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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improve air qual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the “Special Act on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has been enforced since 2005. The strategy has resulted in some reduction of air pollution, but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into the quantitative impact analysis of each separate preventive countermeasure. Therefore, we analyzed 
nitrogen oxide reduction resulting from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control plan for on-road mobile sources. The MM5- 
SMOKE-CMAQ model system was employed for air quality prediction. Reduced NOx emissions for SMA was 16,561 ton, 4.7% 
of reduction rate, in 2007. One countermeasure, tighter acceptable standards for manufacturing vehicles, dominated other counter-
measures for effective NOx emission control. Large spatial differences in reduced emissions, those for Seoul being twice that of 
Incheon and Gyeonggi, showed greater NOx emission reduction impact in the heart of the metropolitan complex. The NO2

concentration decreased by 0.60 ppb (2.0%), 0.18 ppb (1.5%), and 0.22 ppb (1.7%)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respectively. 
Concentration decreases in spring and winter were larger, 1.5~2.0 times, than summer and fall. However, the NO2 reduction impact 
did not correspond directly to local NOx emission controls in the city area because of the natural flow and dispersion, both urban 
and downwind.
Key Words : On-road Mobile Source, CMAQ, NOx, Special Act on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요약 :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결과 수도권의 대기질은 개선되었으나 각 대책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
량 저감정책이 질소산화물의 농도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M5-SMOKE-CMAQ 모
델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치모사를 수행하였다. 2007년 수도권 NOx 저감 배출량은 16,561톤으로서 4.7%의 저감률을 보였다. 
여러 대책 중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강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지역별 삭감실적은 차이가 커서 서울의 삭감률은 인천과 
경기의 약 2배에 달하였다. 결과적으로 NOx 저감의 효과는 서울 도심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동오염원 저감대책에 의하여 
서울의 NO2 농도는 연평균 0.60 ppb (2.0%)저감되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8 ppb (1.5%), 0.22 ppb (1.7%)가 저감되었다. 
봄과 겨울의 저감농도는 여름과 가을에 비해 1.5~2.0배 정도 높았다. 도심과 풍하지역으로의 NO2 저감효과 분산때문에 도심
지역의 NOx 배출량 저감이 직접적인 NO2 농도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주제어 : 도로이동오염원, CMAQ, NOx,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1. 서 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

루어왔다. 그러나 인구와 운행차량이 수도권으로의 집중되

는 부작용이 동반되었고, 대기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특히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질 영향은 상당하다. 도로

변과 버스중앙차로 승강장과 같이 교통량 밀집지역의 오염

수준은 도심 평균 대기질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인구가 많아지므로 도로교통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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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악화는 위해성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Laden 
등5)은 미세먼지의 여러 발생원 중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PM2.5의 10 µg/m3 증가가 일별 사망률을 3.4% 증가시킨다

고 보고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교통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이러한 환

경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

별법(이하 수도권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까지 미세먼

지(PM10) 40 µg/m3, 이산화질소(NO2) 22 ppb를 목표로 광범

위한 저감대책을 구성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4년도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46 µg/m3로, 2004년(61 
µg/m3) 대비 24.6%, NO2는 33 ppb로 2004년(37 ppb) 대비 

10.8% 감소하였다.6) 수도권특별대책 수행에 따른 2007년 

서울시 배출량 저감실적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에서의 

삭감이 전체 삭감량 중 PM10은 99% (1,325톤), NO2는 95% 
(8,403톤)에 해당하여 다른 대책에 비해 가장 효과적이었다.7) 
도로 이동오염원의 PM10 저감량은 2009년 2,160톤, 2012년 

2,598톤, NOx의 경우 2009년 12,186톤, 2012년 23,859톤으

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관리대책에 의한 대기질 개선을 정량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

도권 특별대책 중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오염관리 대

책 미시행시의 배출량을 추정하여 배출량을 비교하였으며, 
대책 시행시와 미시행시에 대한 대기질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저감실적이 가장 높은 물질은 

