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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  미세먼지는 호흡기계를 통하여 노출되어 천식, 만성기 지염, 기

도페쇄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며(Vedal S, Petkau 1, White R, et al. 

1998), 심근경색, 뇌졸 , 심박동수 이상, 사 등과 같은 심 계 질환의 

요한 험요인이다(Peters A, Liu E, Verrier RL, et al. 2000). 특히, 자동

차 배출가스로 인해 인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극미세입자는 폐의 염증

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리 알려져 있다.

 한, 경유에 포함된 유황성분은 배출되어 황산염을 형성함으로서 기

 입자상물질(PM) 증가에 한 기여를 한다고 하 다(ACEA, 199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연료의 황성분 변화와 기  미세먼지 오염

도 변화의 상 분석(correlation)을 통하여, 기  미세먼지 오염도에 미치

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을 상으로 연료의 황성분 변화가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주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 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인체에 미치는 향 악을 해 미세먼지 오염도 변

화를 보건학 인 지표로 선정 하 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용 경유의 황성분 변화와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는 도로변지역

(R=0.54)과 도심지역(R=0.68) 모두에서 상 성을 보 다.

 둘째, 휘발유의 황성분 변화와 미세 먼지오염도 변화는 도로변지역

(R=0.50)과 도심지역(R=0.74) 모두에서 상 성을 보 다

 셋째, 인식도(risk perception) 조사결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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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응답자의 87.8%), 서울의 기질

은 여 히 개선이 필요(응답다의 76%)하며, 만족도(응답자의 5.6%)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연료의 유황성분 변화가 기 의 미세먼지 오염도 변

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악됨에 따라 향후 연료정책  제도 개선에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은 인구증가,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 에 지 사용량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기개선 정책 추진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는 개선

이 되고 있지만, 여 히 지역주민의 기질에 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

며 지속 인 기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을 고려하지 않아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료정책 평가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어 : 미세먼지, 자동차연료, 황성분, 위해도, 수도권, 자동차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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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11,127명으로 추정

(경기개발연구원, 2003)된다. 기오염으로 인한 사회  피해 비용이 연간 

10조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머지로 인한 사회  

피해비용은 약 4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2010, 환경부). 

  수도권, 특히 서울의 기오염도는 그간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런던, 동경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하여 여 히 높은 수 이다. 서울의 미

세먼지(PM10) 오염도는 2000년  에 비하여 하게 개선('01년 65㎍

/㎥ → '09년 51㎍/㎥)이 되었으나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하여 2~3.9배로 

추가 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비수도권지역과의 격차도 2003년 서

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66㎍/㎥, 비수도권지역은 53㎍/㎥에서 2009년 서울

의 미세먼지 농도는 51㎍/㎥, 비수도권지역은 47㎍/㎥로 격차가 감소하고

는 있으나 여 히 높은 수 이다.

  2007년 기오염물질 배출 황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은 기오염물질 배

출총량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은 편이다. 비산먼지를 제외

한 PM10의 배출총량은 13,524톤/년이며, 이  자동차 배출이 52%로 가

장 많고, 비도로 이동오염원 30%, 제조업연소 6%순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환경부, 2010). 

  수도권지역의 2009년 자동차 등록 수는 7,865천 로서 국 17,325천

의 45%에 달하며, 2000년 5,577천  비 약 41% 증가하 다. 자동차의 일 

평균 주행거리는 57.3㎞/ 로써 일본의 25.2㎞/ 에 비해 2배 이상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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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4.8㎞/  보다 높은 수  이다(환경부, 2010). 

  미세먼지(PM10)는 공기  고체 상태와 액 상태 입자의 혼합물로써 자

연 배출원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정배출원이나 이동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므로 여러 형태의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배출원으

로부터 직  배출되거나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가스상 물

질에 의해 2차 으로 생성된다(국립환경과학원, 2010).

  이러한 미세먼지는 기 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합성 동화작용, 호흡

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향을 미친다. 특히, 입경

이 10㎛보다 큰 입자는 호흡시 구강이나 코에서 부분 걸러지나, 10㎛이

하의 입자는 호흡기계를 통해 기 지나 폐포 깊숙이까지 침투, 흡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분진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상 으로 표면 이 

증가하여 각종 속과 유해 기오염물질과의 흡착이 용이하여 인체에 

미치는 향을 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0).

  미세먼지의 호흡기 향은 주로 세기 지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러한 작용은 천식, 만성기 지염, 기도폐쇄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한 미세먼지는 폐 조직에서 박테리아의 

불활성화 혹은 제거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

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근경색, 뇌졸 , 심박동수 이상, 사 등과 같

은 심 계 질환의 요한 험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입자상물질(PM)의 인체 유해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되어 인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극미세입자는 폐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리 알려져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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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동차로 인해 노출이 심한 도로변에서의 미세먼지 노출평가  독

성평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오염물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

료품질, 엔진기술, 배출가스 감장치의 기술, 운 자의 운 특성 등 많은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자동차엔진 기술의 발 으로 엔진 자체의 결

함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요인은 많이 어들었으며, 자동차에 사용되어 

지는 연료의 종류와 품질에 많은 향을 받는다.

  유럽의 오토오일 로그램에서 특히 경유의 황성분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기 에서 황산염을 형성하여 입자상물질(PM) 배출에 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하 다(ACEA, 1997). 연소  연료 내의 황분은 SO2

를 형성하며, SO2  일부는 더욱 산화되어 황산염(SO4)이 된다. 황산염과 

이에 결합된 수분은 미립자의 탄소핵 주변에 유착되어 PM의 양을 증가시

키기 때문에 황분은 PM생성에 막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미 제시한 것처럼 서울 지역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기  미

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서울 지역의 효율 인 기질 리를 

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리는 매우 요하다. 인체 향  해 증폭 가능성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로변지역 미세먼지의 변화를 보건학 인 지표로 선정하여 

연료의 황성분 변화에 따른 기  미세먼지 농도 변화의 유의성을 평가

하여 자동차 연료 정책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세부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유와 휘발유에 포함된 황성분 변화에 따른 서울의 도로변지역과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의 상 계를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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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기오염, 

자동차 부문 기오염  개선정책, 자동차 배출가스의 해도 등에 한 인

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셋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주민의 건강 향 리를 하여 자동차 

부문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을 효율 으로 리하는데 필요한 정책

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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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가. 자동차 연료  황성분의 향 연구

    외국의 Auto-Oil 로그램 추진결과 연료의 황성분이 배출가스  미

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황 성분은 원유

에 함유되어 있으며 엔진 수명에도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1은 

황 함량이 높아지면 엔진 수명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 다.

Source : Detroit Diesel, Effect of Sulfur on Engine Life Span

Figure 1. Effect of Sulfur on Engine Life Span 

    경유의 황분은 배기가스로 배출되어 기 에서 황산염을 형성하여  

입자상물질(PM) 증가에 기여한다. 유럽 오토오일 로그램에서는 황 함량

을 500ppm에서 30ppm으로 낮출 경우 PM배출을 경부하 차량에서는 7%, 

고부하 트럭에서는 4%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측하 다. PM배출과 연

료의 황 함량 간 계를 보다 잘 반 하기 하여 유럽 고부하(High-duty)

엔진 제조사들이 보정인자를 개발하 다. 이러한 보정은 황성분 감소의 효

과가 그림 2에서와 같이 고부하 트럭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연료의 황함량 감소는 배출 보정과 상 없이 모든 엔진에서 PM배출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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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ACEA Report (Effect of Diesel Fuel Quality on High Load Diesel 

Engine, 1997. 3)

Figure 2.  Effect on Sulfur Content on PM Emission in High Load Engines 

(PM=0.10g/kWh)

    고부하 차량을 상으로 실시한 시험에서는 일본 디젤 13 모드 사이클

을 이용하 으며, 상당한 PM배출 감소가 매부착 차량과 매 미부착 차

량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황 함량 400ppm인 연

료로 운행되는 매 미부착 트럭의 PM배출이 황 함량 2ppm인 연료에서 

운 할 때에 비하여 두 배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JSAE 9831171).

    연소  연료 내의 황분은 SO2를 형성하며, 주로 엔진에서 배출된다. 

