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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ster, Village of Potsdam 및 교외지역 Pinnacle 

State Park에서 측정된 NH3 농도는 각각 3.22±2.23 

(평균±표준편차), 2.84±1.91, 1.29±1.12 및 0.82±

0.64 ppb로 나타났다 (Zhou et al., 2019).

정부는 대기환경정책 수립 및 정책성과평가를 위하

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 (Air Pollutants Emission 

Inventory)에 근거한 청정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CAPSS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에너지산업 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등 13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차량 배출과 관련이 있는 

‘도로이동 오염원’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7%로 나타나 다른 배출항목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1. 서     론

최근 SO2 및 NO2 등의 산성 물질에 대한 중화 전구

성분인 암모니아 (NH3)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차 

및 2차 입자로 분류되는 초미세먼지는 SO2, NO2, 

NH3 등의 전구성분에 의해 질산암모늄 (NH4NO3) 및 

황산암모늄 ((NH4)2SO4)과 같은 새로운 입자를 생성

한다. 이렇게 생성된 입자는 전체 미세먼지 중 약 

30~40%를 차지한다 (Song et al., 2020). 농촌지역 및 

축산지역에서 대부분의 NH3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에 따른 NH3 발

생이 크게 부각하고 있다 (Song et al., 2020). 해외 선

행 연구에 의하면 뉴욕 주 Queens College, C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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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monia (NH3) emission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form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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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20). 2020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국 

차량등록대수 (https://www.molit.go.kr)를 살펴보면  

총 24,365,979대이다. 토지 면적 대비 차량등록대수는 

서울시 3,157,278대 (12.96%)가 경기도 5,737,503대 

(23.55%), 경상남도 1,715,314대 (7.0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차종별 차량등록 비율을 보면, 

승용차가 81.5%로 가장 많고,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순으로 나타났다. 연료별 등록현황은 휘발유, 경유, liq-

uefied petroleum gas (LPG), 하이브리드 순이다. 서울

시의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차량 등의 도로이동 오

염원을 포함한 인위적 발생원이 자연 발생원보다 많

다.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자연적 발생원이 5% 미만으

로 매우 적은 반면, 인위적 오염원이 60%로 분석되었

으며, 인위적 오염원 중 차량 배출원과 식생 연소의 기

여율이 40% 정도이다 (Moon et al., 2011).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의 차량 배출가스 기

여율이 23.3%이며, 특히 국외 요인이 없을 때 기여율은 

32.7%까지 증가한다 (Park et al., 2020). 휘발유차량보

다 경유차량에서 많은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며 (Yang et 

al., 2019),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은 한강 하류나 북한

산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전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h and Park., 2020). 이에, 현 정

부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등의 제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환경정

책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통행량 및 오염발

생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로이동 오염원의 배출

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모든 성분을 규제하고 있지 않는

다. 즉, 차량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법적규제대상

성분에 한해 배출 규제를 받는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법적규제대상성분에는 탄화수소 (HC),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등이 있으며, 세라믹 담체에 

백금 (Pt), 팔라듐 (Pd), 로듐 (Rd)과 같은 촉매를 이용하

여 3가지 성분을 동시에 저감시키는 삼원촉매장치를 

모든 휘발유차량 및 LPG 차량에 법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삼원촉매장치가 부착

된 휘발유차량 및 LPG 차량에서 다량의 NH3가 배출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uarez-Bertoa et al., 

2014; Livingston et al., 2009). 밑의 화학식은 휘발유

차량 및 LPG 차량에 부착된 삼원촉매장치에서 NH3 

발생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Wang et al., 2019).

