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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고강도 강판을 이용하고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평판트레일러의 무게를 10% 가량 가
볍게 하면 연료소비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평판트
레일러와 새롭게 개발된 경량 평판트레일러 사이의 연비와 배출가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WHVC 모드를 사용한 대형 차대 동력계 시험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경량 평판트레일러는
기존 트레일러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공차 시 3.14%, 영차 시 2.18% 연비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일 때 질소산화물(NOx)을 제외한 모든 배출가스의 배출량이 저감되었고,
영차일 때 모든 종류의 배출가스의 배출량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평판트레일러, 경량화, 연비 개선, 배출가스, 대형차대 동력계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verify how much fuel consumption and vehicle exhaust could
be reduced by improving the structure and reducing 10% of trailer weight using high-strength
steel sheets. To compare fuel consumption and exhaust of existing flatbed trailers with those of
the newly developed lightweight trailer, this study adopted a heavy duty chassis dynamometer
and World Harmonized Vehicle Cycle (WHVC) driving mode for the test. Compared with a
traditional flatbed trailer, validation results of a lightweight flatbed trailer showed an improvement
in fuel economy of 3.14% when empty and 2.18% when fully loaded. In addition, when the
lightweight trailer was empty the quantity of all exhaust emissions were reduced except NOx. On
the other hand, when the trailer is fully loaded all gas emissions were reduced.
￭ Keywords: Flat-bed Trailers, Lightweight, Road Freight Vehicle Fuel Efficiency, Emission Gas,
HDCD(Heavy-Duty Chassis Dynamometer)

대형차대 동력계를 이용한 경량 평판트레일러 연비 및 배출가스 저감 효과 분석

Ⅰ. 서론

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1)
본 연구는 최근 고강도 강판적용 및 구조개선을

최근 세일가스의 이용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유

통해 차중을 10% 경량화 하는데 성공한 평판트레일

가가 잠정적으로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장기적

러2)의 기술이 운송 과정 중에 얼마나 연료소비와

인 에너지 고갈과 유가인상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

배출가스를 저감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

은 화물차 연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

되었다. 이를 위해 2016년 3월 16~18일 기간 중에

지 않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교통물류 분야에서

전북자동차기술원(JIAT)에서 기존 평판트레일러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경량 평판트레일러의 연비 및 배출가스를 비교 평

있는 방법이 대형화물차 연비개선에 있다고 인식하

가하는 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차량은 Volvo FH

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운송 장비를 경량화 하여

6x2 Tractor 1대, 시험장비는 대형차대 다이나모미터

운송을 효율화함으로써 연비를 개선하고, 공회전을

와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등이 이용되었다. 국내에

방지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연구가 꾸준히

는 중대형 차량의 시험방법 및 절차가 아직 법적으

이뤄지고 있다. 미국 차량기술국(Vehicle Technologies

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 상용차 연비측

Office)은 차종별 연료 소모량 중 대형트럭이 차지하

정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WHVC 모드를 적용하여

는 비율이 약 15%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미

측정의 객관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다.

국 VTO(차량기술사무소)는 36톤의 적재용량을 가

본 연구는 제2장에서 기존 연구 고찰을 통해 대

진 대형트럭의 경우 트레일러 중량을 10% 경량화하

형차대 동력계를 이용한 화물차 연비 향상 및 배출

면 약 3%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효과를 제시

가스 저감을 위한 기존 연구동향을 파악한 후, 시

한 바 있다(Vehicle Technologies Office, 2013).

사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우리나라는 국가물류비 중 수송비가 69.3%를 차지

대형차대 동력계 시험모드 및 시험조건, 차량 시험

하고, 그 중 화물차를 이용한 도로운송 분담률(톤-㎞

절차 및 방법 등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대형차대

기준)이 2013년 74.2%, 2014년 76.0% 수준으로 타 수단

동력시험을 통해 경량 평판트레일러와 기존 평판트

에 비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교통연

레일러의 연비 향상 및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검증

구원, 2015a; 2015b; 2014). 특히 도로수송비 지출항목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중 절반 이상이 유류비란 점을 고려하면, 국가물류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화물자동차 유류비 절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13년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
출원 중 도로이동 오염원으로 인한 비중이 22.6%를

Ⅱ. 기존 연구 고찰

차지하고 있다. 이중 화물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
질이 38.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 배출

