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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연료 연구자들은 
청정(친환경 대체연료) 연료와 연료품질 향상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엔진 설계, 혁신적인 후처리 시스템 등
의 연구를 통하여 차량 배기가스 및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차량기술이 적용된 휘발유, 경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7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법적시
험모드로 사용되고 있는 도심모드, 고속모드, 급가·감속, 에어컨사용 및 겨울철 특성을 반영한 저온모드에
서 온실가스의 배출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용연료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저온인 Cold 
FTP-75 모드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각 차량별 온실가스 증가 요인으로
는 가솔린 차량인 A차량(2.0 MPI)과 B차량(2.4 GDI)에서는 최고속 및 급가·감속 , 에어컨 사용 , 저온 조
건의 순인데 비해 E차량(1.6 T-GDI)은 에어컨 사용, 최고속 및 급가·감속 , 저온 조건의  순이다. G차량
(LPLi)은 에어컨 사용 , 저온 , 최고속 및 급가·감속 조건의 순으로 가솔린 차량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다. 경유 차량에 있어서는 A차량(2.0 w/o DPF)과 B차량(2.2 w/ DPF)은 최고속 및 급가·감속 , 에어컨 사
용, 저온 조건의 순이었고, F차량(1.6 w/ DPF)은 저온, 에어컨 사용, 최고속 및 급가·감속 조건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연료별로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겠다. 

주제어 : 연료물성, 환경조건(시험온도), 주행조건(모드 : FTP-75, HWFET, US06, SC03, Cold FTP-75, 
NEDC mode), 시험차량 (가솔린/경유 자동차, MPI & GDI engine, CRDi w/wo D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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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ncerns about an air pollution are gradually increasing at home and abroad. The 
automotive and fuel researchers are trying to reduce emissions and greenhouse gases of vehicles 
through a research on new engine designs and innovative after-treatment systems using clean fuels 
(eco-alternative fuel) and fuel quality improvements. In this paper, we stduy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es on seven vehicles using gasoline, diesel, and LPG by legal test mode 
in domestic and abroad.(Urban mode, Highway mode, rapidly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using air 
conditioner, low temperature condition) Regardless of fuels, most of the greenhouse gases tend to 
show the worst results in cold FTP-75 mode.
  In the case of A vehicles (2.0 MPI) and B vehicles (2.4 GDI) using a gasoline fuel, the factors that 
increase greenhouse gases are in order of a rapidly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using air conditioner, 
low temperature condition. But G vehicles(LPLi) have different emission characteristics from another 
vehicles. In the case of A vehicles (2.0 w/o DPF) and B vehicles (2.2 with DPF) using a diesel fuel, 
the factors that increase greenhouse gases are in order of a rapidly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using 
air conditioner, low temperature condition. However, the factor of F vehicles are in order of low 
temperature condition,  using air conditioner, rapidly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In conclusion, it 
will be an effective method to apply different technologies of emission reduction for each fuel.

Keywords : Fuel property, Climate conditions (test temperature), Driving conditions (test modes : 
FTP-75, HWFET, US06, SC03, Cold FTP-75, NEDC mode), Test vehicle (Gasoline /
Diesel vehicle, MPI & GDI engine, CRDi w/wo DPF), 온실가스(GHG : Green House 
Gas)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자
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다양한 형태로 배
출되고 있는데, 가스형태 물질과 입자형태 물질로 
나눌 수 있다. 가스형태 물질은 CO, THC(Total 
Hydro Carbon),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과 
CO2, CH4, N2O 등의 온실가스, 이외에 유해대
기오염물질 (미규제 배출가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유해대기오염 물질에는 VOCs(Volatile 
Organic Compunds), 알데히드,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등의 탄화수소류를 포
함하며, 특히 VOCs는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고,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
고 있는 배출가스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하여 도
로이동 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추진
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이동 오염원의 경우 다양
한 운전 및 환경조건에 배출 특성이 상이하게 나
타나게 됨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국내에서는 차량 및 엔진 배출가스에 대한 오