CO + H2O → CO2 + H2 (1)

2NO + 2CO + 3H2 → 2NH3 + 2CO2 (2)

2NO + 5H2 → 2NH3 + 2H2O (3)

위 반응식으로부터, CO가 CO2로 변환되는 과정에

서 발생된 H2가 NO와 결합하여 NH3를 생성한다. 이

렇게 생성된 NH3는 SO2, NO2의 전구성분에 의해 질

산암모늄 및 황산암모늄을 생성한다. 선행 연구를 살

펴보면, 대도시 도로변에서 차량 배출되는 NH3 농도

가 높게 측정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에 도로변에서 측정된 값은 85.51 ppb로 나타났으며, 

스위스에서는 차량 배출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받는 터

널 관측결과를 살펴보면 터널 출구에서 약 200 ppb 이

상까지 분석되었다 (Chang et al., 2016; Emmenegger et 

al., 2004).

국내 대기는 암모늄이 풍부한 상태 (ammonium 

rich)로 전환되고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NH3에 의해 2차 성분 생성 잠재력이 높아질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NH3 측정의 한계 등으로 차량 

배출에 대한 넓은 공간의 NH3 농도에 대한 보고는 매

우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 차량을 이용하

여 서울시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두 계절별로 차량 배

출에 의한 도로변 NH3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동

오염원 NH3 농도 측정을 통해 차량 배출에 따른 도로

변 NH3 농도를 산출함과 동시에 향후 이동오염원 미세

먼지 기여도에 활용하고자 한다.

  2. 방     법

2. 1  이동차량측정

그림 1(a)은 이동 차량에 설치된 장비 모식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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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차량 지붕에서 공기가 유입되어 내부에 

설치된 분배기 (manifolder)를 통해 각 측정기 (NH3, 

CO, NOx, black carbon (BC))에 의해 실시간 분석되

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NH3 측정장비는 실시간 측정

장비 (Los Gatos Research (LGR), ABB Inc., Quebec, 

Canada)로, 레이저의 지속적인 왕복운동에 의해 흡수

강도의 감쇄율을 교정값에 반영하여 실시간 NH3 농

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NH3 측정기는 측

정 전 전해 연마 (electoric polishing, EP) 처리된 희석

기에 의해 검교정하였다 (Song et al., 2020). NH3 측정

과 더불어, 일산화탄소 (CO)를 비분산 정필터형 적외

선 가스 분석계 (48iQ Carbon Monoxide Analyzer -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적용한 선택성 검

출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분석하였다. 또한, 화학발광

법을 이용하여 NOx (42iQ NO-NO2-NOx Analyzer -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분석하였다. 모든 

실시간 장비는 매회 측정전 바탕값 및 교정을 진행하

였다. 또한, BC를 측정하고자 BC 분석 장비 (micro-

Aeth/AE51, AethLabs, USA)를 사용하였다. AE51의 

BC 농도는 필터에 포집된 미세먼지의 빛투과도 (880 

nm)를 측정하고, 투과에 따른 감쇄 변화를 질량농도

로 변환하여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총 14

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이동차량을 이용해 도로위에서 

평균차량 속도를 유지하며 NH3를 포함한 가스상 전

구성분을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값은 초당 측정자료

를 바탕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후 구간별 및 시간별 자

료로 통계처리하여 최종 산출하였다. 

2. 2  측정시간 및 공간분포

본 연구의 도로변 이동 측정은 서울지역 도로변 

NH3를 포함한 대기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시료 채취 지점을 14개 지점으로 분류하

여 NH3, CO, NO, BC 등을 측정하여 농도를 분석하였

다. 간략히, 서울시 도로변 대기질 측정은 총 3회에 걸

쳐 125시간을 측정하였다. 14개 지점은 서울특별시 8

개 구에 대한 도로변 측정,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

부순환로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대변되는 4개

의 주요 교통망 지점, 강서구와 성동구에 위치한 2개

의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이다. 1차 측정은 2020년 5월 

(은평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 2차 

측정은 7~8월 중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마지막으로 12월 (순환도로, 중구, 성동

구)에 걸쳐 총 3번의 측정 기간을 선정하여 측정을 수

행하였다 (그림 1(b)). 서울시 도로변 대기질 농도에 

대한 시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시간 (04:00~06:00), 차량 이동이 많은 출근시간 

(07:00~09:00), 2차 생성 미세먼지가 활발하게 생성되

는 광화학반응시간 (13:00~15:00), 차량 통행이 일평

균에 가깝고 광화학반응을 배제한 저녁시간 (20:00~ 

22:00)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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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대기질에 대한 계절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지점 중 서울시 중구의 1개 지점을 특정하여 5월과 12

월을 비교하였으며 측정 시기에 따른 NH3 농도를 분

석하였다. 