대형 차대동력계를 이용한 연비 및 배출가스 개

1)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서비스 중 ’13년 대기오염물질(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배출량 통계자료를 이용함
2) 동력을 가진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무동력 차량을 의미하며, 대형 마대와 같은 대형화물, 중량화믈 및 길이가 긴 화물 등
을 운송하는데 주로 사용된다(노홍승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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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관련 연구는 상용차에 대한 연비측정법, 시험모

는 JFCM (Japan Fuel Consumption Model) 등 주행저항

드 개선연구와 배기가스 성분 구성 및 온실가스 절

산출방법에 따른 중형 상용차량의 연비 향상성 비교

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각 주행저항 산출 방법이 연
비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외 친
환경 기술 개발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의 연

1. 연비 측정 관련 연구 검토

비측정 시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전기
연비측정법 개선에 관한 연구는 <표 1>과 같이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적인 연비 측정방법에

주로 주행저항값 수집방법 변화에 따른 연비 개선

대해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었

효과 분석 및 각국의 대표적인 연비 측정 모드 간

다(Gallo, J. et al., 2015; 이민호 외, 2012; 이민호 외,

시험 결과 비교를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

2011).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새로운 주행저항값 측

히 최근 들어, 친환경 기술 개발 트랜드를 반영하는

정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연비측정법 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정기 외(2011)는 국

선을 위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었다.

내 실정에 맞는 대형자동차 연비측정 시험법의 모
드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미국, 중국, 유럽의 대표

2. 배출가스 측정 관련 연구 검토

시험모드와 국제기준인 WHVC모드 간 연비측정 결
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정기 외(2012) 연구에

차대동력계 시험 결과를 이용한 배출가스 측정

서는 대형 전기버스의 연비측정 자료 수집에 있어

분야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온실효과를 보이는 대기

실험값이 아닌 실 주행을 통한 측정법을 개발하기

오염물질 6종(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익성 외(2014, 2015)

소(N2O), 수소화플로오르화탄소(HFC), 과플로오르화

<표 1> 연비측정 관련 연구
구분

대상차종

연구결과

비고

Class 5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Gallo, J. et al.
트럭에 대한 차대동력계 연비 HTUF4, OCBC
(2015)
향상성 비교

전기자동차
(전기트럭)

Newton Step Van의 경우 HTUF4과
OCBC 모두에서 38.4~46.4 MPGe의
높은 연비 기록

국외/
실증

이익성 외
(2015)

주행저항 산출방법(실측 및
일본 JFCM)에 따른 중형저상
버스의 연비향상성 비교

WHVC, NIER

중형상용차
(중형버스)

JFCM법의 경우 저속영역에서는 높게, 고속
국내/
영역에서는 낮게 나타나며 WHVC 및 NIER
이론
모드 모두의 연비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침

이익성 외
(2014)

주행저항 산출방법(실측 및
시뮬레이션)에 따른 중형저상
버스의 연비향상성 비교

WHVC

중형상용차
(중형버스)

중량조건과 관계없이 시뮬레이션법을 통해 국내/
계산된 주행저항 활용 시 연비가 3% 상승 이론

이정기 외
(2012)

대형전기버스의 시내주행 연비
시험방법 개발

WHVC
(Urban)

대형전기차
(대형전기버스)

기존 정속주행에 의한 연료소비율시험방법 국내/
을 시가지 주행패턴방법으로 변경 필요
이론

이민호 외
(2012)

다양한 시험모드별 연비 및
배출가스 특성 연구

5-cycle
(SC03)

하이브리드
승용차

이정기 외
(2011)

대형자동차 연비시험 모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이민호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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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시험모드

주요 연비감소 요인은 급가·감속, 에어컨
사용, 저온환경조건으로 확인

국내/
이론

WHVC, HHDDT, 중·소형상용차
미국, 중국, 유럽의 대표 시험모드와
ETC 외 다수 (중·소형 트럭) WHVC 모드 간 연비측정 결과 비교 제시

국내/
이론

CVS-75,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시험
Cold CVS-75,
방법 개발
HWFET

하이브리드
승용차

CVS 모드의 경우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모
국내/
터가동에 의한 엔진부하 감소와 감속 시 회
실증
생제동에 의한 연비절감효과 측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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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배출가스 측정 관련 연구
구분

연구내용

시험모드

대상차종

연구결과

비고

Ko et al.
(2017)

