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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ETCS), so called “Hi-Pass” in Korea, has improved traffic flow at toll gate of

highways. It is known that the improvement of traffic flow should reduce air pollutants and CO2 from vehicles. In

this study, real driving emission of a light duty truck with 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PEMS) has been

measured to evaluate the emission reduction effect due to ETCS. The correlations between driving variables and

emissions have been analyzed to verify its effect on traffic flow improvement and emission reduction at toll gate.

We considered average vehicle speed, Relative Positive Acceleration (RPA), and the distance of queue as driving

variables. Compared to passing Manual Toll Collection System (MTCS) lane without queue, ETCS was able to

reduce 38.7% of NOx, 21.6% of soot, and 27.7% of CO2.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average vehicle

speed, the lower RPA and no queue in ETCS contributed to the emission reductions. Linear equation models with

RPA and queue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ethod. The linear models resulted in the

highe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han those with only average vehicle speed used for establishing vehicle

emission factors. 

Key words : ETC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MTCS (Manual Toll Collection System), Real driving

emission, PEMS, Drivi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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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고속도로 업소의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ETCS-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은 판교 등

3개 업소에서 2000년 6월부터 시범운행을 거친

후, 2007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하이

패스”로 알려진 국내 ETCS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

중인데, 2012년 1월 현재 전체 업소 통과 차량

의 약 50%가 이용하고 있다. 유봉석 등 (2010)이 외

곽순환도로 김포 업소의 주행특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ETCS 주행로는 기존의 수동요금징수 시스템

(MTCS-Manual Toll Collection System)보다 평균차

속이 약 15%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속도

로 업소의 교통흐름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교통흐름의 개선으로 평균속도가 증가하면, 자동차

의 단위 주행거리 당 기오염 물질과 CO2는 감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ER (2009, 2000)에서 산

출하고 있는 g/km 단위의 자동차 기오염물질 배출

계수는 평균 차속이 증가하면 체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yu et al. (2006)의 승용

차 CO2배출량 특성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

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2009)는 ETCS 도입에 따

라 기 되는 NOx, CO2의 저감효과를 산정할 때 국

립환경과학원에서 산출한 평균속도 기반의 배출계수

를 활용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NIER 모드라는 자동차의 평균

속도 별 표주행 패턴을 개발하여 배출계수를 산출

하고 있는데, US EPA (2003)의 MOBILE 6와 유럽의

COPERT 4 (Gktzoflias et al., 2007) 모델도 각국의

표 주행 패턴을 활용하여 자동차 배출량 산정에 적

용되고 있다. Coelho et al. (2009)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배출량 산정에는 이러한

방식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특정 주행 모

드를 사용함에 따라 실제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운행 조건을 반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 다. US EPA (2004, 2001)는 미시적인 역의

배출량을 예측할 때 자동차 배출가스에 향을 주는

주행 인자들의 실시간 변화를 반 할 수 있도록,

MOVES 모델을 개발하여 기존의 MOBILE 6 모델을

체하고 있다. 미시적인 역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업소의 주행패턴은 국내의 자동차 배출계수 산정

방법인 NIER 모드의 주행 패턴과는 다르므로, ETCS

도입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변화를 타당하게 평가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업소에서의 실제 주행특

성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업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과 관련

된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주행모드를 활용하기보다

는 고속도로 업소의 실제 도로 주행 패턴을 모델

링하여 배출량을 예측하거나,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비 (PEMS-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를 이용한 실측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PEMS는 자동

차에 탑재하여 도로 주행 중의 실시간 배출가스 측

정이 가능한데, OBD (On-Board Diagnostics) 및 GPS

데이터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주행 변수와 연계한 배

출가스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artin

et al. (2006)은 미국 뉴저지의 ETCS 도입 향 분석

에서 기존 MTCS와의 실 주행패턴 차이를 반 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ETCS 도입에 따른 자

동차 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예측하 다. Coelho

et al. (2005)은 포르투갈 리스본 고속도로의 ETCS와

MTCS의 실 주행패턴을 모델링하고, 이를 차량비출

력(VSP-Vehicle Specific Power)에 기반한 자동차 배

출가스 모델과 조합하여 정지시간, 기거리 등의 변

화에 따른 ETCS 도입효과를 예측하 다. Song et al.

