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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트랙터는 경종, 채소, 과수, 축산 등 거의 대부분의 농업부문에
사용되며, 경운·정지·운반 등 많은 작업에 이용되는 농업기계이다. 트
랙터의 대기오염물질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농업활동
중 경지정리와 수확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있다. 비산먼지는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이 발생된다. 본 연구는
2016년 기관출력을 기준으로 3개 그룹의 트랙터 작업별 이용시간에
따른 작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농림축
산식품부에서 발행한 2016년 농업기계보유대수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제시한 내연기관 및 농업활동 배출계수, 평균정격출력을 사용하여
트랙터의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트랙터 작업별 사용시간은 국립농
업과학원에서 발행한 2015년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서를 참고하여
경운, 정지, 균평, 비료살포, 로더, 곤포, 퇴비살포, 운반, 기타로 분류
하였다. 결과 2016년 트랙터 대·중·소의 보유대수 분포에 따라 구한
평균 출력은 각각 52kw, 39kw, 23kw이며, 작업별로 출력에 따른 대·
중·소 트랙터의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각각 3,052Mg, 5,200Mg,
1,523Mg이며, 총 9,775Mg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트랙터 출력
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평균 출력을 33.1kw으로 동일하게 하
여 산정한 작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544Mg이나 대·중·소로
나누어 산정하면 약 14% 증가한 배출량을 보인다. 트랙터의 경운, 정
지, 균평, 비료살포, 로더, 곤포, 퇴비살포, 운반, 기타 등 작업별 대기
오염물질은 2016년 각각 총 배출량 중 13%, 29%, 11%, 5%, 15%,
2%, 4%, 13%, 8%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 특히, 전체 배출량
중 경운·정지·균평작업 배출량이 2016년 53%로 절반 넘게 차지한다.
논과 밭의 경기정리는 대부분 트랙터로 한다. 논과 밭의 경지정리에
의해 발생된 비산먼지 배출량은 논이 67%, 밭이 33%의 배출량을 보
인다. 비산먼지 배출량은 경지면적의 넓이에 따라 비례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6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기관출력별 트랙터의 각 작
업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산정하고 비교하였다. 국가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 산정에서 트랙터의 출력은 기관출력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출력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면 배출량은 증가한다.
트랙터의 경지정리에 의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밭에 비해 논에서 많
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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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트랙터 보유현황 및 경작면적
Sections

Groups
Small
Middle
Large
Total
Paddy field
Upland
Total

Tractor(unit)

Land Preparation
Area(ha)

 트랙터 작업별 기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Unit
73,276
147,775
64,775
285,968
895,739
747,860
1,643,599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업기계보유현황
- 출처: 통계청(2016), 농업면적조사

배출계수 및 정격출력
 기관 대기오염물질
Type

Emission factor(kg/kWh-unit)
HP
TSP
Fuel (kw)
NOx
PM2.5 VOCs NH3
(PM10)
Factor

CO

Tractor
(Small)
2.48

7.84

0.39 0.000359 0.48 0.00003 0.0053 33.1

Tractor
(Large)

(define*)

23

0.00538

Tractor
(Middle)

HP
(kw)

0.0053

39
52

*2016년 트랙터 대∙중∙소의 보유대수 분포에 따른 평균 출력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1999), 경유엔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III)

 농업활동(경지정리)
Agricultural
activities

Emission factor
(kg/kWh-unit)

Product

Land Preparation

별 배출량

TSP

PM10

Paddy field*

1.56

0.71

Upland

0.91

0.41

- 출처: CARB(2013), Agricultural Land Preparation

서 론
트랙터의 사용 분야 및 대기오염물질
 사용 분야 및 작업
 경종, 채소, 과수, 축산 등 거의 대부분의 농업 부문
에서 사용

트랙터의 작업별 이용실적
Type

Tillage Harrowing

Average
machinery
21.0 45.4 17.0
activity
(hour/year)

 경지정리와 수확작업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배출물질: TSP, PM10

7.9

24.0 2.8

6.3

Etc. Total

20.1 12.6 157.1

결론

 트랙터 기관출력별 기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Torctor

Small

CO
315,469

NOx
997,290

SOx

TSP

PM10

PM2.5

VOC

NH3

Total

342 49,610 49,610 45,667 61,059 3,816 1,522,864

Middle 1,077,279 3,405,590 1,151 169,411 169,411 155,945 208,506 13,032 5,200,323
Large

