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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서울시는 2006년 수립된 ‘수도권 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한 서

울특별시 시행계획’에 기 하여, 2014년까지 미세먼지(PM)와 이산화질소

(NO2)의 농도 개선을 목표로 도로이동오염원, 사업장, 에 지 등 범 한 

분야에 걸친 오염물질 배출량 감정책을 추진 임.

◦서울시의 지속  질소산화물(NOx) 배출 감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

시 인 NO2 오염도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NO2 농도가 기환경기 을 상회하고 있으며, 연도별 변화경향도 증․

감을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 경향이 찰되지 않음.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NO2 오염도 개선 속도가 더딘 원인을 분석․진단하

고 서울의 고유한 NO2 특성을 악하여, 효과 인 NO2 리를 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그림 1> 연구내용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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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이산화질소(NO2) 현황

1) NOx 배출량 현황

◦서울시 NOx는 부분이 경유, 휘발유, LNG 등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배출

되고,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과 비산업시설임.

－연료별로는 경유사용이 66%로 가장 크며, 배출원별로는 자동차 등 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이 46%로 가장 큼.

 

배출원별 도로이동오염원별 

비도로이동오염원 연료별

<그림 2> 서울시 NOx 배출원별, 연료별 배출비중(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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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2 관리정책 및 제도

◦서울의 NOx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므로 반 으로 자동

차 련 NOx 감사업의 추진이 활발함. 

－이동오염원 리：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  강화,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과 서울시가 주체 으로 추진하는 기차 등 공

해자동차 보 , 운행경유차 공해화사업 시행

－사업장 리： 형사업장에 한 NOx 배출총량 리제 시행, 발 시설 

 형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  강화, 소사업장과 공동주택에 

NOx버  보  추진 

－에 지 리：청정연료사용 의무화, 폐기물․지열 등 신재생에 지 보

 확 , 지역난방 보  확  사업 진행

3. 외부 영향조사 및 분석

1) 장거리 이동의 영향

◦ 국 등 외부에서의 오염물질 장거리이동 황 악을 목 으로 설립된 국

가배경농도 측정소(강화도 석모리, 옹진군 덕 도, 태안 도리)의 2000

년~2009년 측정자료를 정성 으로 분석함.

－강화도, 옹진군, 태안의 NO2 연평균 농도 분석결과, 2003년 이후 NO2 연

평균 농도는 서울 연평균 NO2 농도의 1/4 수 인 0.008ppm 이하 유지

－풍향별 NO2 농도 분포 분석결과, 서풍에서는 낮은 농도를 유지하는 반

면, 동풍에서는 보다 높은 농도 측

－따라서, 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이 서울의 NO2 고농

도 상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단, 보다 정확한 분

석을 해서는 심도 있는 정량  분석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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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석모리(2008년) 강화도 석모리(2009년)

옹진군 덕적도(2009년) 태안 파도리(2009년)

<그림 3>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의 풍향별 NO2 농도 분포

 
2) 인천⋅경기지역의 영향

◦서울과 인 한 인천  경기지역의 NOx 배출은 기상여건에 따라 서울의 

NO2 농도에 보다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어, 경기․인천지역 NOx 

배출이 서울의 NO2 농도에 미치는 향을 정성 으로 조사함.

－경기지역의 NOx 배출량이 서울  인천지역에 비해 크게 높으나, 단

면 당 NOx 배출 도는 서울이 인천시의 2.2배, 경기도의 5.4배 수 임.

－서울, 인천, 경기 5  도시(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의 도시 기 측

정망에서 측정된 NO2 연평균 농도 변화추이를 보면 NO2 농도는 서울이 

가장 높고 이어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남. 

－경기 주요도시와 인 한 서울의 도시 기측정소(강서구, 양천구, 구로

구, 천구)에서 측정한 NO2 시간별 농도의 풍향별 분포 분석결과, 인천 

 경기 주요도시가 치한 남서 계열의 풍향보다 북동계열의 풍향에서 

NO2 농도가 높게 찰됨. 반면, 서울 도시배경측정소인 북한산의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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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 농도는 남풍계열에서 높게 찰됨.

－이는 서울의 NO2 고농도 상에 미치는 서울시 내부 배출원의 향이 

외부  향보다 클 수 있음을 간 으로 시사함.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2007, 2009.12
주：2007년 배출량 기준, 산림면적 제외

<그림 4> 면적당 NOx 배출밀도 비교

강서구(2010년) 양천구(2010년)

구로구(2010년) 북한산(2010년)

<그림 5> 경기⋅인천과 인접한 서울 대기측정소와 북한산 측정소의 풍향별 
이산화질소(NO2)농도 



vi

3) 종합정리

◦서울의 NO2는 국으로부터의 장거리 이동 향보다 국내 배출(특히, 경

유사용에 따른 NOx 배출)의 향이 보다 크며,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 인

 수도권 도시들의 경유사용 자동차,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과 인천, 경

기지역에 분포한 발 시설 등 사업장에서의 연료연소에 의한 NOx 배출이 

서울의 NO2 농도에 일정 정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외부 향보다는 면 당 NOx 배출 도가 높은 서울의 내부 NOx 배

출 향이 서울 NO2 고농도에 보다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한, 인천, 경기 등 서울시 외부의 NOx 배출원에 한 리는 수도권의 

상호 력을 통해 개선해야 하므로, 서울시는 주요한 내부 NOx 배출원(경

유 사용 이동오염원, LNG 연료연소설비 등)에 한 효과  리로 NO2 농

도 개선을 꾀해야 함.

4. 해외 이산화질소 관리 사례조사

1) 일본 도쿄

◦도시 기뿐 아니라 도로변 NO2 농도의 꾸 한 개선

◦도쿄 NOx의 약 50%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자동차의 NOx 배출량   

약 80%는 경유차임. 2005년 NOx 배출량은 2000년 비 24% 감소하 으

며, 부분 경유자동차에서 감

◦주요 NOx 배출 리 정책  제도 

－자동차 NOx ․ PM법：2001년부터 자동차의 PM뿐 아니라 NOx 배출에 

한 규제로 기  과 차량의 도쿄도내 등록 제한 실시

－도쿄도 환경확보 조례：2003년부터 미세먼지 과다배출 경유자동차 운

행제한 실시, 도쿄도와 주변 3개 을 포함하는 역  운행제한 상에 

외지차량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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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 배출허용기 ：미국 다음으로 자동차에 한 엄격한 배출기  

용으로 휘발유차보다 NOx 배출이 많은 경유자동차의 보  차단

－PM․NOx 동시 감장치 상용화 조기 실

－연료 황함유량 리： 감장치의 효과성 증 를 하여 유황경유 조

기도입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NO2 농도는 꾸 히 개선되어 연평균기  이하로 유지

◦1990년 이래로 NOx 배출량이 지속 으로 감소하 으며, NOx 배출 감은 

부분 이동오염원 분야에서 발생함. 향후에도 지속 으로 이동오염원의 

배출 감 정책 강화 계획

◦주요 NOx 배출 리 정책  제도

－제작차 배출허용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자동차 배출기  용으로 

경유차의 보 률 미미

－Diesel Risk Reduction Program：미세먼지 감을 주목 으로 형 운행

경유차에 하여 서울과 유사한 공해사업 진행 

－미세먼지 감장치(DPF) 인증기 ：2009년부터 미세먼지 감장치 인

증 시 NO2 배출증가에 한 제한기 (20% 이내) 만족여부 검사

3) 영국 런던

◦도로변뿐 아니라 도시 기의 NO2 농도가 환경기 을 과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으며, 개선의 경향도 미미

◦런던 NOx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이 47%, 가정  상업, 산업용 연료연

소는 33% 정도 차지

－도로이동오염원  화물차가 41%, 승용차 35%, 버스 22% 차지



viii

◦2008년 체 NOx 배출량은 2004년 비 47% 감소하 으며, 이동오염원

과 가정  상업, 산업용 연료연소에서 배출 감 발생

◦주요 NOx 배출 리 정책  제도

－제작차 배출허용기 ：미국  일본보다 느슨한 배출허용기  용으로 

경유자동차의 보 률이 높음.

－혼잡통행료 징수：교통정체 완화를 해 런던 심지역을 상으로 통

행료 징수(일정시간을 정하여 시행)

－LEZ(배출가스 배출지역) 시행：미세먼지 감을 주목 으로 2008년

부터 외지차량을 포함한 형 경유차의 런던권역내 운행제한

◦자동차의 NOx 배출량 감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NO2 농도의 상승경향에 

주목하여 자동차의 Primary NO21) 배출 조사 실시

－일반 으로 자동차의 Primary NO2 배출비율은 5% 정도이고 NO 배출비

율은 95%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경유자동차 조사에서는 NO2 배출비율

이 30~80%까지 높게 나타나, 경유차의 보 률이 많은 유럽 심으로 

Primary NO2 배출 조사  분석이 활발함.

－런던의 Primary NO2 배출비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9년 22% 수 ) Primary NO2가 NO2 개선 부진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

－경유차의 Primary NO2 배출이 높은 이유는 Euro 3배출기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허용기 의 폭 강화로 미세먼지 감을 해 DOC, DPF

가 장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임. DOC, DPF는 장치의 특성상 NO2 배출

(Primary NO2) 증가 래

1) NO2는 생성과정에 따라 Primary NO2와 Secondary NO2로 구분됨. Primary NO2는 자동차, 보일

러 등 연료연소 배출원에서 직  배출되는 NO2를 칭하며, Secondary NO2는 기 에서 NO(일
산화질소)의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NO2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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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은 Primary NO2 배출 리를 하여, PM․NOx 동시 감장치 부착 

로젝트  시범사업을 진행 이며, DPF 인증기 에 NO2 증가에 한 

제한치 설정을 고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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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외 도시의 주요 NO2(NOx) 저감정책 비교

미  캘리포니아주 본 도쿄  런

동

염원 

차 

허용  

(경 차 NOx )

- 계에  가장 엄격한  

  보다  경 가격

책  경 동차  보  낮

(2008  3% 내) 

- 승용차：1994  0.12g/km, 2004

 0.03g/km  

- 량차：1994  6.7g/kwh, 2004

 2.7g/kwh, 2007  0.27g/kwh 

- 엄격한   경 동차  

보  낮  (2005  4% 내)

- 승용차：1997  0.4g/km, 2002  

0.3g/km, 2004  0.15g/km, 2009  

0.08g/km 

- 량차：1998  4.5g/kwh, 2003  

3.4g/kwh, 2005  2.0g/kwh, 2009  

0.7g/kwh 

- 경 동차  보  지  가 

(2008  약 26%), 럽 가  평균  

경 동차 보  50% 상 

- 승용차：2000  Euro 3 0.5g/km, 

2005  Euro 4 0.25g/km, 2009  

Euro 5 0.18g/km, 2014  Euro 6 

0.08g/km 

- 량차： 2000  Euro 3 5.0g/kwh, 

2005  Euro 4 3.5g/kwh, 2008  

Euro 5 2.0g/kwh, 2013  Euro 6 

0.4g/kwh 

경  질 

개 ( 함 량 )

- 1993  500ppm

- 2006  15ppm 

- 2002 지 500ppm

- 2003  50ppm

- 2005  10ppm

- 1999  350ppm

- 2004  50ppm

- 2008~2009  10ppm

운행차 리

- 미 지 감  주  목  경

차량  공해  도(DPF 장착, 

CNG, 연료 지 등 공해차  엔

진개   체, 후차 폐차 도)  

- OBD II( 가스 진단장치) 착 

：1997 터 14,000lb 

하  모든 차량에 착, 2010  

14,000lb  상 차량도 착 시

- 동차 NOx․PM (2001 터)：  

승용차  한 모든 차량  PM과 NOx 

 만 차량만 도쿄도내 등   

수  가능(수도  포함 도시 에 용)

- PM․NOx 동시 감장치 상용

- 동차 공해감시원(G맨)  치하여 비

 검사  단  공해차량 리

- 공해차  체 도：도내 200  상 

동차 사용 사업 에 공해차  

비  도  시행

- 미 지 감  주  목  ,

 경 차  공해  도(DPF 장착, 

경  강  차량  체 등)

- 경 스에 PM․NOx 동시 감장치 

착 시 사업 진행

- 공해차( 차, 하 브리드차, Euro 

5 상)  체 도 

- OBD：Euro 3(2000 ) 차 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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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해외 도시의 주요 NO2(NOx) 저감정책 비

미  캘리포니아주 본 도쿄  런

동

염

원

운행 한 도 -

- 도쿄 경 보 (2003 터)：승용차

 모든 경 차 상  미 지  

합 차량  도쿄도 운행 한(DPF 장착, 

공해차  체  폐차 도), 지차량도 포

함  수도  공동시행

- 잡통행료 (2003 터) 실시  통량 감

- 가스 지역(LEZ) 운 (2008 터)：

차, 스 등 ․  경 차가 미 지 ( 

(Euro 3 수  상) 합 시  지 , 지

차량 포함 

DPF  

- 다  염 질   

감장치 장착  하여  가해

는 안 .

- DPF  시 미 지 감

장치 착  한 NO2  

가량 20% 내 

- 다  염 질들  감장치 장착 보

다 10% 측 차 에  가해 는 안 .

- 미 지  다  염 질에 해 는 

상차량에 해당하는 Euro  만  

- 미 지 감장치 착 ․후에 측 한 NO2/ 

NOx  비  하도  하고 나 특별한 

 미

- 향후, DPF  시 NO2 가 에 한 한치 

여  고  

Primary NO2 

 

- 경 차  보  낮아,  

 지 않 .

- 하지만, DPF  시 NO2  

가량 한치  하여 리

- 경 차  보  낮아,   

지 않 .

- 경 차  보  고, Primary NO2  비

  Euro 3 &  Euro 4 운행  많아 주  슈

 고 .

그 -

-  규 상보다  업 용 규모 

연 에 하여 NOx  하고 

‘ NOx 연 '  시행： 리

 사각지역  규모연 시 에 한 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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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의 이산화질소 특성분석

1) 특성분석방법

◦서울시의 경유차 등록비율이 체 자동차의 30%(승용차와 승합차만 고려

시 21%)에 육박하고, 유럽도시에서 Primary NO2 배출로 문제시되고 있는 

Euro 3, 4 경유차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Primary NO2 배출에 

한 분석 조사 필요

◦Abbott이 제시한 방법을 용하여 서울시의 차량 운행조건(차종구성  운

행 특성 등)에서 Primary NO2 배출비 을 추정함.

◦서울의 도로변 측정소 12개 지 과 이와 인 한 도시 기측정지 을 배경

지 으로 선정하여 차량운행이 많은 07~19시의 시간별 NO, NO2, O3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2000년~2010년 상). 

2) 특성분석 결과

◦산출된 연평균 Primary NO2 배출비율은 동 문 0.14~0.38, 서울역 

0.11~0.24, 신사 0.11~0.20, 신  0.12~0.22, 등포 0.12~0.24, 청계4가 

0.14~0.35, 청량리 0.15~0.21이며, 2008년 이후 신설되어 운 되고 있는 측

정소의 경우 길동 0.14~0.16, 종로 0.12~0.15, 강변로 0.16, 양재 0.13~0.14, 

태릉 0.12~0.15임. 

◦ 체 도로변 측정소의 평균 Primary NO2 배출 비율은 월평균 0.11~0.32로 

나타나며, 특히 2009년에 측정소별 편차가 크게 조사되었고, 연평균으로는 

0.15~0.21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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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균±표준편차(1S.D), 서울역, 청계4가, 길동 측정소 제외

<그림 6> 전체 도로변 측정소의 월별 평균 Primary NO2비율의 변화 

◦서울시의 경우 런던처럼 증가 는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서울의 경유차 비율이 런던보다 낮으며, 서울에서 시행 인 운행 

경유차에 한 다양한 공해 사업으로 Primary NO2 배출 문제가 일부 상

쇄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DPF, DOC 부착사업(Primary NO2 배출 증가를 래하는 사업)과 경유

버스의 CNG 버스 교체, 조기폐차, LPG 개조 사업(NOx 배출과 Primary 

NO2 배출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실 이 유사

<그림 7> 서울시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실적 비교(Primary NO2 증․감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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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산화질소 저감둔화 원인 및 방안

1) 이산화질소 저감둔화 원인

◦서울의 NO2 오염도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는 가장 근원  원인은 상 으

로 완화된 경유 제작차의 NOx 배출허용기 으로 휘발유차보다 NOx 배출

이 많은 경유차의 보 이 증가한 데 있음.

－경유차의 배출허용기 이 상 으로 느슨한 유럽의 기 을 따라가고 

있으며, 도입시기도 유럽에 비하여 1~5년 뒤쳐짐.

－경유자동차 보 률도 국과 유사

 <그림 8> 경유승용차 NOx 배출허용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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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유중량차 NOx 배출허용기준 비교

◦Primary NO2 배출 문제를 안고 있는 Euro 3, Euro 4 경유차 보 으로 인한 

Primary NO2 배출 증가도 서울의 NO2 개선 부진의 한 원인으로 추정 

－경유차 Euro 3기  2005년 도입, Euro 4기  2006년 도입으로 Primary 

NO2 배출비 이 높은 Euro 3과 Euro 4의 경유차 보   운행이 많을 

것으로 추정

－서울의 Primary NO2 배출비율 추정결과, 2010년의 비율이 평균 15%로 

런던(22%)보다는 낮으나 여 히 기존의 5%보다 3~4배 높으며 월별로는 

30% 이상인 경우도 나타남.

2) 이산화질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경유차의 운행이 지 않은 서울의 이산화질소 문제는 NOx의 배출량뿐 아

니라 Primary NO2의 배출 감노력 병행 필요 



xvi

<그림 10> 운행차 NOx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NOx 배출 감을 한 주요 리 상이 미세먼지 리 상과 일치하므로, 

NOx, Primary NO2, 미세먼지 동시 감방안  사업에 우선순  부여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에 한 향후 리 방향

－제작차 리：국가가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수 을 반 하여 배출

허용기  도입  규제시기를 결정하므로, 서울시는 엄격한 배출기 의 

제작차 조기 도입을 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

이 친환경 공해차량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극  노력 필요

－운행차 리：미세먼지에 집 되어 있는 운행차 공해 사업에 NOx, 

Primary NO2를 추가 으로 고려하여 우선순  재조정 필요

◦그 외 배출원 리 방향：사업장, 주택 등에 한 기존의 NOx 배출 감방

안들의 지속  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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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존 NOx 관리 정책의 지속적 확대 추진

◦법  제도의 개선 방향

－제작차 배출허용기 제도 보완：NO2 기  추가 검토

－운행차 정 검사제도 보완：매연뿐 아니라 NOx  NO2 검사도 추가  

－DPF 인증제도 보완：인증기 에 NO2배출 증가에 한 제한치의 추가 

고려가 필요함. 이를 해서는 기존 인증 DPF에 한 NO2 배출수 을 

조사하여 장치 설치로 인한 NO2 배출 증가에 한 한 제한치 설정 

필요

－ 공해 미조치 경유차의 운행제한 제도 보완

⋅미세먼지 외에 NOx에 한 기  미달차량도 운행제한 상에 포함되

도록 확

⋅수도권 등록차 외에 외지차도 운행제한 상에 포함되도록 확

⋅종합 인 운행차량 배출가스 리  단속 시스템 구축：규제 상차

량, 감장치 부착 등 차량정보에 한 DB 구축, 차량정보가 포함된 

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반여부 확인으로 단속 가능한 선진화된 통합체계 구축 는 배출가스 

원격 자동측정장치(Remote Sensing Device)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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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이산화질소(NO2)는 갈색의 자극성 냄새가 있는 유독한 기오염물질로, 

고농도의 이산화질소는 폐수종, 폐렴, 폐출  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

서울시는 2006년 수립된 ‘수도권 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한 서울

특별시 시행계획’에 기 하여, 2014년까지 미세먼지(PM)와 NO2의 농도 개선을 

목표로 도로이동오염원, 사업장, 에 지 등 범 한 분야에 걸친 오염물질 배

출량 감정책을 추진 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NOx 배출 감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  

측되는 NO2 오염도의 개선은 가시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림 1-1>은 서울

의 도시 기, 도로변에서 측정한 연평균 NO2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향이 많은 도로변에서의 NO2 농도가 일반 으로 

주거지역에 치한 도기 기 측정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평균 NO2 

농도도 기환경기 인 0.030ppm을 상회하고 있다. 한 연도별 변화경향도 

증․감을 반복하며 개선의 경향이 뚜렷하게 찰되지 않는다.  



4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주) NO2 환경기준：연평균 0.03ppm(2007년부터 강화․적용)

<그림 1-1> 서울시의 도시대기, 도로변의 이산화질소 오염도 변화 추이 

이 연구는 서울 NO2 오염도의 개선 속도가 더딘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서

울의 고유한 NO2 오염 상의 특성을 악하여, 효과  NO2 리를 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체계

연구는 <그림 1-2>와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 , 서울

의 NO2 오염도 황, 주요 배출원, 리 정책 등을 조사하고, 더불어 최근 국 

런던에서 시행한 바 있는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서울 NO2 오염도의 고유 특성

을 분석․평가하 다. 국 런던시는 서울과 유사한 NO2 문제를 가지고 있으

며, 최근 런던 NO2 상에 한 특성분석조사를 진행하여 효과 인 NO2문제 

해결을 한 정책  방향 환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의 편서풍 에 치하여 서울의 기질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국과 인천․경기도 지역의 향을 조사하 다. 한 서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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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3차원 화학 모델 도입이 필요하

나, 이는 이 연구의 범 를 벗어나므로 과거 연구․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측정자료와 배출량 자료를 토 로 외부의 향을 정성 으로 평가하 다. 

더불어 서울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선진도시들의 NO2 리 황 등을 면

히 조사하여 성공 으로 리되고 있는 도시들의 경우 성공 정책을, 부진한 개

선 황을 보이는 도시들의 경우 응 황을 조사하여 서울시로의 시사 을 도

출하 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 과 서울시 NO2 황  특성분

석, 외부 향의 조사․분석 결과를 기 로 하여, 향후 서울의 NO2 개선을 한 

리 방향을 제시하 다. 

   

<그림 1-2>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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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울시 이산화질소(NO2) 현황

제1절 NOx 배출현황

국내의 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기정책지원시스템(이

하 CAPSS)에서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CAPSS에서 산정하는 배출량자료는 

유럽  미국 등 해외의 배출원 분류체계(SNAP 97)와 배출량 산정방법을 원용 

하고 있으며 국내 조사  연구결과를 토 로 조 씩 국내 실에 맞게 개선해 

오고 있다. 

기  측되는 NO2의 상당량은 NO(일산화질소)의 산화반응에 의해 생성

되는 이차물질이며, 일부 NO2가 배출원으로부터 직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NO2 오염의 주요 배출원을 악하기 해서는 NO2뿐 아니라 NO

의 배출원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통상 으로 NO와 NO2를 합쳐 NOx(질

소산화물)라 칭하며, 부분의 NO2 리가 NOx 배출원 리에 의해 진행되므

로 NOx 배출량에 한 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2-1>은 2007년 기  서울시 NOx 배출원별 배출량을 보여 다. NOx는 

부분이 경유, 휘발유, LNG 등 화석연료연소에 의하여 배출되며, 서울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특히, 화물차) 등 도로이동오염원과 건설기계와 같은 비도로

이동오염원, 그리고 주거․상업시설 등 비산업시설의 연료연소이다. 



10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2007)｣, 2010.03

<그림 2-1> 서울시 NOx 배출원별 배출 비중(2007년 기준)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2007)｣, 2010.03

<그림 2-2> 서울시 도로이동오염원별 NOx 배출 비중(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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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2007)｣, 2010.03

<그림 2-3> 서울시 비도로이동오염원별 NOx 배출 비중(2007년 기준)

연도별 서울시 NOx 배출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은 2004년 이후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비

산업연소 부문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증감이 

반복 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체 NOx 배출량의 증감경향과 패턴이 유사하다. 