염실태 파악과 저감효과 분석을 위하여 2011년부
터 환경부 / 오토오일위원회 Auto-oil Program 
사업으로 국내 도로이동 오염원의 배출가스 특성 
파악 및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기존 엔진과 신형
식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연구를 추진
하고 있다.3,4,5,6,) 특히, 지구 온난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해 각국에서는 다양
한 규제 등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이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규제를 날로 강화하고 
있어 제도를 통하여 저효율 차량을 시장에서 퇴
출시키려는 움직임이 매우 뚜렷하다. 이러한 환경
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동차용 내연기관의 연구도 
과거의 비출력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에서 최근에
는 기관의 열효율을 상향시켜 차량의 연비를 개
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소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선점하고자하는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7,8,9,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적용된 기술이 다
른 형식의 차량에 대하여 배출오염 물질 중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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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A B C D
Vehicle type Gasoline vehicle Diesel vehicle

Engine type
Inlined spark-ignited
4 stroke 4 cylinder

Compression ignition
4 stroke 4 cylinder engine

Valve mechanism DOHC - VVT type DOHC type DOHC type

Fuel supply type
Gasoline Injector

(MPI)
Gasoline Injector

(GDI)
CRDi CRDi + CDPF

Displacement 1,998 cc 2,395 cc 1,991 cc 2,199 cc
Max. Power 165ps / 6000 rpm 201ps / 6300 rpm 151ps / 4000rpm 200ps / 4,000 rpm

Max. Torque 20.2kg.m / 4500rpm 25.5kg.m / 4250rpm
34.0kg.m /

1,750∼3,000rpm
43.0∼44.5kg.m /
1,750∼3,000rpm

Intake charging Naturally aspirated VGT e-VGT

Table 1.  Specifications of test vehicles(Technical)

Vehicle E F G
Vehicle type Gasoline vehicle Diesel vehicle LPG vehicle

Eninge type
Inlined spark-ignited
4 stroke 4 cylinder

Compression ignition
4 stroke 4 cylinder engine

Inlined spark-ignited
4 stroke 4 cylinder

Valve mechanism DOHC type

Fuel supply type
Gasoline Direct
Injection (GDI)

CRDi + DPF (CDPF)
LPG Liquid Injection

(LPLi)
Displacement 1,591 cc 1,582 cc 1,591 cc
Max. Power 204 ps / 6000 rpm 128 ps / 4,000 rpm 120 ps / 6,000 rpm

Max. Torque
27.0 kg.m /

1,750∼4,500 rpm
26.5 kg.m /

1,900∼2,750 rpm
15.5 kg.m / 4,500 rpm

Intake charging Turbo-charger e-VGT Naturally aspirated

Table 2.  Specifications of test vehicles(Fuel)

치는 연료물성 (동절기 & 하절기) 및 온도조건과 
주행 형태 (모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온도조건
은 국내 여름철 및 겨울철을 모사하고자 하였고, 
주행 형태는 다양한 시험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배출가스 및 연비시험 모드인 FTP-75, 
HWFET, US06, SC03, Cold-FTP-755,6), 
NEDC 모드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
지막으로 가솔린, 경유, LPG의 다른 연료유종을 
가지고 있는 동일 배기량 차량에 대하여 시험조
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시험차량, 장치 및 방법

2.1. 시험용 차량

  시험에 사용된 차량은 국내에서 양산되고 있으
며, 다른 엔진형식을 가지고 있는 가솔린, 경유, 

LPG 자동차로서 A,B차량은 연료의 공급방식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C,D 차량은 
연료공급방식과 후처리 장치에 의한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선정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
다. 
  공급되는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 등 환경성 평
가를 위하여 E차량은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며 
T-GDI (Gasoline Direct Injection) 방식, F차량
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CRDi와 Catalyst- 
DPF (CDPF) 방식, G차량은 LPG를 연료사용하
며  LPLi 방식의 차량으로 각 1대를 선정하였으
며, Table 2에 나타내었다.
  본 시험 차량이 국내 전체차량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중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모델과 배기량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소형승용차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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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gasoline vehic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2.2. 시험장치 및 방법 (주행모드, 온도조건 등)