연구 목적

Transpor

결과 및 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물질: CO, NOx, SOx, TSP, PM10, PM2.5, BC,
VOCs, NH3

Compost

- 출처: 농촌진흥청(2015),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

 경운∙정지∙운반 등 많은 작업에 이용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Fertilizer

Leveling spreading Loader Baling spreading
tation

632,183 1,998,514

676 99,416 99,416 91,514 122,358 7,647 3,051,724

Total 2,024,931 6,401,395 2,169 318,437 318,437 293,125 391,922 24,495 9,774,911

 2016년 기관출력을 기준으로 3개 그룹의 트랙터 작업별
이용시간에 따른 작업별 내연기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트랙터의 논∙밭 경지정리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
배출량 분석

Control
1,770,032 5,959,585 1,920 278,352 278,352 256,226 342,587 21,412 8,544,466
(NIER)

 중형 트랙터에서 배출되는 기관 대기오염물질은 전체 트랙
터 배출량에서 50%를 넘게 차지하며, 대조군(NIER)과 비
교하면 약 14% 증가한 양을 배출함

 비산먼지 배출량(경지정리)

재료 및 방법
Divisions

Groups

1. KAMICO. 2016. Agricultural Machine Price.: Korea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Cooperative.
2. NIER. 2013. A Handbook of Method for National Air Pollutant
Emissions Estimat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3. RDA. 2016. Survey on the Utiliza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rmwork Mechanization ra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4. Statistics Korea. Agricultural Machinery Holdings Survey.:
Statistics Korea. 2016. Available at: www.kosis.kr. Accessed 26
February 2020.

Calcula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emission
∑ 𝑁𝑁 × 𝐻𝐻𝐻𝐻 × 𝐿𝐿𝐿𝐿 × 𝐻𝐻𝐻𝐻𝐻𝐻 × 𝐸𝐸𝐸𝐸

• N= Number of the agricultural machinery(unit)
• HP= Average rated power(kw)

Non-road
vehicles

Agricultural
machinery

Tractor

• LF= Load factor(0.48)
• HRS= Average machinery activity(hour/year)
• EF= Emission factor(kg/kWh-unit)
• (SOx Emission Fuel factor/1,000×2xSulphur
content in fuel (%)/100)

Agricultural
activities

Scattering
dust

Land
Preparation

∑ 𝐴𝐴 × 𝐸𝐸𝐸𝐸

• EF= Emission factor ,
• A= Land Preparation area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1999), 경유엔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III)

 2016년 트랙터 대·중·소의 보유대수 분포에 따라 구
한 평균 출력은 각각 52kw, 39kw, 23kw이며, 국립환
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평균 출력은 33.1kw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트랙터 출력의 크기에 따라 분
류하지 않고, 평균 출력을 동일하게 하여 산정한 작
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544Mg이나 기관출력
에 따른 대·중·소 트랙터의 기관 대기오염물질 총배
출 량 은 9,775Mg( 대 :3,052Mg, 중 :5,200Mg, 소 :
1,523Mg )으로 약 14% 증가한 양을 배출함.
 트랙터의 경운, 정지, 균평, 비료살포, 로더, 곤포, 퇴
비살포, 운반, 기타 등 작업별 기관 대기오염물질은
2016년 각각 총 배출량 중 각각 13%, 29%, 11%,
5%, 15%, 2%, 4%, 13%, 8%를 차지함
 트랙터의 논과 밭 경지정리에 의해 발생된 비산먼지
배출량은 논 67%, 밭 33%의 배출량을 보이며, 비산
먼지 배출량은 경지면적의 넓이에 따라 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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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Sections

 트랙터의 작업별 기관 대기오염물질은 경운, 정지, 균평작
업에서 많은 양을 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로더와 운반작업의 경우 트랙터가 작물재배 뿐만 아니라
곤포사일리지 이동, 농산물 운반, 농자재 운반, 축산농가
등의 농자재 이동 및 운반작업에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
기관 대기오염물질 역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주작
물에 구애 받지 않고 농축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이용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트랙터의 경지정리 비산먼지는 경작면적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논과 밭의 경작면적비에 비해 논에서 발생하
는 비산먼지가 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비해 많은 양
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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