NOx이므로 대기중 질소산화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도

권 특별대책이 시행되어 저감실적이 산정된 첫 해인 2007
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였고, 각 계절별의 차이 또한 고려하

였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미국 환경청의 3차원 대기오염 화

학수송 모형인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을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2.1. 도로이동오염원 저감대책에 의한 배출량 산정

수도권특별대책 중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은 크게 운

행차, 제작차, 기타 대책으로 구분된다. 운행차 관리 대책에

는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강화가 있으며 제작차 관리대책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가 있다. 기타 도로이동오

염원 대책은 환경지역 지정, 교통신호주기 개선, 광역교통

체계 개편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8)은 매년 수도권 지역

의 오염물질 관리대책별, 오염물질별 삭감실적을 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특별대책 시행 전후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의 배출량을 수도권 특별대책 시행이 기적용된 배출량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책 미시행시의 배출량은 2007년 CAPSS 배
출량에 각 대책별 오염물질별 삭감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였

다. 교통오염관리대책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효과를 보기 위

해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이외의 다른 인위적인 배출원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았다.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의 산정

방법은 식 (1)과 같다.

′   × ×  (1)

여기서, E'은 자동차 관리대책 미시행시 이동오염원 배출량 

(ton/year), E는 CAPSS 이동오염원 배출량(ton/year), R은 교

통오염관리대책에 따른 저감실적(ton/year)을 의미한다. 또

한, V는 자동차 등록비율, T는 차종별 등록비율(승용, 승합, 
화물 및 특수차)이며, N는 배출원 분류 코드(Source Classifi-
cation Codes, SCC) 수를 의미한다. i는 CAPSS 이동오염원 

내 자동차 종류별 SCC 소분류, j는 지역별(시군구) 행정구

역을 나타낸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추

진실적 평가 보고서는 삭감실적을 지역별이 아닌 광역별(서
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삭감량을 산정하고 있다. 삭감실적

을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로 공간분배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07년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

구역 및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에 따른 삭감실적을 산

정하였다. 또한 삭감실적 분배를 CAPSS의 분류체계의 차

량 소분류별, 연료별로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 차종별 SCC
수로 나누어 삭감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저감정책으로 인한 삭감량을 분배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

소로는 연료형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별 정책 이행에 따

른 삭감량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종별 따른 연료

형태별 등록대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자료가 존재

하지 않아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였다. 차종별 연료형태는 

SCC 세분류(연료대분류) 및 세세분류(연료소분류)로 구분

되고 있으나 해당 정보 역시 연료별 등록대수를 판단할 수 

없어 이를 단순비례로 가정하고 SCC수로 나눠주었다.

2.2. MM5-SMOKE-CMAQ 모델링 수행 조건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모델링을 위해 기상모델인 Fifth- 
Generation Penn State/NCAR Mesoscale Model (MM5), 배
출량모델인 The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 
Modeling System (SMOKE)와 대기오염모델인 CMAQ을 사

용하였다.
MM5 모델링 도메인은 Fig. 1과 같이 수평격자 해상도를 

27 km(동아시아), 9 km(한반도), 3 km(수도권)로 둥지화(nest-
ing) 하였고, 연직으로는 총 23개의 시그마 층으로 구성하

였다. 기상 모델 결과에 기반하여 SMOKE와 CMAQ에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도메인 영역에는 Lambert Conformal 
격자 투영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경계의 feedback을 

허용하는 two-way nested model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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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ing domains and resolutions for MM5-SMOKE-CMAQ system.

NCEP 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를 MM5의 

원시 기상자료로 사용하였다. 물리적 조건으로 모수화 과

정은 Grell cumulus scheme,9) 복사과정은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longwave scheme,10) 대기 경계층은 Eta PBL 
scheme, 지표면 물리과정 Five-Layer soil scheme을 적용하

였다.11)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Four Dimensional Data Assi-
milation를 수행하였다. 

