여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기경계층의 영향뿐만 아니라 저녁 

퇴근시간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거용 시설의 난방이 증가함에 따라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농도는 안정한 이산화탄소에 비해 농도 

증가율이 커진다. 따라서 그림 11의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모두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율이 아침 보다 저녁 시간대에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이 때 아침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의 비율 차이가 이산화질소가 

더 큰 이유는 농도 변화에 배출과정뿐만 아니라 대기 중 광화학 반응 및 

자외선 등의 다른 물리 과정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와 

다르게 이산화질소는 저녁 시간대에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후 

9시에 최댓값을 한 번 더 가진다. 이것은 저녁 시간대에 태양 복사열의 

감소로 이산화질소의 광분해반응이 침체되고, 오후에 증가하였던 오존이 

일산화질소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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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농도의 일 변동. (a) YSB 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 JBI 에서 측정한 (b) 일산화탄소 농도, (c) 

이산화질소 농도, (d) 오존 농도의 일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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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와 비교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비율을 선행연구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는 것은 대상 도시의 대기오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대기질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저감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기오염물질 중 특히 불완전 연소로 

배출되어 대기에 상대적으로 오래 머무르는 일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다 (A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2018; Djuricin et al., 2010; Lopez et al., 2013; Newman 

et al., 2013; Popa et al., 2014; Super et al., 2017; Tang et al., 2018; 

J. C. Turnbull et al., 2011; Jocelyn C Turnbull et al., 2015, 2011; 

Wunch, Wennberg, Toon, Keppel-Aleks, & Yavin, 2009). 본 

연구에서 얻은 △CO2 와 △CO 간의 비율과 겨울 기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값들을 표 3 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CO:△CO2 값(5.76 

ppb ppm-1)은 LA (6.5~10 ppb ppm-1), 파리(10.8 ppb ppm-1), 

유타(7.38 ppb ppm-1)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 구한 값에 

비해 작았다. 

 

표 3. 겨울 기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CO2와 △CO 간의 비율. 

저자 장소 기간 비율 

This study 
Seoul 

(고정 관측) 
2018.12-2019.2 5.76 

Djuricin et al.(2010) LA 2007.10-2008.2 6.5-10 

Lopez et al.(2013) Paris 2010.1-2 7.9-14.5 

Bares et al.(2018) Utah 2015.12-2016.2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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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또는 이산화질소를 비교한 연구는 

일산화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A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2018; Lindenmaier et al., 2014; Lopez et al., 2013).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중 겨울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이동 관측을 대상으로 계산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비율 값과 선행연구의 비율 값을 표 4 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NOx:△CO2 값은 유타에서 관측한 비율(0.91 ppb ppm-1)에 

비해서는 컸지만, 파리에서의 비율 값의 평균(2.8 ppb ppm-1)에 

비해서는 작았다. 

 

표 4. 겨울 기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CO2와 △NOx 간의 비율 

저자 장소 기간 비율 

This study 
Seoul 

(이동 관측) 
2018.1.25-30 1.97 

Lopez et al. (2013) Paris 2010.1-2 1.1-4.3 

Bares et al. (2018) Utah 2015.12-2016.2 0.91 

 

도시 별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비율 값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석 기간의 차이로 인한 자동차의 기술적 발전과 

주요한 배출 요인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일산화탄소의 비율이 미국, 프랑스에 비해 서울이 작은 것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 기간 사이에 3~11년의 차이가 있어 일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자동차의 촉매 변환 장치와 주행 연소 효율 증가와 같은 

자동차의 상당한 기술 발전 때문일 수 있다 (A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2018).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비율이 

파리가 제일 높고, 서울, 유타 순서로 작아지는 것은 배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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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프랑스, 미국, 한국의 가솔린(휘발유) 차량과 디젤(경유) 차량의 

점유율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휘발유 차량은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함께 많이 배출하고, 경유 차량은 열효율이 좋아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지만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한다 (Bares et al., 

2018; 대기환경연구회, 2008). 따라서 특정 도시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비율은 특정 도시의 전체 차량 중에서 

경유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전체 

차량에서 휘발유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 

디젤 차량의 비율은 3%였다 (Ammoura et al., 2014; OECD/IEA, 

2017). 프랑스는 2010년을 기준으로 휘발유 차량이 22%, 경유 차량이 

75%로 경유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OECD/IEA, 2017). 한국은 

2018년도 차종별 연료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에서 경유 차량이 

43.4%, 휘발유 차량이 42.6%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9). 