특히, 2007년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  하나는 배

출량 산정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 건설기계 배출량 산정 상에 

기존의 불도  등 5가지 건설장비 외에 덤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추가

되었다. 한 배출계수, 활동도자료 등 매해 배출량 산정방식이 개선되므로 배

출량자료의 경향만으로 기  측되는 기오염물질의 농도 경향을 직

으로 유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2007)｣, 2010.03

<그림 2-4> 서울시 NOx 배출량 변화 추이

2007년 기  연료별 NOx 배출 비 을 <그림 2-5>에 도식하 다. NOx 배출

은 경유 66%, LNG 16%, 휘발유 11%로 조사되어, 경유 연소가 NOx 배출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연도별 석유류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연료사용량은 미미하나마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NOx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유 사용량도 2007년

을 기 으로 감소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2-6>). 

경유는 자동차나 건설장비 등 이동오염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료이므로 서

울시 자동차와 건설장비의 황  변화를 조사하 다.  

<그림 2-7>은 서울시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 수 변화를 보여 다. 2000년 ~ 

2010년까지의 연료별 차량 수는 휘발유, 경유, LPG 차량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연료별 자동차 등록 수도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 다. <그림 

2-8>은 서울시의 체 차량 등록 수  경유차의 비율과 경유 승용차  승합

차의 비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 경유차는 등록 수가 29%에 이르

고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유 승용차와 승합차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약 21%의 경유 승용차+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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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2%

경유
66%

등유
0%

휘발유
11%

LPG
3%

LNG
16%

CNG
2%

주：본 연료별 배출량은 연료연소에 의해서만 산정되는 배출량으로 시도별, 오염물질별, 연료별 총배출량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2007)｣, 2010.03

<그림 2-5> 서울시 연료별 NOx 배출 비중(2007년 기준)

주：기타－경질중류, 중유, 제트유, 용제,  아스팔트유, 납사, AVI-GAS임(단위：천배럴).

자료：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10

<그림 2-6> 서울시 연료별 사용량 변화 추이 



14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자료：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현황

<그림 2-7> 서울시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그림 2-8> 서울시 차종별 경유차 등록대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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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서울시 차종별 연료별 동차 등록대수
(단 ： )

차 연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승용

휘발 1,616,541 1,630,069 1,655,614 1,663,076 1,617,531 1,606,458 1,607,069 1,637,973 1,638,436 1,638,248 1,658,316 

경 65,742 119,987 198,383 260,458 311,253 349,566 384,325 417,384 430,291 441,954 456,192 

LPG 114,072 167,539 199,290 219,602 232,526 252,057 273,028 290,603 303,011 309,312 312,716 

등 12 9 6 5 2 2 1 4 1 1 0 

기 0 0 0 0 0 0 0 1 0 0 47 

알코 3 1 2 1 2 3 3 3 0 0 0 

태양열 -　 - 0 0 0 0 0 1 1 1 1 

CNG - - 0 0 2 6 9 19 92 207 428 

LNG - - - - - - - - 0 2 1 

하 브리드 - - - - - - - - 1,430 3,133 4,644 

기타연료 350 342 318 360 940 1,434 1,671 1,770 1,911 2,043 1,885 

승합

휘발 6,371 5,218 4,612 4,093 3,597 3,180 2,929 2,643 2,433 2,132 1,914 

경 161,770 148,149 142,640 134,842 127,871 122,299 119,299 115,557 109,689 104,726 102,761 

LPG 121,009 98,208 95,951 91,217 85,951 76,132 72,908 72,215 72,758 70,881 63,874 

등 4 2 2 2 2 3 3 0 0 0 1 

기 0 0 0 0 0 1 2 1 0 0 5 

알코 0 0 0 0 1 1 0 1 0 0 0 

태양열 - - 0 0 0 0 0 0 0 0 0 

CNG - - 0 235 1,648 2,347 3,401 4,722 6,364 7,488 8,268 

LNG - - - - - - - - 0 0 0 

하 브리드 - - - - - - - - 0 0 0 

기타연료 65 257 979 1,025 439 175 154 163 91 11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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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서울시 차종별 연료별 동차 등록대수
(단 ： )

차종 연료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화물

휘발 7,149 5,984 4,904 4,113 3,550 3,110 2,763 2,531 2,290 2,079 1,945 

경 312,088 335,207 348,125 357,408 355,056 351,418 341,446 331,740 315,657 304,200 299,863 

LPG 32,447 36,072 37,041 36,530 35,650 36,461 43,439 51,120 59,622 62,639 62,344 

등 0 0 0 0 0 0 0 0 0 0 0 

전기 0 0 0 0 0 0 0 1 0 0 0 

알코 0 0 0 0 0 3 7 5 0 0 0 

태양열 -　 - 0 0 0 0 0 0 0 0 0 

CNG - - 0 3 30 40 51 140 262 381 433 

LNG - - - - - - - - 1 0 0 

하 브리드 - - - - - - - - 0 0 0 

기타연료 1,117 1,024 1,072 1,063 1,155 1,164 1,282 1,339 1,415 1,595 1,721 

특수

휘발 13 12 10 9 8 8 7 9 9 7 7 

경 2,170 2,287 2,374 2,375 2,511 2,775 2,931 3,211 3,333 3,445 3,748 

LPG 14 25 54 57 48 40 36 36 34 34 33 

등 0 0 0 0 0 0 0 0 0 0 0 

전기 0 0 0 0 0 0 0 0 0 0 0 

알코 1 1 1 1 1 1 1 1 0 0 0 

태양열 -　 - 0 0 0 0 0 0 0 0 0 

CNG - - 0 0 0 0 0 0 0 0 0 

LNG - - - - - - - - 0 0 0 

하 브리드 - - - - - - - - 0 0 0 

기타연료 54 48 53 61 67 87 92 93 80 80 77 

총 수 2,440,992 2,550,441 2,691,431 2,776,536 2,779,841 2,808,771 2,856,857 2,933,286 2,949,211 2,954,704 2,981,400 

주：휘발 =휘발 +휘발 ( 연)+휘발 (무연), 하 브리드=(휘발 ,LPG,CNG,LNG+전기)합한 수

료： 토해양부, 동차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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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형화, 노

후화되어 등록 수에 비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2-9>는 서울시의 건설기계 등록 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며, 2004년 

이후 건설기계 총 등록 수가 조 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9년 10월 기

으로 서울시 등록 건설기계의 연식분포 조사결과에서는 체의 56% 정도가 

10년을 과하는 차령의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서울시, 건설기계 

 이륜차 오염물질 공해방안 조사․연구, 2009).  

<그림 2-9> 서울시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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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NO2 관리 정책 및 제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  강화, 서울시에서 주체

으로 추진하는 공해자동차 보 , 운행경유차 공해화사업이 주요한 NOx 

감사업이다. 한 형사업장에 한 배출총량 리제의 도입과 발 시설  

형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  강화, 2007년부터 발 시설에 한 탈질시설 설

치․가동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감하고 있다. 

에 지 리부분에서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폐기물 에 지․지열 등 신재생

에 지 보  확 , 지역난방 보  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소

기업 등에 NOx버  지원사업으로 NOx 배출 완화를 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0년 12월에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을 변경하

고, 지 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감실  우수 사업(운행경유차 공해화, 

사업장 총량제, NOx버  보  등)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기오염물질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할 수 있는 기차 등 공해차 보  진, 노후차 조기

폐차 확 , 소산단 청정연료 환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분 저감대책(기존) 추가대책

자동차
(비도로 이동
오염원포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자동차연료 품질기준 강화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 개조) 
▪ 저공해자동차 보급(CNG 차량, 전기자동차 도입 등)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자제
▪ 배출가스 단속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연비 ․ 온실가스 관리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

라 구축
▪ PM ․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사업장

▪ 발전시설 및 대형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발전시설에 탈질시설 설치 ․ 가동
▪ 대형사업장 총량관리
▪ 저NOx버너 보급

에너지 ․ 도시

▪ 업무용 시설에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 일반주택의 도시가스(LNG)보급 확대
▪ 지역난방 실시：열병합발전소(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온수

를 각 세대로 공급 
▪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 냉 ․ 난방보급 확대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에너지절약형 녹색도시 

조성

<표 2-2> NOx 저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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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부문 관리대책

주요 NOx 배출원인 자동차 부문의 책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구분 내용

▪ 제작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 운행차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및 관리체계 개선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 위해성 관리 강화
―운행차 저공해화

▪ 자동차연료 품질 개선 및 친환경연료 
보급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 강화
―바이오 디젤 연료 보급
―자동차 촉매제 관리강화

▪ 비도로이동오염원 ―건설기계 등 배출가스 관리 강화

▪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대중교통 기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및 자전거 이용률 제고

<표 2-3> 자동차부문 관리대책

1) 제작차 배출관리

제작차는 배출허용기  강화, 공해용 보 , 사후 리 로그램 강화 등으

로 배출 리를 추진하고 있다. 연료별 차종에 따른 배출허용기 은 다음 <표 

2-4> ~ <표 2-6>과 같다.

구분 내용

경유차
―’06년 EURO 4, ’09년 EURO 5 수준, ’14년 EURO 6 도입 추진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07년~)：5년 8만km에서 10년 16만km(유럽기준)

휘발유․가스차
―차종별 단일 배출허용기준 적용 체계에서 제작사별 오염물질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 

Fleet Average System)*로 전환(’09년∼)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07년~)：16만km에서 19.2만km(미국기준)

이륜차

―’06년 EURO 2, ’08년 EURO 3 수준으로 강화,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1년→ 2년)
―현행 EURO 3 기준을 자동차 환경인증 국제표준화(UNECE W29)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
―’11년부터 50cc 미만 이륜차를 신고 대상에 포함(자동차관리법)하고, 사용신고 기준에 

맞춰 환경인증 대상에 포함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관리방안 

도입

―수송 부문의 배출가스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의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 제작사가 기준을 선택하도록 추진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15년에는 연비 17km/ℓ, 온실가스 140g/km 기준 적용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 ’12년 30%→ ’13년 60%, ’14년 80%→ ’15년 100% 적용
―’12년부터 제작사 대상 벌과금 제도 도입

주：*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FAS)：자동차 제작사에게 다양한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허용하되, 제작사 규모별로
달리 규정된 평균 배출량 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표 2-4>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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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는 2002년 LEV, 2006년 LEV-II의 ULEV, 2009년에는 NMOG FAS

제도를 용하고 있다.

구분 LEV ULEV ULEV

시행연도 2002.7 2006.1 2009.1

휘발유차 승용차 (g/km) 0.12 0.031 0.031

<표 2-5> 휘발유차 NOx 배출허용기준의 변화

경유차는 유럽의 기 을 용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Euro 5기 이 용되

어 그동안 집 되던 미세먼지(PM)와 더불어 NOx 배출에 해서도 후처리 장치

의 용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도입 정인 Euro 6기 은 PM․NOx 동시 감

장치 등 첨단 후처리 장치가 필수 으로 부착되도록 규제를 강화한 조치이다. 

구분
Euro 3 Euro 4 Euro 5 Euro 6

PM NOx PM NOx PM NOx PM NOx PM NOx

시행연도 2000
2005(소형)
2003(대형)

2006 2009
신차：2014.01

기존차：2015.01

경유
차

승용차
(g/km)

0.05 0.62 0.05 0.50 0.025 0.25 0.005 0.18 0.0045 0.08

중량차
(g/kWh)

0.2 6.0 0.1 5.0 0.02 3.5 0.02 2.0 0.01 0.4

<표 2-6>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의 변화

공해 자동차 보  확 를 하여, 배출가스 감장치기술 국산화지원, 

EURO 6 기 을 만족하는 경유자동차에 한 보조  지원, 가솔린 하이 리드

(’11), 러그인 하이 리드(’13), CNG 하이 리드 자동차에 한 보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CNG차량 보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확  시행되고 있다.  한 2014

년까지 버스, 승용차, 택시, 이륜차 등에 기차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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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CNG 차량 보급대수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실적

2002년 929 - -

2003년 318 - 10

2004년 733 18 20

2005년 381 5 10

2006년 950 71 11

2007년 1,181 132 81

2008년 922 261 114

2009년 1,345 214 147

계획

2010년 841 80 107

2011년 - 150 60

2012년 - 160 52

2013년 - - -

2014년 - - -

자료：서울시, 서울시 연차별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10.7

<표 2-7> 서울시 CNG차량 보급 실적 및 계획

구분 연도 
전기차 도입대수

버스 승용차 택시 이륜차

실적

2004 - - - -
2005 - - - 139
2006 - - - 39
2007 - - - 3
2008 - - - 50
2009 - 5 10 7

계획

2010 17 30 10 228
2011 50 300 50 500
2012 150 1,500 540 1,000
2013 300 3,500 2,020 2.000
2014 400 9,000 3,400 5,005

자료：서울시, 서울시 연차별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10.7

<표 2-8> 서울시 전기차 도입 실적 및 계획 

제작차 사후 리 로그램 강화를 해 자동차별 배출가스 등 제, 제작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수시검사,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 System) 부착 확 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OBD-II를 

극 도입하기 시작하 다. 



22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구분 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차종별⋅모델별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여 언론 공개, 관보 고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

―시판 중인 차량의 NOx, HC, PM10뿐만 아니라 CO2에 대한 배출량을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합산하여 등급 산정(’09~)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 간 저공
해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 유도

제작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및 

수시검사

―제작차 인증 이후 제작자의 책임 강화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에 따른 대기오
염 예방

―결함확인검사 결과, 불합격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초과 원인분석 후 제작사에 
통보하여 결함 시정

―대상 차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초과 차종 등 결함 
가능성이 높은 차종을 대상 차종으로 선정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수시검사)을 통해 
제작사 책임 및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OBD) 부착 

확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를 쉽게 파악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연료별․차종별로 
단계적 부착 의무화
※ 휘발유자동차：’15년 모든 차종, 가스⋅경유자동차：’14년 모든 차종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노후화, 오작동 및 고장 등의 감지뿐만 아니라 EGR 및 SCR 
등의 저감장치 성능 충족 여부까지 감지하도록 OBD 기능을 강화

<표 2-9> 제작차 사후관리 강화 프로그램

2) 운행차 배출관리

운행차 배출 리는 경유차 공해화 사업, 특정경유차 운행 제한, 자동차 검

사 시행  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연 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경유차 공해화 사업을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004년부터 시작하여 지속 으로 확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감장치를 부착해도 배출기 을 수하기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도한 노후 

경유 자동차에 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

진 실   계획은 <표 2-10>과 같다. 

조기폐차 활성화를 해 생계형 차량의 감사업 참여 시 소득층에 한 

조기폐차 지원율을 상향 조정(80%→ 90%, ’10년～)하 다. 더불어, 조기폐차 

행기 (자동차환경 회) 지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우수 폐차업체에 한 

자동차 재활용 우선 배정(’10년～),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에 따른 경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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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로 공해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한 제도  책을 추진 이다.  

2010년 9월 서울시는 ‘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운행제한에 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차령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  의무화명령을 받고 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 량에 

계없이 배출가스 정 검사에서 불합격 정을 받은 수도권 등록 경유차의 수도

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경기  인천은 각각 2010년 7월, 4월부터 시행). 공

해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

릴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상차량 단속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 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엄격한 단속을 한 시스템이 부재하여, 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연도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LPG 개조 DPF 부착 DOC 부착 조기폐차

실적

2004 585 280 150 -

2005 2,814 7,789 1,490 37

2006 8,714 6,854 22,961 609

2007 14,285 10,626 23,575 5,805

2008 16,452 6,566 3,230 9,851

2009 14,027 10,024 1,685 9,130

계획

2010 11,000 9,800 1,000 10,000

2011 4,650 24,924 - 5,473

2012 4,747 24,315 - 6,073

2013 5,001 24,315 - 6,166

2014 4,347 21,256 - 6,341

자료： 서울시, 서울시 연차별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10.7

<표 2-10> 서울시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실적 및 계획                    
(단위：대)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   시험방법)의 엄격한 리에 비하여 상 으로 

느슨한 운행차 리를 고려하여, 과다오염물질 배출차량에 한 한 정비 

 리 책의 일환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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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정기검사(정 검사)로 자동차가 매되어 도

로를 운행한 이후, 검사유효기간 동안 배출가스 련 부품의 내구성을 확보하

여 운행차 배출허용 기 을 항상 유지토록 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는 수시검사

로 운행 인 자동차가 검사 당시 운행차 배출허용 기 에 합한지 여부를 검

사하는 노상 단속제도이다.

재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 검사를 통해, 휘발유 자동차에 한 

NOx 배출검사가 진행될 뿐, NOx 배출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에 해서

는 매연 배출검사만 실시되고 있어, 운행 경유차에 한 NOx 배출 리는 극

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1> 참조). 

구 분
수시점검
(노상점검)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차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시 ․ 도 조례

수도권 특별법 
제25조

시행
지역

전국 전국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지역

수도권대기관리
권역(배출가스 보
증기간이 지난 승
용차를 제외한 경
유 자동차)

검사
주기

차령에 관계없이 운행
하는 모든 자동차를 
도로에서 무작위로 강
제 정차시켜 검사

⋅승용자동차：차량등록 후 
4년째부터 2년 주기

⋅승합 ․ 화물자동차：차량등
록 후 2년째부터 6개월~1
년 주기

⋅승용자동차(비사업용)：차
령 3~4년 경과, 2년 주기

⋅승합 ․ 화물자동차(사업용)：
차령 2년 경과, 1년 주기

정밀검사와 동일

검사
항목

정기검사와
동일

 ⋅무부하검사(정차상태 검사) 
－휘발유：CO, HC, 공기비
－경유：매연

․ 부하검사(구동상태 검사)
－휘발유：CO, HC, NOx
－경유：매연, 엔진출력

정밀검사와 동일

<표 2-11> 운행차의 배출가스 검사제도 비교 

Euro 5 & Euro 6 배출허용기 의 도입으로 PM뿐 아니라 NOx에 한 규제

도 강화됨에 따라 운행경유차에 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감을 한 

기술개발도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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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연료 품질 개선 및 친환경연료 보급

자동차 연료 품질 향상을 해 휘발유, 경유  LPG 연료 품질기 을 진

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황함유량에 한 기 이 <표 2-12>와 같이 강화되

고 있다. 

구분 2002년 1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월부터

휘발유 130 50 10

경유 430 30 10

LPG 200 100 40

<표 2-12> 자동차 연료품질기준(황함유량) 강화 
(단위：ppm)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 제 실시로 해외의 환경품질 기 을 비교하여 등

(1~5단계)을 부여하고 홈페이지  언론을 통해 정기 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 연료별 품질 공개 상항목을 3개 항목(휘발유：황, 벤젠/ 경유：황)에서 12

개 항목으로 확 ('09년, 휘발유․경유 각 6개 항목)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공  지원을 해 바이오디젤에 해 ’10년까지 교통에 지 환경

세를 면제해주거나 ’12년까지 폐식용유를 원료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 개

별소비세 면제를 계획 이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홉합비율(%) 0.5 1.0 1.5 2.0 2.5 3.0

주：’11년 이후 보급비율 설정 검토 중

<표 2-13> 연도별 바이오디젤 보급비율

4)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관리

비도로이동오염원에 한 배출 리는 도로이동오염원에 비하여 늦게 시작되

었으며, 아직은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비도로이동오염원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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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비 이 가장 큰 건설기계에 한 배출 리가 다른 비도로이동오염원에 비

하여 나은 편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 기환경보 법 시행규칙”개정(’03.12.10)  “제작자

동차 인증방법  차에 한 규정”개정(’03.12.09)에 따라 화물자동차와 엔진

특성이 유사한 덤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  등 3종의 자동차형 

건설기계에 해서만 용되었던 배출가스허용기 을 2004년 1월부터 6종(불

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 기, 로울러)의 건설기계에도 단계 으로 확

 용하고 있다. 

구분

Tier-1 Tier-2 Tier-3 Tier-4

PM NOx PM NOx+HC PM NOx+HC PM
NOx

(NOx+HC)

시행연도 2004 .01
130~560：2005. 01
75~ 560：2006. 01
19~560：2007. 01

75~ 560：2009. 01
19~560：2010. 01

2015.01

건설기계 종류
3종(굴삭기, 로우
더, 지게차) 

6종(3종+불도저+기중
기+로울러)

Tier -II와 동일 30종으로 확대

엔진
출력
KW

19~37 0.8 9.5 0.6 7.5 0.3 7.5 0.03 -(4.7)

37~75 0.6 9.2 0.4 7.5 0.4 4.7
0.03

(37~56
kW)

-(4.7)
(좌동)

75~130 0.6 9.2 0.3 6.6 0.3 4.0
0.02

(56~130
kW)

0.4(-)
(좌동)

130~225 0.54 9.2 0.2 6.6 0.2 4.0
0.02

(130~560
kW)

0.4(-)
(좌동)

225~560 0.54 9.2 0.2 6.4 - - - -

<표 2-14>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허용기준의 변화(제작차)

운행 인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리법 제13조, 기환경보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행하는 27종 장비에 한 정기검사  

안 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덤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

트펌  등 3종의 자동차형 건설기계에 해서만 ‘ 한건설기계안 리원’에

서 무부하 가속 검사방법으로 매연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유효 기

간은 건설기계 종류에 따라 1~2년 차등 설정되어 있으며,  3종의 자동차형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운행 건설기계의 배출허용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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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와 같다. 

이와 같이, 건설기계  일부 기종에 해서만 매연검사가 실시되고 있어 비

도로이동오염원에 한 NOx 배출검사체계도 미흡하다. 

구분 차종 제작일자

매연

여지반사식
광투과식 

분석방법에 의한 
무부하급가속검사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

중량자동차a

1992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자동차

대형자동차b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승용4c ․
화물3d 2002년 7월 1일 이후 20% 이하 30% 이하

주1：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함.
주2：a, b, c, d：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에서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규모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

출처：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 78조 관련) 별표 21(개정 2009.1.14), 2009.

<표 2-15> 운행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한 운행 인 건설기계의 공해화를 해 트럭 3종(덤 트럭, 콘크리트믹

서트럭, 콘크리트펌 트럭 등)에 배출가스 감장치(DPF) 시범 부착사업(’11년)

을 추진할 계획이나, NOx 배출 리에 한 고려는 없는 상황이다.

5) 환경친화적 교통수요관리

교통 기반 확충  이용 활성화를 해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성을 높이

는 간선 행버스(BRT)를 도입하고 버스 앙차로제를 확 하며, 수도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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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시를 철로 연결하여 철의 수송 분담률을 제고하 다. 그리고 교통 

이용을 진하기 해 역 행버스  간선 행버스 체계 확충, 교통 

용지구 확 ,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확  등을 시행하여 교통의 편의를 증

진하고 있다.

기업체의 교통수요 충족을 해 통근버스 운행 로그램 개발  산확보

(2011년), 직장군이 형성된 곳을 심으로 통근버스 공동 운 , 카풀을 이용하

는 기업체에 인센티  부여, 업무차량의 공동배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 자 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2년까지 5%로 제고(’05년 1.2%, 해외：

일본 14%, 네덜란드 27%)하며, 자 거와 교통 연계체계(정류장  터미  

주변 자 거 주차시설 확충, 자 거 도로네트워크 구축)인 U-Bike 시범지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2. 사업장부문 관리대책

사업장 리 책은 NOx 오염물질과 련된 내용을 심으로 <표 2-16>에 

나타내었다.

 

구분 내용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방안 마련
―오염물질 저감비용 최소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실시
―선진 측정 관리기술을 활용한 배출량 관리
―총량 관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중 ․ 소 사업장 관리방안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저NOx버너 보급 지원

<표 2-16> 사업장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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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는 총량 리 상 오염물질이며, 2007년 수

도권 지역의 1종 사업장에 용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종사업장으로 확

하 다. 2010년 상반기 기 으로 총 302개의 사업장이 총량 리를 실시하고 있

다. 서울시의 총량제 상 사업장은 NOx의 경우 1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량 리 상 사업장은 부분 인천(발 시설)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시행시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비 고

’07.07 이후  30 20 1종 사업장

’10.01 이후 4 2 1~2종 사업장

<표 2-17> 총량제 대상 사업장 설정 기준  
(단위：톤/년)

2) 중․소 사업장 관리방안

․소 사업장은 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 을  5년 단 로 강화하여 리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폐자원에 지 사용시설 별도분리 규정 수  미세

먼지(PM2.5)의 구물질인 VOC, NOx 등의 환경기  달성을 해 배출허용기

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기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비를 재정 으로 지원해주기 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사업장을 상으로 NOx버  설치비를 융자해주고 있다. 2010년

부터는 NOx버  설치 지원 상이 일반보일러뿐 아니라 냉온수기, 업무․상

업용 건축물 는 공동주택까지 확 되어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 입지해 

있는 소 산업단지에서 액체연료(B-C유 등)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청정연료

(LNG)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NOx버 의 지속  보 을 추진 이다. 한 

NOx, CO2의 동시 감을 한 설치비를 지원하기 해 2011년에 시범사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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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후 단계별로 확  추진할 계획이다. 