  3. 결     과

대기 중에 존재하는 NH3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

물과 반응하여 2차 생성물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전

구체이다 (Lee and Park, 2019). 삼원촉매장치가 부착

된 휘발유 및 LPG 차량에 의해 NH3가 배출될 경우 도

시 면적 대비 차량 유동량이 많은 서울시는 차량 발생 

NH3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먼지 영향이 매우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시 도로변 NH3 농도를 측정하였다. 또

한 서울시 도로변 대기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NH3뿐

만 아니라 CO, NO 및 BC 농도를 함께 측정하여 도로

변에서 발생되는 주요 환경인자를 평가하였다.

도로변 NH3 측정은 서울시 14개 지점에서 3계절에 

대해 125시간 측정하였으며, 1회 측정 시 1~2시간을 

연속측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도로변 NH3 농도 분

포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으며, 3계절에 대한 서울시 

NH3 농도는 평균 49.71 ppb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NH3 농도를 측정한 선행 연구에서 서울시의 NH3 농

도는 6.9 ppb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측정 결과는 

이보다 약 7배 이상 높았다 (Shon et al., 2013). 선행 연

구에서는 2010년 서울시 광진구에서 측정한 결과로 

측정 지점과 도로변이 이격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이

동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NH3 농도를 측정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NH3 농도는 서울시 전

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도로변 NH3 농도를 제시하

는 것이며,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NH3 농도 차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도로변 NH3 농도는 이외 지역에 비

해 고농도의 NH3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측정 지점별 NH3 농도는 표 2에서와 같이 강변북로 

(110.12 ppb), 올림픽대로 (68.14 ppb), 중구 (평균 

41.35 ppb), 노원구 (58.71 ppb), 은평구 (51.12 ppb), 관

악구 (46.7 ppb), 성동구 (41.3 ppb), 송파구 (38.44 ppb), 

강남구 (37.23 ppb), 양천구 (36.81 ppb), 강서구 (36.74 

ppb), 종로구 (31.62 ppb), 내부순환로 (25.42 ppb), 수

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5.13 ppb) 순으로 나타났다. 

지점별 NH3 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차량 유

동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선행 연구

에서 제시한 서울시 NH3 농도보다 도로변 NH3 농도

가 높기 때문이며 도로변 NH3의 주요 배출원은 삼원

촉매장치가 부착된 휘발유 및 LPG 차량의 운행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Wang et al., 2019). 

교통량과 NH3 농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8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기준 지점별 방향별 월

별 시간대별 교통량 자료를 조사하였다 (TOPIS, 

2018). 본 연구 기간은 2020년이므로 2018년 교통량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서울시 

교통량 변화는 연간 5% 이내로 보고되고 있어, 2018

년에 조사된 교통량이 연구 결과 해석에 유의미한 변

화를 미치지 않을 것을 가정하였다. 교통량과 NH3 농

도의 관계는 온도 등의 기후 요인을 배제하여 측정 시

기가 비슷한 지점을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연구 지점의 2018년 교통량은 평균 2,264 대/시간으

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7월, 8월) 기준 NH3 농도가 높

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각각 6,723 대/시간, 

126.6 126.7 126.8 126.9 127 127.1 127.2 127.3
37.35

37.4

37.45

37.5

37.55

37.6

37.65

37.7

37.75

10

15

20

25

30

35

40

45

50
NH3 overall concentration of 49.71 ppb

37.7°

37.6°

37.5°

37.4°

126.6° 126.8° 127° 127.2°
10

20

30

40

50
NH3 (ppb)

La
tit

ud
e

Longitude

Fig. 2. Spatial NH3 concentrations from moving vehicle in 
Seoul. 