동북아시아 인위적 배출량의 SO2, NOx, VOCs, CO, PM10 

자료는 INTEX-B를 NH3 자료는 REAS를 사용하였다.12) 우
리나라 배출량으로는 2007년 CAPSS 배출량을 사용하였다. 
SMOKE 수행 시 필요한 프로파일 및 레퍼런스 파일 등의 

입력자료는 기존 연구를 활용하였다.13~15)

3차원 대기질 화학수송 모형은 CMAQ을 이용하였다.16) 
가스상 화학 반응 모듈로 CB-4 (Carbon-Bond Chemical Me-
chanism Version IV),17) 입자상 반응은 AERO3 (3rd generation 
CMAQ aerosol module), 수평과 수직적 이류 계산은 Yamartino 
scheme,18) 수직 확산 모듈로는 ACM2 (Asymmetric Convec-
tive Model version 2)19)를 적용하였다.

모델링 대상 기간은 계절의 대표성을 갖도록 기상자료의 

월평균 온도, 풍속 등을 고려하여, 2007년 4월(봄), 7월(여
름), 10월(가을), 12월(겨울)로 선정하였다. 

봄철의 모델링 사례기간으로 선정한 4월의 월평균 기온 및 

강수량은 평년보다 약간 낮았다. 황사현상은 세 차례(3월 

31일~4월 2일, 4일, 21일) 있었으며, 3월 31일~4월 2일 동

안에는 강한 황사현상으로 전국에 황사주의보와 경보가 발

효되었지만, 다른 기간에는 약하게 관측되었다. 전반에는 북

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

으로 강수현상이 자주 있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다. 후
반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였

으며, 전형적인 봄철 기압패턴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여름철의 사례기간으로 선정한 7월의 월평균 기온은 평년

에 비해 약간 낮았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전반

에는 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1~2일, 4~5일 및 9~10
일 동안 전국적으로 강수현상이 발생하였다가 후반에는 북

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 현상

이 발생하였다. 
10월의 월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

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 가을철 기압패턴과 유사

하게 상순과 중순, 하순 전반에 걸쳐 이동성고기압의 영향

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으며, 일교차가 크게 나타

나 전형적인 가을철 날씨를 보였다.
겨울철의 사례기간으로 선정한 12월은 평년보다 약 1.4℃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2007년 1월은 평년보다 약 2.2℃ 증

가), 강수량은 평년대비 123.7%로 조금 많았다. 상순에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해 오면서 영향을 주어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6~7일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온 기압

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다. 중순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날이 많았으며, 
약한 강수현상이 있었으나 그 양은 적었다. 하순에는 대륙

고기압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분포를 보였다. 한편 29~30일 동안 내몽골과 만주부근

에서 발생한 황사가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동하여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었다. 

2.3. 모델링 정합도 분석방법

기상모델링 결과 중 온도, 풍속 항목을 서울, 인천, 수원기

상대의 관측자료와 함께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기질 예측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

한 도시대기측정망 약 100여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링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

에서 각각 두 지점의 측정소를 선정하여 상세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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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al index to evaluate model performance between 
modeled and observed data

Root Mean Square 
Error (RMSE)

RMSE


i  
n
xi yi n

Correlation 
coefficient (r)

r



i  
n xi i  

n xi n


i  
n yi i  

n yi n
i  
n xiyi i  

n xi i  
n yi n

Mean Normalized 
Gross Error (MNGE)

MNGE n

i  
n
yi
xi yi 

×

Mean Normalized 
Bias (MNB)

MNB n

i  
n
yi
xi yi 

×

* xi : Prediction Value, yi : observed value, n : time 

모델링 결과의 예측값과 관측값과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RMSE (Root Mean Square 
Error), MNGE (Mean Normalized Gross Error), MNB (Mean 
Normalized Bias), IOA (Index of Agreement), 상관계수 (r)
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RMSE는 관측값과 모델링 예

측값의 차이를 나타낸 값으로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예

측값의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NGE는 절대오차를 참

값의 백분율로 나타낸 오차인 상대오차로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며, MNB는 모델이 관측된 공간적, 시
간적 패턴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정확

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20) 일치도 지수(IOA)는 0.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적절하며, 1의 값을 가질 때 매우 적합

하다고 알려져 있다.21) 마지막으로 상관계수(r)는 두 변수간

의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계수이다. 