(2008)은 베이징 고속도로 업소 평가에서 소형 휘

발유 차량에 PEMS를 탑재하여 ETCS의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실측하고, 주행인자 중 VSP 변화와 연계

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속도로 업소 교통흐름의 개

선에 따른 소형 경유 화물트럭의 기오염물질 및

CO2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형

경유 화물트럭에 PEMS를 탑재하고 고속도로 업

소를 실제 주행하여 ETCS와 MTCS 주행 시의 배출

가스 차이를 비교하 다. 또한, ETCS 도입에 따른 교

통흐름의 개선이 배출가스 저감효과로 나타남을 규

명하기 위하여 PEMS를 통해 측정된 도로 주행변수

와 배출가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 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고속도로 업소의 요금 징수 시스템에

따른 주행 특성

부분의 국내 고속도로 업소는 그림 1에 제시

한 바와 같이 ETCS와 MTCS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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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MTCS를 통과하는 차량은 요금 지급을 위해

정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차량이 있는 경우에

는 일정기간 가속과 정지를 반복하게 된다. ETCS는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태에서는 체로

요금지급을 위한 정지와 기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업소의 요금징수 형태에 따른 차량 주행특성

은 MTCS는 감속 (deceleration)→ 기 (stop and go)

→정지(idle)→가속(acceleration)으로, ETCS는 감속

(deceleration)→가속(acceleration)으로 요약할 수 있

다. ETCS의 도입으로 통과차량의 기, 정지가 사라

지고 요금소 진출입 시의 감속 및 가속 특성도 달라

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행 특성 변화가

업소 통과 시의 자동차 기오염물질과 CO2 배출

량에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경유 화물트럭에 PEMS를 탑재하여 ETCS와 MTCS

를 각각 주행하고, 배출량을 비교함으로써 ETCS의

자동차 기오염물질 및 CO2저감효과를 분석하 다. 

2. 2 시험 자동차 및 시험내용

본 연구에서 활용한 PEMS는 형차 배출가스 결

함확인검사용으로 개발되었다. 장비가 다소 크고, 탑

재 시 중량이 약 300 kg 정도 증가하므로, 점유율이

높은 소형 승용차에 탑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이

유로 시험 자동차로는 PEMS 장비의 탑재성이 용이

한 1톤 경유 화물트럭을 이용하 다.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중

2002년 7월 기준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09)에 따라 제작된 차량으로서 EURO-3 수준 (UN

ECE, 2005)의 배출가스 제어 기술을 적용한 차량이

다. 그림 2에는 시험차량에 PEMS를 탑재한 모습을,

표 1에는 시험차량 주요 제원을 제시하 다. 

PEMS가 탑재된 시험 자동차로 경인고속도로 (인

천 업소), 제2경인 고속도로 (남인천 업소), 서해

안 고속도로 (서서울 업소), 외곽순환도로 (김포

업소)를 실제 주행하여 ETCS 5회, MTCS 12회 등 총

17회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 다. 시험을 수행한

업소들은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업소 통과 전 후의 직선 구간이 상당히 길어서 요

금 지급방식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한 배출가스

향은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 분

석 구간은 업소의 주행 특성인 감속- 기-정지-가

속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리로 선정하 는데,

요금소 전후 500 m, 총 1 k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하 다. 업소에서의 기거리와 통과속도 등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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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ll collection systems in the highway.

Fig. 2. Test vehicle equipped with PEMS.

Table 1. Main specifications of test vehicle.

Model name (year) Porter II (2005)
Displacement 2497 cc
Vehicle type (fuel) Light duty truck (diesel)
Fuel injection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Rated power (revolution) 123PS (3800 rpm)
Gross vehicle weight 2955 kg
Emission level EURO-3 equivalent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Diesel oxidation catalyst

Exhaust gas recirculation

ETCS
MTCS



의로 재현하지 않고, 실차 주행 시험 시에 발생된 교

통흐름에 따라 주행하 다. 