차량측정 기반 서울시 암모니아 공간분포 분석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7, No. 4, August 2021, pp. 637-646

641

6,674 대/시간이었으며, 노원구는 2,832 대/시간, 송파

구는 930 대/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기간에 측정

한 도로변 NH3 농도는 지점별 차량 유동량에 비례하

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도로변 NH3의 주요 

배출원은 차량 유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한다.

하지만 측정 시기의 차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경우 

차량 유동량이 높은 내부순환로 (3,803 대/시간)와 수

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650 대/시간)의 NH3 농도는 

각각 25.4, 25.1 ppb로 노원구는 58.7 ppb (2,832 대/시

간) 및 송파구는 38.4 ppb (930 대/시간)보다 낮은 수

준이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자 계절 변이에 

따른 도로변 NH3 농도를 분석하였다 (표 1). 표 1은 중

구 측정 지점을 5월과 12월 동일한 장소 및 시간에 측

정한 결과이다. 표 1에서와 같이 중구 NH3 농도는 5월

에 50.8 ppb, 12월에 31.9 ppb로 약 1.6배 차이가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NH3는 강한 휘발력으로 온도에 매

우 민감하게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

면 20°C에서 30°C로 온도가 증가할 경우 NH3 휘발량

은 1.4~1.8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Fan et al. , 

2011). 본 연구의 5월 측정 온도는 평균 18.7°C였으며, 

12월 측정 온도는 평균 2°C로 16.7°C의 차이가 있으

며, NH3 농도는 약 1.6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봄 및 겨

울의 농도 변이는 온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

시 도로변 NH3 농도는 외부 온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

다. 

Table 1. Seasonal NH3, CO, NO, and BC concentrations in the Junggu area.

Season
NH3 (ppb) CO (ppb) NO (ppb) BC (µg/m3)

Avg Std Avg Std Avg Std Avg Std

Spring (Junggu) 50.8 20.9 699 468 77.9 91.3 1.34 1.14 
Winter (Junggu) 31.9 4.3 552 261 134.5 108.0 1.99 0.76 

Avg 41.3 12.6 625 364 106.2 99.7 1.66 0.95 

Table 2. Overall average of NH3, CO, NO, and BC concentrations from vehicle measurement in Seoul.

Measurement area
NH3

 (ppb) Sampling days 
(hours)

Hourly traffic
(#/hour)

Average 
temperature (°C)Avg Std

May

Eunpyeong 51.1 4.08 2 (12) 1,771 19.1
Jongno 31.6 2.94 2 (12) 2,209 13.7
Junggu 50.8 20.9 3 (12) 1,795 18.7
Gwanak 46.7 3.47 2 (12) 2,509 16.4
Yangcheon 36.8 3.87 2 (12) 1,828 18.1
Gangseo 36.7 3.06 1 (6) 1,121 20.7

Jul
Nowon 58.7 4.21 2 (12) 2,832 25.8
Gangbyeonbukro 110.1 34.99 0.5 (3) 6,723 23.7
Olympicdaero 68.1 11.42 0.5 (3) 6,674 23.7

Aug
Songpa 38.4 3.72 2 (12) 930 25.0
Gangnam 37.2 3.13 2 (12) 3,110 26.8

Dec

1 Sunhwan Expressway 25.1 3.64 0.5 (3) 5,650 -1.0
Naebu Expressway 25.4 1.99 0.5 (3) 3,803 -1.0
Junggu 31.9 4.27 1 (6) 1,733 2.0
Seongdong 41.3 4.86 1 (5) 2,71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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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NH3 농도와 차량 유동량 및 온도와의 관계

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 그림 3은 (온도×차량유동량)과 NH3 농도의 상관

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상관성 분석 결과 그림 3에서

와 같이 서울시 도로변 NH3 농도는 (온도×차량유동

량)과 상관관계 결정계수 (R2) 0.619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그림 3에서 상관관계 결정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지점을 제외할 경우 (온도×차