SO2  일부는 더욱 산화되어 황산염(SO4)이 된다. 황산염과 이에 결합된 

수분은 미립자의 탄소핵 주변에 유착된다. 이것은 PM의 양을 증가시기 때

문에 황분은 PM에 막 한 향을 미친다. 일반 으로 황분에서 황산염으

로의 환비율은 약 1%정도이므로 엔진 배출 PM에 한 황산염의 기여도

는 무시되어 왔지만, 산화 매를 함유한 후처리장치를 사용하면 매 효율

에 따라 환율이 최  100%까지 극 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화

매가 있는 차량 시스템에 해서는 엔진에서 배출되는 SO2의 부분이 

SO4로 산화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PM의 양은 증가한다. 이것은 차량 후

처리 시스템의 효율에 요한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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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규제에서는 연비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함께 NOx와 PM배출 

감소가 요구된다. De-NOx 매시스템은 NOx, PM  연료소비 사이의 트

이드-오 (Trade-off) 계를 차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이 이

러한 시스템은 황분에 매우 민감하다. 연료의 황 함량은 De-NOx 매 시

스템의 성능에 요한 인자로 작용하며, 황분제로 연료를 사용할 때 매 

성능은 보다 향상된다.

Source : JAMA, Presentation Material at the 30th ISATA (1997. 6)

Figure 3.  Effect of NOx conversion on the aging of SOx 

  DECSE(The diesel emission control-sulfur free effects) 계획은 미국에

지부(DOE), 엔진제조사 회(EMA)  배출가스조 회(MECA)가 실시한 

공동 로그램으로, 경유의 황 함량이 3, 16, 30, 150  350ppm일 때 고부

하  경부하 엔진에 한 향을 연구하 다. 한, APBF-DEC(The 

advenced petroleum based fuels - diesel emission control) 로그램은 

2001～2010년 동안 배출가스기 에 부합하는 황분 경유, 윤활유, 디젤엔

진과 배출조 시스템의 최 화된 계를 증명하 다.

  NOx 흡착기는 황분에 의해 피독 되고 무력화된다. 이 기기는 황분제로 

연료에서는 NOx 제거 효율이 최  90%까지 증가된다. 황분은 SO2가 연소 

에 형성되고 배기가스로 방출된다. SO2는 NOx 흡착 매에서 NOx와 유

사하게 반응하며 NO2와 비교할 때 보다 강력한 흡착물(SO3)을 생성하며 

SO2는 NOx 흡착에 해서는 독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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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x 흡착 환효율에 한 황분의 향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황 함

량 3ppm인 연료에 비해 황 함량 16과 30ppm인 연료는 성능 면에서 심각

한 하를 래하 다. 

Source : DECSE Program, Phase 1, #2, Oct. 1999, USA DOE/EMA

Figure 4. Effect of NOx conversion efficiency on sulfur (150 hours of aging)

  경유에 함유된 황분은 DPF시스템에 포함된 산화 매에서 가스상 황화합

물로 쉽게 변형되고 기 에서 이차 황산염 미립자를 거쳐 변형될 수 있

므로 황분제로 연료를 DPF시스템 장착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CR-DPF(Continuously regenerating diesel particulate filter)은 DPF의 상

류부분에 치한 경유 산화 매를 통해 엔진에서 배출되는 NO를 NO2로 

계속 으로 재생시켜 필터를 재생시킨다. 충분한 NO2를 생성하도록 하기 

해서는 한 차량 조정이 필요하다. NO2는 경유PM에 해서 산소보

다 더 효과 인 온 산화제로 정립되어왔다. 배출가스 내 황분은 CR-DPF

를 통해 산화되고 황산염을 형성하며 PM생성에 기여하게 된다. 

  CDPF(Catalytic diesel particulate filter)는 경유 배출가스에서 PM의 산

화를 진하기 하여 DPF 구성성분에 매코 을 이용해 DPF를 재생시

킨다. 배출가스  황분은 CDPF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황산염을 형성한다. 

배출가스 온도와 황함량은 DPF의 두 가지 유형(CR-DPF와 CDPF)의 성능

에 향을 주는 결정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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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유형의 DPF는 황 함량이 매우 낮을 때 PM배출을 효과 으로 

낮추지만, 황 함량이 증가하면 PM양에 향을 주는 황산염 함량도 증가한

다. 황 함량 3ppm의 연료를 이용한 DPF 시험에서 OICA 사이클을 통해 

PM의 95%가 감되었다(그림 5). 황 함량 30ppm인 연료의 경우, PM 감

소 효율이 CR-DPF와 CDPF의 경우 각각 72%와 74%로 낮아졌다. 황 함량 

150ppm에서 측정된 황 함량은 탄소질 입자의 감을 방해하기 때문에 측

정된 총 PM감소가 제로에 가깝다. 

Source : DECSE Program, Phase 1, #2, Oct. 1999, USA DOE/EMA

Figure 5. Effect of PM emission on sulfur content - OICA cycle

유사한 결과가 일본 DPF 시험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Source : Clean Air Quality Program, Japan

Figure 6. Effect of diesel fuel particle on fuel - CR-DPF Japan diesel 

mode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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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세먼지의 건강 향

  기  미세먼지는 기 에 부유하는, 매우 복잡한 성분을 가진 물질

이며, 부분 자동차 배기가스, 도로의 먼지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미세먼

지의 크기와 성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 입자의 크기, 표면 , 화학  

조성이 건강 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미세먼지입자는 직경이 0.1~10㎛이며, 부분 화석연료의 연

소에 의해 발생하는데, 연소입자는 탄소성분을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속, 

황산염 등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며, 이 모든 성분이 입자의 독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조성은 발생원에 따라 다르다. 모래먼지 등 흙에서 발생한 

먼지는 무기물질, 미네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연소에 의해 발생

된 먼지는 타다 남은 연료, 검댕, 황 화합물, 미네랄성분, 유기탄소, 미량의 

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만들어지는 황산염과 질산염, 그리고 국에서 날아

온 2차생성물 등이 주요성분인 것으로 조사 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PM2.5) 평균 성분 조성은 유기탄소 24%, 황산염 21%, 질산염 14%, 원소탄

소 10%, 속산화물 8%, 기타 24%로 나타났으며, PM10의 경우 PM2.5에 비

하여 유기탄소와 원소탄소의 구성비가 상 으로 감소하고 속산화물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다양한 배출원  자동차의 경우 총 기여율

이 22.3%로 2차 미세먼지 31.4% 다음으로 높은 기여율을 보 으나 1차 미

세먼지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배출된 가스상 오염물질이 기 에서 2차 

미세먼지로 환되는 율을 고려하면 자동차에 의한 기여율은 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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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며,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입경이 작고 벤조(a)피

 등 각종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 량당 해도가 다른 배출

원보다 상 으로 매우 크므로 우선 으로 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

힌바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기 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합성 동화작용, 호흡

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향을 미친다. 특히, 미세

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미세먼지의 호흡기 향은 주로 세기 지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러한 작용은 천식, 만성기 지염, 기도폐쇄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한 미세먼지는 폐 조직에서 박테리아의 

불활성화 혹은 제거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

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근경색, 뇌졸 , 심박동수 이상, 사 등과 같은 

심 계 질환의 요한 험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gure 7. Fine Particles and Mortality Rate, Six Cities Study (Dockery 

DW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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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후반부터 미세먼지의 인체 향에 한 보고가 있었지만, 

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Dockery 등(1993)이 발표한 ‘미국 6개 도시에서의 

기오염과 사망과의 련성에 한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기오

염물질 에서도 미세먼지가 사망률과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면서 미세먼지에 한 환경보건학  요성이 두되기 시작하 다. 최

근에는 Pope 등 (2002)이 미세먼지 장기 노출과 폐암  심 질환 사망

률과의 련성에 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의 보건학  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암 방 연구(Cancer Prevention 

Study II)의 상자 120만명을 향 으로 추 한 결과 미세먼지가 10㎍/㎥ 
증가할 때마다 체 만성 사망 험은 4% 증가하고, 심 계 사망은 6%, 

암으로 인한 사망은 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지역을 상으로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련성을 연

구한 결과, 미세먼지가 10㎍/m3 증가할 때마다 일일 사망률은 0.8%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서울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허 성 심장 질환  성 뇌졸 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이 증

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PM농도의 단기증가와 사망 의 련성에 한 시계열  연구에서 

PM농도의 단기 상승이 아의 사망률, 특히 호흡기질환 사망  아의 

돌연사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Sarm RI, Binkova B, 

Dejmek J, et al,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오염이 기 치 이하로 유지

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와 같이 민감한 집단에는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보건학 으로는 매우 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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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는 기  미세먼지의 주요 인체 향을 고찰하고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와 자동차 연료(경유, 휘발유) 황성분과의 상 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서울지역 주민을 상으로 자동차 정책  연료개선 정책에 

한 인식, 자동차 배출가스의 해도에 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 다. 