2. 3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측정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과 배출량 산정을 위한 시험

은 주로 차 동력계와 정용량 시료채취 장치 (CVS-

Constant Volume Sampler)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는 도로 주행 시의 배출가스 평가 필요성이 높아지

고, PEMS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실제 도로 주행

시의 배출가스 시험이 규제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

다. US EPA (2005)는 형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

사에 PEMS를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험방법

개발과 장비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 다. 미국의 형

차 제작사는 2007년 이후 연식부터 PEMS를 이용하

여 가스상 물질에 한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EPA에 보고하여야 한다(US EPA,

2005). European Commission (2011)도 2004년부터

PEMS를 이용한 형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방

법에 한 연구를 추진해 왔고, EURO-6이 시작되는

2013년 신규 인증 차량부터 가스상 물질에 해서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입자상물질은 미국은

2011년식 이후부터 시작하 지만, 유럽은 장비의 신

뢰성에 한 평가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림 3에는 PEMS 장치의 구성에 해서 나타내었

다. PEMS는 배기가스 농도 분석기, 배기가스 유량계,

측정용 가스, 전원 공급장치, 제어 및 데이터 분석 장

치로 구성된다. 배기가스 농도 분석기로 측정된 샘플

가스의 농도는 유량계에서 측정된 배기가스 유량과

조합하여 g/s 단위로 환산 가능하다. GPS를 통해 수

신된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차속을 산출할 수 있

어서, 주행한 구간에 해 g/km 단위의 배출량을 계

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유차의 주요 기오염물질인

NOx, Soot, CO2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은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을 규제하는데,

엔진연소 중에 형성되는 탄소입자인 soot와 용해성

유기물질 (SOF, Soluble Organic Fraction)을 포함한

것이다. 차량에 탑재하여 PM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

는 장비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soot 측정 장치를

활용하 다. 

가스상 물질인 NOx와 CO2의 측정은 Horiba 사의

OBS-2000을 이용하 고, soot의 측정에 AVL 사의

Micro Soot Sensor를 사용하 다. 표 2에 PEMS 장비

의 주요제원을 나타내었다. OBS-2000의 배출가스

분석기의 선형성과 반복성은 측정범위의 ±1% 이내

이고, 점 및 스팬 드리프트는 측정범위의 ±2% 이

내 수준이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용 장비와

동일한 수준이다. 실제 도로 주행 배출가스 측정의

정도 관리를 위해 매 시험전후 점 및 스팬의 드리

프트가 기준 이내인지를 점검하 다. NIER (2010,

2009)은 PEMS를 이용한 실제 도로 주행 배출가스

측정 연구들에서 OBS-2000과 Micro Soot Sensor의

신뢰성에 해 평가하 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시험용 장비인 차 동력계-CVS 장비와 비교하여 양

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4 자동차 배출가스에 향을 주는 주요 도로

주행 변수

Ericsson (2001)은 62가지의 도로 주행 변수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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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a PEMS.

Sampled 
gas

Power supplying

Gas 
analyzer

GPS

Exhaust flow meterFuel & Span gasesData processing

Table 2. Main specifications of PEMS. 

Model Items Principle Range Manufacturer

NOx Chemiluminescene detector 0~500 ppm
OBS-2000 CO2 Non-dispersive infrared detector 0~19% Horiba

Exhaust flow Pitot tube 0~4.5 m3/min

Micro soot sensor Soot Photo-acoustic 0~50 mg/m3 AVL



정하여 요인분석법 (factorial analys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9가지의 주행 변수가 자동차 배출 기오염물

질과 CO2 및 연료소비량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들 변수는 가속을 위해 필요한 차량

출력 (power demand), 변속 특성, 자동차 속도의 3가

지 특성과 관계된 변수들이다. Ericsson (2001)은 평

균 속도만으로 배출량을 예측하는 방법의 한계를 지

적하고, 배출가스에 향을 주는 주행변수들을 포함

하여 모델링할 것을 제안하 다. 