온도조건에 따른 NEDC 및
WLTC 모드의 질소산화물
배출 특성 연구

NEDC, WLTC

소형승용차
(EURO 6)

질소산화물 배출 계수는 WLTC보다 NEDC
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두 모드 모두 불완전
연소율이 증가하는 저온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

국내/
실증

중대형 차량의 온실가스
Steiber, J. et al.
배출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2015)
시뮬레이션모델 개발

WHVC

중대형상용차

WHVC 모드 연비측정결과 기반 연료소비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계산 시뮬레이션모델
개발

국내/
이론

Célia A. A. et
경량 경유차량 및 휘발류차량
al.
의 차대동력계 시험 특성 비교
(2015)

CVS

소형승용차

연비측정시험 결과에 기반한 경유 및
휘발류 차량 배출가스 내 탄소화합물
배출 비율 고찰 등 시험 특성 비교

국외/
실증

NIER, NYBUS,
UDDS 외 다수

대형상용차
(대형버스)

시험모드별 평균차속이 낮을수록
규제물질 배출량은 증가

국내/
실증

유럽 연비측정모드인 NEDC
L. Pelkmans et
European Drive
적용 시험결과와 실주행 연비
al.(2006)
Cycle
측정 결과 비교

경량자동차

일반적으로 NEDC 모드에서 연료소비 및
CO2 배출량이 10~20% 과소평가되어
측정

국외/
실증

Wen G. Wang
ea al.(2000)

바이오-디젤 혼합물 적용에
대한 대형트럭의 배기가스
성분 분석

-

대형상용차

바이오디젤(35%) 및 경유(65%) 혼합유
적용 시 입자상물질(PM)과 일산화탄소 등
배출량 감소

국외/
실증

Wen G. Wang
ea al.(1997)

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 효과 확인을
위한 차대동력시험 수행

WHVC

중형상용차

천연가스, 메탄올 등 대체연료 적용 시
경유에 비해 입자상물질(PM)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

국외/
실증

전상우 외
(2010)

시험모드에 따른 시내버스
배기가스 배출특성 비교

탄소(PFC), 육플루오르화황(SF6))의 배출량 감축을 천

배출 특성 파악을 위해 다양한 온도조건 하에서 각각

명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

NEDC와 WLTC(World-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다. W. G. Wang et al.(1997)은 기존 연료와 대체연료

Test Cycle) 모드를 적용하여 질소산화물 배출 특성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검토를 위하여 300대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선진 외국에서는 연비측정 시

의 중형차량에 대한 차대동력시험을 진행한 결과, 일

험법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정립되어, 연비측정 개선

부 대체연료 적용 시 배기가스 내 입자상질(PM) 및

에 대한 연구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연구

질소산화물이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 많이 수행되고 있었다. <표 2>는 차대 동력계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에 진행된 후속연구에서

이용한 배출가스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이다.

바이오-디젤 혼합연료 적용에 대한 배기가스 성분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까지 대체연료와 기존 경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유연료 간 배출가스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는 지속
되고 있다(M. Aldhaidhawi et al., 2016; Y. C. Yao et al.,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피견

2016; K. Fangsuwannarak et al., 2016;). 한편 L. Pelkmans

인 트레일러의 경량화에 따른 연료소비량 및 배출

et al. (2006)은 유럽의 연비측정법인 NEDC(New European

가스저감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란 점에서

Driving Cycle) 적용 시험 결과와 실제 도로주행을 통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노홍승

해 측정된 시험결과를 비교하였으며, NEDC모드에서

외(2015)의 후속연구로, 설계 및 구조해석을 통해 경

연료 소비 및 CO2 배출량이 적게 측정되는 것을 검증

량화한 평판트레일러의 경량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하였다. Ko et al.(2017) 연구에서 차량의 질소산화물

측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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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승 외(2015)는 경량소재 적용과 그에 따른 규

적재하중에 차이에 따른 연비를 측정하였다. 공차

격 및 구조변경,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하는 타공 설

의 경우 기존 차량의 적재하중은 15,245㎏이며, 개발

계 등을 통해 평판트레일러를 경량화하는 설계를

차량의 적재하중은 13,885㎏이다. 또한 영차의 경우

수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평판트레일러

기존 차량의 적재하중은 39,545㎏이며, 개발차량의

와 경량 평판트레일러에 대해 실제 도로에서 실차

적재하중은 38,185㎏이다. <표 3>은 시험차량의 제

운행시험을 통하여 연비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반

원을 나타낸 것이다.