량유동량)과 NH3 농도의 관계는 상관관계 결정계수 

0.9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 결정계수에 영

향을 미치는 3개 지점은 올림픽대로, 강남구 및 중구

이다. 이 중 올림픽대로와 강남구는 측정일에 각각 

50.1 mm, 18.5 mm의 일별 강수량을 나타낸 날로 강수

에 의해 NH3 농도가 저평가된 날로 판단된다. 반면 중

구는 (온도×차량유동량)에 비해 NH3 농도가 높게 나

타난 지역이다. 이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4대문 

내 5등급, 6등급 노후 경유차 출입 금지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차량 유동에 의해 발

생되는 NH3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된 휘발유차량 및 

L P G 차량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uarez-Bertoa et al., 2014; Livingston et al., 2009). 따

라서 노후 경유차의 진입이 금지된 중구는 다른 측정 

지점과 비교하여 휘발유 차량 및 LPG 차량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차량 유동량 대비 높은 

NH3 농도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도로변 NH3 농도는 차량유동량과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도로변 NH3는 차량유동에 

의해 배출되며, 배출된 NH3의 농도는 외부 온도에 의

한 영향으로 결정된다. 

서울시 14개 지점, 3계절에 대한 도로변 CO, NO, 

BC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4). 그 결과 서울시 도로

변 CO의 평균농도는 802 ppb로 나타났으며, NO와 

BC는 76 ppb와 1.3 μg/m3으로 측정되었다. 측정 지점

별 CO, NO 및 분량 BC 농도를 살펴보면, CO의 고농

도 측정 지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나타나 

NH3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NH3가 비교적 높은 농도

를 보인 중구는 CO 농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NO 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된 지점은 NH3, 

CO와 동일하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나타났지

만, NO의 최고농도는 NH3 농도가 가장 낮은 지점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나타났다. BC의 경우 NO와 

동일하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비교적 높게 

관측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내부순환로와 성동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측정 지점별 CO, 

NO 및 BC의 농도는 NH3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도로변 NH3 농도를 결정하는 온도 및 차량유동량 외

의 환경 요인과 NH3와 차별되는 생성 메커니즘에 의

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도로변 CO, NO, BC 농도의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계절별, 시간별 농도를 확인하였다 (표 3). CO

의 평균 농도는 봄 608.8 ppb, 여름 1,026.7 ppb, 겨울 

399.1 ppb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의 CO 농

도는 약 200 ppb이며, 대기 중 CO 배출원, 식물 호흡 

등에 의해 농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haffari et al., 2008). 한편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부

산지역 도로변 CO 농도는 평균 800 ppb로 나타났으

며 (Do et al., 2013), 해외 선행 연구 결과 중국과 인도

에서의 도로변 CO 농도는 평균 2.27 ppm, 1.22 ppm로 

보고된 사례가 있다 (Li et al., 2017; Lawrence et al., 

2005). 이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서울시 도로변 CO 

농도는 자연상태의 CO 농도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도

로변에 배출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행 연구

에서 확인된 도로변 CO 농도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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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확인되었다. 시간별 CO 농도는 계절에 상관 

없이 13~15시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광화

학반응시간의 OH 라디칼과 CO가 반응하여 CO2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Rozante et al., 

2017; Wofsy et al., 1972). 일반적으로 차량 배출에 의

한 CO는 겨울철에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엔진과 차

량 배기가스 제어 장비는 저온에서 비효율적인 작동

을 하며, 공연비 비율이 낮고, 연료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Rozante et al., 2017).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높은 CO 농도를 

보였다. 여기에는, 탄화수소 증발 비율이 고온인 여름

철이 겨울철보다 높고 (Rozante et al., 2017), 겨울철 

난기류 등의 영향 (De Oliveira et al., 2002; Sailor and 

Fan, 2002) 및 여름철 측정 지점과 겨울철 측정 지점

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NO 농도는 평균 76 ppb로 나타났으며,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서울 도심에서 측

