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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동오염원 대기환경 빅데이터 구축 사업

㈜노바코스
김 지 환

서론
차량으로 대표되는 도로이동오염원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PM10, PM2.5,
NOx, SOx, CO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다양
한 형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2차 기후변화대
응 기본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중 수송부문은 이미 정부가 2009년 부터 ‘지
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전 교통수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에 신 기후체제에 대
응한 감축목표를 법제화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왔
다. 실제 도로이동오염원의 온실가스 배출은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4.1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감축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증
가를 보이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림 1> 수 송 부 문 CO 2 배 출 량 추 이 (199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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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온 실 가 스 배 출 량

<그 림 3> 연 료 별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출 처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출 처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한편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부터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30,900 톤인데(국
립환경과학원, 2016), 이들 미세먼지는 도로를 따라 주민의 생활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4월 한국환경공단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도로 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을 초과하는 지역
이 334곳(30%)에 달했으며, 평택시 지산천로(1020㎍), 인천 서구 석남로(1593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로(1666㎍), 경기도 광명시 금오로(18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2609㎍) 등 1000㎍를 넘는 도로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YTN 사이언스 투데이 2019.10.15). 특히 OECD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인의 조기 사망율이 29% 증가(2005~2013년)하였고, 앞으로도 급증하
여 OECD 국가 중 최다 조기 사망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은 매우 우려
가 된다(17,000명(2010년) → 52,000명(2060년)).

그러나 이처럼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임으로
써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가
장 기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성분, 총량, 발생시점 및 지점, 시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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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및 확산 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표 1> 부 문 별 대 기 오 염 물 질 배 출 량 (2016년 )

총
배출량(천톤)
도로이동
오염원(천톤)
(비중)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795.0

1,248.3

359.0

611.5

233.1

100.2

1,024.0

301.3

244.6

453.0

0.2

10.6

10.6

9.7

47.6

5.1

30.8%

36.3%

0.1%

1.7%

4.5%

9.7%

4.6%

1.7%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정부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환경 빅데이터
센터를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로이동오염원 대기환경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가.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과기정통부는 2019년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유통
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을 개시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선정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기타(제
조 등)의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를 통해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를 조성하게 된다.

이중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정되었고, 기상산업기술
원, 국립생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13개 기관과 기업이 센터로 선정되었다.
㈜노바코스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도로이동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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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빅데이터 센터로 선정되었다.

나. 도로이동오염원 대기환경 빅데이터 센터 사업 내용

㈜노바코스는 도로교통 통신장비 전문제조업체로서 이미 국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 간선도로에 상시교통량조사장비를 설치하여 교통류에 대한 방대한 양의 교
통류 데이터를 생산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또한 이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해 왔다.

㈜노바코스는 본 사업에 참여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도로 수송부문에서 발생
하는 차량 배기가스, 타이어 분진 등의 발생원과 성분, 총량, 발생 시점 및 지점
은 물론 확산경로 모델링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구성 요소에
맞게 실시간성, 원시 데이터 정확성, 고밀도의 정보수집 분포가 담보된 보다 정확
한 실시간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한다. ㈜노바코스는 이를 위해 주요 도로망 및 거
점들을 통과하는 차량의 차종, 속도, 하중 등 실시간 교통류 정보를 도로형상(오
르막, 내리막, 회전구간) 등 GIS 정보 및 지역기상정보과 연계함으로써 각 차량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확산모델 데이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연료별(가솔린, 경유, LPG
등) 1리터 연소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계수를 1일 전체 소비량에 산
술적으로 곱함으로써 도출하는데, 이 통계는 총량 개념인 관계로 실제 도로 위에
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의 개별 운행 정보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
다.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는 환경엔지니어링, 기상, 교통환
경, 의료 및 보건, 교통물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필수정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
염물질의 시공간적 분석을 위한 국가 데이터와 이들 데이터로부터 도출되는 정보
를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관리 체계의 구축은 시대적
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부문 대기환경 빅데이터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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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도로에서의 실시간 교통류 상황을 반영한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등) 배출량 데이터를 생산 및 제공하여 국
가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둘째, 대기질에 따른 야외활동 추천 서비스 등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원
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여가생활 향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 하는 것이다.

도로이동오염원 대기환경 빅데이터 센터는 상세 교통류 정보와 차량 대기오염물
질 배출량 정보·GIS정보·기상정보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류 상
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성을 확보한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빅데이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 년도인 2019년에는 이미 도로에 설치된 상시교통량조사장비인
차종분류장치(AVC,

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차량검지기(VDS,

Vehicle Detection System), 주행중하중측정장치(WIM, Weight in Motion), 디
지털차량주행기록기(DTG, Digital TachoGraph)를 활용한 차종, 속도, 하중 등
실시간

교통류

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한 도로형상(오르막, 내리막, 회전구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교통
류 데이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어서 2차 년도에는 상세 교통류 정보와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GIS
정보· 기상정보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류 데이터에 ‘차량 배기가스 배
출량 표준모델’을 결합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차 년도에는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기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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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융합하여 도로 인근 지역의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시교통량조사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
정의 장점
가. 데이터 제공의 실시간성
센터는 사용자에게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빅데이터로서의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현재 센터가 보유한 차종
분류장치(AVC, 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와 주행중하중측정장치(WIM,
Weight in Motion)는 15분, 1시간, 24시간 주기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나. 원시 데이터의 정량적 우월성
센터는 각 지역별, 시간별로 구분할 수 있는 정보체계와 실제 도로에서 통행하는
각 자동차의 크기, 중량 그리고 속도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가진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하다. 기
존 교통량 추정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추정오차가