면, 본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연비향상 및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급적 외력이 배제된

2. 시험장비

객관적인 연비측정 방법인 대형 차대동력계를 적용
하였다는데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기존

본 연구에서 시험한 장비는 <그림 1>과 같이 크

연구는 국내외 모두 다양한 중량의 화물차량을 중

게 차대동력계, 연료유량계, 공기유량계로 구성되어

심으로 연비 및 배출가스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본

있다. 차대동력계는 자동차가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

연구에서는 대형차량에 체결되는 피견인 트레일러

할 때의 주행저항과 관성 등을 모사하여, 실제 도로

의 경량화에 따른 연료소비량 및 배출가스 저감 효

가 아닌 차대동력계의 롤러위에서 시험차량이 도로

과를 측정하였다는데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

상을 주행할 때와 비슷한 조건으로 운전되도록 재현
하는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차대동력계 시

Ⅲ. 시험모드 및 시험조건

험장비는 다이나모미터와 배출가스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이나모미터는 2WD In-Line 540
(AVL), 배출가스 관리시스템으로는 MEXA-7200D, CVS

1. 시험대상 차종

-7400T, VETS-7000N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본 연구의 시험대상 차량은 Volvo FH 6x2 Tractor
이며, 공차 및 영차 운행 시 연비 측정을 위해 1,360㎏

차수

적재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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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W
(공차 중량)
GVW
(차량 총중량)

소키社의 장비를 사용하였다. 연료는 온도에 따라
밀도가 바뀌며 일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부피
가 바뀌어 오차가 발생하므로 연료유량계 내에는 냉

<표 3> 시험 차량 제원
항목
시험차량
제작사
연식
변속기
배기량
정격출력
연비
전폭(㎜)
전고(㎜)

용된 연료유량계는 실유량 측정방식이며, 일본 오노

차량 제원
FH 6x2 Tractor
Volvo
2008
AMT
13L
500PS/1800RPM
3.7㎞/L(차량등록증기준)
2.490
3.970
기존 차량
15,245㎏
개발 차량
13,885㎏
기존 차량
39,545㎏
개발 차량
38,185㎏

각수가 흐르며, 항상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림 1> 시험장비 구성도

대형차대 동력계를 이용한 경량 평판트레일러 연비 및 배출가스 저감 효과 분석

JE05(Japanese 2005 Emission Standard) 모드, 유럽의

<표 4> 연료유량계 및 공기유량계 제원
구분
연료유량계
(FP-2140H)
공기유량계
(LFC-1)

제원

ETC(European Transient Cycle) 모드, 중국의 CCBC
(China City Bus Cycle)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

Detecting Method

Positive Displacement
Type

Measuring Range

0.3~120L/h

Pressure Loss

2 kPa/60L/h

전 세계 주요국가의 도로특성을 반영한 차대동력계

Measuring Range

0∼350ℓ/sec

용 시험모드인 WHVC(World Harmonized Vehicle

Differential Pressure

0.65kPa

Chassis) 모드를 사용하였다(<표 6>참조). WHVC 모

럽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형 차량용 시험모드로

드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의 환경 에
국제적으로 연비는 Carbon balance에 의한 측정방법

너지 분과(GRPE group)에서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을 많이 사용하나, 본 시험에서는 Reference로서 측

측정 관련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 세계기술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엔진의 출력,

기준) 제정을 위해 사용되는 모드이다. 또한 국제적

일률 등을 정확히 계산하고 측정하기 위해 공기유

으로 배출가스 시험모드를 통일하기 위하여 유럽,

량계(LFC-1)를 사용하였다. LFC-1는 intake air의 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주요국가의 도로특성이

도, 압력까지 측정가능하며, 측정범위는 350L/ sec이

반영되었다. 특히, WHVC는 대형화물자동차 연비측

다. <표 4>는 연료유량계와 공기유량계의 제원을

정 및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낸 것이다.

이용되고 있으며, 대형차배출가스 인증 절차 제정

시험 셀 환경은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며 온도는

시 사용되는 시험모드이다. Urban, Rural, Motorway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중 하나인 ｢자동차의 에너

등 3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WHVC

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

모드의 구간별 차량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제2015–63호)에 따랐다. 시
험 셀 온도는 25℃, 습도는 연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50%±1%로 제어하였다. <표 5>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험 셀 환경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Chassis Dyno. Test Cell Control
구분

Setting Value

Measured Value

Test Cell Control
Temp.