  차량 시험모드 및 환경(온도) 조건에 따른 배
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저온 차대동력계 및 배
출가스 분석 장치, FT-IR 분석기, PM 입자측정 
장치 등 측정 장비의 전체적인 개략도를 Fig.1에 
나타내었다. 차량시험은 해당 주행모드 및 온도조
건으로 운전하고 주행속도별 실시간 차량 데이터
를 획득하였으며, 동시에 배출가스 및 PM 입자, 
미규제물질 측정을 CVS 및 배출가스분석기
(MEXA-7series), FT-IR 분석기, PM 입자측정 
장치로 수행하였다. 
  차량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주행 모드로 차량
을 운전하고 주행속도별 실시간 배출가스 데이터
를 획득하였으며, 배출가스가 담긴 포집백 분석을 
통하여 최종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운전조건 (모드)은 국내 가솔린 자동차의 배출가
스 및 연비인증 모드인 FTP-75와 HWFET, 미
국 EPA 5-cycle 모드에서 급가·감속 모드인 
US06 모드, 에어컨 사용 모드인 SC03 모드, 저
온조건에서의 시험인 Cold FTP-75 모드를 사용
하였고, 유럽의 연비 및 배출가스 시험모드인 
NEDC (ECE15 + EUDC) 모드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시험모드에서는 온도 조건을 각각의 모
드에서 규정되어 있는 온도조건으로 시험하였고, 
온도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35

℃, 25 ℃, 0 ℃, - 7 ℃, - 15 ℃, - 25 ℃로 구분
하여 각각의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험용 연료 (가솔린, 경유, LPG)

  Table 3, 4, 5는 시험에 사용된 휘발유와 경유, 
LPG 연료의 물성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
과를 살펴보면, 시험용 연료가 자동차 연료제조 
기준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절기 연료는 국내 7, 8월에 시중에 출시되는 
연료와 유사한 증기압 및 유동점을 가지고 있고 
동절기 연료는 정유사마다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1, 12월 시중에 출시되는 증기압과 유동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솔린에
서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의 하나인 증
기압은 하절기 연료와 동절기 연료의 결과를 보
면 53.4 kPa와 65.7 kPa로 동절기 연료가 하절기 
연료보다 증기압이 23.0 % 정도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유에서의 유황성분은 미세 PM 입자 형성과 
대기 중에서 또는 배출가스에서 sulfate 형성의 
한 원인이 된다. 또한 유황성분은 엔진시스템의 
부식과 내구성 그리고, 후처리장치 시스템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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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est fuel specifications : Gasoline fuel

Item
Results

Test method
Summer Winter

Aromatics content (Volume %) 15.65 12.36 ASTM D 6730
Benzene content (Volume %) 0.41 0.42 ASTM D 6730

Lead content (g/L) - - -
Phosphorus content (g/L) - - -

Oxygen content (Weight %) 0.78 2.05 ASTM D 6730
Olefin content (Volume %) 16.94 13.62 ASTM D 6730

Sulfur content (ppm) 5.8 7.1 KS M 2027
Vapor pressure (kPa, 37.8℃) 53.4 65.7 ASTM D 5191

90% Distillation (℃) 153.0 143.2 ASTM D 86

     Table 4.  Test fuel specifications : Diesel fuel

Item
Results

Test method
Summer Winter

10% Carbon residue (%) 0.01 0.10 KS M ISO 10370
Density@15℃ (kg/㎥) 824 826 KS M ISO 12185
Sulfur content (ppm) 5.8 6.0 KS M 2027

PAH (Weight %) 1 1 KS M 2456
Lubricity (HFRR, ㎛) 250 226 ISO 12156-1

Aromatics content (Weight %) 22 23 KS M 2456
Cetane Number (Index) 54.3 53.9 KS M ISO 4264

Pour point (℃) -7.5 -37.5 KS M 2016
Cloud point (℃) -2.0 -8.0 KS M 2016

CFPP (℃) -3.0 -22.0 KS M 2411

     Table 5.  Test fuel specifications : LPG fuel

Item Results (Winter) Test method

Propane content
(mol %)

C3 Hydrocarbon 31

KS M ISO 7941C4 Hydrocarbon 68

Butadiene 0.1 ↓

Sulfur content (ppm) 5 KS M 2150

Vapor pressure (MPa, 40℃) 0.62 KS M ISO 4256

Density ＠ 15 ℃ (kg/m3) 559 KS M 2215

Copper plate corrosion (40 ℃, 1 hour) 0.01 ↓ KS M ISO 6251

100ml Distillation residue (ml) 1 ASTM D 2158

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본 시험 연료의 황함량은 6 ppm이하로서 저유
황 연료인 것을 알 수 있다. LPG 물성결과도 휘
발유, 경유와 마찬가지로 시험용 연료가 자동차 