Ericsson (2001)이 제시한 자동차 속도와 관계된

변수에는 차량 정지관련 변수가 있다. 고속도로 업

소에서는 MTCS의 요금 지급을 위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기거리 (queue)와 요금지급을 위해 정지

하는 시간이 배출가스에 향을 줄 수 있는 차량 정

지관련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속을 위해 필요한 차량 출력과 관계되는 표적

인 변수로는 RPA (Relative Positive Acceleration)가

있다. RPA는 식(1)과 같이 속도와 양의 가속도의 곱

을 시간에 해 적분하여 주행거리로 나누어 준 값

이다. 식(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속도와 양의 가속도

의 곱은 차량단위 질량당 가속을 위해 필요한 출력

의 의미를 가진다. RPA는 주행구간의 평균값이므로

본 연구와 같이 미시적 구간의 평균적인 특성을 분

석하는데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T

0  
va++ dt

RPA==mmmmmmmmm (1)
X

Faccelv   Paccelva++==mmmmmm==mmmmm (2)
m          m

여기서, RPA: 양의 상 가속도[m/s2] 

v: 자동차 속도[m/s] 

a++: 양의 가속도[m/s2]

X: 주행거리[m] 

T: 주행시간[s] 

m: 차량 질량[kg]

Faccel: 차량 가속에 요구되는 구동력[N]

Paccel: 가속을 위해 요구되는 차량 출력[W] 

본 연구의 시험차량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으로서 변속과 관련된 향은 고려하기가 어렵다. 따

라서 고속도로 업소 통과 시의 평균속도, RPA, 

기거리를 주행변수로 하여 ETCS 도입 시의 주행변

수 변화와 자동차 기오염물질 및 CO2배출량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 다. 

2. 5 고속도로 업소 통과 시 자동차

배출가스와 주행변수 간의 연관성에 한

통계적 평가

자동차 배출가스와 주행변수 간의 연관성을 통계적

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CO2, NOx, soot를 종속변수로 하고, 업소 통과

시의 평균속도, RPA, 기거리를 설명변수로 하 다.

종속변수(Y)와 설명변수(Xn) 간에 식(3)과 같이 선형

모형을 적용하면, Y의 i번째 관측치 yi는 Xn의 i번째

관측치인 xi에 하여 식(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β0++β1X1++β2X2++β3X3++ε (3) 

yi==β0++β1xi1++β2xi2++β3xi3++εi (4)

식 (3), (4)에서 β0, β1, β2, β3는 각 설명변수의 회귀

계수이고, ε은 오차이다.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최소제곱법(least squares method)을 일반적으로 적용

한다. 식 (5)로 표현한 오차의 제곱합 S를 최소로 하

는 β0, β1, β2, β3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S(β0, β1, β2, β3)== 
n
»
i==1

(yi-β0-β1xi1-β2xi2-β3xi3)
2 (5)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은 잔차에 한 분산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우선 3가지 주행변수를 모두

포함시켜 분석을 한 후 변수제거법 (backward elimi-

nation)을 적용하여 유의성이 낮은 변수들을 제거하

고 추가 분석을 수행하 다. 모형의 결정계수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는 모형과 평균의 차이의

제곱합을 SSR, 총변동을 SST라고 하 을 때 식(6)과

같이 표현된다. 

SSR
R2==mmmm (6)

SST

결정계수는 전체 변동에서 모형이 설명하는 부분

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결정계수가 크다는 것은 모형

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모형의 회귀계수

와 결정계수를 구하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소프트웨어인 SPSS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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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 1 고속도로 업소의 주행 특성

그림 4에 업소 통과 시의 평균속도, 기거리,

RPA 범위를 나타내었다. ETCS 주행로의 평균속도는

54~69 km/h, RPA는 0.12~0.22 m/s2이었고, MTCS

주행로는 평균속도 18~53 km/h, RPA 0.19~0.29

m/s2이었다. 체로 ETCS 주행로의 평균속도가 높고,

RPA는 낮은 수준이었다. MTCS 주행로 통과 시

기거리는 0~90 m 정도인데, 기거리가 증가함에 따

라 평균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거

리 10~30 m에서는 평균속도가 35~37 km/h로 큰 차

이가 없었으나, 기거리가 50 m 이상이 되면 평균속

도가 25 km/h 이하로 감소하 다. MTCS 주행로의 결

과는 평균속도가 유사한 기거리에 따라 기거리

10 m 미만을 MTCS-0, 기거리 10~30 m를 MTCS-

1, 기거리 50 m 이상을 MTCS-2의 3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그림 5에 업소 통과 시의 주행데이터를 감속(de-