향후 주민 건강 향 리를 하여 자동차 부문 기오염 개선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황 함량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향 조사

기  미세먼지의 인체 해성에 한 문헌조사

서울 도로변지역과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 조사

자동차연료(경유, 휘발유) 황함량 조사

서울지역 주민 1,000명을 상으로 기오염 인식도 조사

연료의 황함량과 기  미세먼지의 상 계 분석

주민 인식도 조사 결과 분석  평가

자동차연료 개선정책 평가의 한계  도출

정책  제언

Figure 8. Frame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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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상 선정

    기환경보 법에서 리하고 자동차연료(경유, 휘발유) 품질 리 항목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럽의 

Auto-Oil Program 연구결과 발표된 황 항목을 선정하 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연소부문, 생산공정  이동오염원 부문 등 

10개 부문으로 산정하여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NOx, SOx, PM10 등 6개 

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 다.

    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고 있는 기오염 측정망 

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향을 많이 받는 도로변지역과 상 으로 향

을 덜 받게 되는 도시지역의 측정망 운 결과를 조사하 다. 미세먼지의 

건강 향이 확인되어 이를 환경보건 지표로써 사용하 다.

    자료는 통계력을 높이기 하여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많은 서

울지역을 선정하 다.

  나. 상 성 분석

    자동차 연료의 성분변화,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변화 추이, 도로변 

기오염 측정망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종합 으로 검토하고 자동차연료 성

분 변화와 기오염도 변화에 하여 상 분석(correlation)을 하 다.

    서울의 기오염 측정망 에서 도로변지역과 조지역으로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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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측정망 지 을 선정하 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직 인 향을 많이 

받는 도로변지역과 그 지 않은 지역을 조지역으로 선정하여 자동차 연

료와 기오염도의 상 성을 분석하 다.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량이 많고, 인체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미세먼

지를 연구 상물질로 선정하고 오염도 변화를 보건학  지표로 해석하 다.

  다. 조사자료 수집  사용

   자동차 배출가스를 통하여 기  미세먼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되는 자동차연료(경유, 휘발유)의 황성분 검사결과를 조사하 다.

   지역 으로는 이동오염원의 향이 많고, 기타 산업이나 발 시설 등의 

향이 은 서울지역을 선정하고 측정망 지  서정은 도로변지역 측정망 

데이터와 조지역으로 도시 기 측정망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리하 다.

   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으로 연료기  강화와 자동차 배

출가스 해도 인식에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 여론조사는 서

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상으로 29항목에 하여 실시하 으

며,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직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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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동차연료(경유, 휘발유) 환경품질기  조사

   우리나라는 산업발 과 함께 자동차가 격히 증가하면서 도시 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1990년 기환경보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자동차 

성능을 충족하기 해 리해 왔던 자동차 연료품질기 을 기오염을 개선

하기 하여 자동차 배출허용기 과 연계하여 리하기 시작하 다. 1991년

부터 연료에서 기인되는 오염물질을 이기 해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용되는 환경품질기 을 설정하고 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Standard Reinforcement of Gasoline 

for Domestic Vehicles

       연도

항목

’91.2 ~

’92.12

’93.1 ~

’95.12

’96.1 ~

’98.3

’98.4 ~

’99.12

’00.1 ~

’01.12

’02.1 ~

’05.1

’05.2 ~

’08.12
’09.1 ~

방향족화합물

(부피%)
-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5(30) 

이하

30(27)

이하

24(21)

이하

벤젠함량

(부피%)
- 6 이하 5 이하 4 이하 2 이하 1.5 이하 1.0 이하 0.7 이하

납함량(g/L) 0.3 이하 0.013 이하

인함량(g/L) 0.0013 이하

산소함량

(무게%)
- 0.5 이상

0.75

이상
1.0 이상

1.3 ~ 2.3

(여름용 :

 2.3이하)

1.0~2.3

(여름용2.3이하)
2.3 이하

올레핀함량

(부피%)
- 23 이하

18(23) 

이하

18(21) 

이하

16(19)

 이하

황함량(ppm) - 200 이하 130 이하 50 이하 10 이하

증기압

(kPa, 37.8 ℃)
- 82 이하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90% 

유출온도(℃)
 - 175 이하 170 이하

주) 1. 산소함량은 MTBE(메틸 t-부틸에테르)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함.

    2. 올 핀함량에 하여 ( )안의 기 을 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방향족화합

물량을 30이하로 용함.

    3. 증기압은 2010.01.01부터 하 기(06.01 ~ 08.31)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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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분은 연료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을 발생시키며, 이 게 형성된 황산

화물은 자동차부품의 부식  기오염의 주요물질료 작용하며, 연료내의 황

분을 정제시켰을 때 배출가스  HC, CO, NOx에 한 배출가스 감효과

가 있는 것으로 외국의 Auto-Oil Program 결과에서 보고되었다. 기환경

보 법에서 1991년 경유의 잔류탄소량과 황함량 기 을 설정한 이후 지속

으로 기 을 강화하면서 리해 오고 있다. 

    다고리방향족은 엔진 퇴 물을 증가시키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

 배출가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디젤엔진에서 미립자 형성과 PAH 배

출에 향을  수 있다. 세탄값은 배출가스(NOx)에 큰 향을 미치고 세

탄값 증가는 HC 배출에 30~40%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able 2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Standard Reinforcement of Diesel 

Fuel for Domestic Vehicles

    연도

항목

’91.2 ~

’92.12

’93.1 ~

’95.12

’96.1 ~

’98.3

’98.4 ~

’01.12

’02.1 ~

’05.12

’06.1 ~

’08.12
’09.1 ~

10% 

잔류탄소량(%)
0.20 이하 0.15 이하

밀도

(15 ℃, kg/m3)
-

815 ~ 

855
815 ~ 845

815 ~ 

835

황함량(ppm)
4,000 

이하

2,000 

이하

1,000 

이하
500 이하 430 이하 30 이하 10 이하

다환방향족

(wt%)
- 11 이하 5 이하

윤활성@60 ℃

(HFRR, μm)
- 460 이하 400 이하

방향족화합물

(무게%)
- 30 이하

세탄지수

(또는 세탄가)
- 5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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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결 과

1. 수도권지역 기오염 특성 분석

 가. 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의 이동오염원에서 기오염 기

여도를 분석하기 하여 기오염물질배출량을 부문별로 조사하 으며, 이

동오염원 배출량에 향을 미치는 지표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 다. 수도권 

지역의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07년 CAPSS(Clean Air Support 

System) 자료를 이용하 다. 

   2007년 수도권지역의 PM10 배출량 14,860톤 에서 도로이동오염원에

서 7,771톤을 배출하여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ir pollutant emission rank in metropolitan area 2007 (ton/year)

구분 1순 2순 3순 합계

SOx
비산업연소

(14,709)
제조업연소

(10,890)
에 지산업 연소

(10,295)
52,477

NOx
도로이동오염원

(190,759)
비도로이동오염원

(101,581)
비산업연소

(38,856)
385,398 

TSP
도로이동오염원

(7,771)
비도로이동오염원

(4,521) 
제조업연소

(1,531)
16,203

PM10
도로이동오염원

(7,771)
비도로이동오염원

(4,347)
제조업연소

(958)
14,860

CO
도로이동오염원

(255,653) 
비도로이동오염원

(47,920)
비산업 연소

(21,336)
349,170 

VOC
유기용제사용

(206,662)
도로이동오염원

(43,286)
생산공정
(18,790)

3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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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수도권의 자동차 등록 수와 에 지사용량은 지속 으로 

증가한 반면, 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유자동차에 매연 감장치 부착  CNG버스 증가의 효과로 보여 진다.