연료제조 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절기 연료로 1월에 시중에 유통되는 연료와 유
사한 C3 / C4 평균 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온 시험시의 다른 연료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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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성과 주행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차량기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특성

  Fig. 2는 가솔린 시험차량에 대하여 온실가스인 
CO2, CH4, N2O 배출가스에 대한 결과를 적용된 
시험모드별로 나타낸 것이다. 온실가스인 CO2와 
CH4의 경우에서는 A차량(MPI)과 B차량(GDI)이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a) CO2의 
경우에는 차량의 엔진 배기량과 공차중량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엔진 제어 
기술에 의한 특징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CH4의 결과에서는 GDI 엔진 기술이 적용
됨으로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지만, 엔진 배기량
에 따른 특징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료 공급방식 및 제어에 있어서 기존의 
A차량(2.0 MPI)은 B차량(2.4 GDI)과 E차량(1.6 
T-GDI) 보다 반응이 늦고 정밀 제어가 되지 않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O2 온실가스를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되며, CH4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엔진출
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향후 엔진출력 증가와 더 많은 특성 파악, 저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량에 적용된 기술과 배기량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험모드의 종
류에 따른 비교 결과를 Fig. 2 (b) CH4에서 나타
내었듯이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Cold FTP-75 모
드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NEDC, SC03, US06, FTP-75, HWFET 모드의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드
의 특징을 잘 반영한 것으로 Cold FTP-75 모드
는 저온에서 히터를 작동하여 시험함으로서 저온 
영향과 엔진부하가 다른 모드에 비해 크기 때문
이고, NEDC 모드는 모드 길이는 짧지만, 모드 
자체에 저속부터 고속 또는 적절한 엔진부하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드들의 특
징은 엔진이 운전되는 회전수와 부하율을 따져보
면 각 모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Fig. 3은 경유 시험차량에 대하여 온실가스인 
CO2, CH4, N2O 배출가스에 대한 결과를 적용된 
시험모드별로 나타낸 것이다. 
  Fig. 3 (a) CO2 의 경우는 시험에 사용된 차량
의 구동 방식 (C차량 : 전륜 구동, 2.0 w/o DPF, 
D차량 : 사륜 구동, 2.2 w/ DPF)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량에 적용되는 부하에 따라 전륜인 2륜 구동방
식보다 4륜구동이 연비 및 CO2가 안 좋게 나오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CO2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가솔린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엔진 배
기량과 공차중량을 낮게 하고, 구동방식에 있어서
도 부하가 적게 걸리는 구동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a) CO2 emission

(b) CH4 emission

(c) N2O emission
Fig. 2.  Greenhouse gas emissions of gasoline 

vehicle according to the test mode

  Fig. 3 (b) CH4 의 경우도 CO2 결과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차량에 
사용되는 DPF의 장착 유무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DPF를 사용함에 따라 CH4가 전체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감소
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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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2 emission

(b) CH4 emission

(c) N2O emission

  Fig. 3. Greenhouse gas emissions of diesel 
         vehicle according to the test mode

  Fig. 3 (c) N2O 결과는 CH4와 마찬가지로 
DPF를 사용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특
징은 엔진 배기량에 따른 특성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저온인 Cold FTP-75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저온에서 N2O와 
CH4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특성 및 작동방식에 따라 좀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을 필요로 하겠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N2O
는 촉매의 비활성화 영향과 촉매의 귀금속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CH4의 경우는 
촉매의 산화반응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배출가
스의 NMHC의 비율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12,13)

  시험모드의 종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가솔린 차량의 결과와는 다르게 측정항목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CO2는 모드
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과가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경유 차량의 연소 방식
과 제어 기술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3.3. 연료 유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특성

  Fig. 4는 시험에 사용된 유종과 시험모드에 따
라 측정된 온실가스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
이다. Fig. 4 (a) CO2와 (b) CH4 의 결과는 모든 
모드에서 가솔린, 경유, LPG의 순으로 배출이 적
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연료 특성과 연소방식에 따른 것으로 청정연
료인 LPG가 CO2 온실가스를 적제 배출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C의 
분자수에 따라 CO2가 적게 배출되고, 불꽃점화 
연소 방식보다 압축점화 연소 방식이 적게 배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동일한 점화
연소 과정을 가지는 가솔린과 LPG 결과에 있어
서도 가솔린 보다 청정연료인 LPG 연료가 적게 
배출되고 있다. 