NOx버 는 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일반버 에 비해 30~50% 감

하고, 연료 감 효과도 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NOx버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구분 실적 계획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수 210 425 512 400 450 500 550

자료：서울특별시, 연차별 대기질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2010.7월 기준)

<표 2-18> 서울시 연도별 저녹스버너 보급 실적 및 계획

3. 환경친화적인 도시 관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오염 유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하여, 지역난방 는 구역형 집단에 지 공 , 개별난방 보 시 

NOx버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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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부 영향 조사 및 분석

제1절 장거리 이동의 영향

한진석 등은 장거리이동 기오염물질 이동량의 공간  분포와 변화추이연

구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서해상공에서 항공 측한 SO2, NOx, O3에 

한 분포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한진석외 6인, 2006). <그림 3-1>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을 5개 권역으로 나 어 장거리로 수송되는 오염물질의 근원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즉, I권역은 국 북동부와 북한 지역, II권역은 산동반도와 

발해만연안 지역( 국 북부지역), III권역은 국 동지나해를 포함한 국 ․

남부 지역, IV권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남태평양 지역, V권역은 일본을 포함한 

북태평양 지역, L권역은 국내 지역이다. SO2의 농도는 II, III권역에서 체로 높

은데, 특히 산동반도를 통과하는 경우에 높았으며, I, IV, V, L권역에서는 II, III

권역보다 낮고, 인 인 오염물질 배출원이 거의 없는 IV권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Ox는 인 인 배출원이 없어도 근해에서 화학  반응

에 의해 생성될 수도 있으며, 그 농도가 V권역에서 높고 IV, L권역에서도 높게 

나타나 SO2와는 달리 국의 향이 크지 않음을 간 으로 시사하고 있다. 



34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자료：한진석 외 6인, 2006

<그림 3-1> 장거리대기오염물질 이동 분석을 위한 권역구분

국가 인 배경농도 악과 함께 외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유출 등 장

거리이동 황 악을 목 으로 설치된 국가배경농도 측정소는 강화도 석모리, 

옹진군 덕 도, 태안 도리, 거제도 구리, 울릉도 태하리, 제주도 고산리에 

치하고 있다. 이  서울의 기에 미치는 국의 향을 간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측정소로 강화도 석모리, 옹진군 덕 도, 태안 도리를 선정하여 과거 

측정자료와 분석자료를 수집․정리하 다. 

<그림 3-2>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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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은 강화도, 옹진군, 태안에서 측정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NO2 

연평균 농도이다. 2003년 이후 NO2 연평균 농도는 0.008ppm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연평균 NO2 농도의 1/4 수 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이다. 

 

연도 강화도(석모리) 옹진군(덕적도) 태안(파도리)

2000 0.009 - 0.006 

2001 0.012 - 0.007 

2002 0.011 - 0.007 

2003 0.008 - 0.008 

2004 0.007 - 0.006 

2005 0.005 - 0.006 

2006 0.006 - 0.007 

2007 0.005 0.007 0.008 

2008 0.007 0.007 0.007 

2009 0.0068 0.0072 0.0064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2009), 2010.08

<표 3-1>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의 연도별 NO2 연평균 오염도 추이            
(단위：ppm)

<그림 3-3>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의 연도별 NO2 연평균 오염도 추이

 <그림 3-4> ~ <그림 3-6>은 강화도, 옹진군, 태안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

지 측된 PM10, NO2의 풍향별 농도 분포를 분석한 자료이다. PM10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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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계열 풍향에서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 NO2는 동풍계열의 풍향에

서 농도가 확연하게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배경측정소의 NO2 농도가 서울의 1/4 수 이고 동풍계열의 풍향

에서 국가배경측정소의 NO2농도가 매우 높게 찰되고 있으므로, 국에서 배

출되는 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이 서울의 NO2 고농도 상에 미치는 향은 크

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장거리 이동의 향보다는 국내 내부 배출의 

향이 NO2 농도에 보다 큰 향을  것으로 단된다. 

구분
강화도(석모리)

PM10 NO2

2007

2008

2009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2007, 2008, 2009)

<그림 3-4>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의 풍향별 농도 분포(강화도 석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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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옹진군(덕적도)

PM10 NO2

2007

2008

2009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2007, 2008, 2009)

<그림 3-5>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의 풍향별 농도 분포(옹진군 덕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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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태안(파도리)

PM10 NO2

2007

2008

2009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2007, 2008, 2009)

<그림 3-6> 국가배경농도 측정소의 풍향별 농도 분포(태안군 파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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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천⋅경기지역의 영향

국 등 장거리에 치한 NOx 배출원과는 달리, 서울과 인 한 인천  경기

지역의 각종 NOx 배출은 기상여건에 따라 서울의 NO2 농도에 보다 직 으

로 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인천지역 NOx 배출이 서울의 NO2 농도에 미치

는 향의 정량  평가는 이 연구의 범 안에서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지역별 

배출원  배출량 자료, 측정자료 등을 기 로 정성 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3-7>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1. NOx 배출현황 비교

<그림 3-8>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연도별 NOx 배출량 변화추이를 보여

다. 경기지역의 NOx 배출량이 서울  인천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나나, 면 당 NOx 배출 도는 서울이 국내 최고로 인천시의 2.2배, 경기도의 

5.4배 수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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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에너지
산업 

26,464 29,367 24,533 31,127 26,425 29,262 24,288 14,612

 비산업 16,459 16,375 18,223 18,879 18,247 18,365 16,787 14,905

 제조업 14,895 13,756 13,312 11,908 10,000 13,166 10,294 11,026

생산공정 3,235 3,309 3,162 3,164 2,816 2,234 3,615 3,331

도로
이동 

73,133 88,391 95,635 99,800 104,155 96,395 97,016 113,385

 비도로
이동 

28,426 25,183 31,680 33,639 34,812 31,438 30,978 46,334

 폐기물
처리 

3,775 4,478 4,832 4,773 4,625 4,016 4,083 3,833

기타
면오염원 

- - - - - - - 35

합계 166,387 180,859 191,377 203,290 201,080 194,876 187,061 207,461

주：본 연료별 배출량은 연료연소에 의해서만 산정되는 배출량으로 시도별, 오염물질별, 연료별 총 배출량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2007)｣, 2010.03

<표 3-2> 경기도 배출원별 NOx CAPSS 배출량(2000년~2007년) 
               (단위：톤/년)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에너지
산업 

14,080 15,196 12,639 15,998 20,650 31,106 34,682 11,192

 비산업 4,874 4,715 4,624 4,384 4,232 4,238 4,496 4,326

 제조업 4,969 8,412 8,014 4,747 3,354 4,099 4,425 3,066

생산공정 2,698 2,758 1,373 3,914 2,168 2,695 1,656 2,852

도로
이동 

13,754 19,979 21,404 22,486 24,406 22,377 22,797 25,364

 비도로
이동 

10,840 10,988 13,440 14,384 14,804 10,773 10,767 17,013

 폐기물
처리 

595 523 624 910 766 601 1,342 1,031

기타
면오염원 

- - - - - - - 7

합계 51,810 62,571 62,118 66,823 70,380 75,889 80,165 64,851

주：본 연료별 배출량은 연료연소에 의해서만 산정되는 배출량으로 시도별, 오염물질별, 연료별 총 배출량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2007)｣, 2010.03

<표 3-3> 인천시 배출원별 NOx CAPSS 배출량(2000년~2007년)           
(단위：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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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NOx 배출량 추이 비교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량 2007, 2009.12
주：2007년 배출량 기준, 산림면적 제외

<그림 3-9> 면적당 NOx 배출밀도 

<그림 3-10>은 배출원별 배출 비 (2007년 기 )을 분석한 그림이다. 경기도

의 경우 배출 비 은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77%)이 가장 크며, 이어 비산업

(7%), 에 지사업(7%), 제조업(5%)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도로․비도로 이

동오염원(78%), 에 지 산업(17%), 비산업(7%), 제조업 (5%) 순으로 NOx 배출 

비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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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지역의 경우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 비 이 75% 이상

을 차지하는 은 서울과 유사하나, 서울에서는 미미하게 추정되고 있는 에

지산업, 제조업 등 사업장의 배출 비 이 크게 나타나는 은 서울과 차이 으

로 보인다.  

<경기도> <인천>

<그림 3-10> 경기도 및 인천시 NOx 배출원별 배출 비중(2007년 기준)

<그림 3-11>은 수도권 배출 리 사업장(1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2008년~ 

2009년의 NOx 배출량을 보여 다. 인천  경기지역의 사업장 NOx 배출량이 

수도권 지역 사업장 배출량의 부분을 차지한다. 

자료：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정보, 2010.2

<그림 3-11> 수도권 배출관리사업장(1종:118개)의 NOx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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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출 리 사업장의 배출분야별 NOx 배출량을 살펴본바, 발 시설의 

배출량이 다른 사업장의 배출량보다 월등이 많다. 발 시설의 경우 배출구수는 

많지 않으나 고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형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체 배출

량에 한 비 이 크다. 발 시설의 배출량은 냉․난방  산업 력 수요에 따

라 하 기에 다소 증가하고 동 기에 집 되는 경향을 보이며 체 총량사업장

의 배출량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 3-12> 참조).

자료：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정보, 2010.2

<그림 3-12> 수도권 배출관리사업장(1종:118개)의 배출분야별 배출현황

<그림 3-13>은 경기도의 연료별 NOx 배출량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정리

한 것으로, 경유, LNG, 휘발유의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르게 주로 화력발 용, 시멘트 소성용, 제철소 코크스 제조용, 화학공업 원료

용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연탄 배출량도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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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 연료별 배출량은 연료연소에 의해서만 산정되는 배출량으로 시도별, 오염물질별, 연료별 총배출량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2007)｣, 2010.03

<그림 3-13> 경기도 연료별 NOx 배출량

경기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조사결과, 경유가 가장 많으며, 이어 휘발유, 

LPG, 벙커C유 순으로 조사되었다. 휘발유, 벙커C유는 2009년에 사용량이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14> 참조).  

자료：경기도, 경기통계연보 2010

<그림 3-14> 경기도 연료별 사용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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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는 연료별 인천시 NOx 배출량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정리한 

것이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유연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도 보여 다. 인천

시는 경기도와 유사하게 경유, LNG, 휘발유의 배출량이 크고, 인천국제공항으

로 인한 항공유의 사용량도 많다. 한, CNG가  증가하고 있고, LPG는 연

도별 배출량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2003년부터 유연탄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탄과 LPG 배출량 증․감소가 유사한 이유는 발 소의 

운 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주：본 연료별 배출량은 연료연소에 의해서만 산정되는 배출량으로 시도별, 오염물질별, 연료별 총배출량과는 차
이가 있음.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2007)｣, 2010.03

<그림 3-15> 인천시 연료별 NOx 배출량

인천시에는 역발 시설이 9개소에 64기가 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

이  NOx 등 기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재 인천지역의 발

시설은 국 발 용량의 15%, 수도권지역 발 용량의 62%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권내 사업장 배출총량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NOx는 1만 3,721톤으

로 총 발생량의 49%, 황산화물은 6295톤으로 총 발생량의 56%에 달한다. 인천

지역의 사업장 가운데 발 시설에서 배출하는 NOx가 1만 50톤으로 총 발생량

의 73%를 차지한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인천시는 업체별 시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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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업계획을 세우고 2014년까지 모든 발 시설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며, 기존 발 시설에는 탈질소산화물, 탈황 등 최 의 오염방지 시설

을 설치, 운 할 계획이다. 

구분 생산량(MW)

인척화력(8기) 1512

서인천발전(16기) 1800

신인천복합화력(12기) 1800

영흥화력본부(4기) 3340

포스코파워(16기) 1800

에코에너지(1기) 50

인천공항에너지(3기) 127

LH공사(1기) 24

인천종합에너지(3기) 206

<표 3-4> 인천에 위치한 발전소의 전력생산량

인천시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분석결과, 수도권 기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을 기 으로 증가하던 등유, 경유, 유, 벙커C유, 기타 부분의 연료 사용

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휘발유, LPG의 사용량은 증가하는 경

향을 보 다. 하지만 이후에는 감소  증가하는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다. 휘발유와 LPG의 사용량은 자동차의 이용 증가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인천시, 인천통계연보 2010

<그림 3-16> 인천시 연료별 사용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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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 중 측정농도 비교

<그림 3-17>은 서울, 인천, 경기도 5  도시(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의 

도시 기 측정망에서 측정된 NO2 연평균 농도 변화추이를 보여 다. NO2 농도

는 서울의 가장 높고, 이어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세 지역에

서 NO2 농도는 증․감하는 경향이 뚜렷이 찰되지 않는다. 다만, 2009년 서울

의 NO2 농도가 년 비 감소하 으나 향후에도 감소 경향을 유지할지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0.035 0.037 0.036 0.038 0.037 0.037 0.036 0.038 0.038 0.035 

경기 0.032 0.033 0.030 0.034 0.033 0.031 0.033 0.033 0.034 0.034

인천 0.024 0.027 0.027 0.030 0.028 0.025 0.029 0.031 0.030 0.030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2009), 2010.08
주：경기도의 경우 5대 도시(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의 농도

<표 3-5> 도시대기 측정망의 연도별 NO2 연평균 오염도                   
(단위：ppm)

주：경기도의 경우 5대 도시(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의 농도

<그림 3-17> 도시대기 측정망 이산화질소 오염도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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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NO2 농도가 NOx 배출량이 2배정도 많은 경기도보다 높은 이유  

하나는 NOx의 주배출원인 자동차 통행량  교통량이 서울에 집 되어 있어 

면 당 배출 도가 서울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서울의 주풍향

이 서풍계열로 풍상에 치한 인천  경기 주요도시들에서 배출되는 NOx가 

서울의 NO2 농도에 직 으로 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특히, 발 시설 등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원 주변에 미치는 향

보다는 멀리 떨어진 풍하지역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

로, 인천  경기 일부지역 사업장 배출의 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8>은 경기 주요도시, 인천시와 인 한 서울시의 도시 기측정소(강

서구, 양천구, 구로구, 천구)와 서울시 도시배경측정소(남산, 북한산)에서 측

정한 NO2 시간별 농도의 풍향별 분포를 도식한 것이다(서울 송월동 시간별 기

상자료 이용). 4곳의 도시 기측정소 분석결과, 인천  경기 주요도시가 치

한 남서계열의 풍향보다 오히려 북동계열의 풍향에서 NO2 농도가 높게 찰되

었다. 한, 서울의 도심부에 치한 남산 측정소에서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북쪽 외곽지역인 북한산에 치한 북한산 측정소의 풍향별 

NO2 농도 분포 분석결과에서는 부분 남풍계열의 풍향에서 NO2 농도가 확연

히 높게 찰되었다. 이는 서울의 고농도 NO2 상이 외부 인 향보다 내부

에서 발생하는 배출의 향에 보다 민감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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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강 구

양천구

구로구

<그림 3-18> 울과 접한 측정  풍향별 산 질 (NO2) 여도(단 :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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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금천구

남산

북한산

<그림 계 > 울과 접한 측정  풍향별 산 질 (NO2) 여도(단 :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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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종합정리

서울시 NO2 농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외부로부터의 기오염물

질 이동을 들 수 있다. 연구 범 상 서울시 외부의 배출원에 한 정량  평가

는 어려우므로, 다양한 과거 연구자료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기 로 국 

등으로부터의 장거리이동, 서울과 인 한 경기도와 인천의 향을 정성 으로 

살펴보았다. 

한반도로 이동하는 기류의 60% 이상이 국 륙에서 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미세먼지, SO2 등 일부 기오염물질은 국 배출원의 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NOx에 한 국 등으로부터의 장거리이동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국가배경농도측정망의 풍향별 농도를 분석한 결과, PM10은 부분 서

풍계열 풍향에서 농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NO2 는 동풍계열의 

풍향에서 농도가 확연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에

서 측정된 NO2 농도가 서울의 1/4 수 으로 조사되어, 서울에서 찰되는 NO2 

고농도 상에는 국 등으로부터의 장거리이동 향이 미세먼지, SO2의 경우

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

한 NOx 배출이 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NOx 형태의  화

학물질은 직 으로 국내 NO2에 미치는 향은 으나 NOx가 PAN과 같은 

다른 형태의 화학물질로 변형․이동되어 국내 NO2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국의 NOx 배출 향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 조사와 

지속  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시 도시 기측정소의 연평균 NO2 자료를 서울시 측정자료와 

비교한 결과, 서울시의 농도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통

량이 집 되어 있는 등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면 당 배출 도가 상당히 높고, 

발 시설, 제조시설 등 배출사업장이 많은 인천  경기의 풍하지역에 측정소

가 치한 지리상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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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요도시  인천과 인 한 서울시의 도시 기측정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천구)와 도시배경측정소(남산, 북한산)에서 측정한 NO2 시간별 농도

의 풍향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인천  경기 주요도시가 치한 남서 계열의 

풍향보다는 오히려 북동계열의 풍향에서 NO2 농도가 높게 찰되었다. 이는 서

울의 이산화질소 고농도 상이 외부 인 향보다 내부 배출원의 향이 클 

수 있음을 간 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단된다.  

정리하면, 서울의 이산화질소는 국으로부터의 장거리 이동 향보다 국내 

배출(특히, 경유사용에 따른 NOx 배출)의 향이 크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

도권의 경유 자동차,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과 인천, 경기지역에 분포한 발

시설 등 사업장에서의 연료연소에 의한 NOx 배출이 서울의 NO2 농도에 일정 

정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 향보다는 면 당 NOx 

배출 도가 높은 서울의 내부 NOx 배출 향이 서울 NO2 고농도에 보다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서울시 외

부의 NOx 배출원에 한 리는 수도권의 상호 력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

이므로, 서울시는 주요한 내부 NOx 배출원(경유 사용 이동오염원, LNG 연료연

소설비 등)에 한 효과  리로 NO2 농도 개선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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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이산화질소 관리 사례 조사

해외 선진도시  NO2 가 성공 으로 리되고 있는 도시와 그 지 못한 도

시를 구분하여, 각 지역으로부터의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사 상 해외

도시들은 일본 도쿄, 미국 캘리포니아(LA), 국 런던과 랑스 리  등 유럽

도시들이다. 

<그림 4-1>은 주요 해외 도시에서의 연평균 NO2농도 변화 추이를 보여 다. 

도쿄는 2003년 이후 도시 기뿐 아니라 도로변에서의 NO2 농도도 지속 인 감

소 경향을 보이며, 2009년에는 30ppb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LA도 2000년 

이후 NO2 오염도가 꾸 히 개선되고 있고, 2008년 30ppb를 돌고 있다. 반면, 

리와 런던과 같은 유럽도시는 2004년~2005년 이후 NO2 농도가 증․감하는 

경향없이 정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도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해서는 지속 인 NO2 개선

을 선도한 효과  리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유럽도시들에 해서는 NO2 정

체의 원인분석  응 황을 보다 집 으로 조사하여 서울시로의 시사 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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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해외도시의 연도별 NO2 농도 변화 추이

제1절 일본 도쿄

1. NO2 및 NOx 배출 현황

도쿄도내의 82개 지 에서 기측정소가 운 되어 기오염 상황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47개 지 은 도시 기측정소이며,  35개 지 은 

도로변 측정소이다. 

<그림 4-1>처럼 도쿄의 NO2 연평균 농도는 2001년 이후 꾸 히 감소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NO2 환경기  달성정도 조사결과, 모든 도시 기

측정지 에서는 100% 달성율을 보 으며, 일부 도로변 측정지 (35개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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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   4지 )에서만 NO2 환경기 이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는 도로변 측정지 에서의 NO2 환경기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추이

를 보여 다.

자료：도쿄도, 도쿄환경백서 2010

<그림 4-2> 도쿄 도로변 측정지점에서의 NO2환경기준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추이

도쿄의 NOx와 PM 배출량을 보면 NOx의 약 50%, PM의 30%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자동차의 배출량 가운데 NOx의 약 80%, PM의 부분이 경유차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4-3>의 2000년과 2005년 NOx 배출량 변화

를 보면, 2005년 NOx 배출량은 2000년 비 24% 정도 감소하 다. 이의 부

분이 자동차, 특히 경유자동차 부분에서 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5

년 기 , 도쿄의 단 면 당 연간 NOx의 배출 도는 96톤/km2로 조사되어 서

울의 NOx 배출 도인 268톤/km2(2007년 기 )보다 3배 정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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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쿄도, 도쿄환경백서 2010

<그림 4-3> 도쿄의 NOx와 PM 배출원별 배출량 변화

2. NO2 관리 정책 및 제도

1) 자동차부문 관리대책

도쿄도는 자동차 등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이동오염원이 PM뿐 아니라 NOx

의 주요 배출원임을 감안하여 지속 인 자동차 배출가스 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NO2의 환경기  조기 달성을 목표로 환경부하가 은 차에 스티커 부착, 

국지  오염 개선을 목표로 한 책 등 지속 인 자동차 배출가스 책을 추진

하는 동시에 온실가스의 삭감을 향한 책도 강화하고 있다.

과거 NOx 배출량의 주요 감 상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심이었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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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 도쿄의 성공 인 NO2 리를 이끈 차량 련 법․제도․정책 등을 보

다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동차 NOx ․ PM법 및 환경확보조례

•자동차 NOx․PM법

일본 정부는 자동차 감 책으로 1992년 도쿄 등 6개 지역의 자동차에서 배

출되는 NOx를 이기 해 ｢자동차 NOx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배출규제를 

강화하 다. 2001년에는 NOx 배출량 리를 더욱 강화하고, PM 련 내용을 

추가한 ｢자동차 NOx․PM법｣으로 개정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NOx  PM

에 한 규제를 확  시행하 다. 도쿄도내 등록차량은 운행차나 신규차 모두 

1997년/1998년 제작차 수 의 배출가스 기 을 만족해야만 신규 등록, 이  등

록, 차검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제하 다. 

NOx․PM법은 경유승용차와 연료 종류에 상 없이 버스, 화물차, 승합차, 특

정용도차량 등 신차  운행차량 모두에 용되었고, 기 에 합하지 않는 차

는 등록이 지되었으며, 운행차량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지역 내 사용을 

지하 다. 

 자동차 NOx⋅PM법(2001) 개정 자동차 NOx⋅PM법(2007.6)

▪교통정체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로의 대
기오염물질농도 측정결과에 따라 대도시권 중
심으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 
대두

▪ 1992년에 자동차 NOx법 제정
▪ 2001년 입자상물질(PM) 배출규제를 추가하여 

자동차 NOx ․ PM법으로 개정 
▪ NOx와 PM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용하도록 하

는 차종규제를 도입하여 대도시권(도쿄도와 
주변 3개현, 오사카 ․ 효고현, 아이치․미에현)에
서 소유 및 운행 가능한 차종 제한

▪ 자동차 NOx ․ PM법 시행으로 대기환경은 개선되었
으나 국지적인 오염(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과 대
책지역 이외 차량의 도심유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07년 5월에 개정하여 교차로 등 중점대책지구를 
지정하여 대기정화대책을 마련

▪중점대책지구 내 교통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건
물 신축 시에는 배출량 억제방안 제출을 의무화

▪유입차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 주변의 중점대책지
구로 운행하는 차량의 사업자가 대상차량 배기가스 
배출기준 적합성 유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 

자료：김용우․민준석, 일본의 경유차 PM․NOx  규제동향 및 저감기술, Auto Journal (2008.02)

<표 4-1> 자동차 NOx ․ PM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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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환경확보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NOx․PM법과 별도로 조례에 의한 NOx  PM규제

를 실시 이며, 도쿄, 사이타마 , 치바   카나가와 은 PM 배출기 에 부

합한 차량 운행을 지하고 있고, 효고 은 NOx, PM 모두 규제 상으로 하

여 배출기  부 합 차량운행을 지하고 있다(Kotra, 2006).