25℃

25±1℃

Test Cell Control
Humidity

50%

50±1%

<표 6> WHVC 모드 속성
Section

Urban

Distance(㎞)

5.3

Rural Motorway Total
5.8

8.9

20.0
1800

Duration(sec)

900

481

419

Average speed(㎞/h)

21.3

43.6

76.6

40.1

Maximum speed(㎞/h)

66.2

75.9

87.8

87.8

3. 시험모드
기존 및 경량 평판트레일러에 대한 연료소모량
측정을 위한 차량동력계상의 주행시험모드는 미국

<그림 2> WHVC 모드의 구간별 차량속도

의 HHDDT(Heavy Heavy-Duty Diesel Truck),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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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소비율 측정방법”에 준하여 <그림 3>과 같이

4. 차량 시험 절차 및 방법

진행하였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시험방법은 시험 차
연비 및 배기가스분석에는 배기가스 분석계 시스

량에서 엔진만을 탈거하여 엔진동력계에서 출력 및

템(MEXA-7200D)이 사용되었으며, 시험 전 GDC

배출가스를 분석하는 시험방법이 통상 사용되지만

(Gas Divider and Converter Checker) 3)를 통해 배기가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차량을 이용하여 대형자동차용

스 분석계의 측정 정도 사전 검사4) 가 수행되었다.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연비 측정 및 온실가스를 측

검사에 앞서 경량 평판트레일러 차량특성을 테스트

정함으로써 실험의 정확도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에 반영하는 주행저항 측정시험(Coastdown test)을 수

차량의 연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엔진뿐만 아니라

행하였으며, 차대 동력계에 제품 사양에 따른 주행

변속기, 동력전달 축, 차동기어, 타이어 등 굉장히

저항 값을 입력하고 모드 수행 전 차량의 가/감속

많으므로 차량자체로 시험하는 차대동력계 시험이

특성 파악 및 차량 예열을 위하여 시험 모드(WHVC)

엔진동력계 시험에 비하여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했

를 이용한 예비 주행도 수행하였다. 또한 경량 평판

기 때문이다. 통상 차대동력계는 자동차가 실제 도

트레일러의 공차상태와 영차상태를 모사하기 위해

로를 주행할 때 정지, 가속, 정속, 감속 등을 반복하

주행저항 값을 달리 적용하여 2회의 WHVC 모드를

는 과정을 대표화한 실측 주행모드를 사용하여 모사

주행하였다. 시험 절차 및 방법은 JIAT- BASIC

주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부하를 걸어주는 관성중

Process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하나인 ｢자동차

량, 동력흡수계, 제어기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

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된 대형차 대동력계는 주로 중‧대형 버스와 트럭과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제2015–63호) 별표 1

같은 대형차량 시험에 주로 사용되며, 이들의 주행

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패턴 및 적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차대동력계

<그림 3> 경량 평판트레일러 차대동력계 시험
3) GDC 검교정 성적서
4) MEXA-7200D GDC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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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는 시험모드의 구성이 다소 다른 것을 제외하

20㎞/h를 초과하거나 시험도로에 직각성분의 풍속

고는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이 8㎞/h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험자동차
에 직접 탑재식 기상계를 장착한 경우에는 평균 풍

가. 주행저항 측정시험

속이 35㎞/h 또는 최고 풍속이 50㎞/h를 초과해서

주행저항 측정시험은 공인된 연비 측정을 위한

는 안 된다. 또한 시험노면은 건조하고 청결해야 하

차대동력계 시험 수행을 위한 사전 자료를 수집하

며 구배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배가

는 것으로, 차량의 주행제한속도(대형차량의 경우

0.5%를 초과할 경우 구배로 인한 저항을 산출하여

90㎞/h)에서 활주(기어 중립)상태로 정지 상태까지

데이터 분석 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의 재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감속도 데이터를 수집한

질은 일반도로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여야 하는

다. 다시 말해 시험구간 진입 전 차량 주행제한속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까지 가속 후 시험구간 진입과 동시에 활주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실 도로 주행저항 측정값을 기반

전환하여 완전 정지시까지의 거리 및 속도 데이터

으로 하였으나, 일부 속도구간에서 이상치가 발생

를 수집한다. 시험 시행 전 차량 내부에 데이터 수

하여 일본에서 사용하는 중대형 차량 주행저항 환

집 장치(RTS-3100, Vbox 등) 설치하고, 시험 시행 전

산식인 JFCM을 적용하였으며, 수식 (1)~(4)와 같다.