3. 연구결과

3.1. 교통분야 오염관리대책 추진에 따른 이동오염원 배
출량 변화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매년 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오염물

질 관리대책별, 오염물질별(PM10, NOx, SOx, VOC) 삭감실

적을 산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2007년에 이행

된 교통오염 관리대책은 크게 운행차 대책, 제작차 대책과 

기타 도로이동오염원 대책으로 구분된다. 
위 대책에 의한 수도권 NOx 저감 배출량은 16,561톤으로 

전체 배출량 353,404톤 대비 4.7%의 저감률을 보였다(Table 
2). NOx의 저감은 주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강화와 LPG 엔
진개조 대책에 의한다. 각각 수도권 NOx 저감 배출량(16,561 
톤)의 69.7%와 14.6%의 기여율을 보였다. 조기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에 의한 NOx 저감량은 각각 8.0%와 4.4%로 상대

적으로 작았다. 지역적으로 NOx 저감대책의 시행은 서울에

서 효과적으로 시행된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부진하였다. 서
울, 인천, 경기의 NOx 삭감률은 각각 7.4% 4.4% 3.1%이다. 
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인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강화의 

Table 2. Reduced Emissions for each countermeasure and areas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078) (unit: ton/year)

Countermeasures Region PM10 NOx SOx VOC

In-
used 

vehicle

Retrofit DPF, DOC

Seoul 605 321 0 1,422

Incheon 255 106 0 470 

Gyeonggi 635 308 0 1,460 

Convert to LPG 
cars

Seoul 115 891 0 121 

Incheon 42 357 0 52 

Gyeonggi 134 1,173 0 172 

Early scrapping

Seoul 56 317 0 38 

Incheon 49 311 0 8 

Gyeonggi 125 699 0 44 

Improvement of 
fuel quality

Seoul 0 0 1,080 0 

Incheon 50 64 489 81 

Gyeonggi 0 0 2,620 0 

Manu-
factured 
vehicle

Supply of low 
emission vehicles

Seoul 14 333 0 3 

Incheon 4 65 0 2 

Gyeonggi 7 45 0 3 

Tighter acceptable 
standards for ma-

nufacturing vehicles

Seoul 442 6,508 0 2,063 

Incheon 127 1,795 0 458 

Gyeonggi 261 3,235 0 731 

Other countermeasure

Seoul 93 34 2 725 

Incheon 44 0 0 320 

Gyeonggi 139 0 0 1,004 

Overall

Seoul

Reduced emission 1,325 8,403 1,082 4,373

Total emission 3,920 113,086 7,835 91,459

Reduction rate (%) 33.8 7.4 13.8 4.8

Incheon

Reducedemission 572 2,699 489 1,391

Total emission 2,289 61,362 14,497 57,614

Reduction rate (%) 25.0 4.4 3.4 2.4

Gyeonggi

Reduced emission 1,302 5,459 2,620 3,412 

Total emission 7,315 178,856 23,192 143,122

Reduction rate (%) 17.8 3.1 11.3 2.4

Seoul 
Metropolitan Area

Reduced emission 3,199 16,561 4,191 9,176

Total emission 13,524 353,304 45,524 292,195

Reduction rate (%) 23.7 4.7 9.2 3.1

실적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이다. 세 지역의 NOx 배출량은 

서울 113,086톤(전체 배출량 대비 32.0%), 경기 61.632톤
(17.4%), 인천 178,856톤(50.6%)인 반면에 삭감량은 8,403톤
(전체 삭감량 대비 50.7%), 2,699톤(16.3%), 5,459톤(33.0%)
이었다. 서울에서의 삭감실적이 좋고, 경기도에 비해 서울

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대기중 질소산화물의 저

감효과는 서울에서 높게 나타난다.
NOx 배출량 및 저감량의 공간적 분포의 분포는 배출량 모

델인 SMOKE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12월 월평

균 NOx 배출량(emission rates)은 서울과 인천의 도심지역에

서 1~4 mole/s의 높은 값을 보였다. 경기도의 배출량은 주

로 간선도로에 집중되어있고, 도로에서의 배출량도 1 m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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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averaged NOx Emission (SMOKE result) in 2007 December (a) CAPSS emission (b) reduced emission due to on-road 
mobile source emission control Plan.