Table 4. Emission of roadside pollutant in metropolitan area and change in 

indicator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오염물질 배출량 (톤/년) 577,079 543,371 510,274

에 지사용량 (TOE) 45,954 48,965 50,468

자동차등록 수 (천 ) 6,921 7,329 7,579

매연 감장치 수  ( ) 1,501 133,945 229,963

CNG 버스 등록 수 ( ) 3,320 5,963 9,844

    수도권의 지역별, 배출원별 PM10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총 배출량  도로이동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 이 30%로 조사되었다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 리권역)

수도권

(비권역 포함)

에 지 산업연소 13 367 206 586 586 

비산업연소 278 55 167 501 544 

제조업연소 5 100 687 792 958 

생산공정 0 293 65 358 411 

에 지수송 장 0 -

유기용제사용 0 -

도로이동오염원 1,911 982 4,096 6,989 7,771 

비도로이동오염원 1,652 614 1,805 4,071 4,347 

폐기물처리 22 20 84 127 129 

농업 0 -

기타 면오염원 38 13 50 101 113 

합계 3,920 2,444 7,160 13,524 14,860

source : NIER, CAPSS, 2007

Table 5. PM10 Emission by region and emission source (2007, CAPSS)

                                                        (Unit : ton/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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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리권역의 기오염물질 배출 황은 2001년 비 2007년 배출량 

결과 SOx(70→45), PM10(15→13) 배출량은 감소된 반면, NOx(309→353), 

VOC(263→292) 배출량은 증가했다.

Table 6. Current Status of Air Pollutant Emission

                             (Unit : 1000ton/yr, except scattering particles)

연 도 PM10 NOx SOx VOC

2001 15 309 70 263

2007 13 353 45 292

  환경부의 각종 기환경개선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기환경개

선이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수도권 인구의 지속 인 증가를 들 수 있다. 수

도권의 인구 도는 2,084명/㎢(‘07년)으로서 국 평균(502명/㎢)의 4.2배이

며, 2002년 인구 도(1,858명/㎢) 보다 약 12% 증가했다. 

  다른 원인으로는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009년 수도권 

자동차 등록 수는 국의 45%에 달하며, 2000년 비 약 41% 증가했다. 

일 평균 자동차의 주행거리는(57.3㎞/ ) 일본(25.2㎞/ )에 비해 2배이상 

길고, 미국(54.8㎞/ ) 보다 높은 수 이다.

Table 7. Registered vehicles per year

                                                 (Unit : 1,000 vehicles)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9

 국 3,395 8,469 12,059 15,397 16,428 17,325

수도권 1,789 4,039 5,577 7,115 7,579 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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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도권지역 에 지 사용량은 2000년 41백만TOE에서 2007년 50백

만TOE로 약 22%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송부문 에 지 사용량은 2000년 

비 약 31% 증가(2000년 13백만TOE → 2007년 17백만TOE) 했다.

Table 8. Energy consumption by sector

                                                     (Unit : 1,000TOE)

구    분 1990 2000 2005 2007

총   계 24,143 (100) 41,006 (100) 49,204 (100) 50,084 (100)

산   업 6,696 ( 28) 10,657 ( 26) 11,981 ( 24) 12,322 ( 25)

수   송 6,125 ( 25) 12,831 ( 31) 16,208 ( 33) 16,855 ( 34)

가정･산업 10,338 ( 43) 16,305 ( 40) 19,389 ( 39) 19,048 ( 38)

공공･기타 984 (  4) 1,213 (  3) 1,626 (  3) 1,859 (  4)

 나. 서울지역의 기오염 특성  

   서울지역의 기오염 수 을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한 결과 2∼4배 

정도가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Figure 9. Comparison of Air Pollution in Seoul and Major Cities of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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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유종별 자동차등록 수는 2010년 재 2,981천 로 기  

미세먼지 배출 기여율이 높은 경유 자동차의 경우 매년 약 850천  수 의 

등록 수를 유지하고 있다.

Table 9.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in Seoul by Engine Type

                                               (Unit : 1000 vehicles)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857 2,933 2,949 2,955 2,981 

경유 848 868 859 854 863 

휘발유 1,613 1,643 1,645 1,644 1,665 

LPG 389 414 435 444 441 

기타 7 8 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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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오염 측정망자료 분석 

 정부에서는 기오염 실태를 악하고 기질 개선 책 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0개 종류의 측

정망(도시 기, 국가배경농도, 교외 기농도, 도로변 기, 기 속, 화

학오염물질, 유해 기물질, 산성강하물, 시정거리, 지구 기측정망)을 설치하

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말 기 으로 국 89개 시․군에 총 436개의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측

되는 서울지역에 하여 도로변 기 측정망 9개 지 과 도시 기 측정망 27

개 지 의 연간 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하 다.

 서울 도로변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부분의 측정지 에

서 연간 환경기 치(50㎍/㎥)를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 평

균 데이터는 1998년 55㎍/㎥에서 2008년 54㎍/㎥, 2009년 53㎍/㎥로 비슷한 

농도 수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Table 10. Pollution degree of fine particles in the roadside(㎍/㎥)

측정지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동 문 5 6 4 2 4 5 　 　 　 7 4 7 0 7 0 7 1 5 9 5 9 5 0

서울역 7 9 8 3 7 7 　 7 2 6 8 　 7 9 6 5 6 9 6 3 6 5 5 1

청계천 6 1 6 6 6 8 　 8 7 7 7 7 8 7 2 6 1 6 6 5 6 5 5 5 0

종로 　 　 　 　 　 　 　 　 　 　 5 5 6 3 5 8

청량리 6 4 5 1 5 2 6 9 9 4 7 4 7 5 6 5 7 0 7 2 6 1 　 5 4

신 6 2 5 6 6 9 　 8 7 7 9 7 2 6 5 5 9 7 0 6 3 6 3 5 2

등포 5 4 7 5 7 6 　 8 5 5 9 7 5 6 5 5 6 6 8 6 8 6 7 6 2

신사동 5 3 5 4 5 8 5 5 7 7 8 1 6 9 7 1 6 7 6 1 5 4 5 4 5 5

길동 　 　 　 　 　 　 　 　 　 　 5 0 5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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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도로변지역과 조지역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향을 덜 받

을 것으로 측되는 도심지역 측정망 27개 지 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

하 다. 1998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소 

감소하 으나 2010년 측정결과에서도 많은 지 이 환경기 치(50㎍/㎥)를 

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1. Pollution degree of fine particles in downtown area(㎍/㎥)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소문동 48 69 59 56 96 79 77 74 60 59 53 53 49

효제동 62 74 77 　 　 　 65 62 60 59 52 53 50

면목동 62 95 82 84 76 63 58 58 55 67 58 51 49

용두동 63 64 64 73 74 　 63 47 65 63 49 53 52

불광동 52 50 47 58 77 73 67 70 69 64 55 53 47

대흥동 76 70 70 73 78 73 38 43 53 58 60 57 52

당산동 　 80 65 　 　 　 63 53 55 55 56 53 52

사당동 59 59 57 61 57 59 57 56 57 61 61 55 48

신림동 　 　 　 　 74 68 66 53 60 61 56 56 55

대치동 　 60 78 　 　 　 53 46 58 60 55 56 52

잠실동 　 51 48 　 81 67 59 56 60 66 58 62 　
시흥동 56 64 62 59 66 64 51 55 62 63 56 55 48

천호동 57 75 73 89 72 64 52 59 62 65 53 53 48

번동 61 68 90 85 79 79 66 55 55 59 55 54 45

길음동 　 　 　 63 70 75 63 52 51 58 50 51 44

한남동 　 　 70 　 77 66 62 63 58 63 55 56 50

구의동 　 　 75 83 85 82 61 68 68 56 48 52 47

성수동 　 　 75 83 83 77 63 62 60 62 54 55 49

쌍문동 65 59 67 　 76 68 63 72 62 65 53 50 44

남가좌동 　 63 55 62 66 65 56 58 57 61 56 56 53

구로동 57 58 52 61 68 62 58 57 62 60 55 55 51

반포동 53 59 48 　 71 65 63 61 59 64 55 55 50

화곡동 58 56 57 67 75 68 61 62 66 61 57 57 49

방이동 46 47 45 　 77 69 55 55 61 70 53 52 47

신정동 55 77 70 76 73 69 59 56 58 57 53 52 52

상계동 57 72 71 75 77 69 62 53 54 56 58 55 41

궁동 　 　 74 83 92 88 62 63 67 64 6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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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연료 분석 결과

 기환경보 법에서 경유의 황함량 기 은 1996년 1,000ppm이하, 1998년 

500ppm이하, 2002년 430ppm이하, 2006년 30ppm이하, 2009년부터 10ppm이

하로 리하고 있으며, 휘발유는 2000년 200ppm이하, 2002년 130ppm이하, 

2006년 50ppm 이하에서 2009년부터는 10ppm이하로 리하고 있다.