celeration), 기 (stop and go), 정지 (idle), 가속 (accel-

eration) 주행 패턴으로 구분하 을 때 각 주행 패턴

의 점유 시간을 나타내었다. ETCS 주행 시에는 요금

지급을 위한 정지와 기 시간이 없었고, MTCS에서

는 요금지급을 위한 정지시간이 약 1~10초 정도로

전체 통과시간의 약 1~11% 정도 다. MTCS 통과

시에 요금 지급은 교통카드를 이용하 는데, 카드 인

식기에 카드를 인식시키기 위한 준비 기간에 차이가

있고, 카드 인식기가 수차례에 걸쳐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금지급 시간에 상당한 편차

가 나타났다. MTCS 통과 시에는 기거리가 증가함

에 따라 요금지급을 위한 기시간이 점유하는 비율

이 높아지는데 기거리 10~30 m인 경우에는 전체

통과시간의 약 15~31% 수준이었다. 기거리가 50

m에 근접하면 기시간은 전체 통과시간의 약 47%

로서 50%에 근접하 고, 기거리 90 m인 경우에는

59.1%로 업소 통과 시 주행 패턴 중에서 가장 많

은 시간을 점유하 다. 

3. 2 ETCS 도입에 따른 주행변수의 변화와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

표 3에는 고속도로 업소 통과 전후 500 m, 총 1

km 구간에서의 주행변수와 CO2, NOx, soot 배출량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MTCS는 요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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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verage vehicle speed, queue, and RPA in toll collection syste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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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거리에 따라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도로 주행시험에서 측정한

ETCS와 MTCS의 평균값들을 단순 비교해 보면,

ETCS 주행 시에는 MTCS 비 평균속도는 26.4

km/h 더 빠르고, RPA는 0.083 m/s2 낮았다. CO2는

97.3 g 적게 배출되어 35.4%, NOx는 1.144 g 적게 배

출되어 44.2%, soot는 3.56 mg 적게 배출되어 19.4%

감소하 다. MTCS의 기거리가 없는 통과 조건과

비교하더라도, ETCS 통과 시의 평균속도는 약 16

km/h 빠르고, RPA는 0.089 m/s2 낮게 나타났다. 자동

차 배출가스 측면에서는 CO2 68.1 g (27.7%), NOx

0.911 g (38.7%), soot 4.08 mg (21.6%)이 적게 배출되

었다. MTCS는 기거리 30 m까지는 배출가스의 차

이가 크지 않았지만, 기거리가 50 m를 초과하면 급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에는 MTCS주행 시의 주행패턴을 기(stop

and go), 정지 (idle), 가속 (acceleration) 주행 패턴으로

구분하고, 주행패턴 별 CO2발생 비율을 나타내었다.

기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기구간에서의 CO2점유

율이 체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거리 10~30 m인 운행 조건에서는 기 주행패

턴의 CO2점유율이 5~10% 정도이고, 50 m에서 17%,

90 m에서는 27.3% 수준으로 증가하 다. 요금지급을

위한 정지 운행 패턴의 CO2 점유율은 0.5~2.7%로

기거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7에는 업소 형태에 따른 주행변수 변화와

배출가스 특성을 나타내었다. (a)에는 평균속도, (b)에

는 RPA, (c)에는 기거리 변화에 따른 CO2,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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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riving patterns in toll collection system area.

Table 3. Measured driving variables and emissions during passing toll collection systems. 

Average
Toll types No. of tests Queue [m] vehicle speed RPA [m/s2] CO2 [g] NOx [g] Soot [mg]

(km/h)

ETCS 5 0 64.5 0.159 177.4 1.444 14.81

MTCS 12 0~90 38.1 0.242 274.7 2.588 18.37
MTCS-0 4 0~10 48.6 0.248 245.5 2.355 18.89
MTCS-1 6 10~30 36.7 0.240 251.7 2.363 15.49
MTCS-2 2 50~90 21.3 0.236 402.4 3.731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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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t 값을 각각 제시하 다. (a)와 (b)를 살펴보면, 동