평균 30~40%, 최대

300%에 이르는 점을 감안 할 때 센터의 데이터는 교통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의 필수사항인 차종, 중량, 속도, 도로형상 등의 특성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소 90% 이상의 정확도를 담보할 수 있다.
다. 데이터 수집밀도의 우월성
본 사업을 통해 센터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운영되는 상시교통량조사장비를 기
초 인프라로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종류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상세 교통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위 인프라들을
통해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들이 전국 443개 포인트에서 포인트 당, 시간당
740만 건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저장 및 가공될 수 있으며, 이들 수집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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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중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수집, 저장 및 가공된 양질의 빅데이터는 검증된 분석 기법과 타
플랫폼 및 센터와의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재가공 되어 국가기관, 대학 연구소, 국
책연구기관은 물론 민간 사업자, 개인 등 다양한 사회분야와 계층 및 개인들에게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림 4> 정 책 대 상 , 수 혜 자 , 데 이 터 생 산 구 축 주 체

첫째, 센터는 체계적인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집, 가공 및 추적
관리 기술로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는
유럽의 CORINAIR 배출원 분류체계 (SNAP 97)에 근거하며 대기정책지원 시스
템 CAPA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의 표준화된 수집체계에 따라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배출량 연보) 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
에서 센터의 데이터 수집 관리 및 가공 배포 체계는 데이터의 실시간성, 정확성,
데이터 분포 밀도 면에서 개선된 것이며, 이를 다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GIS 정보, 기상 및 도시연계정보들과 융복합하는 등 확장성이 크다.

둘째, 센터는 온실가스 관리체계 운영 및 검증에 대한 정량적 근거와 체계를 확
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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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 성능개선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센터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과 추적을 통해서 투입되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각 대기오염
물질의 추적 및 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국민의 삶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의 정량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 림 5> 도 로 이 동 오 염 원 대 기 환 경 빅 데 이 터 아 키 텍 처

셋째, 센터는 빅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 및 융합 기술의 저변확대를 통한 스타
트업을 발굴할 수 있다. 수집되는 테라(Tera) 바이트 규모의 실시간 데이터 수
집, 저장 및 처리기술, GIS 등과 같은 2차 정보와의 데이터 융합기술, 그리고 대
용량 융합 정보들로부터 제 2차, 3차 정보 가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식을 생성
할 수 있는 AI 접목기술(예: data mining 기술) 등 다양한 4차 산업 기업 기술
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들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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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스타트업 환경을 제공하며 또한 성공적인 빅데이터 산
업 기술인력 양성 환경의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표 2> 도 로 이 동 오 염 원 대 기 환 경 빅 데 이 터 활 용 전 망
제공 솔루션

서비스 영역
환경 건설 및 서비스 관련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

환경

빅데이터 기반 신도시 인프라

엔지니어링

설계 및 한경영향 평가
환경 건설 및 서비스 관련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
기상예보 서비스 전문

기상정보

특정지역별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예보

GIS

도로교통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도로
변의 신도시 인프라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시
정량적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빅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특정지역별 각 시간별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예보 제공 가능.

GIS 응용 서비스

교통정보 빅데이터 기반한 자동차 배출

빅데이터 기반 GIS 정보 생산 및

가스를 산정하고 이정보들을 활용한 다양한

판매

GIS 정보 생산 및 판매

교통환경 엔지니어링
특정지역 교통환경 영향평가 정보
교통환경

비 고

생산

서비스
교통류 기반 배기가스 모니터링

특정지역 교통환경 영향평가 시 정량적인
정보 생산
특정지역 미세먼지 모델링을 통한 교통물류
구축 설계 및 교통환경 영향 평가서 제작
교통공학적 기반 교통물류 배출가스 모델링을
통한 교통물류 계획 설립

타이어분진 추적

특정 지역 교통정보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정 지역 빅데이터 활용한

타이어분진 모델링, 타이어 형상 및 크기와

타이어분진 모델링

이에 따른 정량적 분진 발생 모델링 완성

환경성 질환 추적 및 평가

특정 지역 배출가스가 해당 주민들 건강에게

특정 지역 주민들의 배출가스

미치는 영향역을 시간 및 계절별로 장기

영향 장기 추적 및 정보 생산

추적하여 정량적인 영향평가서 생산

교통물류

교통물류 솔루션

smart 신도시 설계 및 시공 시 장단기적

정보

설계 및 시공

영향력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의료 및
보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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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신도시 설계 및 시공시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도로설계 전문 엔지니어링
Ÿ 도로 신규 및 확장 설계 시 환경정보 빅데이
도로 신규 및 확장 설계 시 빅데이
터 활용
터 활용

013

<참고문헌>
1. 국립환경과학원(2019),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2. ㈜노바코스 홈페이지 : www.novacos.co.kr
3. 사이언스 투데이(2019), '일상을 침범한 환경문제, 미세먼지 바로알기'(10월15일)
4. 장현호, 이영인(2018), Big Data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산정의 패러다임 변화
도로부문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5. Shamo. B., Aza, E. and Memhab, J., (2014) Linear spatial interpolation
and alanysis of annual average daily traffic data, Journal of Compution
in Civil Engine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