(a) CO2 emission

(b) CH4 emission

  Fig. 4. Greenhouse gas emissions of vehicle 
         according to the Fuel type and test 
         mode.

  시험모드별로는 Cold FTP-75 모드와 SC03 
모드가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N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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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75, US06, HWFET 모드 순으로 적게 배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연료의 
연소방식과 엔진 출력 및 토크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시험모드의 각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4. 시험온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특성

  Fig. 5는 가솔린 시험차량에 대하여 온실가스인 
CO2, CH4, N2O 배출가스에 대한 결과를 적용된 
시험온도 조건별로 나타낸 것이다. 

(a) CO2 emission

(b) CH4 emission

(c) N2O emission

 Fig. 5. Greenhouse gas emissions of gasoline 
        vehicle according to the test mode
 
  Fig. 5 (a) CO2와 (b) CH4은 시험온도가 저온
으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
이 A차량(2.0 MPI) 보다 B차량(2.4 GDI)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GDI 엔진의 고 배기량, 긴 
누적 주행거리 때문에 CO2와 CH4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E차량(1.6 
T-GDI)의 경우 위의 두 차량 보다 낮은 엔진 
배기량이 CO2는 적게 배출되지만, CH4은 많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CH4의 경우 온도 감소에 의해 크게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저온에
서 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미연소된 연료가 배기
로 바로 방출되기 때문이며, 대체적으로 GDI 차
량이 MPI 차량보다 높게 배출됨을 알 수 있다.
  Fig. 5 (c) N2O 의 경우에는 차량마다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뚜렷한 배출경향을 볼 수 없었
다. 
  가솔린 차량의 온도에 따른 특성은 약간의 차
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며, 저온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은 온실가
스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가지게 된다. 향후에 좀 
더 많은 차량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하여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온실가스 결과만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낮은 온도에 따른 차량 온실가스 배
출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6은 경유 시험차량에 대하여 온실가스인 
CO2, CH4, N2O 배출가스에 대한 결과를 적용된 
시험온도 조건별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
면, 가솔린 차량과 동일한 경향으로 온도가 고온
에서 저온으로 낮아질수록 CO2가 증가하는 경향
을 가진다. 하지만, CH4의 경우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C차량(2.0 w/o DPF)과 D차량(2.2 w/ DPF), 
F차량(1.6 w/ DPF)을 비교하여 보면, 시험에 사
용된 차량의 구동 방식 (2.0 w/o DPF 차량 : 전
륜 구동, 2.2 w/ DPF 차량 : 사륜 구동)의 차이
에 의해 D차량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배기량이 적은 F차량이 가장 낮은 배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량에 
적용되는 부하에 따라 전륜인 2륜 구동방식보다 
4륜구동이 연비 및 CO2가 안 좋게 나오고, 고배
기량 저출력 엔진, 높은 공차중량 보다 저배기량 
고출력 엔진, 낮은 공차중량에서 연비 및 CO2가 
좋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2 온실가스
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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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b) CH4의 배출경향은 CO2 배출경향과 
다르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차량에 DPF의 장
착 유무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사료
된다. DPF를 사용함에 따라 CH4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Fig. 6 (c) N2O 배출경향은 CH4

와 마찬가지로 DPF를 사용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엔진 배기량에 따른 특성은 미미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H4와는 다른 특징은 고
온에서 저온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경향은 저온인 Cold FTP-75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저온에 대한 N2O 분석과 
CH4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특성 및 작동방식에 따라 좀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 CO2 emission

(b) CH4 emission

(c) N2O emission

  Fig. 6. Greenhouse gas emissions of diesel 
         vehicle according to the test mode.