정한 NO의 농도는 평균 4.95 ppb, 최대 57.4 ppb였으

며 (Kim et al., 2016), 신촌 일대와 대흥동 일대의 NO 

농도는 평균 127 ppb로 나타났다 (Pandey et al., 2008).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NO 농도는 서울 도심과 비

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도로변 NO 농도가 이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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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계절

별 NO 농도를 살펴보면 봄 및 여름의 농도는 각각 

72.2 ppb, 77.1 ppb인 데 반해 겨울철 NO 농도는 159.8 

ppb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 온도가 낮아지고, 습

도가 증가할 경우 차량의 NO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Suarez-Bertoa 

and Astorga, 2018). 따라서 NO 배출은 차량 유동과 

상관성이 있다. 시간 변화에 따른 NO 농도를 살펴보

면 NO는 CO와 비슷하게 광화학반응시간에 감소한

다. 이는 NO2의 전구물질로서 광화학반응시간에 NO

와  O3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BC 농도는 평균 1.3 μg/m3이며, 계절별 

BC 농도는 봄 1.3 μg/m3, 여름 1.4 μg/m3, 겨울 2.5 μg/

m3으로 측정되었다. BC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배출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난방에 

의해 배출된다 (Park et al., 2018). 이를 바탕으로 겨울

철 BC 농도를 살펴보면 출근시간의 농도는 3.7 μg/m3, 

저녁시간 2.5 μg/m3으로 광화학반응시간 1.3 μg/m3보

다 높다. 또한 겨울철 BC 농도는 봄 및 여름에 비해 약 

80% 이상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봄 및 여

름과 다르게 겨울철 BC 농도는 차량뿐만 아니라 난방

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NH3, CO, NO, BC 농도를 살펴본 결과 4

개의 측정 항목은 모두 차량 유동과 관련이 있다. 하

지만 CO, NO 및 BC의 농도는 도로변과 이외 지역의 

농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차량 배출 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시 도로변 NH3 농도

는 차량 유동량과 온도 증가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이는 NH3가 서울시 도로변 차량유동에 대한 오

염물질의 배출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

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 도로변 NH3 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8개 구에 대한 도로변 

측정,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및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로 대변되는 4개의 주요 교통망 지점, 

강서구와 성동구에 위치한 2개의 하수처리장 주변 지

점 등 총 14개 지점의 NH3 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도로변 NH3 평균 농도는 약 50 ppb로 나

타났으며, 지점별 NH3 농도는 차량 유동량 및 온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연구 지점의 NH3 농

도는 (차량유동량×온도)와의 상관관계 결정계수가 

0.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로변 CO, 

NO, BC는 차량 유동과 관련성이 있지만, 도로변과 이

외 지역의 농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난방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1) 차량 배출량 자료 및 환경 측정망 자료를 기반으

로 공간분석기법이 적용된 NH3의 지역적 분포를 확

인하는 데 더욱 가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 서울

시 차량 배출에 따른 도로변 NH3 농도의 공간분포 통

해, 차량 배출에 2차 미세먼지 발생 잠재력 및 예측 모

델링 입력자료로 활용가능하며, (3) 지역별 차량 배출

성분 관측 및 모델링의 통합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과

학적이고 종합적인 대기환경관리를 수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도로이동 오염

원에 대한 휘발유 또는 LPG 차량 NH3 추가적인 배출 

저감장치의 부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Table 3. Time of Day of CO, NO, BC concentrations in Season. 

Season Time CO NO BC

Spring

4~6 691.3 72.3 1.4 
7~9 754.4 102.3 1.5 

13~15 493.2 60.8 1.1 
20~22 496.3 53.5 1.1 

Spring Avg 608.8 72.2 1.3 

Summer

4~6 1021.9 21.0 0.8 
7~9 1104.1 120.3 1.8 

13~15 825.5 67.6 1.3 
20~22 1155.3 99.6 1.7 

Summer Avg 1026.7 77.1 1.4 

Winter
7~9 528.0 262.8 3.7 

13~15 266.1 66.7 1.3 
20~22 403.3 150.0 2.5 

Winter Avg 399.1 159.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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