도쿄도는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PM의 엄격한 규제를 하여 ｢PM을 상으

로 한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제도｣ 등을 포함한 환경확보조례를 제정하 고,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도쿄도 심으로 도․ ․시에서 2003년 10월부터 최 등록 

후 7년을 경과한 모든 경유차(승용차 제외)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 에 부 합

하면 도내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노후된 차량을 부분 폐차하도록 유도하

다. 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감을 해 감장치 부착 외에 CNG나 LPG

자동차 등으로의 교체 시 장치 가격  부착비용 등 보조 을 지 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자동차(특정용도차량)로 분류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  산업

장비는 일반 공해장비로 체 시 세제혜택  구입비, 설치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DPF  DOC 감장치를 설치하면 국토교통성에서 추진

하는 공해자동차 지원 로그램에 의해 설치비를 보조받게 된다. 

도쿄의 환경확보 조례는 PM을 타깃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리정책이나 자

동차 NOx․PM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하게 PM을 감하기 

한 책이므로 노후 경유차의 폐차 는 공해차로의 교체 등을 통해 일정 정

도 NOx의 감에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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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경확보 조례 (도) 자동차NOx⋅PM법 (국가)

규제물질 PM  NOx, PM

규제내용

디젤차 PM 배출기준 미달성 시, 도내 운행
금지
－0.185g/kwh(2003년부터)
－0.027g/kwh(2005년부터)

배출기준 미 달성 시, 대책지역내에서 신규등
록, 이전 등록, 차검의 갱신 등 차량수속 불가
운행차는 일정기간 후 해당지역내 사용금지

대상 차  도쿄도내 운행하는 경유자동차 대책지역내 자동차  

대상지역
(대책지역) 도쿄도전역+3개현 (수도권 공동시행)

도쿄도와 주변 3개현, 오사카․효고현, 아이치
․ 미에현    

대상 차종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 승합(버스등), 특정
용도차량 등 경유차량

경유승용차 및 화물, 승합, 버스, 특정용도차
량(연료와 무관)

유예기간
(초기등록부터)

7년간

소형트럭 8년, 보통트럭 9년, 마이크로버스 
10년, 대형버스 12년, 특정용도자동차 10년 
(일부특례있음)
*초기등록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대안
PM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차(CNG, LPG 등)
로 개조, 신차로 교체

국가에서 인정한 NOx,PM,저감장치의 장착, 
저공해차로 대체 등 

규제방법 
운행책임자에게 운행금지명령, 그에 따르지 
않을 시 위반자를 공표하고 50만엔 이하의 
벌금

차량검사증을 교부하지 않음.
(도로운송차량법 제58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자료：東京都環境局自動車公害対策部(헤이세이18) 東京都の自動車に関する規制等のあらまし, p.5

<표 4-2> 도쿄의 환경확보 조례와 자동차 NOx ․ PM법의 비교

(2) 제작차 배출관리 

일본의 NOx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규제는 1972년 PM규제 제

정 후, 1974년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이 규제 상

물질로 추가되었다. 1994년 단기, 1998년 장기, 2003년 신단기, 2005년 신장기

규제에 이어, 2010년 포스트 신장기규제가 시행되면서 PM과 NOx의 배출가스 

규제기 이 진 으로 강화되고 있다. 형경유차( 량차)의 경우, 포스트 신

장기규제에서는 NOx의 규제목표가 1994년 규제치의 1/10수 으로 강화됨을 

알 수 있다. 



62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자료：김용우 ․ 민준석, 일본의 경유차 PM ․ NOx 규제동향 및 저감기술, Auto Journal (2008.02)

<그림 4-4> 일본의 대형경유차(중량차) PM 및 NOx 배출규제 변화추이

엔진형태 적용연도 NOx PM

휘발유, LPG

1991.11.01 0.48/0.25 -/-

2000.10.01b) 0.17/0.08

2005 0.05

2009 0.05 0.005

경유, VW≤1.265t

1994.10.01 0.72/0.50 0.34/0.20

1997.10.01 0.55/0.4 0.14/0.08

2002 0.28 0.052

2005 0.14 0.013

2009 0.08 0.005

경유, VW>1.265t

1994.10.01 0.84/0.60 0.34/0.20

1997.10.01c) 0.55/0.4 0.14/0.08

2002 0.30 0.056

2005 0.15 0.014

2009 0.08 0.005

주：최대값/평균값
자료：정용일 외, 자동차와 환경, 2010

<표 4-3> 승용차 허용기준
(단위：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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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형태 적용연도 NOx PM

휘발유, LPG
1991.11.01 0.48/0.25 -/-

2000.10.01b) 0.17/0.08

휘발유, MT

1991.11.01 0.74/0.50 -/-

1998.10.01 0.25

2002.10.01c) 0.13

2007 0.05

2009 0.05 0.005

경유

1993.10.01 0.84/0.60 0.34/0.20

EIW<1.265t 1994.04.01 0.72/0.50 0.45/0.20

EIW>1.265t 1994.04.01 0.84/0.60 0.45/0.20

1997.10.01 0.55/0.4 0.14/0.08

2002 0.28 0.052

2005 0.14 0.013

2009 0.08 0.005

주：1. EIW：Equivalent Inertia Weight
2. MT：Mini Truck(배기량<0.66리터; 길이<3300mm, 폭<1400mm)

자료：정용일 외, 자동차와 환경, 2010

<표 4-4> 소형화물차(트럭, 버스)(GVW≤1.7t) 허용기준   
(단위：g/km)

엔진형태 적용연도 NOx PM

휘발유, LPG

1991.11.01 0.98/0.70 -/-

1998.10.01 0.48/0.25

2001.10.01 0.25/0.13 -/-

2005 0.07

2009 0.07 0.007

경유

1994.04.01 1.82/1.30 0.43/0.25

1997.10.01 0.98/0.70 0.16/0.09

2003 0.49 0.06

2005 0.25 0.015

2009 0.15 0.007

주：최대값/평균값
자료：정용일 외, 자동차와 환경, 2010

<표 4-5> 소형화물차(트럭, 버스)(1.7t<GVW≤3.5t) 허용기준  
(단위：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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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형태 적용연도 NOx PM

휘발유, LPG

1992.11.01 7.2/5.5 -/-

1998.10.01 5.90/4.5

2001.10.01 2.03/1.40 -/-

2005 0.9/0.7

2009 0.7 0.01

경유차량

2.5t<GVW
≤3.5t

1997.10.01 5.8/4.5 0.49/0.25

2003 4.22/3.38 0.35/0.18

3.5t<GVW
≤12t

1998.10.01 5.8/4.5 0.49/0.25

2003 4.22/3.38 0.35/0.18

2005 2.7/2.0 0.035/0.027

2009 0.7 0.01

GVW>12t

1999.10.01 5.8/4.5 0.49/0.25

2004 4.22/3.38 0.35/0.18

2005 2.7/2.0 0.035/0.027

2009 0.7 0.01

자료：정용일 외, 자동차와 환경, 2010

<표 4-6> 중량차 허용기준(GVWR>2.5t)
 (단위：g/kWh)

일본은 유럽에 비하여 경유차에 한 배출가스 허용기 이 엄격하고, 경유차

에 한 부정  인식이 강하여 경유자동차(승용차)의 보 률이 높지 않다. 2005

년에는 경유자동차(승용차)의 등록비율이 4%이고 매비율도 0.04%에 그쳤으

며, 2010년에는 매비율도 0.2% 정도로 나타나 경유승용차의 보 률이 높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포스트신장기 규제에 해당하는 경유차는 휘발유 규제치와도 유사하

여 클린디젤차로 정의되고 있다. 클린디젤차는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과 련

해 휘발유차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 탄소사회만들

기행동계획’에서 이 차를 차세 자동차로 포함시키고 있다.  

건설장비와 같은 비도로이동오염원에 한 제작차 배출허용기 은 <표 4-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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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kW)
HC NOx PM 적용시기

g/kWh 신규 모델 모든 모델

19≤ P < 37
1.5 8.0 0.8 2003.10 2004.9

1.0 6.0 0.4 2007.10 2008.9

37 ≤ P < 75
(37 ≤ P < 56)
(56 ≤ P < 75)

1.3 7.0 0.4 2003.10 2004.9

0.7 4.0 0.3 2008.10 2009.9

0.7 4.0 0.25 2008.10 2010.9

75 ≤ P < 130
1.0 6.0 0.3 2003.10 2004.9

0.4 3.6 0.2 2007.10 2008.9

130 ≤ P < 560
1.0 6.0 0.2 2003.10 2004.9

0.4 3.6 0.17 2006.10 2008.9

주：Applies to continuously produced nonroad vehicle (but not special vehicles) and imported 
special/nonroad vehicles. 

자료：http://www.diselnet.com

<표 4-7> 일본 비도로 제작 경유엔진의 허용기준  

(3) 저공해차의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를 이기 해서는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함께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거나 폭 인 공해차의 보  진이 요하다.

2000년에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LPG자동차  CNG 자동차 보  확  노

력을 골자로 한 “신시장 창조 도쿄 선언”을 발표하 다. 이 선언에서 2005년까

지 LPG  CNG 차량을 각각 5,000  정도 보 할 것을 밝혔다. 

환경확보조례에 따라 도내 200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해

서 도가 지정하는 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 이

며, 소기업에서 공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경유 차량을 규제 합 차량으로 

교체 시 융자  보조 이 지원되고 있다. 

도쿄도는 공해차 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해차 기 은 기오염방

지법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차량 무게가 2.5톤 이하, 3.5톤 이하, 3.5톤 이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4-8> ~ <표 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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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별

우수저공해차
※(1)또는(2)에 해당하는차량

초저공해차
※(1)또는(2)에 해당하는차량

(1) (2) (1) (2)

NOx PM NOx PM NOx PM NOx PM

기준
30%
저감
레벨

기준
레벨

기준
레벨

기준
30%
저감
레벨

기준
2/3
저감
레벨

기준
레벨

기준
30%
저감
레벨

기준
30%
저감
레벨

버스
트럭

중량차

배출가
스기준

0.5 0.010 0.7 0.007 0.2 0.010 0.5 0.007

연비기
준

헤이세이27년도(2015년) 연비 기준달성차

주：기준치는 국토교통성 자동차형식 인증실시요령에 기초한 산출방법
출처：九都県市低公害車指定指針

<표 4-8> 저공해차 기준(차량총중량 3.5톤 초과) 
(단위：g/km)

자동차종류
우수공해차 초저공해차

NOx NMHC PM NOx NMHC PM

배출
가스
기준 

승용차

0.025 0.025 0.005 0.013  0.013 0.005 

버스
트럭  

 경화물차,경량차
(GVW1.7톤 이하)  

 중량차
(GVW1.7톤 이상

2.5톤 이하)
0.035  0.025 0.007 0.018 0.013 0.007

연비
기준 

가솔린  

 승용차

헤이세이27년도(2015년) 연비기준달성차 또는 헤이세이22년도(2010년) 
연비기준+25%달성차   

버스
트럭

 경화물차
경량차
중량차

디젤차  

 승용차

헤이세이27년도(2015년) 연비기준달성차 또는 헤이세이17년도(2005년) 
연비기준+25%달성차    

버스
트럭  

경화물차
경량차
중량차

LP가스차   승용차  헤이세이22년도(2010년) 연비기준+25%달성차   

주：1. PM의 배출가스레벨은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흡장형질소산화물 환원촉매를 장착한 직접분사식 원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및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

2. 기준치는 국토교통성 자동차형식 인정실시요령에 기초한 계산법
출처：九都県市低公害車指定指針

<표 4-9> 저공해차 기준(차량총중량 3.5톤 이하)   
(단위：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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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종류
우수공해차  초저공해차

NOx NMHC PM NOx NMHC PM

배출
가스
기준

승용차(LP가스차)    

0.025 0.025 0.005 0.013  0.013 0.005 

버스
트럭

경화물차,경량차    
(GVW1.7톤 이하)  

중량차
(GVW1.7톤 이상,

2.5톤 이하)
0.035  0.025 0.007 0.018 0.013 0.007

연비
기준 

 승용차(LP가스차)  헤이세이22년도(2010년) 연비기준+10%달성차 

버스
트럭  

경화물차,경량차,중량차(
가솔린차)

 헤이세이22년도(2010년) 연비기준+10%달성차※ 

경화물차,경량차,중량차(
디젤차)

 헤이세이17년도(2005년) 연비기준+10%달성차※

※ 버스,트럭은 헤이세이23년(2011년) 3월31일까지 저공해차로 지정  
주：기준치는 국토교통성 자동차형식 인정실시요령에 기초한 계산방법
출처：九都県市低公害車指定指針

<표 4-10> 저공해차 기준(차량총중량 2.5톤 이하) (단위:g/km) 

(4) 운행차 관리정책

도쿄도는 자동차에 한 각종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 환경확보조례

에 의해 도쿄도 자동차 공해 감시원(통칭：자동차 G맨)을 배치하고, 기 에 

합하지 않은 차에 한 비정기  검사를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 노

상․물류 거  등에서의 차량 검, 비디오 카메라에 의한 주행차량의 촬  을 

통해 반 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도내 차량의 본

사를 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즉 개별 사업장을 직  방문하여 

경유자동차 보유 수를 확인한 후, 규제 미 응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 합 

차량 통지서, 주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 통지서를 발행한다. 

도쿄도는 2004년 6월부터 도 경계에서 규제 미 응 차량 유입 방지를 해 

비디오 카메라로 번호를 촬 하여 규제 상 차량을 색출  단속하고 있다. 

한 심야 새벽의 감시 카메라( 외선 방식)  수도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도민으로부터 신고를 받는 

핫라인도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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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연료 품질 개선 및 친환경연료 보급

일본에 수입되는 부분의 원유는 동산으로 유럽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비

해 유황함량이 높은 특징이 있어 유황유 공 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2000년 12월에 책정된 “도쿄 구상 2000”을 통해, 다음 해부터 2년간 

유황경유를 공 하는 석유제조업체에 1리터당 10엔을 보조하는 지원책을 시

행하면서 유황경유가 빠르게 공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운행차 공해화

의 주요 장비인 DPF와 산화 매장치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황함유량이 50ppm 이하의 유황경유 공 은 2003년부터, 10ppm 

이하의 유황유 공 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4-5> 일본의 자동차 연료품질(황함유량)기준 강화

유황경유 외에 도쿄는 바이오디젤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재 제1세  

바이오디젤연료와 제2세  바이오디젤연료가 개발 이다. 바이오디젤연료는 

폐식용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 이후 2009년

부터 2010년까지 국토교통성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디젤연료를 넣은 버스를 시

험 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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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외의 자동차 NOx 대책

도로변 NO2의 달성률이 약 90%인 원인  하나는 자동차 NOx․PM법에 따

른 책지역내에 등록할 수 없는 구형차가 책지역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소유

가 인정되어 도내로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도쿄도는 환

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도내의 화주․여행업자 등이 환경부하가 큰 차를 이용

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 2009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쿄도는 이들 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사업자나 도민이 환경부하가 

은 차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쿄도 합차 표장

(통칭：도쿄도 합차 스티커)｣의 보 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도쿄도, 도쿄환경백서 2010

<그림 4-6> 도쿄도 적합차 표장 및 관광버스의 환경라벨링

한, 도쿄도내를 운행하는 버스의 환경부하를 감하고자 사업자, 

버스회사와 력하여 버스의 환경라벨링을 추진하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

량 평가에 따라 AAA~B까지의 등 을 매겨 버스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환경친화  버스운행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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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지오염에 대한 정책

도쿄 간선도로 연도에서는 NOx, PM 등 기오염물질이 배출되나 도로가 층 

구조인 계로 오염물질이 흩어지기 어렵고, 국지 으로 농도가 높은 상태가 된

다. 이에 따라 도로변 고농도 기오염 상을 완화하기 한 노력을 강구 이다. 

특히 이타바시구 타이와쵸 교차 에서는 국토교통성, 수도고속도로(주)  

도쿄도가 교차지 을 오 스페이스화하여 기 확산을 진시키는 개선 책이

나 토양을 이용한 기정화 실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소규모 연소기기 대책

법률의 규제 상보다 규모가 작은 보일러, 냉온수 발생기, 가스히터 펌  등

의 업무용 소규모 연소기기에 하여 2009년 3월에 NOx 기 에 연소 효율 기

을 추가하 다. 도쿄도는 새로운 기 에 합한 기기를 ｢ NOx․( )고효율 

소규모 연소기기｣로 인증하고 있다. 

2009년 183 종류의 기기가 ‘ NOx․( )고효율 소규모 연소기기’로 인증된 

상황이다. 인증받은 기기에는 <그림 4-7>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며, 개정된 조례

에 따라 인증받는 상 연소기기는 <표 4-11>과 같다. 

자료：도쿄도, 도쿄환경백서 2010

<그림 4-7> 저NOx ․ (초)고효율 소규모 연소기기 인증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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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규 격

소형
보일러류

냉방용 급탕 등의 용도에 사용
1 증기 보일러
2 온수 보일러(58kW 이상의 온수기 포함)
3 온수 발생기
4 냉온수 발생기

전열 면적 10㎡ 미만으로 열
출력이 35kW 이상

내연 기관
종류

냉방용 급탕 등의 용도에 사용
가스 히트 펌프(GHP)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으로
5리터/시간 미만

<표 4-11> 소규모 연소기기 인증대상

4)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장치 현황

자동차 오염물질 감장치는 크게 PM, NOx, PM․NOx 감장치로 구분된

다. 각 장치는 상 기오염물질 외에 다른 기 성 오염물질들에 한 증가가 

해당 감장치 장착 보다 10% 측정오차 범 에서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를 들면, PM 감장치의 경우 인증을 받기 해서는 감장치 장

착 후 자동차의 NOx, CO, HC의 배출량이 장착 보다 10% 측정오차 범 에서 

증가해서는 안된다. 

PM․NOx 동시 감장치는 NOx와 PM의 감률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감장치 장착 후 자동차의 CO  HC의 배출량이 장착 보다 10% 측정오차 

범 에서 증가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인증하고 있는 PM․NOx 동시 감장치를 NOx 감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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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HC-SCR 방식 
(SK Energy, ACR, 

케미칼오토) 

―전단에 NOx 선택환원촉매, 후단에 PM정화용 DPF를 배치하여 NOx와 PM을 동시 
저감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NOx를 NOx 선택환원촉매가 담지된 세라믹 또는 메탈지지체
에 약 200~600도 배가스 온도범위에서 NOx 배출량에 적정량의 환원제(경유)를 
분사하여 NOx를 무해한 N2로 정화시켜 제거 

―PM정화용 DPF：DPF내 PM축적량에 따라 촉매식 자연재생과 연료분사식 강제재
생을 병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

EGR + DPF 
(DEPRO사)

―Retrofit EGR에 의해 실린더 내 연소온도와 압력을 낮추어 NOx 발생을 저감 
―PM저감은 촉매재생식 DPF와 흡기/배기 Throttling에 의한 배가스 승온시스템을 

결합하여 광범위한 운전영역에서 DPF의 연속재생이 가능

에멀젼 연료방식 
(S&S엔지니어링) 

―경유에 물을 일정비율 혼합하여 에멀젼화시킨 연료를 사용하여 NOx와 PM발생량을 
저감

―에멀젼 경유를 제조하는 장치와 발생된 PM을 포집 ․ 제거하는 DPF의 조합으로 구성 
―NOx 발생저감원리：에멀젼연료 내 수분입자의 증발열 흡수로 인해 실린더 내 연소

피크 온도가 떨어지는 데 기인 
―연료 내 수분입자의 고온팽창에 의한 미폭효과로 연료와 산소의 균일한 Mixing이 

완전연소를 촉진하여 PM생성도 일부 억제

자료：김용우 ․ 민준석, 일본의 경유차 PM․NOx  규제동향 및 저감기술, Auto Journal (2008.02)

<표 4-12> NOx 저감방식에 따른 PM ․ NOx 동시 저감장치 분류

제2절 미국 캘리포니아주

1. NOx 배출 현황 

캘리포니아주는 유사한 기상  지리  조건을 가진 행정구역을 묶어 기질

을 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기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LA 지

역을 포함함 기질 리권역인 South Coast Air Basin(LA county, Orange 

County, Riverside County, San Bernardino County)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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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표 4-13>은 South Coast Air Basin 지역의 연도별 NOx 배출량 

경향  측(2008년 배출량에 인구증가,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추정)을 보여

다. 이 지역은 1990년 이래로 NOx 배출량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분의 부분은 NOx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과 사업장 등 고정오염원에서 발생하 다.  

배출원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총합 1691 1530 1561 1558 1331 1176 985 742 590 469

고정오염원 307 266 230 182 131 113 59 56 52 52

면오염원 60 54 49 42 35 30 27 23 33 23

도로이동차량 998 880 955 953 831 692 586 400 285 204

휘발유차량 927 777 796 725 616 455 295 178 127 92

경유차량 71 103 159 228 215 237 291 222 158 111

이외 이동차량 326 330 327 381 334 341 313 263 220 190

휘발유 27 27 29 32 28 29 28 24 22 21

경유 267 270 266 313 264 266 241 209 164 129

이외 연료 32 32 33 36 41 47 44 31 34 39

자료：CARB Almanac 2009 

<표 4-13> NOx 배출량의 연도별 변화 경향  
(단위：톤/일)



74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자료：CARB Almanac 2009 

<그림 4-8> South Coast Air Basin의 NOx 배출량 추이 및 예측

 

 자동차의 경우 VMT(자동차 주행거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자동차 

배출기 의 도입  용으로 배출 자동차들이 노후한 자동차를 체하면서 

자동차 부문의 NOx 배출량이 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 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발 시설들이 증가하고, 고정오염원에 

한 NOx 배출허용기 을 강화하면서 고정오염원 분야의 NOx 배출도 상당 부

분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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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CARB Almanac 2009 

<그림 4-9> South Coast Air Basin의 VMT와 인구 변화 추이 및 예측

 도로이동오염원의 NOx 감은 배출허용기 의 강화, 연료품질 개선  

체연료의 도입에 의하여 단계 으로 진행되어 왔다. 도로이동오염원 외의 기타 

이동오염원의 주요 부문은 비도로용 장비와 선박이다. 비도로용 장비에 해서

는 자동차 부문에 용된 정책들인 배출허용기  강화, 청정연료 사용 등을 통

해 향후 NOx 배출을 감할 계획이다. 

고정오염원의 경우 천연가스로 연료 환, 보일러에 NOx버 와 같은 연소

감장치의 도입, 외연/내연 연소 시설에 catalytic converter 도입 등으로 NOx 

배출량을 상당부문 감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고정오염원에 한 배출허용기

을 지속 으로 강화하여 NOx 배출을 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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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2 관리 정책 및 제도 

과거부터 NOx 리정책은 배출비 이 가장 큰 이동오염원을 타깃으로 진행

되고 있다. 재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기오염분야의 주요 이슈가 오존과 미

세먼지이므로, 오존 생성의 주요 구물질인 NOx는 오존 리정책의 일환으로 

리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NOx 배출 감에 주요하게 작용한 정책  제도들을 연도별

로 정리하면 <표 4-14>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Ox 배출 감은 부분 이동오염원 분야에서 발생

하 으며, 향후에도 지속 으로 이동오염원의 배출 감 정책(보다 청정한 연료 

도입, 공해차량 확  등)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연도 배출저감 프로그램

1971  NOx 배출기준 마련 (승용차와 light-duty truck대상)

1973  Heavy-duty diesel truck 배출기준 마련

1976  휘발유 자동차의 NOx, HC, CO 배출저감을 위한 3-way catalytic converter 도입

1984  배출저감장치의 점검을 위한 Smog Check 프로그램 도입(승용차와 light-duty truck대상)

1993  Cleaner diesel fuel 도입(SOx, NOx, PM 저감 목적) 

1994  저배출차량 규정 도입

1996  Cleaner burning gasoline debut 

1998
 경유사용 트럭 및 버스의 배출기준 강화
 Smog Check II 프로그램 도입

2000
 비도로용 경유 장비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 
 Diesel Risk Reduction Plan 제정

2001  레저용 보트 및 선박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

2002  Heavy-duty diesel truck 배출기준 강화

2003  선박용 엔진의 새로운 배출기준 마련 

2004  자동차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정 강화

2006
 국가적으로 저유황경유 사용 
 기관차에 청정연료 더 사용토록 규정
 Goods Movement Emission reduction  plan 채택

2007  Heavy-duty diesel truck 배출기준 강화

2008  버스 및 트럭에 대한 규정 채택

2009  비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경유연소 배출 저감 규정 발효

2011  비도로 경유사용 이동오염원 배출기준 강화

<표 4-14> 캘리포니아주의 NOx 배출저감에 주요하게 작용한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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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차 배출관리

제작차 배출허용기 (연료 무 )의 경우, 연방 기 보다 캘리포니아주 기

이 보다 엄격하다. 캘리포니아주의 기 이 유럽, 일본보다 엄격한데다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높아 경유자동차의 보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등록자동차(승용차)  경유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에 불과하다(교통안 공단, 2008). 유럽에서 경유자동차의 매

율이 30~70%를 차지하며 상승 추세에 있으나 2010년까지도 미국에서 경유자

동차의 매율은 1.7% 정도로 낮다. 