Table 12. Sulfur investigation result(Unit : ppm)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유 400 280 336 318 227 272 215 218 9 8 7 5 4

휘발유 72 83 50 67 39 34 31 26 15 14 13 4 4

  표12는 연도별 연료의 황성분 조사결과로, 경유와 휘발유 모두 매년 황

함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기환경보 법의 황함량 기  강화의 효과

라고 단된다.

  2006년도부터 수도권지역에 공 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정유사별

로 공개하여 소비자가 친환경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유사에게는 자발 으로 연료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  공개제도”를 운 하고 있다.

  연료별로 품질을 평가하는 성분은 휘발유의 경우, 황․방향족화합물․벤

젠․증기압․올 핀․90%유출온도, 경유는 황․윤활성․ 도․다고리방향

족․방향족화합물․세탄지수로써 연료별로 각각 6개 항목씩이다.

  2010년도 하반기 수도권지역에 공 된 정유사별 환경품질 등 은 국내 모

든 정유사(SK에 지, GS칼텍스, 오일뱅크, S-OIL)가 경유와 휘발유에서 

국제 최고기  수 인 별(★) 5개 등 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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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의 환경품질등  평가결과는 ★4개 등 에서 2009년 상반기와 

2010년 하반기에는 모든 정유사가 ★5개 등 으로 평가를 받았다.

Table 13. Gasoline Environmental Quality Grade Assessment Result 

2006-2010

업체별 ‘06상 ‘06하 ‘07상 '07하 '08상 '08하 '09상 '09하 '10상 '10하

SK ★4 ★4 ★4 ★4 ★4 ★4 ★5 ★4 ★5 ★5

GS ★4 ★4 ★4 ★4 ★4 ★4 ★5 ★5 ★4 ★5

★4 ★4 ★4 ★4 ★4 ★4 ★5 ★4 ★4 ★5

S-Oil ★4 ★4 ★4 ★4 ★4 ★4 ★5 ★5 ★5 ★5

※ ★4 : ★★★★, ★5 : ★★★★★

  경유는 모든 정유사가 2006년 하반기부터 ★5개 등 을 지속 으로 유지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동 제도 도입으로 고품질의 자동차연료가 공 되어 

수도권 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Table 14. Diesel Fuel Environmental Quality Grade Assessment Result 

2006-2010

업체별 ‘06상 ‘06하 ‘07상 '07하 '08상 '08하 '09상 '09하 '10상 '10하

SK ★4 ★5 ★5 ★5 ★5 ★5 ★5 ★5 ★5 ★5

GS ★4 ★5 ★5 ★5 ★5 ★5 ★5 ★5 ★5 ★5

★4 ★5 ★5 ★5 ★5 ★5 ★5 ★5 ★5 ★5

S-Oil ★5 ★5 ★5 ★5 ★5 ★5 ★5 ★5 ★5 ★5

※ ★4 : ★★★★, ★5 : ★★★★★

  환경품질등 은 별(★) 5개는 “국제 최고기  수 ”을 만족할 경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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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별(★) 1개는 국내 기 을 만족하는 경우 부여된다.

Table 15. Explan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Grade

  ★5 ⇒ ★★★★★ : 국제 최고기  수

  ★4 ⇒  ★★★★  : 국제 최고기 에 가까운 수

  ★3 ⇒   ★★★   : 국제 최고기 과 국내기 의 간 수

  ★2 ⇒    ★★    : 국내 기 보다 다소 양호한 수

  ★1 ⇒     ★     : 국내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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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성분 변화와 미세먼지 상 성 분석 

 서울지역의 도시 기측정망 27개 지 과 도로변측정망 9개 지 의 연간  

미세먼지 데이터와 경유의 황함량 변화를 상 계 분석기법(Correlation 

Analysis)으로 분석하 다. 

 경유의 황성분은 2006년을 기 으로 격히 낮아진 반면 미세먼지 오염도

는 서서히 낮아졌다. 경유의 황성분 변화와 측정망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크

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Analysis result on correlation of sulfur content in diesel fuel and 

fine particles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도시 기 도로변  체*

0.68 0.54 0.67

* 체는 도시 기측정망과 도로변측정망 평균

 자동차용 경유의 황성분 변화와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를 분석

한 결과 R=0.68로서 상 성을 보 다.

Sulfur
(ppm)

R=0.68

Fine Particles(㎍/㎥)

Figure 10. City Air Quality Measurement Network's Fine Particles and 

Sulfur Content in Diesel Fuel 



- 29 -

 자동차용 경유의 황성분 변화와 도로변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를 분

석한 결과에서도 R=0.54로서 상 성을 보 다.

Sulfur
(ppm)

R=0.54

Fine Particles(㎍/㎥)

Figure 11.  Roadside Air Quality Measurement Network's Fine Particles 

and Sulfur Content in Diesel Fuel 

 자동차용 경유의 황성분 변화와 도로변지역과 도심지역의 평균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R=0.67로서 상 성을 보 다.

Sulfur
(ppm)

R=0.67

Fine Particles(㎍/㎥)

Figure 12.  Average of City Air Quality and Roadside Measurement 

Network's Fine Particles and Sulfur Content in Diesel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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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의 황함량은 2006년 기환경보 법의 기  강화 시 과, 2009년 기

강화 시 을 기 으로 격히 낮아 졌다. 반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서서히 

낮아졌으나 휘발유의 황성분 변화와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에서도 상 성을 

보 다.

Table 17. Analysis result on correlation of sulfur content in gasoline and 

fine particles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도시 기 도로변 체*

0.74 0.50 0.72

* 체는 도시 기측정망과 도로변측정망 평균

 자동차용 휘발유의 황성분 변화와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를 분

석한 결과 R=0.74의 상 성을 보 다.

Sulfur
(ppm)

R=0.74

Fine Particles(㎍/㎥)

Figure 13.  City Air Quality Measurement Network's Fine Particles and 

Sulfur Content in Gas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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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휘발유의 황성분 변화와 도로변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R=0.50의 상 성을 보 다.

Sulfur
(ppm)

R=0.50

Fine Particles(㎍/㎥)

Figure 14.  Roadside Air Quality Measurement Network's Fine Particles 

and Sulfur Content in Gasoline 

 자동차용 휘발유의 황성분 변화와 도로변지역과 도심지역의 평균 미세먼

지 오염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R=0.72로서 상 성을 보 다.

Sulfur
(ppm)

R=0.72

Fine Particles(㎍/㎥)

Figure 15.  Average of City Air Quality and Roadside Measurement 

Network's Fine Particles and Sulfur Content in Gas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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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론조사 실시  분석

 가. 조사 개요

  1) 조사 목

  서울지역 기오염도, 자동차  연료개선 정책, 배출가스 해도 등 지

역 주민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후 자동차 연료정책 추진에 기 자료로 제

공하기 함이다.

   2) 조사 상  기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으로 선정하

고, 표본 추출방법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유의 할당 추출

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 다. 설문 조사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하 다.

   3) 조사 방법

  설문지를 사용한 1:1 직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 다. 설문지는 기

본 정보와 교통과 련된 기오염에 한 인식, 자동차  연료개선 정책

에 한 인식, 배출가스 해도 인식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조화된 

혼합형 개별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구성 내용은 표 18과 같다.

구분 문항 수 설문 내용

PART 1 11 기본정보 (연령, 성별, 자동차 소유여부 등)

PART 2 8 교통환경에 의한 기오염에 한 인식 조사

PART 3 7 자동차  연료 정책에 한 인식 조사

PART 4 3 배출가스 해도에 한 인식 조사

Table 18.  Composition o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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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부 내용 

   가) 설문 내용

  PART 1에서는 설문 참여자의 성별, 연령, 직업, 총소득 등 기본정보와 

자동차 소유여부, 구입 시 고려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다. PART 2는 기

오염물질 발생원인,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항목  오염도 인식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ART 3은 자동차 정책에 한 인식도와 연료정

책과 련된 항목으로 구성하 다. PART 4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한 

해도 인식을 조사하 으며, 기타 해 인자들과 비교하 을 때 자동차 배

출가스에 한 해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 알아보고자 하 다.