차량의 예열을 위해 30분 이상의 예비주행을 수행

여기서, μr은 회전저항, W는 차량중량, μa는 공기

하였다. 또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동 구간에 대해

저항계수, A는 전명투영면적을 나타낸다.

최소 왕복 3회 이상 반복 수행하며, 차량의 관성 및
지면과의 구름저항도를 고려하여 약 3㎞ 이상의 직

주행저항(㎏) = μrW +μaA × ㎞/h2

선주행로를 운행하였다. 국토부의 ｢자동차의 에너

주행저항(N) = 주행저항(㎏) × 중력가속도 (식 2)

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μrW = 0.005125×(차량중량)㎏ +17.601

(식 1)
(식 3)

2

μaA = 0.002990×(전고×전폭)m +0.0008324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행저항 측정 시

(식 4)

시험조건은 시험도로의 대기온도가 5~35ﾟC 이내이
어야 하며, 안개 및 강수상태에서는 행하지 않아야

주행저항 측정시험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공

한다. 시험 시 평균풍속이 16㎞/h 또는 최고풍속이

차 시 기존 평판트레일러와 경량 평판트레일러의

<표 7> 차속별 주행저항(N) 개선율
차속(㎞/h)

공차 주행저항(N)

5
15

개발품
878
938

기존품
946
1,006

25
35
45

1,057
1,236
1,474

55
65
75
85
95

공차개선율(%)

영차 주행저항(N)

영차개선율(%)

7.79
7.29

개발품
2,099
2,159

기존품
2,168
2,227

1,125
1,304
1,542

6.47
5.53
4.64

2,278
2,457
2,695

2,346
2,525
2,764

3.00
2.78
2.54

1,772
2,130
2,547

1,840
2,198
2,615

3.86
3.21
2.68

2,993
3,351
3,768

3,062
3,419
3,836

2.28
2.04
1.81

3,024
3,560

3,092
3,628

2.26
1.92

4,245
4,781

4,313
4,850

1.61
1.43

3.2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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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저항 개선율은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작

엔진, 연료소비율 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롤러(차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79~1.92% 개선되는 것으로

대동력계) 위에 차량을 올려 주행능력 등 실차 주행

분석되었다. 영차 시 주행저항 개선율은 공차 일 때

조건을 반영한 연비효과를 시험하여 기존 및 경량

보다 작은 3.26~1.43%로 나타났다.

평판트레일러에 대한 연료소모량과 온실가스 배출
량을 비교 ‧ 검증하였다. 대형 상용차용 차대동력계

나. 대형 상용차량 차대동력계 시험

(Heavy Duty Chassis Dynamometer System) 상에 트랙

본 연구에서 적용한 차대동력계시험은 배출가스,

터(트레일러 미체결 상태)를 배치하여 롤러에 의한

<개선 차량>

<기존 차량>

<그림 4> Coastdown Vehicle Adaptation 결과(공차)

<기존 차량>

<개선 차량>

<그림 5> Coastdown Vehicle Adaptation 결과(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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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실시 및 연비 측정 시행하며, 시험 진행시 롤

(<표 8>참조).

러 구동에 의한 트랙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20ft 트레일러를 장착함으로써 트랙터 뒷부분에 하
중을 부여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차 주행저
항 값을 대형차대동력계에 입력하여 대형차대동력

Ⅳ. 시험결과 및 효과
1. 연비 개선 효과

계 상에서 Coastdown Vehicle Adaptation을 수행하였
다. Coastdown Vehicle Adaptation은 실차주행 자료와

본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및 개발차량의

차대동력계 상에서 산출한 Vehicle Adaptation 자료

경량화 정도에 따른 주행저항 측정값으로 산출된

간의 차이를 Calibration 하는 과정이다. F0는 차량의

각각의 주행저항을 대형 차대동력계의 WHVC 모드

중량, F1은 속도, F2는 가속도에 의한 관성 중량값

를 통해 산정하였다. 연비측정 결과, <표 9>에서 보

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단위가 다르며, 관성에 대한

는 바와 같이 공차일 때 기존 차량이 3.3012㎞/L, 개

차량의 중량,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주행저항을 나

발차량이 3.4050㎞/L로 3.14% 연비가 좋게 나타났으

타낸 것으로, 반복수행을 거쳐 수렴값을 적용하여

며, 영차일 때는 개발차량의 연비가 기존 차량에 비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그림 4, 5>는 측정된 관성