Fig. 3. Comparison of (a) observed and (b) MM5 simulated weather chart at 00KST 01 July 2007.

이하로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Fig. 2의 그림과 같이 

서울의 상대적인 저감량 및 저감비율(4~12%)은 인천과 경

기지역보다 높다. SMOKE 입력 설정에서 NOx 중 NO의 비

율은 0.95 고정되었다. 다른 달 배출량의 시․공간적 분포

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수도권 PM10, SOx의 저감비율은 각각 23.7%, 9.2%

로서 NOx 보다 높은 저감률을 보였다. PM10은 diesel parti-
culate filter (DPF), diesel oxidation catalyst (DOC) 등의 저

감장치의 부착 및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대책이 상당한 효

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SOx의 저감은 전적으로 

자동차연료의 품질기준의 강화 대책에 효과에 의하였다. 
VOC의 저감(3.1%)은 주로 저감장치 부착, 제작차 배출허

용기준 기준강화 및 도로이동 오염원 대책에 의하였다.

3.2. 기상 및 NO2의 모델링 평가

MM5를 이용한 기상모델링은 대기질 평가에 충분하도록 

기상현상을 잘 모사하였다. 동북아시아 도메인에서 기압배

치는 분석된 모든 경우에 실측치와 유사하였다. 강수량이 

많은 경우(2007년 7월 2일 00KST)에도 MM5는 서해상에 

형성된 저기압과 동해안의 고기압 배치의 특징을 보이는 일

기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3).
Emery와 Tai20)는 실측치에 대한 기상모델링 결과가 온도

의 경우 gross error는 2℃ 이하, bias는 ±0.5℃ 이하, 풍속의 

Table 3. Statistical guidelines for meterological model perfor-
mance evaluation20)

Temperature Wind speed

Gross Error ≤ 2℃ RMSE ≤ 2 m/s

Mean Bias ≤ ±0.5℃ Mean Bais ≤ ±0.5 m/s

IOA ≥ 0.8 IOA ≥ 0.6

경우 오차범위(RMSE)는 2 m/s 이하 및 mean bias는 ±0.5 
m/s 이하이기를 추천하고 있다(Table 3). 온도에 대한 MNGE
는 서울, 인천, 수원 모두 2% 이하로 나타나 유의한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MNB 역시 ±0.5% 이내로 기준을 모두 만

족하였다(Table 4). 풍속은 4월을 제외한 모든 달들에 대해 

서울의 RMSE는 2 m/s 이하로 나타나 유의한 수준이었으

나, 인천 및 수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2 m/s 이상이었으나, 
0.05~0.75 이내 수준의 오차범위를 나타내 전반적으로 일변

화를 잘 모사하였다. 
대기질 모델링에 의한 NO2 평균 예측농도는 서울 40.0 

ppb, 인천 32.5 ppb, 경기지역이 28.5 ppb이였으며, 관측값은 

각각 41.5 ppb, 36.5 ppb, 32.5 ppb으로 예측값이 약 1.5~4.0 
ppb 저평가되었다. 그러나, RMSE는 15.91~19.12 ppb이며, 
MNB도 비교적 낮은 수준인 -2%에서 13%로 분포하였다. 
일치도 지수 (IOA)도 0.56 이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

내었다. NO2 모델링 결과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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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sonal distribution of NO2 monthly averaged concentration, reduced concentration, reduced ratio.