일한 형태의 업소를 주행하는 경우에도 CO2와

NOx는 평균속도가 증가하고, RPA가 감소함에 따라

배출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Soot

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만, CO2와 NOx만큼 뚜렷하

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3의 평균값에도 나타났듯

이 ETCS 도입에 따라 평균속도가 증가하고, RPA는

떨어졌다. 이러한 주행변수의 변화에 따라 CO2와

NOx의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의

기거리에 따른 향을 살펴보면, MTCS 주행 시

기거리 0~30 m에서는 배출가스의 변화가 크게 나

타나지 않지만, 기거리가 이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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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2 emissions by driving patterns passing M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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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배출가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CO2와 NOx의 경우 주행변수 변화에 해 상당히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 주지만, 일부 데이터들은 산포

를 나타내는데, 이는 고속도로 업소 주행 시의 주

행변수와 배출가스 관계가 어느 하나의 주행변수에

향을 받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로, 그림 7(c)에서 기거리

가 10~30 m인 경우에는 배출량의 차이가 거의 나

타나지 않는데, 이는 기거리뿐만이 아니라 평균속

도와 RPA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배출량에 향을 주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ETCS 도입에 따

른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주행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3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한 주행변수와

배출가스 간의 상관관계 고찰

표 4에 고속도로 업소 통과 시의 주행변수와 배

출가스 간의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형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CO2와 NOx모형 1에서

평균차속의 회귀계수에 한 유의확률 (significance)

이 각각 0.669, 0.990로 유의성이 가장 낮았다. 평균

차속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고 2차 분석을 수행한

결과, CO2와 NOx모형 2의 RPA와 기거리의 회귀

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그림 7에서 CO2와 NOx는 평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형회귀 분석 결과, 평균속도의 회귀계수가 유의성

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속도에 의한 배출가스

향은 선형적인 특성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RPA

와 기거리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CO2, NOx의 증가 또는 감소는 RPA와 기거리의

증가 또는 감소에 해 선형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즉, ETCS 도입에 따른 CO2, NOx의 감소는

RPA와 기거리의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oot는 모형 1에서 평균속도와 RPA의 회귀계

수에 한 유의확률이 각각 0.393, 0.199로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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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ummary of coefficients Summary of models
Model

Variable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Significance R2 Adjusted R2 Significanceno.
coefficients coefficients

Constants 133.931 0.123

1
Avg. speed -0.441 -0.090 0.669

0.875 0.846 0.0
RPA 453.759 0.319 0.026

CO2 Queue 2.063 0.681 0.002

Constants 101.254 0.006
2 RPA 496.746 0.350 0.004 0.873 0.855 0.0

Queue 2.253 0.744 0.000

Constants 0.075 0.935

1
Avg. speed 0.000 0.003 0.990

0.873 0.844 0.0
RPA 8.5 0.543 0.001

NOx Queue 0.019 0.584 0.006

Constants 0.085 0.807
2 RPA 8.487 0.542 0.0 0.873 0.855 0.0

Queue 0.019 0.582 0.0

Constants 0.288 0.980

1
Avg. speed 0.119 0.354 0.393

0.522 0.392 0.038
RPA 39.529 0.327 0.199
Queue 0.167 0.853 0.041

Soot Constants 8.882 0.160
2 RPA 28.883 0.239 0.291 0.488 0.402 0.018

Queue 0.115 0.589 0.018

3
Constants 15.291 0.000

0.435 0.392 0.007
Queue 0.129 0.660 0.007



로 유의하지 않았다. 평균속도를 제외한 soot 모형 2

에서도 RPA의 회귀계수에 한 유의확률은 0.291로

서 유의하지 않았다. 기거리만을 설명변수로 한

soot 모형 3에서는 기거리의 회귀계수에 한 유의

확률이 0.007로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다. 