   나) 도출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분석 로그램은  SPSS ver 14.0 을 사용하 다. 

세부 내용  도출 결과는 표 19에 나타내었다.

구분 설문 세부 내용 도출 결과

PART 1 - 연령, 성별, 직업, 자동차 소유여부 등

- 연료품질 향상과 기오염 간

의 상 성 분석

- 연료 개선에 따른 국민 인

식도  배출가스 해도의 

인식 분석

PART 2
- 기오염물질 발생원인

- 기오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항목 등

PART 3

- 기정책의 요도 

- 자동차 정책  가장 효과 인 정책

- 자동차 정책의 기개선에 한 기여도

- 연료 개선에 따른 연료비 인상에 한 인식도 

PART 4
- 배출가스에 의한 기오염 해도 인식

- 타 환경오염  타 해인자와의 비교

Table 19. Specific Items on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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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 결과

   1) 기본 정보 

    설문 응답자를 자동차 소유 여부, 연령, 거주권역, 거주기간, 거주지역 주

변환경, 주거형태, 주유소 선택 시 고려요인, 자동차 구매결정요인, 직업, 소

득, 학력으로 구분하고 정리하여 표 20에 나타내었다.

성별
남성 50.0

주유소

선택 시

고려요인

연료의 가격
요 96.8

여성 50.0 보통 3.2

자동차 

소유여부

소유 60.0

주유소 메이커

요 84.2

비 소유 40.0 보통 14.2

연령

20-29세 24.8 요하지 않음 1.7

30-39세 28.0

주유소 치

요 90.0

40-49세 25.6 보통 8.7

59-59세 21.6 요하지 않음 1.3

거주권역

강북동 24.4

주유 서비스

요 72.3

강북서 25.4 보통 26.5

강남동 25.2 요하지 않음 1.2

강남서 25.0

자동차 구매 결정 요인

가격 27.5

거주기간

1년 미만 1.3 디자인(외 ) 14.0

1-2년 미만 3.6 유지비 27.3

2-5년 미만 12.1 안정성 18.8

5-10년 미만 30.0 자동차 랜드 12.5

10-15년 미만 16.8

직업별

공무원/군인 0.9

15년 이상 36.2 화이트칼라 33.5

거주지역

주변환경

주택가 87.5 블루칼라 14.8

로변 7.0 자 업 15.3

상업지역 3.2 학생/ 학원생 7.4

공단지역 0.3 주부 27.7

교통량 집지역 0.9 무직/기타 0.4

녹지 주변지역 1.1

소득별

200만원 미만 43.8

주거형태

단독주택 11.4 200만원 20.6

아 트 47.7 300만원 18.6

연립/빌라주택 25.7 400만원 10.2

다가구/다세 주택 12.6 500만원 이상 6.8

상가주택 2.4
학력별

고졸 이하 48.3

기타 0.2 졸 이상 51.7

Table 20.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000,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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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과 련된 기오염에 한 인식

 ① 기 오염물질 발생 원인으로 가장 우선 시 생각하는 요인

  기오염물질 발생 원인으로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요인은 자동차를 가

장 높게 응답(50%)하 으며, 다음으로 공장의 매연(17.7%), 쓰 기

(17.0%) 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Figure 16. Factor most thought to be generating air pollutant

 ② 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연료 

  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연료로는 경유(디젤)가 46.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유사휘발유(세녹스 등)가 28.4%, 휘발유(가솔린) 17.4%, 

LNG 5.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17. Major cause for air pollution among vehicle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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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가장 심각한 피해 사례 인식

  호흡기질환(49.5%)이 가장 높았으며, 스모그 발생(26.5%), 심리  불쾌

감( 12.4%), 식물피해(7.6%), 재산상 피해(4.0%)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18. Awareness on the most severe damage caused by vehicle 

emission gas

 ④ 먼지 발생 원인에 한 인식

  자동차(5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설 장 먼지(16.0%), 골목, 

도로먼지(14.4%), (공장) 13.6%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Figure 19. Awareness on the source that cause the largest amount of dust 

in the resident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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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계  

  계 의 차이가 없이 느낌(3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18.4%), 

, 환 기 각 각 15.0%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20. Season thought to have the highest air pollution degree

 ⑥ 먼지를 이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

  자동차 운행 이기(27.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나무 많이 

심기24.9%), 청소차의 활동 강화(15.8%), 건설 장의 리강화(12.5%), 공장

리(10.2%), 형화물차의 단속(9.6%)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21. Most effective method to reduce dust



- 38 -

 ⑦ 서울시의 기 질에 한 생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76.0%)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

자는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의 기질에 해 응답자가 부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22. Awareness on Seoul's air quality 

 ⑧ 기질 련 정보 인지 경로 

  방송(55.8%)이 가장 높았으며, 거리 (26.3%), 인터넷(10.0%), 신

문(7.8%), 학교수업(0.1%) 순으로 타났다.

Figure 23. Channel of receiving information on air quality

   2) 자동차  연료 개선 정책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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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울시 기질 개선을 한 자동차 련 정책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 치 강화’와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 ‘천연 

압축가스(CNG) 버스의 운행확 ’ 등은 상 으로 타 정책 비 요한 

정책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반면 ‘교통 혼잡도로 혼잡통행료 징수’는 상

으로 타 정책에 비해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4. Priority regarding vehicle related policy to improve air quality   

    ② 교통과 련된 기오염을 이기 한 가장 효율 인 정책

  배출 허용기  강화(16.5%)가 가장 높고, 교통 이용 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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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자동차 연료 품질의 개선(15.2%), 신 재생에 지의 확충 보 ( 

14.1%), 천연 압축 가스 버스확 (11.1%)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Figure 25. Most efficient policy to reduce transportation related air pollution

    ③ 기오염을 이기 한 정책별 기여도에 한 인식

  천연가스 버스 확 (83.8%)가로 가장 높게 평가 되었으며, 다음으로 ‘자

동차 연료 품질의 개선’, ‘자 거 이용 확 ‘ 등의 순으로 기오염을 이

는데 기여할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혼잡통행료 징수’는 타 정책 비 기오염을 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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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Awareness on each policy's contribution in reducing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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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교통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한 인식

  체 응답자  4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하는 응답

자의 비 은 16.2%로 조사되었다.

Figure 27. Awareness on the method of imposing traffic congestion charge 

 ⑤ 주정차 시 공회 을 이거나 지한 경험

  체 응답자 가운데 65.7%인 657명이 해본 경험이 있거나 실천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천 경험이 없는 응답자 비율은 

34.3%로 나타났다.

Figure 28. Experience of reducing or not idling at all when the vehicle is 

still or pa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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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시내버스에 공회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정책에 한 인식

  체 응답자  80.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회  방지 

장치에 반 하는 응답자 비율은 2.9%에 불과하 다.

Figure 29. Awareness on the policy to install on urban buses a device that 

prevents idling   

 ⑦ 기 질 개선을 하여 비용을 수반한 연료품질 개선에 한 인식

 체 응답자  7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립’ 인 응답

자 비율은 20.7%, ‘반 ’ 응답자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Figure 30. Awarenes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fuel that accompanies 

cost for air 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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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출가스에 한 해도 인식

 ① 자동차 배출가스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한 인식

  체 응답  87.8%가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해하지 않다’라는 인식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환경오염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요인

  기오염(68.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황사(30.5%), 소음공해

(28.7%), 유독물 출, 지구환경문제가 각각 27.9%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31. Factor thought to be very damaging to the environment

 ③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 해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요인

  자동차 배출가스(70.4%)를 가장 높게 응답하 으며, 다음으로 직 흡연

(60.2%), 간 흡연( 52.0%), 약물 오남용(41.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32. Factor thought to be very damaging (to the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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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해도는 매우 크

고, 이들 오염물질의 리 문제는  세계 으로 더욱 요하게 인식이 되

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오염물질의 해성 분야에 막 한 산을 투입하

여 집 으로 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리의 궁극 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 한 환경에서 생활하도

록 하는데 있으며, 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해를 방하는데 있다.