(1)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대상 배출허용기준

캘리포니아주의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CARB)는 1990년에 처음으

로 California's Low-Emission Vehicle(LEV) 규정을 제정하여, 1994년부터 2003

년까지의 제작자동차에 용하 다. 이후 보다 강화된 LEV II 규정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재까지의 제작자에 용하고 있다. 2014년을 타깃연도로 하는 보

다 엄격한 제작차 배출허용기 인 LEV III도 비 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자동차 배출허용기 은 차종별 단일허용기  체계가 

아닌 제작사 단 로 배출량을 제한하는 평균배출량 리제도(FAS)이다. FAS는 

여러 단계의 배출기 을 허용하여, 제작사가 규모별로 달리 규정된 평균배출량

값을 맞춰야 하는 제도이다. 를 들어 공해차인 LEV, 공해차인 ULEV, 

무공해차에 가까운 SULEV를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이라면 CO, HC, NOx  

하나를 선택해 모든 항목에서 해당기 을 충족하고, 이들의 평균값도 기 보다 

낮아야 한다. 

세계에서 배출가스 기 이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는 4500~1만 를 생산

하는 자동차회사를 기 으로 CO 평균배출량을 2006년 0.047g/km에서 2007년

에는 0.037g/km로 강화했다. 이는 우리나라 2006년 배출가스 기 으로 공해

차와 공해차를 함께 매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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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에 비해 LEV II에서는 NOx와 PM에 한 배출기 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특히 경유차의 경우 LEV II 기 을 충족하기 해서는 PM 필터뿐 아니라 NOx 

감 기술이 용되어야 한다.

구분
5년 5만 마일 10년 10만 마일

NOx PM NOx PM

승용차

Tier 1 0.4 0.08 0.6 -

TLEV 0.4 - 0.6 0.08

LEV 0.2 - 0.3 0.08

ULEV 0.2 - 0.3 0.04

LDT1, LVW<3,750lbs

Tier 1 0.4 0.08 0.6 -

TLEV 0.4 - 0.6 0.08

LEV 0.2 - 0.3 0.08

ULEV 0.2 - 0.3 0.04

LDT2, LVW>3,750lbs

Tier 1 0.7 0.08 0.97 -

TLEV 0.4 - 0.9 0.023

LEV 0.4 - 0.5 0.023

ULEV 0.4 - 0.5 0.013

주：LVW：loaded vehicle weight(차량 중량)－공차 중량 +300lbs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15>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의 LEV 배출기준(FTP 75) 
 (단위：g/mi)

구분
5년 5만 마일 11년 12만 마일

NOx PM NOx PM

MDV1, 0-3750lbs

Tier 1 0.4 - 0.55 -

LEV 0.2 - 0.6 0.022

ULEV 0.2 - 0.3 0.012

MDV2, 3751-5750lbs

Tier 1 0.7 - 0.98 -

LEV 0.4 - 0.6 0.027

ULEV 0.4 - 0.6 0.016

SULEV 0.2 - 0.3 0.008

<표 4-16> 중형화물의 LEV 배출기준(FTP 75)  
(단위：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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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중형화물의 LEV 배출기준(FTP 75) 

구분
5년 5만 마일 11년 12만 마일

NOx PM NOx PM

MDV3, 5751-8500lbs

Tier 1 1.1 - 1.53 -

LEV 0.6 - 0.9 0.032

ULEV 0.6 - 0.9 0.016

SULEV 0.3 - 0.45 0.008

MDV4, 8501-10,000lbs

Tier 1 1.3 - 1.81 -

LEV 0.7 - 1.0 0.040

ULEV 0.7 - 1.0 0.021

SULEV 0.35 - 0.5 0.010

MDV5, 10,001-14,000lbs

Tier 1 2.0 - 2.77 -

LEV 1.0 - 1.5 0.052

ULEV 1.0 - 1.5 0.026

SULEV 0.5 - 0.7 0.013

주：MDV－중형화물(최대 GVW로 8,500에서 14,000lbs) 
자료：http://www.dieselnet.com

구분
5년 5만 마일 11년 12만 마일

NOx PM NOx PM

LEV 0.05 - 0.07 0.01

ULEV 0.05 - 0.07 0.01

SULEV - - 0.02 0.01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17> 승용차와 소형화물(<8500lbs)의 LEV II 배출기준
(단위：g/mi)

중량(GVW) 구분 NOx PM

8,500~10,000 lbs

LEV 0.2 0.12

ULEV 0.2 0.06

SULEV 0.1 0.06

10,001~14,000 lbs

LEV 0.4 0.12

ULEV 0.4 0.06

SULEV 0.2 0.06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18> 중형화물의 LEV II 배출기준(내구성 120,000마일)  
(단위：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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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MOG+NO

LEV 0.160

ULEV 0.125

ULEV70 0.070

ULEV50 0.050

SULEV 0.030

SULEV20 0.020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19> 소형화물 LEV III NMOG+NOx 배출기준(내구성 150,000마일)        
(단위：g/mi) 

중량(GVW) 구분 NMOG+NOx

8,500-10,000 lbs
ULEV 0.200

SULEV 0.145

10,001-14,000 lbs
ULEV 0.317

SULEV 0.200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20> 중형화물 LEV III NMOG+NOx 배출기준(내구성 150,000마일)           
(단위：g/mi) 

연도
기준

PM, g/mi SPN, 1/mi

2014 0.006 6×1012

2017 0.003 3×1012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21> LEV III의 PM 배출기준

(2) 대형화물 & 버스(중량차)

연도 NOx PM

디젤엔진 중량트럭

1987 6.0 0.60

1991 5.0 0.25

1994 5.0 0.10

도시버스 엔진

1991 5.0 0.10

1994 5.0 0.07

1996 4.0 0.05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22> 2003년 이전 제작차 배출기준        
(단위：g/bhp ․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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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제작차에 용되는 배출기 은 주로 NOx 배출수 을 2.0g/ bh

p․hr로 맞추기 하여 강화된 기 으로 나머지 오염물질은 이 과 동일하다.

기준 NMHC+NOx NMHC
1 2.4 n/a
2 2.5 0.5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23> 2004년 이후 제작차 경유엔진 배출기준     
(단위：g/bhp ․ hr) 

구분 NMHC NOx PM

배출기준 0.14 0.20 0.01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24> 2007년 이후 제작차 경유엔진 배출기준                 
(단위：g/bhp ․ hr) 

PM배출기 은 2007년 제작차부터 용하되, NOx와 NMHC 기 은 2007년 

~ 2010년 사이에 매비율 기 으로 단계 으로 용하고 2010년에 100% 

용하 다. 

(3) 비도로이동오염원 

1994년에 비도로이동오염원에 한 Tier-1 배출허용기 이 제정되어 1996

년~2000년 제작차, Tier-2 기 은 2001년~2006년 제작차, Tier-3 기 은 2006

년~2008년 제작차에 용되었다. 가장 최근인 Tier 4 기 은 2008~2015년에 걸

쳐 용 정이다. Tier 4 기 부터 NOx 배출기 이 강화되어, PM뿐 아니라 

최신의 NOx 감기술 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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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출력 단계 연도 NMHC+Nox NOx PM

kw<8 
(hp<11)

Tier1 2000 10.5(7.8) - 1.0(0.75)

Tier2 2005 7.5(5.6) - 0.8(0.6)

8≤kw<19
(11≤hp<25)

Tier1 2000 9.5(7.1) - 0.8(0.6)

Tier2 2005 7.5(5.6) - 0.8(0.6)

19≤kw<37
(25≤hp<50)

Tier1 1999 9.5(7.1) - 0.8(0.6)

Tier2 2004 7.5(5.6) - 0.6(0.45)

37≤kw<75
(50≤hp<100)

Tier1 1998 - 9.2(6.9) -

Tier2 2004 7.5(5.6) - 0.4(0.3)

Tier3 2008 4.7(3.5) - -✝

75≤kw<130
(100≤hp<175)

Tier1 1997 - 9.2(6.9) -

Tier2 2003 6.6(4.9) - 0.3(0.22)

Tier3 2007 4.0(3.0) - -✝

130≤kw<225
(175≤hp<300)

Tier1 1996 - 9.2(6.9) 0.54(0.4)

Tier2 2003 6.6(4.9) - 0.2(0.15)

Tier3 2006 4.0(3.0) - -✝

225≤kw<450
(300≤hp<600)

Tier1 1996 - 9.2(6.9) 0.54(0.4)

Tier2 2001 6.4(4.8) - 0.2(0.15)

Tier3 2006 4.0(3.0) - -✝

450≤kw<560
(600≤hp<750)

Tier1 1996 - 9.2(6.9) 0.54(0.4)

Tier2 2002 6.4(4.8) - 0.2(0.15)

Tier3 2006 4.0(3.0) - -✝
kw≥560
(hp≥750)

Tier1 2000 - 9.2(6.9) 0.54(0.4)

Tier2 2006 6.4(4.8) - 0.2(0.15)

✝ PM의 엔진 기준은 Tier 2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25> Tier1-3의 비도로 디젤엔진 배출기준
(단위：g/kWh, g/bhp ․ hr)



제4장 해외 이산화질소 관리 사례조사  83

엔진출력 연도 NMHC+Nox NOx PM

kw<8 
(hp<11)

2008 7.5(5.6) - 0.4a(0.3)

8≤kw<19
(11≤hp<25)

2008 7.5(5.6) - 0.4(0.3)

19≤kw<37
(25≤hp<50)

2008 7.5(5.6) - 0.3(0.22)

2013 4.7(3.5) - 0.03(0.022)

37≤kw<56
(50≤hp<75)

2008 4.7(3.5) - 0.3b(0.22)

2013 - - 0.03(0.022)

56≤kw<130
(75≤hp<175)

2011-2014 - 0.40(0.30) 0.02(0.015)

130≤kw≤225
(175≤hp≤750)

2012-2014 - 0.40(0.30) 0.02(0.015)

주：a－2009년에 Tire2 기준을 통해 2009년 hand-startable, 공기냉각, DI엔진이 증명되고 2010년 
 에 0.6g/kWh 선택적 PM기준을 적용함.

b－0.4g/kWh(Tire 2)은 제조과정에 따라 2012년부터 기준이 0.03g/kWh임.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26> 560kw 이상 경유엔진의 Tier4 배출기준  
(단위：g/kWh, g/bhp ․ hr)

연도 구분 NOx PM

2011
발생기 >900kw 0.67(0.50) 0.10(0.075)

발생기를 제외한 모든 엔진>900kw 3.5(2.6) 0.10(0.075)

2015
발생기 0.67(0.50) 0.03(0.022)

발생기를 제외한 모든 엔진 3.5(2.6) 0.04(0.03)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27> 560kw 이상 엔진의 Tier4 배출기준  
(단위：g/kWh, g/bhp ․ hr)

(4) OBD(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형차과 형차(차 이 14,000lbs 이하)에 OBD 장착이 

의무사항이다.  OBD I은 배출가스 련 주요부품의 작동오류 감지가 요하며, 

OBD II는 작동오류뿐 아니라 기능 하까지 감지하도록 범 가 확장되었다. 

재 미국 등은 OBD-III도입을 극 검토 이다. OBD-III는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인공 성으로 감지하는 장치로 이를 차주가 자율 으로 처리하

는 것이 아니라 리기 이 원격으로 감시하여 배출가스 련 문제를 보다 효

과 으로 처리하고자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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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D I은 1991년부터 배출제어장치를 모니터링하기 해 도입되었으며, 

OBD II는 1997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되는 량 14,000lb 이하의 모든 

차량에 부착되었다. 2010년부터는 14,000lb 이상의 량차량에도 OBD가 부착

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모든 차량에 부착될 정이다.   

2) 운행차 배출관리

캘리포니아주의 운행차 배출 리는 특히 미세먼지에 을 두고 있으며, 이 

 경유차  엔진에 한 미세먼지 배출 리가 주요 타깃이다. 경유차  엔진

의 NOx 배출 비 이 크므로, 비록 경유차 책이 미세먼지에 집 되어 있어도 

일정 정도는 NOx 감에도 향을 미칠 것을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경

유차  엔진에 한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략들을 살펴보았다.   

(1) California Diesel Risk Reduction Program

1998년 CARB는 경유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하기 

한 략을 수립하 다. 즉 2000년에 “Risk Reduction Plan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from Diesel-Fueled Engines and Vehicles”를 승인하고, 경유 

미세먼지 배출 감목표를 2010년에 75%까지, 2020년에 85%까지로 정하고 다

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경유엔진에 한 배출허용기  강화와  ‘그린(green) 디젤황 로그램’과 

같은 유황함유 경유 로그램 외에 ‘Diesel Risk Reduction Plan’의 요한 략

은 운행 인 도로․비도로 경유엔진에 하여 다음의 다양한 정책을 용하는 

것이다. 즉 천연가스 등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 을 만족하는 엔진으로의 개조, 

공해자동차(연료 지, 천연가스 자동차 등) 구입 시 각종 인센티 (세 감면 

등) 제공, DPF/DOC 등 미세먼지 감장치 장착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유 미세먼지 배출 감 사업의 목표는 2007년 heavy-duty highway 

engines의 PM 배출허용기 에 해당하는 0.01g/bhp-hr 이하인 경유엔진의 미세



제4장 해외 이산화질소 관리 사례조사  85

먼지 배출수 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0.01 g/bhp-hr 이상의 미세먼지를 배출

하는 경유차  엔진이 주요한 리 상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도시형 버스, 쓰 기 수거차량, 공항․항구에서 쓰는 화물

운반장비 등에 의 책들이 용되고 있으며, 건설장비 등으로 확  용되

고 있다.

(2) 미세먼지 저감장치 인증기준에 NO2 배출 제한치 설정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유차  엔진에 한 주요 타깃 오염물질은 미세먼지로 

이를 리하기 하여 운행 경유차  엔진에 한 미세먼지 감장치 부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일부 미세먼지 감장치가 NO2 배출(Primary NO2)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세먼지 감장치 인증 시 NO2 배출에 

한 제한치를 설정한 바 있다(NO2 배출 상한값：Baseline NO2 배출의 20%). 하

지만, 당시 기술수 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용하지 못하다가 2007년부터 다소 

완화된 기 (Baseline NO2 배출의 30%)을 용한 후 2009년부터는 원래 기

으로 강화하여 미세먼지 감장치로 인한 NO2 증가 문제를 리하고 있다.  

인증기 에 Baseline NO2 배출의 20% 상한치 용을 넣은 것은 미세먼지 

감장치 부착으로 인한 NO2 배출 증가량이 20% 이내일 경우에만 감장치가 승

인되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자동차 연료 품질 개선 (황함유량)

1990년  이후로, 미국 EPA 주 하에 자동차 연료품질이 다음과 같이 꾸

히 향상되고 있다. 

◦도로용 경유자동차 연료 

－황함유량 500ppm：1993년부터 용  

－황함유량 15ppm(ULSD)：2007년~2010년의 배출허용기 (DPF와 NOx 

adsorber 부착 필수)의 제작차에 맞추어 2006년부터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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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로용 경유엔진 연료(비도로용 엔진, 기 차, 일부 선박용 엔진)

－황함유량 500ppm：2007년부터 용 

－황함유량 15ppm(ULSD)：2010년 용(비도로용 엔진), 2012년 용(기

차  선박용 엔진) 

제3절 영국 런던 

1. NO2 현황 및 관리 정책

1) NOx 배출현황 

재 미세먼지와 더불어 런던에서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이 이산화질소로,  

이산화질소의 주요 오염원은 도로교통을 비롯하여 가정  사업장의 연료사용

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4-10>은 런던의 NOx 배출원별 배출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여

다. 2004년 비 2008년에 체 NOx 배출량은 47% 감소하 고, 자동차 등 이

동오염원은 33%, 가정  상업용 등 연료사용은 57%가 감소하 다. 

자료：Transport for London(TfL), Travel in London-Report 2, 2010

<그림 4-10> 런던 NOx 배출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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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주요 NOx 배출원은 도로교통으로 체 배출량의 47%를 차지하며, 

가정과 사업장의 연료사용에 의한 배출도 33%를 차지한다(<그림 4-11> 참조).  

자료：Transport for London(TfL), Travel in London-Report 2, 2010

<그림 4-11> 오염원별 NOx 배출비율(2008년 런던) 

2008년 기 , 런던의 단 면 당 NOx의 배출 도는 연간 37톤/km2이며, 이

는 서울 NOx 배출 도(2007년 기 )의 약 1/7 수 이다. 

2) 주요 NOx 배출관리 정책 및 제도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변화 

도시 지역에서 주요한 NOx 배출원으로 조사되고 있는 부문이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다. 부분의 선진국은 기오염물질 리를 하여 제작차

에 한 배출허용기 을 지속 으로 강화하고 있다. 유럽에서 생산, 매되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 의 변화를 조사하 다.   

<그림 4-12>는 유럽의 제작차 배출허용기 을 미세먼지와 NOx 기 으로 비

교한 것으로, Euro 4 기  이후 특히 질소산화물에 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



88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을 알 수 있다. 재는 Euro 5 기 이 용되고 있으며, 2014년 말부터 Euro 6기

이 용될 정이다.

 

<그림 4-12> 유럽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중 미세먼지와 NOx 기준 비교  

구분 적용연도 HC+NOx NOx PM

EURO 1
모든 LDV 1992

0.97/1.13
(인증차/양산차)

0.14/0.18

DI 디젤 1994 0.97/1.13 0.14/0.18

EURO  2

가솔린

1996~1997

0.5

IDI 디젤 0.7 0.08

IDI 디젤 0.9 0.10

DI 디젤 1999 0.7 0.08

EURO 3
가솔린 2000.01 0.2(HC) 0.15

디젤 2000.01 0.56 0.50 0.05

EURO 4
가솔린 2005.01 0.1(HC) 0.08

디젤 2005.01 0.30 0.25 0.025

EURO 5
가솔린 2009.09

0.1(HC)
0.068(NMHC)

0.06 0.005(GDI)

디젤 2009.09 0.23 0.18 0.005

EURO 6 
가솔린 2014.09

0.1(HC)
0.068(NMHC)

0.06 0.005(GDI)

디젤 2014.09 0.17 0.08 0.005

자료：정용일 외, 자동차와 환경, 2010

<표 4-28> 승용차 허용기준(≤2.5t GVW)   
(단위：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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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M(kg) HC+NOx NOx PM 적용연도

EURO 1

≤1250 0.97/1.13 0.14/0.18

1994.101251-1700 1.4/1.6 0.19/0.22

>1700 1.7/2.0 0.25/0.29

EURO 2

가솔린

≤1250 0.5

1998.01

1251-1700 0.7⇒0.6

>1700 0.8⇒0.7

IDI 디젤

≤1250 0.7 0.08

1251-1700 1.1⇒1.0 0.14⇒0.12

>1700 1.3⇒1.2 0.20⇒0.17

DI 디젤

≤1250 0.9 0.10

1251-1700 1.4⇒1.3 0.19⇒0.14

>1700 1.7⇒1.6 0.25⇒0.2

EURO 3

가솔린

≤1305 0.20(HC) 0.15 2000.01

1305-1760 0.25(HC) 0.18 2002.01

>1760 0.29(HC) 0.21 2002.01

디젤

≤1305 0.56 0.50 0.05 2000.01

1305-1760 0.72 0.65 0.07 2002.01

>1760 0.86 0.78 0.10 2002.01

EURO 4

가솔린

≤1305 0.10(HC) 0.08 2005.01

1305-1760 0.13(HC) 0.10 2006.01

>1760 0.16(HC) 0.11 2006.01

디젤

≤1305 0.30 0.25 0.025 2005.01

1305-1760 0.39 0.33 0.04 2006.01

>1760 0.46 0.39 0.06 2006.01

EURO 5

가솔린

≤1305
0.10(HC)

0.068(NMHC)
0.06 0.005 2010.09

1305-1760
0.13(HC)

0.090(NMHC)
0.075 0.005 2010.09

>1760
0.16(HC)

0.108(NMHC)
0.082 0.005 2010.09

디젤

≤1305 0.23 0.18 0.005 2010.09

1305-1760 0.295 0.235 0.005 2010.09

>1760 0.350 0.280 0.005 2010.09

EURO 6

가솔린

≤1305
0.10(HC)

0.068(NMHC)
0.060 0.005 2015.09

1305-1760
0.13(HC)

0.090(NMHC)
0.075 0.005 2015.09

>1760
0.16(HC)

0.108(NMHC)
0.082 0.005 2015.09

디젤

≤1305 0.17 0.08 0.005 2015.09

1305-1760 0.195 0.105 0.005 2015.09

>1760 0.215 0.125 0.005 2015.09

자료：정용일 외, 자동차와 환경, 2010

<표 4-29> 소형화물차 허용기준(>2.5t GVW & 소형트럭(≤3.5t GVW))         
(단위：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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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연도 시험모드 NOx PM

EURO 1 1992 ECE R49
8.0/9.0 0.612/0.68

8.0/9.0 0.36/0.40

EURO 2
1996.10 ECE R49 7.0 0.25

1998.10 ECE R49 7.0 0.15

EURO 3 1999.10 EEVs ESC 2.0 0.02

ETC 2.0 0.02

EURO 3 2000.10

ECE R49 5.0 0.10

ESC 5.0 0.10

ETC 5.0 0.16/0.21

EURO 4 2005.10
ESC 3.5 0.02

ETC 3.5 0.03

EURO 5 2008.10
ESC 2.0 0.02

ETC 2.0 0.03

EURO 6 2013.10
ESC 0.4 0.01

ETC 0.4 0.01

주：EURO 1은 인증차/양산차：윗칸은 P≤85kW, 아래칸은 P>85kW 적용
자료：정용일 외, 자동차와 환경, 2010

<표 4-30> 중량차 허용기준   
(단위：g/kWh)

<그림 4-13>은 유럽에서 경유자동차(승용차)의 비율 변화추이를 보여 다. 

즉 경유자동차는 지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50% 이상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벨기에, 스페인, 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에서 경유자동차(승용차) 보 률이 높으며, 국은 2008년 기  26% 정

도가 경유자동차(승용차)로 조사되었다(<그림 4-14> 참조). 

이와 같이 배출허용기 과 경유자동차(승용차)의 보 률을 고려하면, 런던을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NO2 문제가 크게 두되고 있는 주요 원인  하나는 배

출허용기 이 미국, 일본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경유차의 운행이 많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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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진호, 유럽과 일본의 디젤차 보급 현황과 정책 방향, 대한석유협회, 2008.