표 4의 모형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CO2와 NOx

모형 2의 결정계수 (R2)는 0.873으로서, RPA와 기

거리를 이용한 선형 회귀식은 CO2와 NOx의 변화를

87.3% 정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선형회귀 분석의

경우 설명변수가 증가하면 설명변수의 상관성과 관

계없이 모형의 결정계수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귀변동과 총 변동을 자유

도로 수정한 수정 결정계수 (Adjusted R2)를 함께 고

려한다. 수정 결정계수는 CO2와 NOx 모두 모형 2가

모형 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모형에 한 통계적

유의성은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CO2와

NOx 모형 2의 유의확률은 0.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 다. Soot 모형의 결정계수는 CO2, NOx 모형들

보다는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soot 모형

2와 모형 3의 유의확률은 각각 0.018, 0.007로서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 다.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성으로 인한 공선성 (Colin-

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구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최 분산팽창계수 값이 10보다

크면 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종

우 등, 2011). 모형 1과 모형 2의 분산팽창계수들을

고려하 을 때,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선정한 주행

변수들 간의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자동차의 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 시에

는 평균속도에 해 거듭제곱 함수를 이용하여 상관

식을 도출한다. 표 6에는 도로주행 시험결과를 이용

하여 평균속도의 거듭제곱 함수로 도출한 모형과

RPA, 기거리를 변수로 하는 선형회귀식으로 도출

한 모형의 결정계수를 비교하 다. CO2, NOx, Soot

모두 RPA- 기거리를 변수로 하는 선형회귀 모형의

결정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CO2는 평균속도만을

이용한 관계식의 결정계수가 0.804로 상당히 높았지

만, NOx의 경우에는 평균속도만을 이용한 모형의 결

정계수는 0.547, RPA- 기거리 모형의 결정계수는

0.873으로서 RPA- 기거리의 모형이 NOx변화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업소와 같

이 배출계수 산정 시에 활용하는 주행모드와 다른

운행 특성이 나타나는 미시적인 역의 배출량을 예

측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주

행변수를 이용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형화물트럭에 PEMS를 탑재하고

고속도로 업소의 ETCS와 MTCS를 실제 주행하여

CO2, NOx, Soot를 측정하 다. 측정된 주행변수와 배

출가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ETCS 도입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PEMS 탑재 차량으로 고속도로 업소 통과 전

후 각 500 m, 총 1 km 구간에 한 측정결과, 기거

리가 없는 MTCS 주행 조건과 비교하 을 때 ETCS

의 평균속도는 약 16 km/h 빨라지고, RPA는 0.089

m/s2 감소하며, 배출가스 평균값은 CO2 27.7%, NOx

38.7%, soot 21.6% 적게 배출되었다. 실제 도로 주행

배출가스 측정을 통해 ETCS 도입에 따른 교통흐름

의 개선과 자동차 배출가스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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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riation inflation factors (VIF) of driving vari-
ables.

Model no. Variables VIF

Avg. speed 4.420
1 RPA 1.664

Queue 3.310

2
RPA 1.169
Queue 1.169

Table 6. Comparison of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for
emission models regarding driving variables.

Model equation R2

CO2
3038.062 V-0.677 0.804

496.456 RPA++2.253 que++101.254 0.873

NOx
52.174 V-0.853 0.547

8.487 RPA++0.019 que++0.085 0.873

Soot
66.402 V-0.364 0.315

28.883 RPA++0.115 que++8.882 0.488



2) 고속도로 업소 통과 시의 주행변수 변화에 따

른 배출가스 향을 분석한 결과 체로 평균속도가

증가하고, RPA가 감소하고, 기거리가 감소하면

CO2와 NOx 배출량은 뚜렷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

다. Soot는 상 적으로 주행 변수의 변화에 따른 감

소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평균속도, RPA, 기거리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

중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CO2와 NOx는 RPA,

기거리의 회귀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고,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고속도로 업

소 ETCS 도입 시의 CO2와 NOx저감은 RPA와 기

거리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Soot는

기거리의 회귀계수만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다.

4) 고속도로 업소 통과 시의 배출가스 예측과 관

련하여 평균속도의 거듭제곱함수를 이용한 모형과

RPA- 기거리의 선형회귀식을 이용한 모형을 비교

한 결과 RPA- 기거리 모형의 결정계수가 체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NOx의 경우 RPA- 기거리 모

형의 결정계수가 0.873으로 평균속도 모형의 결정계

수 0.547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배출계수 산정

시의 주행모드와는 다른 주행특성을 가진 미시적인

역의 배출가스를 예측할 경우에는 그 운전 특성과

관계되는 주행변수들을 이용한 모형을 개발하여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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