해 평균 2.18% 향상된 효과를 보였다. WHVC 모드

값(입력값)을 차량이 롤러위에 있는 상태에서 적용

구간별 연비 측정 결과, 공차일 때 Urban 구간에서

측정하여 맞추는 과정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1, 2회 차 평균 4.50%로 연비 향상 효과가 가장 높으

<표 8> 경량 평판트레일러 사양에 따른 실차 주행저항 결과 및 Vehicle Adaptation 결과
기존 평판트레일러
CVW

구분

경량 평판트레일러
GVW

CVW

Street
Value

Dyno.
Value

Street
Value

Dyno.
Value

Street
Value

GVW
Dyno.
Value

Street
Value

Dyno.
Value

F0[N]

938.76

194.70

2160.19

1448.49

870.75

99.63

2091.75

1467.29

F1[N/㎞/h]

-0.00218

1.2653

0.00171

2.9763

-0.0020

3.2868

-0.0017

3.2406

F2[N/(㎞/h)2]

0.2980

0.2570

0.2979

0.2542

0.2980

0.2350

0.2980

0.2483

<표 9> WHVC 구간별 연비 개선 효과
기존 차량
구분

Phase1
(Urban)
Phase2
(Rural)
Phase3
(Motorway)

개선 차량

CVW
(㎞/L)

GVW
(㎞/L)

CVW
(㎞/L)

개선율
GVW
(㎞/L)

CVW
(%)

GVW
(%)

1st

2.2086

1.2347

2.31

1.2607

4.59%

2.11%

2nd

2.2189

1.2788

2.3169

1.3276

4.42%

3.82%

평균

2.2138

1.2568

2.3135

1.2942

4.50%

2.98%

1st

3.5744

1.8504

3.6803

1.9195

2.96%

3.73%

2nd

3.5566

1.878

3.673

1.9192

3.27%

2.19%

평균

3.5655

1.8642

3.6767

1.9194

3.12%

2.96%

1st

4.3608

2.9412

4.4256

2.9491

1.49%

0.27%

2nd

4.3462

2.924

4.4394

2.9331

2.14%

0.31%

평균

4.3535

2.9326

4.4325

2.9411

1.8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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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차량별 연비 및 개선 효과
구분

기존 차량

개선 차량

개선율

CVW(㎞/L)

GVW(㎞/L)

CVW(㎞/L)

GVW(㎞/L)

CVW(%)

GVW(%)

1st

3.3012

1.9284

3.4016

1.9709

3.04

2.20

2nd

3.3012

1.9591

3.4083

2.0012

3.24

2.15

평균

3.3012

1.9438

3.4050

1.9861

3.14

2.18

며, 다음으로 Rural 구간이 3.12%, Motorway가 1.81%

NO X를 제외한 모든 배출가스에서 배출량이 저감되

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또한 영차 시에는 Urban

었다. 배출가스별 개선율을 살펴보면, 총탄화수소

구간에서 평균 2.98%, Rural이 2.96%, Motorway가

(THC)가 9.5%, 일산화탄소(CO)가 7.0%, 이산화탄소

0.29% 연비 효과가 있었다. 가감속 구간이 많은

(CO2)가 3.0% 저감되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NOX)

Urban 구간에서 연비효과가 크고, 가감속 구간이 적

의 경우 지속적인 반복실험 수행에 따른 과열로 배

은 Motorway 연비 효과가 적게 나타났다. <표 10>

출량이 증가하였다(<그림 6> 참조). 반면, 영차일

은 차량별 연비 개선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때 모든 배출가스에서 배출량이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7> 참조). NOx는 발생량의 대부

2. 배출가스 개선 효과

분이 열에 의해 발생하고 일부 연료 중 질소의 산화
등에 의해 발생한다. 즉, 엔진의 열에 따라 완전연

경량화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결과, 공차일 때

소와 관련 있는 다른 오염물질은 감소하여 안정화

<그림 6> CVW 조건에서 경량 평판트레일러 사양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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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VW 조건에서 경량 평판트레일러 사양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 측정결과

<표 11> 배출가스 배출량 개선 효과
구분

CVW

GVW

CO2
1st
804.870
2nd
805.030
평균
804.950
1st 1,377.320
2nd 1,356.010
평균 1,366.665

(단위: g/㎞, %)