  수도권지역의 특징은 국토면 의 12%에 불과하나 총 인구의 49%가 살

고 있으며 인구 도는 2007년 2,084명/㎢으로서 국 평균 502명/㎢의 

4.2배수 으로 2002년의 인구 도 1,858명/㎢보다 약 12% 증가했다. 2007

년 자동차 등록 수는 국 등록 수의 45%에 달하며, 2000년 비 약 

41% 증가한 상황이다. 한 에 지 사용량은 2000년 41백만TOE에서 2007

년 50백만TOE로 약 22%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송부문 에 지 사용량은 

2000년 13백만TOE 비 2007년 17백만TOE로 약 31% 증가했다.

  이처럼 인구증가,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 에 지 사용양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1년 65㎍/㎥에서 2009년 51㎍/㎥

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수

의 품질 좋은 자동차 연료가 공 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의 기  

한 세계 인 수 으로 리되고 있는 효과라고 보여진다. 

  서울 등 도시 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기오염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1991년도부터 기환경보 법에서 자동차연료의 제조기

을 설정하고 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원유에 다량 포함된 황분은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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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황산화물을 발생시키며, 이 게 형성된 황산화물은 자동차 부품

의 부식  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 으로 그 농도

를 규제하고 있다. 한, 황성분은 배출가스 감기술에 가장 크게 향을 

주는 항목으로 황분이 다량 함유된 연료는 삼원 매장치의 효율을 하시

켜 자동차 배출가스에 심각한 향을 미친다. 2006년부터 국내에 용되

고 있는 배출가스기 (ULEV)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속가열방식 매, 

de-NOx 매 등의 사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매 성능은 연료의 황함량에 

의해 좌우된다. 연료의 황함량은 자동차 공해기술 용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향을 주는 항목이다.

  환경부에서는 경유 황성분 기 을 1991년 4,000ppm으로 설정한 이후, 

1996년 1,000ppm이하, 1998년 500ppm이하, 2002년 430ppm이하, 2006년 

30ppm이하, 2009년부터는 10ppm이하로 리해 오고 있다. 휘발유의 황성

분은 2000년 200ppm이하로 제조기 을 설정한 이후 2002년 130ppm이하, 

2006년 50ppm 이하에서 2009년부터는 10ppm이하로 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유사에서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등 평가제도에서 우

수한 등 으로 평가 받기 하여 기환경보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기  

보다 양호한 수 의 황유(4~5ppm)를 공 하고 있다. 

  유럽의 오토오일 로그램에서는 경유의 황성분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

함되어 기 에서 황산염을 형성하여 입장상물질(PM) 배출에 한 역

할을 한다고 발표하 다. 이번 연구에서 자동차연료 제조기   황성분 

변화와 기  미세먼지 오염도를 상 계 분석기법(Correlation Analysis)

으로 평가한 결과 유의미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부터 서울에 공 된 자동차용 경유의 황성분(ppm) 변화와 서울 

도로변지역 미세먼지오염도(㎍/㎥)와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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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0.54, 도시 기측정망의 미세먼지오염도(㎍/㎥)의 상 계 분석결

과 R=0.68, 도로변측정망과 도시 기측정망을 평균한 결과 R=0.67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황성분(ppm) 변화와 서울 도로변지

역 미세먼지오염도(㎍/㎥)와 상 계 분석결과 R=0.50, 도시 기측정망 미

세먼지오염도(㎍/㎥)와의 상 계 분석결과 R=0.74, 도로변측정망과 도시

기측정망을 평균한 결과는 R=0.72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지역보다 도심지역에서 상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도로지

역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미세먼지의 부유성이 높아지고 바람의 향을 

받아 도심지역으로 이동하여 향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처럼 도로와 

도심이 인 해 있는 지역은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리에 부유성

과 이동거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연구의 목 은 연료의 황함량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감량을 확인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의 상 성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작차 배출가스기  강화, 특정경유자

동차 배출가스 감장치 부착, 공해 엔진개발 등 운행차 공해화 정책

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료는 모든 자동차, 즉 운행차 공해화 정책이 용

된 차량과 그 지 않은 자동차에 동일하게 공 이 되므로 연료개선 효과가 

모든 자동차에 동일하게 용된다고 단하 다.

  우리나라는 교통의 편리성을 해 아 트  주택이 도로변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의해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 인

체 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서울지역의 주민 인식도 조사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인구집단의 체감오염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제발   생활수 의 향상으로 자동차 수가 격하게 증가하

면서 폐질환자  폐질환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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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학  지표로 선정한 미세먼지 오염도가 연료의 황함량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

는 등 인체에 많은 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감소는 기오염으로 인한 

인체 해도 감소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보건학 으로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연구결과 자동차 연료에 포함된 유황성분의 변화와 미세먼지 오염도와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

함된 오염물질을 고려하지 않아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연료 개선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서

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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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  미세먼지(PM10)의 배출총량  자동차가 차지

하는 비 이 높은 서울지역을 심으로 자동차 연료의 황함량의 변화가 

기  미세먼지 오염도에 유의미한 향이 있었는지를 상 계 분석기법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하여 평가하 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으로 기오염에 한 인식도, 자동

차 배출가스에 한 해도 인식 정도, 연료정책에 한 인식도 등을 조사

하 다. 연구결과를 토 로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하여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리를 한 정책  방안을 제

언하고자 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도부터 서울에 공 된 자동차용 경유의 황함량(ppm) 변화와 

기  미세먼지오염도(㎍/㎥)의 상 계 분석결과 도로변지역(R=0.54), 

도심지역(R=0.68), 도로변과 도심지역 평균(R=0.67) 모두에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동차용 휘발유의 황함량(ppm) 변화와 미세먼지오염도(㎍/㎥)의 

상 계 분석결과 도로변지역(R=0.50), 도심지역(R=0.74), 도로변지역과 도

심지역 평균(R=0.72) 모두에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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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서울지역 주민을 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결과에서 환경오염 

 기오염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식(응답자의 68.4%)하

고 있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의 해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응답자의 

70.4%)하고 있었다. 서울지역 기질에 하여는 만족도가 낮고 개선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자동차연료의 황함량 변화가 기  미세먼지 오염도

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지역은 도로이동 

오염원, 비로도 이동오염원, 사업장, 집단에 지 공 시설 뿐만이 아니라 

황사와 숯불구이 등 리되지 않는 오염원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Auto-Oil Program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연료의 유황성분 

변화와 기 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 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은 자동차연료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증가,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 에 지 사용량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각종 기개선 정책 추진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는 개선이 되

고 있지만, 인식도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것처럼 지역주민의 기질에 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며 지속 인 기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료 성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고려하여 연구를 하 더라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을 

것이다. 향후 자동차 연료정책의 효과분석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함

께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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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자동차 연료 개선에 따른 인식도 조사 설문지

Ⅰ. 기본 정보

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세 이상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 40세 미만

③ 40세 이상 50세 미만 ④ 50세 이상 60세 미만

⑤ 60세 이상

1-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군인 ② 기업인/경영자

③ 사무직/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직/기능직/노무직 ⑥ 전문직(의사,법률가,교수 등)

⑦ 자영업자 ⑧ 대학생/대학원생

⑨ 주부 ⑩ 무직

⑪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귀하의 총소득은 월 평균 얼마정도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1-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 56 -

1-6.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 ~ 2년

③ 2 ~ 5년                  ④ 5 ~ 10년

⑤ 10 ~ 15년                 ⑥ 15년 이상

1-7.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변환경은 어떠하십니까?