<그림 4-13> 유럽의 경유자동차 비율의 변화추이 

자료：ACEA, European motor vehicle parc 2008, 2010

<그림 4-14> 영국의 연료종류별 자동차 비율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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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ower(kW) 적용연도
HC NOx PM

g/kWh

Stage I

130 ≤ P ≤ 560 1999.01 1.3 9.2 0.54

75 ≤ P < 130 1999.01 1.3 9.2 0.70

37 ≤ P < 75 1999.04 1.3 9.2 0.85

Stage II

130 ≤ P ≤ 560 2002.01 1.0 6.0 0.2

75 ≤ P < 130 2003.01 1.0 6.0 0.3

37 ≤ P < 75 2004.01 1.3 7.0 0.4

Stage III A

130 ≤ P ≤ 560 2006.01 4.0 (HC+NOx) 0.2

75 ≤ P < 130 2007.01 4.0 (HC+NOx) 0.3

37 ≤ P < 75 2008.01 4.7 (HC+NOx) 0.4

Stage III B

130 ≤ P ≤ 560 2011.01 0.19 2.0 0.025

75 ≤ P < 130 2012.01 0.19 3.3 0.025

37 ≤ P < 75 2012.01 0.19 3.3 0.025

자료：http://www.dieselnet.com

<표 4-31> EU 제작 비도로용 경유엔진 배출허용기준

(2) 교통수요관리

런던시는 혼잡통행료  배출지역 설정으로 교통량  NOx 배출을 상당 

부분 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Mayor of London, 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 for London, 2011

<그림 4-15> 런던 총 차량 주행거리(VKT)의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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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잡통행료 실시

2003년 2월부터 시작된 런던의 혼잡통행료는 교통량 15% 감소와 30%의 교

통 정체 완화를 목 으로 하 다. 런던 심지역으로 한정하여, 월요일∼ 요

일 7:00∼18:00 사이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해 일일 8 운드의 요 을 징수하

는 혼잡통행료 시행 후 도로교통에서 배출되는 런던 심지역 NOx 배출량이 

13% 감소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② 배출가스 저배출 지역(LEZ) 시행

미세먼지 개선을 목 으로 런던권역을 배출지역(LEZ)으로 지정하여, 특정 

경유엔진 차량( 형 화물, 버스, 밴 심)이 배출지역 내 운행하기 해서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 (Euro III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 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일요 이 부과되며, 승용차, 오토바이, 소형밴(자체 량 

1.205톤 이하)은 용 상에서 제외된다.

배출지역은 2008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단계 으로 확  시행되며

(<표 4-32>참조), 혼잡통행료 지역은 LEZ 범  안에 포함된다. 운행제한 상 

경유차가 배출 지역(LEZ, Low Emission Zone)으로 진입하려면 일일요 을 

지불하거나 매연 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대상 차량 적용 시기 배출허용 기준

초대형 화물차 
―상품차량, 캠핑카, 말운반차와 기

타 특수차를 포함해 차량총중량 
12톤을 초과하는 대형 경유 차량

2008년 2월 4일
EURO Ⅲ

2012년 1월 3일 
EURO Ⅳ

모든 EUROⅢ 차량은 LEZ 배출허용 기준 충족 
∙ 2001년 10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EURO Ⅲ로 

추정되므로 LEZ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킬 것임. 
∙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에 대한 EURO Ⅲ 기준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해야 함.
∙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은 LEZ 지

역을 운행하기 위해서 일일 요금을 지불해야 함. 

2012년 1월부터 요구되는 배출허용기준은 EURO Ⅳ
로 강화됨. 모든 EURO Ⅳ 차량은 LEZ기준 충족
∙2006년 10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EURO Ⅳ로 
추정되므로 LEX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킬 것임. 

∙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에 대한 EUROⅣ 기준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해야 함. 

∙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은 LEZ 지
역을 운행하기 위해서 일일 요금을 지불해야 함. 

대형 화물차
―상품차량, 캠핑카, 말운반차와 기

타 특수차를 포함해 차량총중량 
3.5톤~12톤인 대형 경유차량

2008년 7월 7일 
EURO Ⅲ

2012년 1월 3일
EURO Ⅳ

버스와 코치
―운전자석을 더해  9인 이상, 차량총

중량 5톤을 초과하는 경유 승합차

<표 4-32> 런던 저배출지역(LEZ)의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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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 적용 시기 배출허용 기준

대형 밴
―자체중량 1.205톤~차량총중량 3.5

톤 사이의 경유 차량, 차량총중량 2.5
톤~3.5톤 사이의 캠핑카와 응급차 2010년 10월 4일

EUROⅢ

모든 EUROⅢ 차량은 LEZ 배출허용 기준 충족 
∙ 2002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EURO Ⅲ로 

추정되므로 LEZ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킬 것임. 
∙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에 대한 EURO Ⅲ 기준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해야 함. 
∙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은 LEZ 지

역을 운행하기 위해서 일일 요금을 지불해야 함. 

미니버스
―운전자석을 더해 9인 이상, 차량

총중량 5톤 이하의 경유 승합차

자료：런던교통국(TFL) 홈페이지(http://www.tfl.gov.uk/roadusers/lez/vehicles/2535.aspx)

<표 계속> 런던 저배출지역(LEZ)의 배출허용기준

국가 기환경기 을 충족시키기 해 체연료  배출지역을 설정하는 

략이 수요 리 략보다 더 효과 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기질 

목표치 과지역에서는 더욱 효과 인 것으로 보고 있다.

(3) 자동차연료 품질개선

 경유에 한 황함유량 기 은 1999년 350ppm에서 2004년 50ppm(Euro 4 

상), 2008~2009년 10ppm(Euro 5 상)으로 강화되었다.

2. NO2 농도 개선 부진 원인 분석 

런던시의 지속 인 NOx 배출량 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런던 NO2 상황은 

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분의 도로변 측정소에서 NO2 농도가 환경

기 을 과함은 물론 도심지역의 기측정소에서도 NO2의 농도가 환경기

을 과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로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러한 상은 런던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NOx 배출량은 감되나 NO2의 농도가 증가 는 정체되는 원인

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런던뿐 아니라 런던과 유사한 NO2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의 도시들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연구들에서 주요 원인  하나로 지목하

고 있는 것이 Primary NO2 배출의 증가이며, 이에 한 조사연구  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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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구되고 있다. 

NO2는 생성과정에 따라 배출원에서 직  배출되는 Primary NO2와 기 에

서 NO가 오존 등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Secondary NO2로 분류된다. 부분 

기 에서 측되는 NO2는 Secondary NO2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NOx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등 엔진의 연료 연소에서 배출되는 NOx  NO2는 5% 정도 

이고 나머지는 NO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조사 결과들에서는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량 연소 시 배출되는 Primary 

NO2의 비율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30~80% 정도까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Primary NO2 배출의 증가가 경유차 운행이 

많은 유럽도시들의 기  NO2 농도 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이를 토 로 최근 런던  유럽 도시를 상으로 조사․발표한 Primary NO2

에 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서울시로의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 Primary NO2 농도 변화 분석

Carslaw 등은 최근 출간된 보고서를 통해 런던에서 NO2가 개선되지 않는 원

인을 Primary NO2 매출의 증가로 보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Carslaw et al., 

2011). Carslaw 등은 런던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배출하는 Primary NO2의 평균

 경향을 악하기 하여, 런던의 도로변  도시 기 측정지 에서 측정한 

1998년~2009년의 자료와 모델을 이용하 다. 

런던 도로변 지 에서 측되는 NO2 농도 에서 Primary NO2의 평균  비

율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998년 이후 Primary NO2의 비율이 지속 으로 증

가하여 최근에는 평균 2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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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Carslaw et al.,Trends in NOx and NO2 emissions and ambient measurements in the UK, Prepared 
for Defra, 2011.

<그림 4-16> Primary NO2의 비율 변화 추이(런던 도로변 측정소 평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그림 4-17>처럼 도로변 측정지 에서의 NOx 농도

는 감소하는 반면, NO2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을 자동차의 Primary NO2 비율 

증가로 추정하 다.

자료：Carslaw et al.,Recent evidence concerning trends in NOx and NO2 in the UK, 2010.

<그림 4-17> 런던 도로변 측정에서의 NOx와 NO2 농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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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mary NO2 농도 증가 원인 분석

 런던 등 유럽도시에서 Primary NO2 비율의 증가를 야기한 주요 원인은 무엇

인가를 조사하 다. 

Sjodin et al(2009)은  Remote Sensing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Euro class(배

출허용기 )의 승용차  버스에 하여 고속도로, 고속도로 진입로, 도시내 도

로 등에서 실제 운행 시 배출되는 NOx  NO2 특성을 조사한 바 있다(Swedish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2010). 

<그림 4-18>은 휘발유와 경유자동차의 Euro class별 NOx와 NO2의 배출 경

향을 보여 다.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Euro 배출허용기 이 강화됨에 따라 

NOx뿐 아니라 NO2의 배출도 상당히 감소한다. 하지만, 경유자동차는 배출허용

기 이 강화되면서 NOx 배출량이 어드나 NO2의 양은 Euro 3과 Euro 4가 오

히려 Euro 2보다 많게 나타난다. 즉, Euro 2의 Primary NO2는 14%인 반면, Euro 

3과 Euro 4의 Primary NO2는 각각 47%, 55%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

고로 DOC는 Euro 3 경유자동차부터 도입되어 제작되기 시작하 다(Euro 3 기

 2000년부터 시행).  

<그림 4-19>는 다양한 Euro class와 DPF, EGR과 같은 감장치가 부착된 약 

500 의 버스에 한 Remote Sensing 측정결과를 보여 다. 버스와 같이 

형 경유차의 Euro class가 강화되면서 NOx 배출은 감소하나, NO2의 양은 변함

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미세먼지 등의 감을 하여 

Euro 2와 Euro 3 차량에 DPF가 장착되는 경우, NO2뿐 아니라 NOx가 오히려 

증가하여 배출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CNG 버스의 경우 

NOx, NO2 모두 Euro 5기 보다 낮게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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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wedish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On the increasing levels of NO2 in some cities, 2010, 
2011.

<그림 4-18> 승용차 종류별 NOx, NO2 배출 특성

자료：Swedish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On the increasing levels of NO2 in some cities, 2010, 
2011.

<그림 4-19> 버스 종류별 NOx, NO2 배출 특성 

미세먼지를 제어하기 하여 개발된 DOC, DPF 등이 Primary NO2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DOC나 DPF의 원리와 련된다. DOC는 자동차 연소에서 

배출되는 CO와 HC의 산화가 주목 으로 PM도 부분 으로 감시키며,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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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NO도 NO2로 산화시킨다. 미세먼지 감이 주목 인 DPF 에는 필터

에 쌓인 미세먼지를 산화시키고 필터를 재생하기 한 산화제로 NO2를 사용하

는 종류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DPF가 사용되는 경우 NO를 NO2로 산화시켜 

필터를 재생하게 되고, 결과 으로 배출되는 NO2의 양 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NO2를 산화제로 사용하지 않는 형식의 DPF는 Primary NO2 배출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런던에서 NOx 배출  농도는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NO2 농도가 정

체 는 증가하는 원인은 Primary NO2 배출 비 이 높은 Euro 3(2000년 도입)

과 Euro 4(2005년 도입)형의 자동차 운행이 많고, 버스 등 Euro 2와 Euro 3형의 

형경유차에 미세먼지 감장치 부착사업이 꾸 히 진행되어 Primary NO2의 

비율을 높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 NO2 개선을 위한 관리 전략

1) Mayor’s Air Quality Strategy 

2010년 런던시는 앙 정부의 조를 받아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농도 개

선을 한 기질 략(Mayor’s Air Quality Strategy)을 발표하 다. 이  이산

화질소 개선에 주요하게 용될 수 있는 략들을 발췌하여 정리하 다.

 

◆ 최상급의 대중교통 시스템 청정화 촉진
◆ 버스 배출 저감：2012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버스의 디젤 전기 차량 및 전기차 보급 

활성화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의 Car clubs 시 융자 제공 장려
◆ 노후 차량, 대형 디젤 차량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런던 저배출지역 운영 확대
◆ 전기차량의 조달 및 홍보：런던 도심에 100,000대의 전기 차량 보급
◆ 화물 배달 및 서비스 계획：불필요한 화물 통행을 줄이고 화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런던교통국에 의한 단계별 배출저감 이행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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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은 하이 리드 버스와 같은 신기술 투자를 포함해 공공부문 교통네트워

크에 많은 투자를 하고, 기자동차 보 을 확  추진할 계획이다. 국 런던 

시장은 2009년 4월 8일 런던을 유럽내 기자동차 심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하

면서, 기자동차 10만 를 보 하고 25천개의 충 소  주차공간 확보 등 기

반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해 런던 산의 1/3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런던은 재 8,300 의 노후화된 경유버스를 탄소 차량으로 교체하는 작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으로 32,000 의 경유택시 한 기자동차로 

차 교체할 정이다. 

이와 같이 향후 기질 개선을 한 계획은 부분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에 한 계획이며, 배출지역 확 로 공해차량의 운행 제한을 지속 으로 추

진하고, 기차 등 공해차량의 극  도입 정책으로 기존의 공해차량을 

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2) 런던 운행 버스에 대한 NOx 저감기술 적용 사업 진행

런던 교통국 Transport for London은 SCR(NOx 감장치)과 DPF를 부착한 

PM-NOx 동시 감장치에 한 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로젝트에서

는 이미 DPF가 장착된 14 의 버스에 NOx 감장치를 장착하여 9개월 동안 

성능을 검하 다. 시내에서의 속운행으로 인한 낮은 배출온도와 2차 인 

기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하여, NOx 감목표를 65%로 설정하여 시범운행 

을 한 결과, 성공 으로 달성하 다(http://www.dieselretrofit.eu/projects.html). 

재는 NOx 감장치 부착을 런던의 버스에 확  용하기에 앞서, 1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다양한 NOx 감 최신기술을 

평가하기 하여, 3가지 종류의 감장치를 18  버스에 장착하 다

(http://www.dieselretrofit.eu/projects.html, 02/05/2011 기사). 런던시는 2015년까

지 모든 버스의 NOx 배출을 Euro 4기 에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재 PM

은 Euro 4 기 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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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저감장치 인증기준에 NO2 배출 제한기준 추가 

재 EU의 미세먼지 감장치 인증을 해 미세먼지 외 다른 기 성 기오

염물질에 해서는 상차량에 해당하는 Euro기 을 만족할 것을 주문하고 있

다. 한, 미세먼지 감장치 부착 ․후에 측정한 NO2/ NOx의 비율도 기록하

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기 은 설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Primary NO2에 한 문제가 두되면서 미세먼지 감장치의 인증

기 에 NO2 증가에 한 제한치 설정을 고려 이며, 이를 하여 련업계와 

논의 이다(Transport of London, The Low Emission Zone, 2010.6.24).   

제4절 해외 기술 동향

이 에서는 NOx 감을 한 해외 기술 동향을 조사․정리하 다. 특히, 주

요 도시에서의 NOx 배출은 부분 경유자동차  경유엔진에서 발생하고 있

고, 선진국에서의 이동오염원 배출허용기 이 지속 으로 강화되고 있어 이동

오염원 련 NOx 감기술 개발  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Euro 

3까지는 연소실 최 화 등의 엔진 개량에 의한 방법과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

로 재순환하는 EGR로 NOx 규제를 만족할 수 있었으나, Euro 4 이상은 별도의 

후처리 기술을 용하지 않고서는 기술 으로 규제 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정원 외, 2010). 이에 따라 이 에서는 특히 자동차  엔진 등 이동오염원 

련 NOx 감기술의 동향을 보다 으로 살펴보았다. 

DOC, DPF와 같은 PM 감기술은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상용화되고 있는 

반면, NOx 감기술은 국내 기술의 한계로 본격 으로 활성화  상용화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LEV II 기 , EURO 5 등 NOx에 한 배

출허용기 이 강화되면서 NOx 감기술이 신규 제작자동차  엔진에 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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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향후 보다 강화된 기 으로 감기술의 수  향상에 한 요구도 늘

어날 망이다. 한, 유럽, 일본에서는 일부 NOx 감기술들이 운행차의 NOx 

배출 감을 하여 용되고 있다. 

삼원 매기술로 CO, HC, NOx의 동시제어가 가능한 휘발유 엔진과는 달리,  

경유엔진은 연소방식이 휘발유 엔진과 상이하여 항상 산소과잉 상태인 산화분

기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CO, HC 배출은 은 반면, NOx 배출은 많아 휘발

유 엔진과는 다른 방식으로 NOx를 제어해야 한다. 

NOx 감기술은 크게 배출가스 재순환(EGR)과 DeNOx 후처리 기술로 나  

수 있으며 각각의 기술에 하여 살펴보았다. 

1. EGR 기술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은 가솔린 엔진에서 NOx 감을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의 하나로 이미 실용화되었다. 이는 배출가스 의 CO2와 H2O 

등과 같은 불활성가스를 흡입공기의 일부로 유입시켜 혼합기의 열용량이 증

된 조건에서 연소시킴으로써 실린더 내 연소가스 온도상승을 막아 NOx 생성을 

억제하는 연소제어 기술이다. 한, CO2나 H2O가 흡기공기의 일부를 치하는 

만큼 산소가 감소하여 NOx 생성에 필요한 O2가 부족한 조건을 만들어 NOx 생

성이 억제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 기술은 가솔린 엔진에 효과 인 NOx 감

기술로 실용화되고 있으나, 가솔린 엔진과 연소 특성이 상이한 디젤엔진에는 

승용차 등 소형 엔진에서만 실용화되고 있다. 

한, EGR 시스템을 이용한 NOx 감방식은 운행차의 경우 엔진 개조와 장

착성이 용이하지 않고, 형 디젤엔진의 경우에도 용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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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NOx 후처리 기술

DeNOx 후처리 기술은 크게 2가지 종류, 즉 LNT(Lean NOx Trap), LNC(Lean 

NOx Catalyst)로 나  수 있다. LNC 기술은 NH3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HC SCR로 다시 세분화된다.  

1) LNT 기술

LNT 기술은 희박조건에서 NOx를 흡장 매에 일정시간 포집하 다가 농후

한 조건에서 이를 질소로 환원하는 기술로 NOx adsorber, NOx storage/ 

reduction catalyst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이 기술 용을 해서는 높은 정

도의 엔진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며, 추가연료분사가 불가피하여 연료소비율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한 황성분이 매의 피독 상을 일으켜 활성 하가 

우려되므로 연료 황함유량은 30ppm 이하가 요구된다. 재 LNT 매로 사용

되는 백 은 기단가가 높아 소형 이하의 차량에 주로 용될 것으로 보이

며, 최근 유황경유(USLD) 연료 보 정책 등에 힘입어 연료소비율 악화의 

최소화  백  체 물질 개발을 한 연구가 진행되어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

다(정용일 외, 2010).  

2) LNC 기술

(1) HC-SCR 가술

HC-SCR 기술은 탄화수소를 배출가스에 분사하여 매상에서 NOx를 선택

으로 감시킨다. 이 기술은 기존 경유를 그 로 사용하면 되나 NOx의 정화

효율이 40% 정도로 높지 않은 것이 단 이다. 이에 따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 의 매시스템 개발 연구가 꾸 히 진행 이나 아직도 실용성과 상업성이 

입증된 HC-SCR의 매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정용일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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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H3/Urea-SCR 기술

NH3 SCR 기술을 좀 더 세분화하면 기체상태인 NH3를 직  사용하는 NH3 

SCR 기술과 Urea를 사용하는 Urea SCR 기술로 나  수 있다. NH3 SCR 기술

은 기체상태인 NOx의 정화효율이 최소 70% 이상 가능하나 실제로 가스상이기 

때문에 연료의 보   인체에 악 향을 미치는 단 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이러한 NH3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Urea SCR이다. 환원제 연료인 

Urea는 NH3의 단 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정화효율도 거의 NH3 SCR수

으로, Euro 5규제에 응하기 한 가장 유리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성과 연 시킬 경우 재까지 Urea-SCR 기술은 형엔진에 보다 유리한 것으

로 보고 있다(<그림 4-20> 참조).

자료：정용일 외, 자동차와 환경, 2010

<그림 4-20> NOx 저감장치의 비용비교 

이와 같은 기술은 제작단계의 경유엔진에 해서는 많은 연구와 상용화가 이

미 이루어졌으나, 운행단계의 차량에 용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일진 기(주), 기히터/ 매 복합 재생방식 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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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용 DPF/DeNOx장치 개발, 2007). 

Urea-SCR 기술의 경우, Urea공 에 따른 사회  인 라가 필요하며, 겨울철 

Urea수용액의 결빙 문제와 NH3 발생에 의한 2차 오염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이엔디솔루션(주), 탄화수소 SCR을 이용한 PM/NOx 동시 감장치 

개발, 2007). 한, 일부 연구에서는 속도로 운행되는 도시지역에서는 SCR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온도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SCR이 제 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지 도 있어, 차량운행속도가 높지 않은 서울에 도입 시 한 검증

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운행차 NOx 저감기술 적용 사례

앞서 살펴본 국 런던의 운행 경유버스에 NOx 감기술을 용한 사례 외

에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행차 NOx 감기술 용 사례를 조사하 다. 

벨기에  Flander 지역의 De Lijin 버스운 회사는 2001년 이래로 1690 의 버

스에 DPF를 장착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감하 으며, 최근 247 의 버스에 PM

과 NOx를 동시에 감할 수 있도록 De-NOx와 DPF 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2006년 실시한 PM-NOx 동시 감장치 장착 버스 시범운행(Euro 2에 해당

하는 버스에 장착)에서 70% 이상의 NOx와 부분의 PM이 감됨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 이러한 PM-NOx 동시 감장치 부착으로 Euro 5 수 의 배출기 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02/2011 기사, http://www.dieselnet.com).

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의 버스 운 사인 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TMB)는 Euro 2, Euro 3 기 에 맞는 363 의 버스에 PM-NOx 동시 

감장치를 부착하여 2014년까지 Euro 4 이상의 배출수 으로 높일 계획을 실행 

이다. 재까지 120 의 버스에 PM-NOx 감장치가 부착되어 운행 이다. 

홍콩도 벨기에와 런던의 SCR장착 버스의 운행 사례를 검토하여, 운행 인 

버스에 SCR을 부착하여 NOx배출을 감하는 사업이 실 가능한지를 타진하

고 있다(16/04/2010 기사, http://www.diesel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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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요 시사점

NO2가 꾸 히 개선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도쿄와 NO2 개선이 

부진한 유럽(특히, 런던 심) 지역의 정책  제도, 리 방법들을 비교 정리하

다(<표 4-33> 참조). 

일본 도쿄와 미국의 경우 엄격한 배출허용기 을 통해 NOx 배출의 주요원인

으로 조사되고 있는 경유차의 보 률을 낮게 유지한 것이 주요한 NO2 리의 

성공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도쿄는 엄격한 배출허용기 의 조기 용 외에도, 

모든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뿐 아니라 NOx까지 리하고자 하는 ‘자동차 NO

x․PM법’을 조기에 제정하여 도쿄도내 등록을 제한하고, 이것이 PM․NOx 동

시 감장치의 조기 상용화에 향을 미쳐 NO2가 보다 효과 으로 리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 외에도 2003년부터 경유차(외지차 포함)의 운행제한 제

도를 도쿄도와 주변 3개 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공동으로 용함에 따라 

PM뿐 아니라 NO2 개선 효과를 보다 극 화하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과 같이 선진도시들에서 NOx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고, 가시 인 배출량의 감을 이끈 부분의 정책  방안은 특히 경유차에 집

되어 나타나는 공통 을 보인다. 하지만, 경유차 심의 정책이 공통 으로 

집행되었음에도 NO2의 개선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 한 엄격한 배출허용기 의 설정으로 경유차의 보 을 근본 으로 차단한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미국과 일본 vs. 국 등 유럽).  