기존 차량
THC
0.394
0.331
0.362
0.410
0.375
0.392

CO
1.159
1.178
1.169
2.869
2.694
2.781

개발 차량
NOX
7.069
7.126
7.097
8.358
7.906
8.132

CO2
781.250
779.900
780.575
1,348.150
1,327.890
1,338.020

THC
0.331
0.325
0.328
0.333
0.287
0.310

CO
1.138
1.035
1.086
2.602
2.525
2.564

개선율
NOX
7.754
7.564
7.659
8.069
8.022
8.046

CO2
2.93
3.12
3.03
2.12
2.07
2.10

THC
15.93
1.84
9.49
18.73
23.59
21.06

CO
1.84
12.14
7.03
9.30
6.28
7.83

NOX
-9.69
-6.15
-7.91
3.46
-1.47
1.06

된다. 따라서 공차와 영차 상태에서의 차이는 영차

연비 측정 결과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차일

상태가 공차상태에 비하여 엔진 부하율이 높기 때문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개선효과가 3.03%로, 영차

에 먼저 peak 온도에 도달하여 반복시험에 의한

(2.02)일 때보다 더 높게 분석되었다. 구간별로는

NOx 증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에서

Urban 구간에서 1, 2회차 평균 4.29%로 가장 높게 나

보는 바와 같이 배출가스별 개선율을 살펴보면, 총

타났으며, Rural이 2.98%, Motorway이 1.98%로 가장

탄화수소(THC)가 21.1%, 일산화탄소(CO)가 7.8%, 이

낮게 분석되었다. 또한 영차 시 구간별로는 Urban

산화탄소(CO2)가 2.1%, 질소산화물(NOX)이 1.1% 저

구간에서 1, 2회차 평균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HVC 모드 구간별 이산

며, 다음으로 Rural이 2.86%, Motorway이 0.27%로 가

화탄소 배출량 분석결과는 <그림 8>과 같이 구간별

장 낮게 분석되었다.
59

교통연구 제24권 제1호

<그림 8> WHVC 모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개선 효과

Ⅴ. 결론

실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법정시험 온도 조건

인 25℃로 제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겨울이나 한
본 연구는 대형 차대동력계에 WHVC 모드를 적

여름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겨울철의

용하여 기존 평판트레일러와 경량 평판트레일러의

경우 낮은 외기온도로 인하여 오일의 윤활성능이

연료소비량 및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측정하였다.

떨어지고, 차량의 워밍업이 늦어지는 등의 원인으

시험 결과, 경량 평판트레일러는 기존 트레일러에

로 연비가 악화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날

비해 공차 시 3.14%, 영차 시 2.18% 연비 향상 효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하기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량화에 따른 배출가스

위하여 온도조건을 다양화하여 추가적인 시험이 진

측정결과, 공차 시 배출가스별 개선율은 총탄화수

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량 평판

소(THC)가 9.5%, 일산화탄소(CO)가 7.0%, 이산화탄

트레일러의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소(CO2)가 3.0%로 나타났다. 또한 영차 시 배출가스

차 배출가스 및 연비 측정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별 개선율은 총탄화수소(THC)가 21.1%, 일산화탄소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이 있는 WHVC 모드를 사용하

(CO)가 7.8%, 이산화탄소(CO2)가 2.1%, 질소산화물

였으나, WHVC 모드 자체에 가감속 구간이 심하여

(NOX)이 1.1%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국내 도로특성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었다. 통상적으로 견인트랙터에 비해 트레일러는 3

에는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배 수명(약 30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량 트레

서 개발한 Nier 모드 등 다른 주행모드를 적용하여

일러는 타 종류의 차량보다 한번 투자로 연비향상

연비 및 배출가스 효과 분석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

및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오랫동안 기대할 수 있을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판트레일러

것이다.

와 경량 평판트레일러에 대해 대형차대 동력계를

본 연구는 그간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대형화물

이용하여 연비 및 배출가스를 단순 비교하였으나,

차 경량화에 따른 연료소비량 및 배출가스 저감 효

향후에는 WHVC 모드와 비슷한 환경의 도로에서

과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

실주행 시험을 통한 연비 및 배출가스 개선 효과에

은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대한 상호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째, 차대동력계 시험은 연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주는 외부조건, 즉 온습도를 제어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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