① 주택가     ② 대로변

③ 상업지역                  ④ 공단지역

⑤ 교통량 밀집지역                 ⑥ 녹지주변지역

⑦ 기타(                      )

1-8. 귀하가 거주하는 집의 주거형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빌라주택             ④ 다가구/다세대주택

⑤ 상가주택                  ⑥ 기타(                          )

⑦ 기타(                             )

2.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2-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2-2번문항으로)

2-1. 귀하께서 주유소를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항목 매우중
요

어느정도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
지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연료의 가격 ① ② ③ ④ ⑤
주유소 메이커 (SK, GS, 현대, S-Oil 등) ① ② ③ ④ ⑤
주유소 위치 (근접성) ① ② ③ ④ ⑤
주유서비스 (세차, 경품, 음료수제공 등) ① ② ③ ④ ⑤

2-2. 향후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구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으로 예상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가격 ② 디자인(외관)   ③ 유지비 

④ 안전성 ⑤ 기타  ⑥ 자동차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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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통과 관련된 대기 오염에 따른 인식 조사

1-1. 대기 오염물질 발생 원인으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쓰레기   ② 자동차

③ 공장의 매연  ④ 불법 쓰레기 소각

⑤ 건설현장

1-2.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자가용)   ② 버스

③ 지하철  ④ 택시

⑤ 자전거

1-3.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스모그 발생  ② 재산상 피해

③ 식물(농작물) 피해  ④ 호흡기 질환

⑤ 심리적 불쾌감

1-4. 자동차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주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경유 차량   ② LPG차량

③ 휘발유 차량  ④ 대형 트럭

⑤ 버스 ⑥ 기타

2-1. 거주하시는 지역의 가장 큰 먼지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설현장 먼지   ② 자동차

③ 공장   ④ 골목, 도로먼지

⑤ 기타(      

2-2. 먼지 감소를 위하여 골목이나 도로의 먼지를 자발적으로 청소하신 적이 있

습니까?

① 매일한다   ② 몇 일에 한 번 씩 한다

③ 가끔 한다  ④ 안 한다

⑤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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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절기 중 대기 중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계절

은 언제입니까?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환절기  ⑥ 장마철

⑦ 계절차이가 없이 느낌

2-4. 귀하께서 먼지 등 대기오염상태를 표시하는 지표로 고르고 싶은 항목은 무

엇입니까?

① 호흡기질환 환자수   ② 가로수 상태

③ 단순화된 수치  ④ 자동차 세차 빈도수

⑤ 앞산 관찰일수(시계열)  ⑥ 흰 와이셔츠 세탁 빈도수

Ⅲ. 자동차 정책에 따른 인식 조사

1-1.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매우
중요

어느정도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강화 ① ② ③ ④ ⑤
저공해 차량(하이브리드카,LPG차량보급)지원 ① ② ③ ④ ⑤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차량 단속 및 벌금강화 ① ② ③ ④ ⑤
환경 친화적 바이오에너지 보급 장려 정책 ① ② ③ ④ ⑤
주·정차시 공회전 방지 장치 설치 및 단속 ① ② ③ ④ ⑤
디젤 차량 DPF 장치 부착 지원 ① ② ③ ④ ⑤
교통 혼잡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① ② ③ ④ ⑤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 ① ② ③ ④ ⑤
천연 압축 가스(CNG) 버스의 운행 확대 ① ② ③ ④ ⑤

1-2. 교통과 관련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가장 효과

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중교통 이용 장려 정책   ② 신·재생에너지의 확충·보급

③ 배출 허용기준 강화    ④ 혼잡 통행료 징수

⑤ 주정차 공회전 방지           ⑥ 저공해차량 지원

⑦ 자전거 이용확대                 ⑧ 천연 압축 가스(CNG) 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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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와 같은 자동차 정책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① 많이 기여할 것  ② 다소 기여할 것 

③ 그저 그럴 것 ④ 별로 기여하지 않을 것 

⑤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 ⑥ 관심 없음

1-4.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대형화물차의 단속   ② 청소차의 활동강화

③ 건설현장의 관리강화 ④ 공장관리

⑤ 자동차 운행 줄이기  ⑥ 나무많이 심기(녹화)

1-5. 서울과 같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 통행이 많은 도로에 교통 혼

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반대한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1-6. 주정차시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공회전을 줄이거나 중지하신 적이 있

으십니까?

① 항상 실천 한다   ② 가끔 실천한다.

③ 해본 적이 있다  ④ 하지 않는다

1-7. 주정차시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에 공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하

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반대한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Ⅳ. 연료개선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인식 조사

1-1.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대기 질(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함  ② 만족함  ③ 보통 

④ 개선이 필요함  ⑤ 매우 심각하여 빠른 해결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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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께서 대기 중 먼지 오염과 같은 대기질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접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거리 전광판   ② 방송

③ 신문  ④ 인터넷

⑤ 기타

1-3.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 오염에 의한 피해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

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스모그 발생  ② 재산피해  ③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 

④ 식물 피해  ⑤ 심리적인 불쾌감

2-1. 귀하께서는 연료기술과 자동차기술의 상관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자

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연료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는 “오토오일

(Auto-Oil) 사업” 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2-2 문항으로)   ② 아니오(바로 2-3 문항으로)

2-2. 귀하가 오토오일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오토오일 프로그램에 대

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응답 후 2-3)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알고 있다    ④ 들어본 적 있다

⑤ 모른다

2-3. 귀하께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에 따른 오토오일 프로그램의 결과로 인하

여 연료 값이 증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중립    ④ 반대

⑤ 적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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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배출가스에 따른 위해도 인식 조사

1-1. 자동차 배출가스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위해도)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유해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유해하다

         

1 2 3 4 5 6 7

1-2. 다음 환경 오염과 관련된 항목들 중 귀하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위해

도)가 크다고 생각되시는 것을 가장 큰 순서대로 3개 까지 골라주십시오.  

(1,2,3 으로 표기)

대기오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먼지나 가스상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먹는물 오염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 미생물 오염된 수돗물

지하수 오염 오염된 토양이나 자연방사물질에 의해 오염된 지하수

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 진드기 등의 미생물에 의한 실내공기오염

식품 오염 농약 잔류 농작물이나 다이옥신 육류 섭취

소음공해 자동차, 비행기, 공사장, 인근 공장등의 소음

유독물 누출 화학물질 저장 탱크 폭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폐기물, 소각장 유해 폐기물 매립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황사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한 오염

지구환경문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1-3. 다음 항목들 중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위해도)가 크다고 생각되

시는 것을 가장 큰 순서대로 3개 까지 골라 주십시오. (1,2,3 으로 표기)

직접흡연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흡연

간접흡연 간접적으로 타인이 피우는 담배연기 흡입

음주 가벼운 음주 또는 알콜 중독

약물 오,남용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음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

교통사고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의한 교통사고 

화재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 62 -

= ABSTRACT =

Study on Air Pollutant Generated by the Usage of 

Vehicle Fuel and the Effects on Environmental Health

- Focus on Particulate Matter in Metropolitan Roadside Area -

                                        Kyeong Mi Kim

                                        Dept. of Environment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Chun Shin M.D, Ph D)

       Particulate matter in the air is exposed by permeating through 

the respiratory system and causes or deteriorates asthma, chronic 

bronchitis and respiratory obstruction (Vedal S, Petkau 1, White R, et al. 

1998), and it is an element of serious danger causing cardiovascular 

diseases such as cardiac infraction, stroke, heart rate abnormalities and 

sudden death (Peters A, Liu E, Verrier RL, et al. 2000). In particular,z` 

nano-particles, which are easily exposed to the human body by emission 

gas from diesel vehicles, are widely known to induce inflammation of 

the lungs. 

Moreover, sulfur content in diesel fuel is emitted and 

contributes immensely to the increase of particulate matter (PM) in the 

air by forming sulfate (ACE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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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sulfur content in vehicle fuel and the change of pollution 

degree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 to understand the effect on the 

pollution degree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change of sulfur content in 

fuel on the pollution degree to PM in the traffic-dense metropolitan 

area, and conducted a survey on the residents' risk perception. 

Moreover, the change of pollution degree of PM was selected to be the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PM on the 

human bod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ange of sulfur content in vehicle diesel fuel and change 

of pollution degree of PM show correlation both in the roadside 

(R=0.54) and downtown (R=0.68) area. 

Second, change of sulfur content in vehicle gasoline and change 

of pollution degree of PM show correlation both in the roadside 

(R=0.50) and downtown (R=0.74) area. 

Third, results of the risk perception survey show that vehicle 

emission gas is perceived to be harmful to the health of people (87.8% 

of respondents), requiring improvement of Seoul's air quality (76% of 

respondents), and the satisfaction rate is very low (5.6% of respondents). 

The above result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h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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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ur content in fuel contribute to the change of pollution degree of 

airborne P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s results are 

meaningful in establishing and improving policies and systems on fuel. 

Pollution degree of PM in Seoul is improving despite the 

increase in population,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and energy usage 

because of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various air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However, the satisfaction rate among residents 

still remain low, requiring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the air quality.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the pollutants from vehicle 

emission gas are not taken into account. Future studies should 

incorporate vehicle emission gas in evaluating policies on fu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