Table 4. Seasonal MM5 performance statistics for temperature 
and wind speed

Sites RMSE MNGE (%) MNB (%) IOA

April 

Temperature

Seoul - 0.50 -0.35 0.42 

Incheon - 0.41 -0.38 0.44 

Suwon - 0.52 -0.33 0.43

Wind speed

Seoul 2.13 - 0.65 0.27 

Incheon 2.25 - 0.74 0.55 

Suwon 2.75 - 2.92 0.39 

July

Temperature

Seoul - 0.17 -0.12 0.36 

Incheon - 0.13 -0.09 0.37 

Suwon - 0.17 -0.12 0.32 

Wind speed

Seoul 1.82 - 0.72 0.59 

Incheon 2.21 - 1.65 0.44 

Suwon 2.05 - 1.58 0.53 

October

Temperature

Seoul - 0.37 -0.20 0.55 

Incheon - 0.30 -0.20 0.56 

Suwon - 0.41 -0.17 0.54 

Wind speed

Seoul 1.42 - 0.52 0.51 

Incheon 2.32 - 2.63 0.51 

Suwon 2.00 - 2.34 0.45 

December 

Temperature

Seoul - 0.90 -1.03 0.45 

Incheon - 1.55 -1.49 0.47 

Suwon - 0.45 -0.66 0.48 

Wind speed

Seoul 1.57 - 0.37 0.60 

Incheon 1.92 - 0.44 0.72 

Suwon 2.39 - 2.49 0.51 

3.3. 도로이동오염원 저감대책에 따른 질소산화물 개선
효과

NO2는 수도권 특별법에서 목표로 하는 대기오염물질이므

로 질소산화물 중 도로이동오염원의 NO2 저감효과를 우선

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5. NO2 concentrations in case of non-controlled and con-
trolled. Controlled case used CAPSS emission and non- 
controlled case used reduced emission plus CAPSS 
emission

Area Season
Non-controlled 

(ppb)
Controlled

(ppb)
Reduced 

conc. (ppb)
Reduced 

conc. ratio (%)

Seoul

Average 29.98 29.38 0.60 2.0

Spring 30.49 29.71 0.78 2.6

Summer 27.17 26.68 0.49 1.8

Fall 30.74 30.32 0.42 1.4

Winer 31.52 30.82 0.70 2.3

Incheon

Average 12.07 11.89 0.18 1.5

Spring 8.58 8.41 0.17 2.0

Summer 12.47 12.28 0.19 1.5

Fall 14.21 14.09 0.12 0.9

Winer 13.00 12.77 0.23 1.8

Gyeong-
gi

Average 12.84 12.62 0.22 1.7

Spring 12.18 11.86 0.32 2.7

Summer 11.01 10.83 0.18 1.7

Fall 13.04 12.95 0.09 0.7

Winer 15.13 14.83 0.30 2.0

서울의 연평균 NO2 농도는 저감대책 적용 전 29.98 ppb에
서 적용 후(CAPSS 배출량) 29.38 ppb로 0.60 ppb 저감되었다

(Table 5). 인천은 12.07 ppb에서 11.89 ppb, 경기는 12.84 ppb
에서 12.62 ppb로 감소하여 각각 0.18 ppb와 0.22 ppb의 저감

농도를 나타내었다. 서울의 NO2 저감농도는 인천과 경기의 

약 3배에 달하였고, 저감률도 2.0%로 인천 1.5%, 경기 1.7%
보다 높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동오염원 저감에 

의한 NOx 배출량 저감효과가 서울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계절에 따른 수도권 NO2 저감농도의 편차는 크게 나타

났는데, 봄과 겨울에 저감농도가 여름과 가을보다 상대적으

로 높았다(Fig. 4). 서울에서의 봄과 겨울의 저감농도는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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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sonal distribution of monthly averaged NO concentration, reduced NO concentration, NO2/NOx ratio, and O3 concentration.

0.78 ppb인데 반해 여름과 가을은 0.42~0.49 ppb였다. 그러

나 저감농도의 공간적 분포는 계절의 차이가 크지 않아 연

중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저감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 동북지역, 강남구와 서초구의 북부지역이었으며, 봄과 

겨울에는 1.0~1.5 ppb가 저감되었다. 인천, 경기 남부 및 동

부 지역도 같은 기간 0.5~1.0 ppb의 저감농도를 보였다.
그런데 NO2 농도 저감률(1.5~2.0%)은 수도권 NOx 저감 

배출량(4.7%)보다 현저히 적어 배출량의 저감이 NO2 농도 

저감효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서울은 7.4%
의 NOx 배출량을 저감했음에도 NO2 농도는 2.0% 감소하