3.5. 온실가스 증가 요인 특성

  Fig. 7은 시험차량에 대하여 온실가스 증가 요
인에 따른 증가량 (%)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비교한 온실가스 증가 요인은 앞의 결과에서 나
온 것 중에서 시험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인
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증가 요인은 저온특성 요
인, 에어컨 작동 특성 요인, 고속 및 급가·감속 
특성 요인 등이다.
  시험에 사용된 각각 연료에 따른 시험 차량 결
과를 비교하여 보면, 먼저 가솔린 차량 중 A차량
(2.0 MPI)과 B차량(2.4 GDI)의 가장 큰 증가 요
인은 최고속 및 급가·감속 조건이고, 에어컨 사용 
조건, 저온 조건의 순인데 비해 E차량(1.6 
T-GDI)은 에어컨 사용 조건, 최고속 및 급가·감
속 조건, 저온 조건이다. 이러한 결과와 다르게 
G차량(LPLI)은 에어컨 사용 조건, 저온 조건, 최
고속 및 급가·감속 조건으로 가솔린 차량과 다른 
특성을 가졌다. 경유 차량에 있어서는 C차량(2.0 
w/o DPF)과 D차량(2.2 w/ DPF)은 최고속 및 
급가·감속 조건이고, 에어컨 사용 조건, 저온 조
건의 순이었고, F차량(1.6 w/ DPF)은 저온 조건, 
에어컨 사용 조건, 최고속 및 급가·감속 조건의 
순이었다. 
  경유 차량에서 에어컨 사용과 고속 및 급가·감
속 특성 요인에 의하여 증가되는 경향을 가지는
데, 가솔린 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 보다 저온과 
히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료 자체의 발열량이 
적고, 적은 만큼의 연료를 더 사용함에 따라 증
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연료에 대하여 차량에 적용된 기술적인 
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A차량(2.0 MPI) 보다 B
차량(2.4 GDI)이, C차량(2.0 w/o DPF) 보다 D
차량(2.2 w/ DPF)이 전체적으로 모든 요인에 대
하여 CO2 증가가 적게 나타났지만, 배기량이 적
은 차량의 경우 특성이 다르고 증가요인도 더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신기술을 적용한 차량
이 차세대 엔진이고, 전자제어 기술이 발전함으로
서 엔진의 부하 응답성도 좋으며 배출가스 및 연
비가 개선된 엔진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으로 생각되며, 이에는 엔진 배기량 및 출력의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고속 및 급가·감
속, 계절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 각종 부하장치 
작동에 따른 특성 등에 따라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므로 실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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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전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차량 시험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온실가스 증가요인에 대
한 결과를 분석할 경우에는 각각의 차량이 가지
고 있는 엔진 배기량, 출력, 공차중량 등의 특성
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특성 추이나 환경조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14,15)

(a) Cold temperature condition

(b) A/C using condition

(c) High speed and rapid acceleration /
       deceleration condition

Fig. 7.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test 
vehicle according to the factors of 
greenhouse gas increas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기술이 적용된 차량
에 대하여 유종별(휘발유, 경유, LPG)로 다양한 
시험모드와 시험온도조건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

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가솔린에서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의 하나인 증기압은 하절기 연료와 동절
기 연료의 결과 53.4 kPa와 65.7 kPa로 동
절기 연료가 하절기 연료보다 증기압이 약 
23.0 % 정도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2. 연료유종에 따라서 CO2와 CH4 온실가스의 
결과는 모든 모드에서 가솔린, 경유, LPG의 
순으로 배출이 적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시험모드의 종류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온실
가스가 Cold FTP-75 모드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NEDC, SC03, 
US06, FTP-75, HWFET 모드의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CO2 온실가스는 시험온도가 저온으로 갈수
록 증가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배기량이 큰 차량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5. CH4의 경우 가솔린과 경유 차량이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N2O 온실가스의 경우
에는 차량마다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뚜
렷한 배출경향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었
다.

  6. CH4 은 엔진출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7. 가솔린 차량 중 A차량(2.0 MPI)과 B차량
(2.4 GDI)의 가장 큰 증가 요인은 최고속 
및 급가·감속, 에어컨 사용, 저온 조건의 순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8. E차량(1.6 T-GDI)은 에어컨 사용, 최고속 
및 급가·감속, 저온 조건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9. G차량(LPLI)은 에어컨 사용, 저온, 최고속 
및 급가·감속 조건으로 가솔린 차량과 다른 
특성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10. 경유 차량에 있어서는 C차량(2.0 w/o DPF)
과 D차량(2.2 w/ DPF)은 최고속 및 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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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에어컨 사용, 저온 조건의 순이었고, 
F차량(1.6 w/ DPF)은 저온, 에어컨 사용, 
최고속 및 급가·감속 조건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1. 각 연료별로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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