서울의 경유자동차 보 률이 국과 유사하게 20~30%를 나타내고 있고, 

2005년 Euro 3, 2006년 Euro 4기  도입으로 Euro 3 & 4 경유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운행경유차에 한 공해사업(미세먼지 감장치 부

착 등)의 유형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런던에서 NO2 농도 

개선 둔화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Primary NO2의 문제가 서울에서도 어느 정

도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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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해외 도시의 주요 NO2(NOx) 저감정책 비교

미  캘리포니아주 본 도쿄  런

동

염

원 

차 

허용  

(경 차 NOx)

― 계에  가장 엄격한  

  보다  경 가격

책  경 동차  보  낮  

(2008  3% 내) 

―승용차：1994  0.12g/km, 2004

 0.03g/km  

― 량차：1994  6.7g/kwh, 2004

 2.7g/kwh, 2007  0.27g/kwh 

―엄격한   경 동차  보  낮

 (2005  4% 내)

―승용차：1997  0.4g/km, 2002  0.3g/km, 2004  

0.15g/km, 2009  0.08g/km 

― 량차：1998  4.5g/kwh, 2003  3.4g/kwh, 2005

 2.0g/kwh, 2009  0.7g/kwh 

―경 동차  보  지  가 (2008  

약 26%), 럽 가  평균  경 동차 보

 50% 상 

―승용차：2000  Euro 3 0.5g/km, 2005  

Euro 4 0.25g/km, 2009  Euro 5 

0.18g/km, 2014  Euro 6 0.08g/km 

― 량차： 2000  Euro 3 5.0g/kwh, 2005

 Euro 4 3.5g/kwh, 2008  Euro 5 

2.0g/kwh, 2013  Euro 6 0.4g/kwh 

경  질 개

( 함 량)

―1993  500ppm

―2006  15ppm 

―2002 지 500ppm

―2003  50ppm

―2005  10ppm

―1999  350ppm

―2004  50ppm

―2008~2009  10ppm

운행차 리

―미 지 감  주  목  경

차량  공해  도(DPF 장착, 

CNG, 연료 지 등 공해차  엔진

개   체, 후차 폐차 도)  

―OBD II ( 가스 진단장치)

착 ：1997 터 14,000lb

하  모든 차량에 착, 2010

 14,000lb  상 차량도 착 시

― 동차 NOx․PM (2001 터)：  승용차  

한 모든 차량  PM과 NOx  만 차량만 

도쿄도내 등   수  가능(수도  포함 도시 에 

용) 

―PM․NOx 동시 감장치 상용

― 동차 공해감시원(G맨)  치하여 비  검사  

단  공해차량 리

― 공해차  체 도：도내 200  상 동차 사용 

사업 에 공해차  비  도  시행

―미 지 감  주  목  ,  경

차  공해  도 (DPF 장착, 경

 강  차량  체 등)

―경 스에 PM․NOx 동시 감장치 착 시

사업 진행

― 공해차( 차, 하 브리드차, Euro 5 

상)  체 도 

―OBD：Euro 3(2000 ) 차 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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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해외 도시의 주요 NO2(NOx) 저감정책 비

미  캘리포니아주 본 도쿄  런

동

염

원

운행 한 도 -

―도쿄 경 보 (2003 터)：승용차  

모든 경 차 상  미 지  합 

차량  도쿄도 운행 한(DPF 장착, 공해차

 체  폐차 도), 지차량도 포함  

수도  공동시행

― 잡통행료(2003 터) 실시  통량 감

― 가스 지역(LEZ) 운 (2008 터)：

차, 스 등 ․  경 차가 미 지 ( 

(Euro 3 수  상) 합 시  지 , 지

차량 포함 

DPF  

―다  염 질   감

장치 장착  하여  가해 는 

안 .

―DPF  시 미 지 감장

치 착  한 NO2  가량 

20% 내 

―다  염 질들  감장치 장착 보다 

10% 측 차 에  가해 는 안 .

―미 지  다  염 질에 해 는 상

차량에 해당하는 Euro  만  

―미 지 감장치 착 ․후에 측 한 NO2/ NOx

 비  하도  하고 나 특별한  

미

―향후, DPF  시 NO2 가 에 한 한치 

여  고  

Primary NO2 

 

―경 차  보  낮아,  

 지 않 .

―하지만, DPF  시 NO2  

가량 한치  하여 리

―경 차  보  낮아,   지 

않 .

―경 차  보  고, Primary NO2  비  

 Euro 3 &  Euro 4 운행  많아 주  슈  

고 .

그 -

―  규 상보다  업 용 규모 연

에 하여 NOx  하고 ‘

NOx 연 '  시행： 리  사

각지역  규모연 시 에 한 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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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O2 오염도 개선을 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의 NOx 배출뿐 아니라 Primary NO2의 배출도 함께 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최 의 방안은 NOx 배출이 폭 강화된 Euro 5 & Euro 6 기 으로 제작

된 차량이나 기차 등 공해차량의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여 공해차량을 체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집행이 빠르게 개되기 어려울 경우, 기존 공해차량 (Euro 4이

하)에 하여 Primary NO2 배출을 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PM․NOx 동시 감장치 개발  상용화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

는 아직까지 기술 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PM․NOx 동시 

감장치의 상용화가 실 되기 까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장치 인증에 Primary NO2 배출 련 제한치를 설정하여 NO2

의 배출을 게 야기하는 미세먼지 감장치가 장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 재 인증된 미세먼지 감장치들의 Primary NO2 배출정도에 한 평가

를 실시하고,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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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의 이산화질소 특성분석 

제1절 특성분석 방법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유자동차의 운행 비 이 큰 유럽도시들에서는 

Primary NO2에 한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리방안을 강구 

이다.

서울도 자동차 등록 수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승용차와 승합

차만 고려 시 21%)에 육박하고 있고, 유럽도시에서 Primary NO2 련 문제시되

고 있는 Euro 3과 Euro 4 경유차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울에서의 

Primary NO2가 차지하는 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NO2 특성을 이동오염원의 Primary NO2 배출비  에

서 분석하 다. 

1. Primary NO2 배출비중 분석 방법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측되는 NOx의 부분이 연료연소, 특히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도로변에서 측되는 부분의 NO2는 자



114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동차와 련되며 일부만이 자동차 외의 외부 오염원에 의하여 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상에는 다양한 차종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

되므로 실험실에서 단일 차종에 하여 측정된 Primary NO2의 배출 특성과 실

제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구성  운행특성에 따라 측되는 Primary 

NO2의 배출 특성은 다르다. 장에서의 자동차 배출 Primary NO2를 추정하기 

한 방법은 2005년 Abbott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Abbott은 국의 도로변, 도

시 기 등의 측정지 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에서 Primary NO2의 

배출비 을 산정하 고, 이 방법은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같은 목 으로 이

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Abbott이 제시한 방법을 용하여 서울의 차량 운행조건(차종 

구성  운행 특성 등)에서 Primary NO2의 배출 비 을 추정하 다. Abbott의 

방법은 박스모델 형태의 NO, NO2, O3에 한 물질수지식(Mass Balance)에 기

하는데, 이에 한 원리  가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과 같이 상자모델을 가정하면, “0”은 배경지 을, “1”은 도로변 지

을 지칭한다. 도로변지 에서 NO2 농도([NO2]1)는 <식 5-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그림 5-1> 상자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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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5-1>

여기서, E는 상자내에서 오염원의 배출에 의한 순농도 증가, R은 반응에 의

한 순농도 증가, D는 침 (deposition)에 의한 순농도 감소 기작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변지 에서 NO와 O3 농도도 <식 5-2>와 <식 5-3>

으로 표 할 수 있다.

     ········································· <식 5-2>

       ················································· <식 5-3>

기  NO2의 생성, 제거와 련한 가장 요한 반응은 <식 5-4>와 <식 

5-5>이다. 

 → ········································································· <식 5-4>

  → ································································· <식 5-5>

 두 반응을 R'로, 이 외의 NO2-NO-O3과 련한 화학, 화학 반응들을 R"

로 하여 체 반응식을 <식 5-6>으로 표기하고, <식 5-4>와 <식 5-6>의 반응에  

한 화학양론  표 은 <식 5-7>과 같다.

  

  ′ ″ ················································································· <식 5-6>


′   ′

  
′ ······························································· <식 5-7>

     ······························································ <식 5-8>

도로변 지 에서 NOx 농도를 표 하면 <식 5-9>와 같으며, 기 에서 산

화제의 역할을 하는 O3와 NO2를 묶어 Ox로 표 하면 도로변 지 에서 Ox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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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식 5-11>과 같다.

      
″  

″    ··········· <식 5-9>

     ································································· <식 5-10>

         
″  

″      

············································································· <식 5-11>

여기서 A는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NOx  Primary NO2의 비율을 나타낸다.

<식 5-11>에 <식 5-9>와 <식 5-10>을 용하면,  <식 5-12>와 <식 5-13>으로 

표 된다.

        
″   

″ 

       
″  ··················································· <식 5-12>

       
 ····························· <식 5-13>

여기서 B*는 주요 반응(<식 5-4>와 <식 5-5>) 외의 기타 반응/제거 공정을 

나타낸다. A와 B*는 배경  도로변 측정지 에서 O3, NO, NO2 농도를 이용한 

단순회귀분석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다. 

  

 ················································································ <식 5-14>

  
 


  

     ·············· <식 5-15>




      

 
   



    

················ <식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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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5-17>

이러한 방식으로 도로변 지 에서 NO2 농도는 <식 5-18>과 같이 배경지 의 

NO2에 의한 기여분, 반응에 의한 NO2의 생성 기여분, Primary NO2(직 배출)

에 의한 기여분, 기타 반응/제거 공정에 의한 기여분으로 구성된다.

               


············································································· <식 5-18>

만약, B*의 기타 NO-NO2-O3에 한 기  공정이 미미하다고 가정하면 

Primary NO2의 비율인 A는 <식 5-19>로부터 산출될 수 있다. 

    

      ·························································· <식 5-19>

2. 분석대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의 차량 배출 Primary NO2 배출비  분석을 

해서는 차량의  직  배출이 측되는 도로변 측정지 과 배경지 의 측정자료

가 필요하다. <그림 5-2>는 서울의 도로변  도시 기 측정지 의 치를 보

여 다.  

주요 분석 상인 12개의 도로변 측정소  2000년부터 지속 으로 운 되는 지

은 7곳이며 나머지는 2008년, 2009년에 신설되어 운  이다(<표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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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로변 대기측정망

2000년 ~ 현행

동대문 중국 을지로 7가 135-5(동대문운동장 전철역 사거리)

서울역 용산구 동자동 43(서울역전식당 앞)

신사 강남구 논현동 1(신사동로터리 신한은행 앞)

신촌 마포구 노고산동 31-6(신촌로터리 우리은행 앞)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66(영등포로터리 하나은행 앞)

청계4가 중구 주교동 125(청계천 4가로터리 남강빌딩 앞)

청량리 동대문구 청량리동 746(청량리로터리 대한투자신탁 앞)

2008년 신설
길동 강동구 길동 417(길동쪽 사거리)

종로 종로구 종로4가 32-8(종묘주차장 앞)

2009년 신설

강변로 성동구 성수1가동 685-124번지(한강사업본부 옆)

양재 서초구 양재동 19-14(서초구민회관앞 중앙차로)

태릉 노원구 공릉동 687-9(태릉입구역 8번출구)

<표 5-1> 도로변 대기측정소 위치 및 운영현황

Abbott(2005)이 런던을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도로변 측정지 의 배경

농도지 으로 인  도시 기 지 , 풍상 배경지 , 풍하 배경지 을 선정하여 

Primary NO2 비율을 추정하 다. 분석 결과, 배경농도지 별 결과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배경농도 지 의 설정에 따른 향을 살

펴보기 하여, 12개 도로변 기측정소에 한 배경농도지 을 세 가지로 분

류하여 사  분석을 진행하 다. 서울에서 도시배경지 으로 운  인 남산과 

북한산 측정지 을 모든 도로변 측정지 의 배경농도 지 으로 설정하는 경우

와, 각 도로변 측정지 과 가까이 치한 도시 기 측정소를 배경농도지 으로 

설정하는 경우로 나 어 검토하 다. 검토 결과, 북한산과 남산을 배경지 으

로 설정한 경우보다 각 도로변 지 과 가까이 치한 도시 기 지 을 배경지

으로 설정한 경우 이 연구의 분석 기 가 되는 <식 5-13>에서 Ox와 NOx의 

상 계수(R)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추가 분석에

서는 도로변 측정소의 배경지 으로 인  도시 기 측정지 을 용하 다. 각 

도로변 측정지 과 인 한 도시 기 측정지 은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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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도시대기 및 도로변 측정망 위치 

도로변 대기측정소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 대기측정소 도시대기측정소

1 강변로 28 성동구 7 양재 27 서초구

2 길동 14 강동구 8 영등포 32 영등포구

3 동대문 35 종로구 9 종로 35 종로구

4 서울역 35 종로구 10 청계4가 35 종로구

5 신사 27 서초구 11 청량리 23 동대문구

6 신촌 25 마포구 12 태릉 21 노원구

<표 5-2> 도로변 측정소와 인접 도시대기측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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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bbott(2005)의 분석에서는 도로변 NOx 농도가 낮은 경우(차량의 운행

이 은 경우) 배경지 의 농도와 유사하여 <식 5-19>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100ppb 이상 는 50ppb 이상의 도로변 NOx 농도가 측된 시간자료만을 이

용하 다. Anttila et al. (2011)이 수행한 핀란드 헬싱키 지역에 한 Primary 

NO2 분석에서는 차량 운행이 은 야간시간 (22:00~4:00)를 분석 상에서 제

외하고 결과를 도출하 다. 그 이유는 Abbott이 제시한 이유 외에 <식 5-13>의 

도출과정에서 용한 가정이 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 반응으로 가정

한 <식 5-4>와 <식 5-5> 외에 침 에 의한 제거공정, 제3, 제4의 다른 반응들이 

야간시간에 주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차량운행

이 많은 시간 인 07~19시의 시간자료만을 이용하여 추후 분석을 진행하 다.  

제2절 특성분석 결과

1. 도로변 측정소별 분석결과

차량운행 시간이 많은 오  7시와 오후 7시의 시간  자료만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Primary NO2 배출 비율(A값)을 산출하 다. 차량운

행 특성(차량속도, 교통량, 연료별 차량종류 등)이 연간분석으로 희석될 수 있

음을 고려하여, 월별로 분석하여 각각의 A값을 산출하 다. 월별 회귀식에 

한 검증결과는 신뢰구간  95%, 유의수  α=0.05에서 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일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월(측정자료수가 은 경우 발생)은 추후분석

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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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은 동 문 도로변 측정소의 각 년도에 한 월별 A값의 분포도며, 

<표 5-3>은 월별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A와 R(상 계수)의 평균값을 정

리한 것이다. 2001년을 제외하고 상 계수값이 0.4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A값

은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A값의 최 값은 2009년에 0.38, 월별로는 

2009년 4월에 0.53까지 높게 나타났다. 

<그림 5-3> 동대문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0.135 0.61

2001 0.163 0.39 2007 0.181 0.57

2002 - - 2008 0.177 0.72

2003 0.203 0.59 2009 0.380 0.49

2004 0.199 0.65 2010 0.178 0.71

2005 0.137 0.41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3> 연도별 동대문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122  서울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저감둔화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그림 5-4>와 <표 5-4>는 서울역 도로변 측정소에 한 분석결과를 보여

다. 서울역의 경우 상 계수값이 동 문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A값은 2009년

에 0.24, 월별로는 2009년 4월에 0.44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서울역의 경우

에도 A값이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며 특별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림 5-4> 서울역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0.138 0.55

2001 0.167 0.23 2007 0.191 0.67

2002 - - 2008 0.160 0.38

2003 0.142 0.51 2009 0.236 0.38

2004 0.112 0.63 2010 0.141 0.45

2005 0.130 0.37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4> 연도별 서울역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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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와 <표 5-5>은 신사 도로변 측정소에 한 분석결과로 2005년을 

제외하고 상 계수값이 0.4 이상을 보 고, 월별 A값의 분산정도도 게 나타났

다. A값은 2000년 0.20, 월별로는 2000년 6월에 0.31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5> 신사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0.201 0.65 2006 0.142 0.50

2001 0.174 0.69 2007 0.120 0.57

2002 0.182 0.57 2008 0.169 0.65

2003 0.156 0.43 2009 0.160 0.67

2004 0.120 0.55 2010 0.171 0.64

2005 0.108 0.33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5> 연도별 신사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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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와 <표 5-6>은 신  도로변 측정소에 한 분석결과로 2009년을 

제외하고는 상 계수값이 0.4 이상을 보 고 월별 A값의 분산정도도 게 나타

났다. A값은 2000년 0.22, 월별로는 2001년 6월에 0.32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6> 신촌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0.224 0.86 2006 0.164 0.62

2001 0.196 0.59 2007 0.193 0.56

2002 0.183 0.64 2008 0.139 0.59

2003 0.211 0.46 2009 0.202 0.39

2004 0.124 0.58 2010 0.136 0.64

2005 0.188 0.57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6> 연도별 신촌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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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과 <표 5-7>은 등포 도로변 측정소에 한 분석결과로 2001년을 

제외하고 상 계수값이 0.4 이상을 보 다. 상 계수가 게 나온 2001년을 제외

하면 A값은 2006년 0.22, 월별로는 2006년 5월에 0.35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7> 영등포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0.223 0.67

2001 0.235 0.29 2007 0.154 0.58

2002 0.164 0.68 2008 0.129 0.58

2003 0.188 0.69 2009 0.119 0.64

2004 0.186 0.51 2010 0.137 0.67

2005 0.166 0.47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7> 연도별 영등포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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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과 <표 5-8>은 청계4가 도로변 측정소에 한 분석결과로 평균

으로 상 계수가 다른 측정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A값은 2009년 0.35, 월별

로는 2009년 5월에 0.48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8> 청계4가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0.202 0.46

2001 0.195 0.42 2007 0.302 0.27

2002 - - 2008 0.144 0.48

2003 0.164 0.46 2009 0.353 0.45

2004 0.206 0.68 2010 0.145 0.57

2005 0.179 0.46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8> 연도별 청계4가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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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와 <표 5-9>은 청량리 도로변 측정소에 한 분석결과로 상 계

수값이 모두 0.4 이상을 보 고, 월별 A값의 분산정도도 게 나타났다. A값은 

2003년 0.20, 월별로는 2004년 11월에 0.32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9> 청량리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0.187 0.64

2001 - - 2007 0.149 0.49

2002 - - 2008 0.184 0.63

2003 0.205 0.58 2009 0.160 0.49

2004 0.152 0.67 2010 0.179 0.54

2005 0.180 0.62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9> 연도별 청량리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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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와 <표 5-10>은 2008년부터 측정이 시작된 길동 도로변 측정소

에 한 분석결과로 2010년만 상 계수값이 0.5 이상을 보 다. A값은 2009년 

0.16, 월별로는 2009년 6월에 0.27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10> 길동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 -

2001 - - 2007 - -

2002 - - 2008 0.139 0.29

2003 - - 2009 0.158 0.48

2004 - - 2010 0.145 0.62

2005 - -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10> 연도별 길동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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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과 <표 5-11>은 2008년부터 측정이 시작된 종로 도로변 측정소

에 한 분석결과로 상 계수가 0.7 이상으로 높았고, 월별 A값의 분산정도는 

게 나타났다. A값은 2009년 0.15, 월별로는 2009년 6월에 0.20으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11> 종로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 -

2001 - - 2007 - -

2002 - - 2008 0.123 0.74

2003 - - 2009 0.153 0.75

2004 - - 2010 0.138 0.72

2005 - -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11> 연도별 종로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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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와 <표 5-12>는 2009년 10월부터 측정이 시작된 강변로 도로변

측정소에 한 분석결과로 상 계수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A값은 

2010년 0.16, 월별로는 2010년 7월에 0.23으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12> 강변로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 -

2001 - - 2007 - -

2002 - - 2008 - -

2003 - - 2009 0.155 0.86

2004 - - 2010 0.161 0.82

2005 - -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12> 연도별 강변로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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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과 <표 5-13>은 2009년 10월부터 측정이 시작된 양재 도로변 측

정소에 한 분석결과로 상 계수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A값은 2010

년 0.14, 월별로는 2010년 6월에 0.16으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13> 양재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 -

2001 - - 2007 - -

2002 - - 2008 - -

2003 - - 2009 0.132 0.85

2004 - - 2010 0.135 0.84

2005 - -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13> 연도별 양재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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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와 <표 5-14>는 2009년 10월부터 측정이 시작된 태릉 도로변 측

정소에 한 분석결과로 상 계수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A값은 2010

년 0.15, 월별로는 2010년 5월에 0.19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그림 5-14> 태릉 도로변 측정소의 A값(Primary NO2 비율) 분포

구분 A R 구분 A R

2000 - - 2006 - -

2001 - - 2007 - -

2002 - - 2008 - -

2003 - - 2009 0.122 0.88

2004 - - 2010 0.149 0.80

2005 - -

주：A(Primary NO2의 비율), R(Ox와 NOx의 상관계수, <식 5-13>)

<표 5-14> 연도별 태릉 도로변 측정소의 A와 R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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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정리

산출한 연평균 Primary NO2 배출 비율(A)은 동 문 0.14~0.38, 서울역 

0.11~0.24, 신사 0.11~0.20, 신  0.12~0.22, 등포 0.12~0.24, 청계4가 

0.14~0.35, 청량리 0.15~0.21이다. 2008년 이후 신설되어 운 되고 있는 측정소

의 경우 길동 0.14~0.16, 종로 0.12~0.15, 강변로 0.16, 양재 0.13~0.14, 태릉 

0.12~0.15이다. 동 문, 청계4가에서 0.35 이상의 높은 연평균값이 산출되었으

며, 체 으로 최근에 신설된 측정소에서의 A값은 0.15 수 으로 나타났다. 

<그림 5-15>와 <표 5-15>는 도로변 측정소  상 계수가 0.3 이하로 반

으로 다른 측정소보다 낮게 나타나는 기간이 많았던 서울역, 청계4가, 길동의 

측정소를 제외한 9개의 도로변 측정지 에 하여 산출된 월별 A값(Primary 

NO2 배출 비율)의 평균  경향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나타내었다. 각 평균

값에 한 표 편차는 오차막 로 표시하 다. 