는데 그쳤다. 이는 도심지역 위주의 NOx 배출량 저감에 의

한 NO2 농도 저감효과가 도심지역과 풍하지역으로 분산된 

것이 주요 이유로 보인다. 
CAPSS 자료를 이용한 대기질 수치모사 결과에 의하면 수

도권에서의 질소산화물의 산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

다. NOx의 배출량은 서울, 인천과 같은 도심지역에 집중되

어있으며, 배출형태는 NO가 95%, NO2가 5%로서 대부분 

NO 형태이다. 오염원에서 배출된 NO는 O3 등의 산화제와 

반응하여 대기중에서 빠른시간안에 1차적으로 NO2로 산화

되며, 이후 여러 산화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HNO3와 에

어로졸 질산염(NO3
-) 형태로 산화된다. 그런데 도심지역은 

Fig. 5의 NO 농도, NO2/NOx 비율과 O3 농도의 공간분포에

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산화제 부족으로 인한 NO 과잉상태

이다. 산화되지 못한 NO는 풍하지역으로 이동된 후 도심외

각지역에서 산화된다. 이러한 질소산화물의 조건에서 저감

대책 미적용으로 인하여 NO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미 도

심지역에서의 산화력은 부족 상태이므로 NO2 및 기타 형태

로의 산화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것이 도심지역에서의 NOx 
배출량 저감이 NO2 농도 저감효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생각된다. 
CAPSS 배출량에 의한 NO 농도와 대책에 의해 저감된 

NO 농도의 공간분포 모두 일반대기 중에서 수 시간 이내에 

산화되는 특징이 반영되어 NOx 배출량과 매우 유사하였다. 
도심지역의 NO 농도는 30~100 ppb로서 대체적으로 NO2의 

약 2~3배의 농도 수준이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기 중 산

화제인 O3가 10 ppb 이하 지역은 고농도 NO 지역과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일반대기 중 O3의 농도가 높은 봄에는 

NO2/NOx 비율이 40~70%로 높은 반면 O3이 적은 겨울에 

30~50%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도심의 O3 대부분이 

NO의 산화과정에 관여되었음을 나타낸다. 풍하지역에서 

NO2 농도가 나타나는 현상은 계절풍이 뚜렷한 봄과 겨울에 

잘 관찰되는데, 서풍이 강한 봄에는 경기도 동부 지역에서, 
북서풍이 우세한 겨울에는 경기도 동남 지역에서 최고 약 

5%까지의 높은 NO2 저감률이 나타났다. 
그러나 NOx 배출량과 NO2 농도의 직접적 관계를 산화제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고려해야할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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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urnal cycle of NO and NO2 concentration and reduced concentration in Seoul. Solid line and dashed line indicate controlled 
and non-controlled case, respectively.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량과 모델링은 대기오염 현상을 거시

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효용성은 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의 영향, 배출량 자료

의 불확실성, 이동오염원의 공간해상도 적합성, 모델의 불

확도 등이 그 요인들이다. 위 요인들이 개선된다면 대기중

의 화학조성, 오염원의 공간분포 등이 더욱 현실적으로 모

사되어 질소산화물의 산화과정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 질 것

으로 사료된다.

3.4. 질소산화물의 일중 시간변화

도심에서의 NO 산화와 O3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NO와 NO2의 일중 시간별 평균농도와 

저감농도를 Fig. 6에 도식화하였다. NO2의 일중 시간변화

는 도시대기에서의 전형적인 이중피크 형태를 보였다. 6~9
시와 17시~20시에서 피크가 나타났는데, 모든 계절에서 오

전 피크보다 오후 피크에 약 5 ppb 정도 높은 경향을 보였

다. 여름에는 오전 피크가 이른 시간(6시)에 나타나고 오후 

피크가 늦게(20시) 나타난 반면, 겨울은 8시와 17시에 피크

가 나타나 두 피크간의 간격이 주간시간과 거의 일치하였

다. NO2 저감효과도 주간시간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일

몰 후 감소형태를 보였다. 반면 NO도 이중피크 형태는 동

일하였으나 오전이 오후보다 높거나(봄, 여름) 거의 같았다

(가을, 겨울). 도심지역에서 오후의 NO2 저감효과 증가는 

앞서 언급한 O3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의 가을 주간 NO2의 저감효과가 타 계절에 비해 상