각 도시 별 경유 차량의 비율 자료와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의 통행 차량 

자료는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 나라 별 등록차량 중 경유 차량의 

비율이 이를 잘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 각 나라 별 경유 차량의 비율은 

프랑스가 가장 높고, 한국, 미국 순서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각 선행연구에서 계산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질소산화물 비율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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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겨울 기간 서울 도심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간 농도, 상관성, 비율의 시공간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동 관측 분석과 고정 관측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의 배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겨울 기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비율 값과 

본 연구에서 계산한 비율 값을 비교하였다. 도로변 공간 변화에 초점을 

둔 이동 관측 분석을 통해서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상관성이 

높은 구간은 교차로 였으며, 비율이 높은 구간은 두 기체의 배출량은 

많지만 차량 통행이 원활하여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구간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심 하층 대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두 기체가 함께 배출된다는 것과 통행 속도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도시 대기의 시간 

변화에 초점을 둔 고정 관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동성은 서로 동시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고, 이는 각 

물질이 같은 배출원에서 함께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와 상관성이 높았고, 이산화질소는 대기에서 

복잡한 화학반응을 거치기 때문에 상관성이 다소 떨어졌다. 시간대에 

따른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비율 차이는 이산화질소가 컸다. 

이것은 이산화질소의 농도 변화에 배출 과정과 대기 중 광화학 반응, 

물리 과정이 연관되어 있어 이산화질소의 농도만 저녁 시간에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비율을 선행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서울은 현재 자동차의 기술 발전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이산화탄소에 대한 일산화탄소의 비율이 낮으며, 경유 차량의 점유율에 

따라 이산화탄소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비율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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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관측이 서울의 농도 정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통행량과 통행 속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 변화와 배출원, 

물리화학과정, 기상에 영향을 받는 대기오염물질의 시간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심의 

대기질을 이해하는 지표로써 대기에 오래 머무르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이산화탄소가 적절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메가시티인 서울에서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다면, 

이산화탄소와 대기질을 관측하고 있는 노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부가 편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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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time relationship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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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arbon dioxide (CO2) and air pollutants in cities could 

mainly be originated together by fossil fuel combustion such as 

vehicles and heating, monitoring of urban CO2 has the potential of 

better understanding air quality. However, our knowledge on how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are related in city is still limit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centration changes, correlation, and 

ratio of CO2 and air pollutants including carbon monoxide (CO) and 

nitrogen oxide (NOx) conducting both mobile measurement using 

vehicle and stationary measurement located in the high building in the 

central area of Seoul, Korea during the winter of 2018-2019. We 

used local enhancement (△species) which is the increased 

concentration by urban emission sources to separate the 

concentration which has stayed for a long time in the atmosphere or 

moved from elsewhere. For mobile measurement analysis, the areas 

which had large correlations between △CO2 and △NOx (r2>0.7, 

p<0.001) were vehicle-crowded intersections, while grids with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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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ratios of △CO2 and △NOx (△NOx:△CO2>8 ppb ppm-

1
, p<0.001) were areas where speed of vehicles was high. This means 

that the main factor of roadside air quality is vehicles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change according to the number and the speed of 

vehicles. For stationary measurement analysis, the lead-lag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CO (r=0.753, p<0.001) and △

NO2 (r=0.525, p<0.001) were both simultaneously correlated to △

CO2, indicating that CO2, CO, and NO2 were co-emitted by same 

emission sources. The ratios of △CO and △NO2 to △CO2 were 

higher in the evening (8.428 and 0.538 ppb ppm-1, respectively) than 

in the morning (4.776 and 0.165 ppb ppm-1, respectively), and the 

difference of ratios was larger for △NO2. This is because that the 

concentration variation of NO2 was affected by emission sources, 

complex physicochemical reactions and meteorological factors. 

Compared ratios of this study with the previous studies, the ratios of 

△air pollutants to △CO2 were related with vehicl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share of diesel veh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alyzing monitored CO2 with air pollutants can be 

an effective wa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air quality and 

major emission sources that characterize the atmosphere of Seoul. 

 

 

Keywords: Seoul, mobile observation, stationary observation, carbon 

dioxide,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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