측정지 별 분석결과와 같이, 체 도로변 측정소의 평균 인 A값의 변화경

향도 연도별, 월별 증․감을 반복하면서 런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증가 는 

감소하는 경향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월평균으로 보았을 때, 0.11~0.32 사이

에서 Primary NO2 비율이 나타나며, 특히 2009년에 측정소별 편차가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으로 보면,  0.15~0.21 사이로 Primary NO2 비

율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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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균± 편차(1S.D), 울역, 청계4가, 동 측정  제

<그림 5-15> 전체 도로변 측정소  월별 평균 Primary NO2 비  시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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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Primary NO2 배 비 과 편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월 0.189±0.009 0.184±0.043 0.209 0.168±0.036 0.118±0.019 0.111±0.070 0.151±0.081 0.111±0.039 0.141±0.018 0.203±0.161 0.136±0.018

2월 0.178±0.011 0.172±0.067 0.167  0.150±0.027 0.162±0.029 0.096±0.045 0.154±0.052 0.135±0.052 0.156±0.031 0.179±0.098 0.134±0.023

3월 0.191±0.045 0.192±0.006 0.133±0.039 0.166±0.083 0.235±0.152 0.157±0.024 0.159±0.042 0.132±0.026 0.156±0.042 0.205±0.199 0.135±0.028

4월 0.159 0.315±0.123 0.117±0.033 0.174±0.032 0.136±0.035 0.224±0.068 0.163±0.046 0.111±0.012 0.169±0.070 0.196±0.190 0.153±0.022

5월 0.199±0.023 0.185±0.097 0.174±0.053 0.175±0.066 0.138±0.046 0.172±0.054 0.208±0.106 0.166±0.033 0.167±0.033 0.214±0.110 0.170±0.032

6월 0.306±0.002 0.262±0.132 0.202±0.015 0.210±0.106 0.122±0.043 0.184±0.087 0.210±0.061 0.213±0.059 0.177±0.042 0.240±0.099 0.184±0.029

7월 0.199±0.018 0.152±0.040 0.170±0.023 0.226±0.092 0.157±0.039 0.202±0.070 0.179±0.071 0.203±0.101 0.172±0.025 0.214±0.075 0.175±0.038

8월 0.193±0.004 0.175±0.014 0.204±0.031 0.185±0.092 0.173±0.097 0.161±0.056 0.197±0.040 0.175±0.061 0.168±0.050 0.202±0.106 0.176±0.040

9월 0.230±0.060 0.141±0.045 0.203±0.008 0.182±0.080 0.198±0.076 0.147±0.039 0.165±0.034 0.217±0.049 0.173±0.031 0.163±0.058 0.174±0.049

10월 0.207 0.156±0.016 0.193±0.044 0.182±0.045 0.139±0.045 0.121±0.035 0.177±0.056 0.154±0.065 0.129±0.024 0.170±0.048 0.139±0.022

11월 0.235±0.071 0.133±0.021 0.182±0.009 0.146±0.059 0.196±0.105 0.161±0.031 0.151±0.025 0.147±0.046 0.136±0.026 0.149±0.022 0.127±0.020

12월 0.252 0.192±0.012 0.179±0.017 0.146±0.036 0.160±0.086 0.152±0.071 0.110±0.028 0.129±0.029 0.132±0.026 0.135±0.022 0.137±0.024

평균 0.211±0.039 0.188±0.052 0.178±0.029 0.176±0.024 0.161±0.035 0.157±0.037 0.169±0.028 0.158±0.037 0.156±0.018 0.189±0.030 0.153±0.021

<  5-15> 전체 도로변 측정소  평균 월별 Primary NO2 배 비

주：평균± 편차(1S.D), 울역, 청계4가, 동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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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울역, 청계4가, 길동 측정  제

<그림 5-16> 전체 도로변 측정소  월별 평균 NO2와 Primary NO2 농도  시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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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울역, 청계4가, 길동 측  

<그림 5-17> 전체 도로변 측정소  월별 평균 NO, NO2, Primary NO2 농도  시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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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은 산출된 Primary NO2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9개 도로변 측

정소의 월별 평균 Primary NO2 농도와 NO2 농도를 나타낸다. 특히, 2004년 이

후의 월별 NO2 농도  Primary NO2 농도도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5-17>은 NOx, NO2, Primary NO2 농도의 시간  변화양상을 보여주는데, 

이 한 감소 는 증가하는 경향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5-18>은 계 별 는 월별 Primary NO2 농도  비율의 변화를 찰하

기 하여 2000년~2010년의 월별 값들을 평균하고 이에 한 표 편차를 오차

막 로 도식한 것이다. NOx 농도가 월별 변화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Primary NO2 농도는 월별 변화가 크지 않고 10ppb 정도로 유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로변 Primary NO2 농도가 온도, 바람 등의 기상요

소에 비교  향을 덜 받아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평균±표준편차(1S.D), 서울역, 청계4가, 길동 측정소 제외

<그림 5-18> 전체 도로변 측정소의 NOx, NO2, Primary NO2 비율 및 농도의 계절별(월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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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소별 월별 Primary NO2 비율이 다른 이유  하나는  교통량, 통행속도, 

차종  연료종류 등이 시기별, 장소별로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런던의 사례에서 분석에 이용된 측정소는 가로변에 설치되어 체 으

로 차량이 일정 속도로 운행되는 상태에서의 NOx 배출특성이 측정값에 반 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00년부터 측정소가 운 되고 있는 서울의 도로변 측

정소는 부분이 교차로에 치하여 교통신호 기로 인한 감속, 가속, 공회  

상태 등 다양한 운행 형태의 NOx 배출특성이 측정값에 많이 반 되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런던의 사례와 같은 차량 운행상태에서의 NOx 배

출특성, Primary NO2 배출특성이 서울의 사례에서는 찰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그림 5-19>는 스 스, 오스트리아, 독일이 참여한 배출가스 감장치 부착

과 련한 VERT 로젝트에서의 실험결과를 보여 다. 다양한 종류의 DPF는 

배출가스 온도(운행 속도  특성에 따라 변화)에 따라 다른 NO2/NOx의 배출

비율 특성을 보인다. 특히, 백 (Pt)으로 코 된 매형식의 DPF의 경우 

300~400℃의 배출가스 온도에서는 Primary NO2의 배출비율이 60%까지 높게 

나타나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NO2/NOx의 배출비율이 DPF가 없는 차량보다 낮

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BC(fuel Born catalyst)를 연료에 혼입하여 미세먼지

를 제거하는 FBC 형태의 DPF는 Primary NO2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처럼 교차로에 치한 도로변 측정소에서 측정된 자료의 

분석결과에는 속, 공회  등이 많은 차량 운행의 특성이 반 된다. 이러한 

역에서는 부분이 온의 배출가스 온도가 형성되므로 매형 DPF 장착 차량

의 Primary NO2 값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도로변 측정소를 

상으로 분석된 Primary NO2 배출비율이 가로변에서 보여  수 있는 값보다

는 게 산출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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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Czerwinski et al., Diesel NO2-emissions with different DPF’s and DOC’s, Pierre Comte,Univ. of Applied 
Sciences, Biel, 2007 

<그림 5-19> 배출가스온도 vs. DPF의 종류별 NO2/NOx 배출비율 

더불어 서울시의 기질 개선을 한 다양한 추진사업  운행경유차에 DPF, 

DOC 부착과 같은 Primary NO2 배출 증가를 야기하는 사업 외에도 NOx의 

체 배출을 이면서 Primary NO2 배출 문제도 완화하는 경유버스의 CNG 버스

차로 교체, 조기폐차, LPG 개조 등과 같은 사업도 함께 진행되어 Primary NO2

의 문제를 일정 부분 상쇄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6>과 <그림 5-20>은 2002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질 추

진사업의 실 을 NOx와 Primary NO2의 에서 유․불리한 정책으로 구분하

여 비교한 것이다. 2006년과 2007년에 특히, 운행경유차에 한 DPF, DOC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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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2009~2010년에는 유․불리 사업의 상  차량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Primary NO2 배출 유발 사업이 다소 많이 추

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Ox 배출량과 Primary NO2 비율을 동시에 감

하는 사업들은 Primary NO2 배출의 량을 이는 에서 보다 효과 일 

것이므로,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추진이 Primary NO2의 증가를 반 으로 상

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서울은 Primary NO2 배출 증가를 야기하는 DPF, DOC 부착 사업 

외에도 Primary NO2의 량과 비율을 동시에 이는 CNG, LPG로 개조, 조

기폐차와 같은 사업들을 극 으로 병행하여 Primary NO2의 비율이 런던의 

사례처럼 꾸 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최근 3년(2008~2010년)

간 연평균 Primary NO2 배출 비율은 0.15~0.19, 월평균은 0.13~0.24로 나타나 

런던의 경우보다 다소 낮게 산출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통용되던 Primary NO2 배출 비율인 0.05보다는 3~4배 높게 

나타나 서울에서 NO2 농도 개선이 부진한 원인  하나가 Primary NO2일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Primary NO2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유

차에 한 Euro 3과 Euro 4기  도입이 2005년과 2006년 제작차부터 용되었

으므로, 최근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의 상당 부분이 Primary NO2의 배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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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NOx & 
Primary 

NO2 

저감 사업 

조기폐차 - -　 -　 37 646 6,451 16,302 25,432 30,874 

LPG 
개조

-　  135  585 3,399 12,113 26,398 42,850 56,877 64,799 

CNG
차량보급

 929  1,257 2,028 2,424 3,456 4,850 6,147 7,853 9,195 

총대수 929 1,392 2,613 5,860 16,215 37,699 65,299 90,162 104,868 

Primary 

NO2증가

가능 사업 

DPF 부착 -　 -　 280 8,069 14,923 25,549 32,115 42,139 59,536 

DOC 부착 -　 -　 150 1,640 24,501 48,076 51,306 52,991 53,054 

총대수 - - 430 9,709 39,424 73,625 83,421 95,130 112,590 

<표 5-16> 서울시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실적(누적실적)                      
(단위：대) 

<그림 5-20> 서울시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실적 비교(Primary NO2 증 ․ 감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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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산화질소 저감둔화 원인 및 개선방안

제1절 이산화질소 저감둔화 원인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 개선이 가시 으로 나타나지 않는 원

인을 미국, 일본, 유럽 도시들의 이산화질소 련 정책  제도와 비교하여 찾

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이산화질소 개선이 성공 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캘

리포니아주, 일본 도쿄에는 성공 인 정책  제도를, 서울과 같이 농도개선이 

부진한 런던, 리 등 유럽도시에서는 원인 분석  응 황을 조사하여 서울

의 경우와 비교하여 정리하 다.    

일본 도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럽의 런던, 리 등 도시에서는 공통 으

로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NO2의 주요한 배출원이다. 특히, 이동오염원 에

서도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연소로부터 배출되는 NOx의 향이 크며, 

이는 서울에서도 나타나는 상이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부분의 도시

는 NO2 리를 한 주요 상을 이동오염원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오염원 에도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에 한 정

책이 과거부터 주요하게 시행되었으며, 최근 들어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 비

도로이동오염원의 리를 한 정책  제도로 리 역을 확 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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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특별히 NOx의 주요 배출원이면서 주요 리 상인 경유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한 각 도시의 정책  제도 등을 제작차, 운행차, 연료 등 

주요 부문별로 비교하여 서울의 이산화질소 개선 둔화 원인을 찾아보고 시사

을 도출하 다. 

1. 제작차 관리

경유 제작차(도로  비도로이동오염원)에 한 NOx 배출허용기  비교를 

하여 <그림 6-1>~<그림 6-3>을 도식하 다. 

승용차  NOx(g/km)

한국 일본 미국 유럽

2000 0.62 1997 0.4 1994 0.12 2000 0.5

2005 0.5 2002 0.3 2004 0.03 2005 0.25

2006 0.25 2004 0.15 　 2009 0.18

2009 0.18 2009 0.08 　 　 　

중량차 NOx(g/kwh)

한국 일본 미국 유럽

2000 6 1998 4.5 1994 6.7 2000 5

2003 5 2003 3.4 2004 2.7 2005 3.5

2006 3.5 2005 2 2007 0.27 2008 2

2009 2 2009 0.7 　 　 　 　

비도로 경유엔진 75~130kw급 NOx(g/kwh)

한국 일본 미국 유럽

2004 9.2 2004 6 1997 9.2 1999 9.2

2006 6.6* 2008 3.6 2003 6.6* 2003 6

2009 4* 　 　 2007 4* 2007 4*

주：*는 ‘HC+NOx’에 대한 기준

<표 6-1> 경유제작차(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 NOx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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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경유승용차 NOx 배출허용기준 비교 

<그림 6-2> 경유중량차 NOx 배출허용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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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비도로이동오염원(경유사용) NOx 배출허용기준 비교

이와 같이,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경유차(특히, 경

유 승용차)에 한 배출허용기 을 엄격하게 단계 으로 강화하여 NOx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의 매  보 이 미미하게 유지됨으로써, NOx 배출원이 근

원 으로 리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과 유럽은 경유차에 한 

배출허용기 을 상 으로 완화하여 경유차 매  보 에 한 제약이 미국

과 일본에 비하여 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배출허용기 을 비교해도, 한

국과 유럽의 NOx 기 이 미국과 일본의 기 에 비하여 2~7배까지 완화되어 

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배출규제로 최근까지도 미국  일본

에서의 경유승용차 보 률은 약 5%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의 경

유승용차 평균 보 률은 50%( 국 20~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 이 상 으로 느슨한 유럽의 기

을 따라가고 있고, 경유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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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부터 NO2 개선 부진의 주요한 원인  하나가 완화된 

배출허용기 으로 인한 경유차의 보 률 증가로 추정될 수 있다. 즉, 엄격한 경

유제작차의 배출허용기 을 용하여 근본 으로 NOx와 NO2의 배출원을 제

한한 미국과 일본이 NO2의 지속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비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이동오염원에 비하면 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상

으로 최근에 강화되고 있으며, 강화수 도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 일본, 미국에 비하여 2~3년 정도 늦게 제작엔진에 

한 배출허용기 을 강화하 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울의 이산화질소 개선 부

진에 일조하 을 것으로 보인다.     

2. 운행차 관리

<표 6-2>는 각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운행차에 한 주요한 NOx 리 정책

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운행차에 한 리는 부분이 미세먼지에 타깃을 

두고 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폐차유도 등이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일본 도쿄는 특히 2000년  기부터 자동차 PM․NOx법을 제정하여 PM뿐 

아니라 NOx 배출이 은 차종으로 등록  운행을 제한하 으며, 더불어 2003

년부터는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역 으로 

펼쳐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미세먼지를 타깃으로 미세먼지 기  부

합 경유차량에 한 운행제한이었으나 NOx의 배출 감에도 어느 정도의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의 운행제한은 수도권 등록차량뿐 아니라 

외지차량에도 용되었음도 여겨볼 부분이다. 

반면, 런던은 2008년부터 미세먼지 기  부 합 ․ 형 경유차의 런던시 

진입을 일일통행료 징수로 부분 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일본 도쿄의 

경우보다 NOx 감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면 제한이 

아니라 통행료 지불 시 운행이 가능하고, 일본에 비해 등록 수가 월등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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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의 통행은 허용된 것을 들 수 있다. 한, 도쿄도의 경우 운행제한이 

도쿄도와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역 으로 진행된 반면, 런던의 경우 런던권

역에서만 용되어 도쿄에 비하면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수도권 등록차량  공해조치 불이행 차량이

나 정 검사 불합격 차량에 한 운행제한(과태료 부과)제도를 2011년부터 도

입하기 시작하 으나 수도권내로 운행되는 외지차량은 제외되며, 엄격한 단속

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은 가시  효과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 도쿄  런던 등의 운행제한 사례를 면 히 검토하여 효과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Primary NO2 배출은 경유차의 보 률이 낮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큰 문제로 

두되지 않으나 미국은 이 문제를 고려하여 DPF 인증 시 NO2 배출증가에 

한 제한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일본은 PM․NOx법의 조기 시행으

로 PM․NOx 동시 감장치의 상용화가 이루어져 Primary NO2의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rimary NO2가 문제시되고 있는 런던은 PM․NOx 동시 

감장치 부착을 시범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DPF 인증 시 NO2에 

한 배출증가에 한 제한치 설정을 고려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경우 분석결과 Primary NO2 배출비율이 런던보다는 다소 게 산출

되었으나 무시할 수 없는 수 으로 분석되어 Primary NO2가 서울시 NO2 문제

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미국, 

런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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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NOx 관련 주요 운행차 관리 정책 및 제도 비교

미  캘리포니아주 본 도쿄  런 울

운행차

공해  

―미 지 감 목  경

차량  공해  도

(DPF 장착, CNG, 연료 지 

등 공해차  엔진개   

체, 후차 폐차 도)  

―미 지 감 목  승용차  모든 

경 차  공해  도 (DPF 장착, 공

해차  엔진개 , 체  폐차 도)：도

쿄 경 보  2003 터

―PM․NOx 동시 감장치 상용

―도내 200  상 동차 사용 사업  

공해차 비  도  

―미 지 감 목  ,  경 차

 공해  도(DPF 장착, 경  

강  공해차량  체 등)

―경 스에 PM․NOx 동시 감장치 착 

시 사업 진행

― 공해차( 차, 하 브리드차, Euro 5 

상)  체 도 

―미 지 감 목  경 차량

 공해  도(DPF/DOC 장착, 

LPG, CNG 등 공해차  엔진개

  체, 후차 폐차 도)  

경 차

운행 한
-

― 동차 NOx․PM ：NOx  PM  

 차량    운행 한(2001

터), 승용차  한 모든 차량 

상

―도쿄 경 보 ：승용차  모든 경

차 상, 미 지  합 차량  

도쿄도 포함 수도  공동 운행 한, 지

차량도 용(2003 터)

― 가스 지역(LEZ) 운  : 차, 

스 등 ․  경 차가 미 지 ( 

(Euro3 수  상) 합 시  

지 하도  하여 경 차  런 시내 운

행 한(2008 터), 지차량도 포함

― 잡통행료 (2003 터)실시  통량 

감 도

―미 지 검사 합격 경 차 

 공해 상  행 경 차  

운행 한(2011 터 울, 2010

터 경 ․ 천 시행), 수도  등

차량만 상 

Primary

NO2 

―경 차  보  낮아, 

게 시 지 않 .

―DPF 에 NO2  가

량 한치 (장치 착

 한 NO2  가량 

20% 내)

―경 차  보  낮아,   

지 않 .

―경 차  보  고, Primary NO2 

 비   Euro 3 & Euro 4 경

차 운행  많아 주  슈  . 

―Primary NO2  비  지  

가하여 근 22% 수

―향후, DPF  시 NO2 가 에 한 

한치 여  고  

―Primary NO2 비  결과, 

연도별 ․감  복하  경향  

찰 지 않 . 

― 근 연평균 Primary NO2 비

 15~19% 수  

―경 차 보  20~30% 수 , 

Euro 3 & Euro 4 경 차 운행  많

 것  보여 Primary NO2에 

한 책 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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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연료 품질 개선

<그림 6-4>는 각 국가의 경유 황함유량 기 을 보여 다. 경유차의 매연

여과장치, NOx 감장치 등의 후처리 기술이 효과 으로 작동하여 제 기능

을 발휘하기 해서는 경유의 황함유량이 은 유황경유 (USLD)의 사

용이 필수 이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2002 430 2003 50 1993 500 1999 350

2006 30
2005 10 2006 15

2004 50

2009 10 2008 10

<표 6-3> 경유 황함유량 비교   
(단위：ppm)

<그림 6-4> 경유의 황함유량 기준 비교

미국, 일본은 황함유량이 10~15ppm 정도인 유황경유가 각각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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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도입되어, 유럽  한국의 경우보다 3~4년 빠르게 공 되어 배출

허용기 의 강화와 함께 경유 품질개선도 선도 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종합정리

일본 도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럽 도시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NO2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는 가장 근원 인 원인은 경유 제작차의 

NOx 배출허용기 이 상 으로 느슨하고 배출기 의 강화도 느리게 진행

되어 NOx 배출이 많은 경유차 보 이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보다 NOx 배출이 많은 Euro 4 이하의 경유차, 특히 

Primary NO2 배출비 이 높은 Euro 3과 Euro 4의 경유차 보   운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더불어 Primary NO2 문제도 일정정도 NO2 농도 부

진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미세먼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운행 경유차를 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에는 Primary NO2 배출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는 DPF  DOC 부착사업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Primary NO2와 NOx 배출

까지 동시에 감하는 효과가 있는 LPG, CNG 개조, 조기폐차 사업을 비  

있게 병행․시행하여, 운행경유차의 DOC/DPF 부착사업으로 인한  Primary 

NO2 문제는 일정 정도 상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PF 부착사업이 

건설장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으로까지 확  시행될 정이므로 향후에는 

NOx와 Primary NO2도 고려한 신 한 근이 필요하다. 즉, 미세먼지 감

사업 진행 시 NOx, Primary NO2 문제도 고려하여 LPG․CNG 차량으로 교

체, 조기폐차, 친환경 공해차 구입 유도 등에 보다 비 을 두어 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NO2 배출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DPF를 장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우선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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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산화질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경유차의 운행이 지 않은 서울시의 이산화질소 문제는 NOx의 배출량

뿐 아니라 Primary NO2의 배출도 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NO2

의 농도 개선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요 NOx 배출 감을 한 리 상이 미세먼지 리 상과 

일치하고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상당하다고 조사되고 있으므로 NOx, 

Primary NO2, 미세먼지를 동시에 감할 수 있는 방안  사업을 우선 으

로 추진해야 서울시의 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NO2 문제를 보

다 효율 으로 풀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 NOx 관리를 위한  추진 방향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 NOx 배출량 감에 가장 효과 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 의 강화는 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수  등을 반 하여 Euro 5 & 6, 

Tier 3 & 4 등의 배출허용기  도입  규제시기가 결정되므로, 지자체는 

배출기 이 보다 엄격한 제작차의 조기 도입을 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오염물질 과배출 차량을 친환경 공해차량으로 교체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극 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차 배출 리는 지자체 차원의 의지  노력이 요

할 것으로 보이며, 재도 서울시는 운행 경유차 공해화 사업 등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의 공해화사업이 미세먼지에 맞추어져 있으

므로 이에 NOx  Primary NO2에 한 문제를 목하여 조정한다면, 미세

먼지와 NO2 문제를 보다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도로  비도로이동오염원을 포함한 운행차에 한 사업  리 방안



제6장 이산화질소 저감둔화 원인 및 개선방안  155

들을 미세먼지와 NO2 리의 에서 평가하여 우선순 를 정하고 앞으

로의 리 방향을 <그림 6-5>와 같이 제안하 다. 

PM과 NO2 오염도 개선을 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의 NOx, PM 배출뿐 아니라 Primary NO2 배출도 함께 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 의 방안은 PM, NOx 배출이 폭 강화된 Euro 5 & Euro 6 

기 으로 제작된 차량이나 기차 등 공해차량을 조기 도입하여 공해차

량을 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집행이 빠르게 개되기 어려울 경우 기존 공해차량(Euro 4

이하)에 하여 Primary NO2 배출을 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PM․NOx 동시 감장치 개발  상용화가 필요하나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까지 기술 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PM․

NOx 동시 감장치의 상용화가 실 되기 까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장치 인증에 Primary NO2 배출 련 제한치

를 설정하여 NO2의 배출을 게 야기하는 미세먼지 감장치가 장착되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 재 인증된 미세먼지 감장치들의 Primary 

NO2 배출정도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요한 정책은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의 운행제한제도이

다. 운행제한 상 차량의 경우 기존의 미세먼지에 NOx 기 을 추가하여 

실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한 NOx 기   상차량의 범 는 운

행제한 제도를 성공 으로 운 하고 있는 도쿄, 런던, 베를린 등의 사례에 

한 면 한 사 조사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도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수

도권의 공동시행이 필요하며, 수도권내 등록차량뿐 아니라 외지차량에 

한 제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강력한 단속의지와 단속체계가 정

착되어야 하며, 구체  실행을 한 단계별 근 방안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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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기존 NOx 관리 정책의 지속적 확대 추진

<그림 6-5> 운행차 NOx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이동오염원 외의 사업장, 주택 등 ․선 NOx 배출원에 한 리는 기

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정책들을 확 하여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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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및 제도의 정비 방안

에서 언 한 NO2의 리 방안들이 효과 으로 작용하기 해서는 기

존의 법  제도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동오염원의 NO2 리와 

련하여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작차 배출허용기 제도 보완：NO2 기  추가 검토

◦운행차 정 검사제도 보완：매연뿐 아니라 NOx  NO2 검사도 추가

◦DPF 인증제도 보완：인증기 에 NO2 배출 증가에 한 제한치의 추

가 고려가 필요함. 이를 해서는 기존 인증 DPF에 한 NO2 배출수

을 측정․조사하여 장치 설치로 인한 NO2 배출 증가분에 한 제한치 

설정 

◦ 공해 미조치 경유차의 운행제한 제도 보완  

－미세먼지 외에 NOx에 한 기  미달차량도 운행제한 상에 포함

되도록 확

－수도권 등록차 외에 외지차도 상에 포함되도록 확

－종합 인 운행차량 배출가스 리  단속 시스템 구축：규제 상차

량, 감장치 부착 등 차량정보에 한 DB 구축, 차량정보가 포함된 

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반여부 확인으로 단속 가능한 선진화된 통합체계 구축 는 배출

가스 원격 자동측정장치(Remote Sensing Device)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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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Reason for the Slow Reduction  
of Nitrogen Dioxide(NO2) Concentration and 

Countermeasures in Seoul 

Yu-Jin Choi․ Woonsoo Kim ․ Kyung-Jin Ko

NO2 concentration in Seoul has not been improved in spite of 
implementing various NOx emission control policies. In this study, the 
reasons for the slow reduction of NO2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comparing control measures of developed cities, both successfully 
managing NO2 and poorly managing NO2, with Seoul’s. Also, NO2 
characteristics in Seoul was analyzed in prospective of primary NO2 
emission issue, which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Europe.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NO2 control in California and Tokyo, 
where NO2 has been improved consistently, was to introduce much stricter 
NOx emission standards for diesel vehicles than in London and Seoul. 
Introducing strict emission standards results in a low penetration rate of 
diesel vehicles known as larger NOx emitters than gasoline vehicles, which 
prevents fundamentally NOx emissions. In addition, Tokyo controlled both 
NOx and PM by implementing ‘Vehicle NOx․PM law’ in 2001, and a 
policy discouraging polluted diesel vehicles from being driven in Tokyo 
and surrounding area in 2003. 

Increasing proportion of primary NO2 emission, originating from 
modern diesel-technology vehicles with DPF and DOC for the purpose of 
reducing PM emissions, has been observed and considered an importance 
reason for the slower reduction of NO2 concentration in urban cities of 
Europe with high penetration rates of diesel vehicles. The result of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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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emission analysis from 2000 to 2010 for Seoul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primary NO2 in the vehicular NOx emission is in a range of 
11~32% for monthly averages and 15~21% for yearly averages. This 
proportion of primary NO2 emission is high enough to be related to the 
slower reduction of NO2 concentration in Seoul as for many cities in 
Europe. Therefore, we conclude that one important reason for the slower 
reduction of NO2 concentration in Seoul is the increasing penetration of 
diesel vehicles with the primary NO2 emission issue due to the relaxed 
NOx emission standards for diesel vehicles. 

In order to control NO2 concentration in Seoul, it is necessary to 
decrease the primary NO2 emissions as well as total NOx emissions. 
Considering diesel vehicles major emission sources of both NOx and PM, 
policies reducing all of PM, NOx, and primary NO2 emissions should be 
preferentially implemented. With this principle in mind,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made. Also,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vehicle 
emission standard, vehicle emission inspection and DPF certification 
should be revis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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