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심지역에서의 NO가 HNO3

와 NO3
- 형태로까지 산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을 NO는 

주간에 소비가 빠르게 이뤄져, 피크농도와 주간 최저농도

의 차가 타 계절에 비해 크다. 반면, NO2는 두 값의 차가 타 

계절에 비해 뚜렷하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NO2 보다 더 

산화된 형태인 HNO3의 농도는 오전에 0.1 µg/m3 수준에서 

14시에 1.22 µg/m3까지 빠르게 증가한다. HNO3 형태의 질

소산화물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NO2의 형태의 존재를 감소

시켜, 결과적으로 서울의 가을 NO2 저감효과가 1.4%로 적

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에서 배출된 NOx가 HNO3 
형태로의 산화가 가을 주간 경우에만 두드러진 점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향후 타 물질과의 화학반응 및 기상

과의 관련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4. 결 론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부로서 시행된 도로이동오

염원의 배출량 저감대책에 따른 질소산화물 개선효과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환경부의 CAPSS 자료와 수도권대기

환경청에서 보고한 삭감실적을 활용하여 대책 적용 전후의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CAPSS 자료는 이미 삭감 실적이 반

영되어있기 때문에 대책 적용 후의 사례로 설정하였고, 이에 

삭감실적을 합산하여 대책 적용 전의 사례로 설정하였다. 기
상, 배출량, 대기질 수치모사를 위해 MM5, SMOKE, CMAQ 
모델을 사용하였다.

2007년 수도권 NOx 저감 배출량은 16,561톤으로서 4.7%
의 저감률을 보였다. 이동오염원의 여러 대책 중 제작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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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허용기준강화 대책이 저감량의 69.7%를 가장 효과적이었

다. 이외의 대책 중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

착이 14.6%, 8.0%, 4.0% 순으로 저감효과가 있었다. 지역별 

삭감실적은 차이가 커서 서울, 인천, 경기의 NOx 삭감률은 

각각 7.4% 4.4% 3.1%로서 서울의 삭감률은 인천과 경기의 

약 2배에 달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NOx 저감의 효과가 서

울 도심에 집중됨으로 나타났다. 
이동오염원 저감대책에 의하여 서울의 NO2 농도는 연평균 

0.60 ppb (2.0%)저감되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8 ppb 
(1.5%), 0.22 ppb (1.7%)가 저감되었다. 계절적 편차 크게 나

타나 봄과 겨울의 저감농도는 여름과 가을에 비해 1.5~2.0
배 정도 높았다. 저감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 동북

지역, 강남구와 서초구의 북부지역이었다. 
NO2 농도 저감률은 수도권 NOx 저감 배출량 적어 배출량

의 저감이 NO2 농도 저감효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

다. 특히 서울은 7.4%의 NOx 배출량을 저감했음에도 NO2 
농도는 2.0%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도심과 풍하지역으

로의 저감효과가 분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심지역에서 

산화제는 배출된 NO를 산화시키기에 부족하였다. 산화되

지 못한 NO는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동되어 NO2로 산화

되었다. 계절풍이 강한 봄과 겨울에 풍하지역에서 높은 NO2 
저감률 지역들이 관찰되었다. 산화제의 부족이 도심에서의 

NO 산화를 제한하는 현상은 일중 시간변화에서도 뚜렷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2007년의 삭감실적만을 고려하여 질소산화물

의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대기질 관리 대책 이후 

누적된 삭감 배출량이 적용되면 저감효과가 증가되어 나타

날 것이다. 본 연구의 수치모사는 장거리이동과 자연오염

원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장거

리이동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된 배출량 자료

를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치모사 결과를 얻을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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