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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ul Metro Line 1 to 4 guests per day to 4.5 million people have been using the

subway. This is close to the city population, 57 percent of people use the subway and

found that 57 percent of people use the subway and found that this is close to the city

population. Motor vehicle indoor air quality, especially of the major factors affecting is

passenger's clothing, cosmetics, adhesives and formaldehyde by the action and so are able

to keep. Enclosure 30ppm formaldehyde during prolonged exposure at concentrations

above the nose, bronchial cough and a burning can cause symptom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ppropriate ventilation system. 1-4 Line Press in 2008, leaving the subway,

and normally the train measured in room air quality. Measurements in 2005, 19.3 ~ 83

㎍ / ㎥, 2008 Year ND ~ 61.7 ㎍ / ㎥ is. When congestion(rush hour) to temporarily

increase the formaldehyde can result in a higher number. Automatic detection of

formaldehyde and improve ventilation to a practical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chatneun. In research since 2006, Removal of formaldehyde were analyzed for the study.

the passengers on the effects of formaldehyde in rush hour, the plan for increasing the

venti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factors, such as electric vehicle practical

ways to improve air quality have been studied.

1. 서론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이용객은 하루 평균 450만명이 지하철을 이용(2010년 상반기

수송인원 현황)하고 있으며 이것은 서울시 인구 57%에(2009년도 서울시 인구 총1,046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동차에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동차내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으로는 승객의 의류, 화장품, 접착제, 바닥제 등에 의한 폼알데하이드 작용에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공간내 30ppm 이상의 농도에서 장기간 노출시 코, 기관지에 타는 듯한 자각증상과 기침을

일으킬수 있고, 염증이 일으켜 호흡이 곤란해 질 수 있으며, 눈 자극증상으로 심하게 눈물이 나고,

눈 주위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정규철, 1995 : Daisey et al, 2003 : Mendell and H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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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으로 인해 산업 보건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적절한 환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보조를 맞추어 지하철 1~4호선 출·퇴근 및 평상시 전동차 객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폼알데하이드는 2005년도 19.3 ～ 83㎍/㎥, 2008년도 ND ～ 61.7㎍/㎥으로 기준치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내공기질은 120㎍/㎥)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유동

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가 평상시보다 오염도가 높게 남에 따라 폼알데하이드를 자동

감지하여 환기시키는 시스템 및 집진필터 등 공기조화설비 성능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찿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 폼알데하이드 흡착제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러시아워 시간에 폼알데하이드가 승객들에게 미치는 영향, 환기량 증대방안 등의 다양한

인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동차내 공기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개요

2-1 개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폼알데하이드 발생원인 및 제거방안을 연구한 논문을 토대로 분석하

였으며, 해당 논문별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2-1-1 공기청정기의 암모니아 초산 및 아세트알데히드 탈취성능과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정화성능 비교분석(김용진, 한방우, 김학준, 장성기, 이우석, 한국실내환경학회, 2006. 09)

2-1-1-1 연구내용

새집의 건축자재나 단열재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폼알데하이드의 제거

하기 위한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절차나 방법이 정해져 있

지 않고있다. 따라서 탈취시험의 시험절차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제거 성능을 평가 하고자 하

였고, 폼알데하이드(HCHO)를 각각 10~13ppm 범위내의 농도를 시험가스 공급장치를 이용하

여 시험 챔버에 공급한후 초기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시험체를 정격풍량으로 30분간 운전시킨

후 잔류가스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계측하였다.

2-1-2 톨루엔과 폼알데하이드 동시 유입 조건에서 표면 개질된 활성탄의 흡착 특성 변화(강

정희, 신승규, 송지현, 한국대기환경학회, 2010. 05)

2-1-2-1 연구내용

은(Ag)은 향균성이 매우 높아 의류, 의료,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고자 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나노 테크놀리지의 발달로 나노 사이즈의 의약품 및 화장품에 활

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메탄올의 부분산화를 통한 폼알데하이드(HCHO)의

제조 공정에서도 촉매로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해 은 입자가

침착된 활성탄을 활용하여 제거하고 자 하였다

폼알데하이드가 채워진 챔버로 일정량의 공기를 흘러보내어 폼알데하이드 증가를 발생시킨 후

휴대용 폼알데하이드 측정장치(4000Series 0-20 ppm, interscan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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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3. 고찰

3-1 전동차내 환기 방식 및 구조

서울메트로 전동차(1,954량)는 내구연수에 따라 1985년부터 새로운 차량(696량)으로 교체

되고 있으며, 최근 도입된 차량의 차종은 가변전압가변주파수(VVVF) 방식이다. 이러한 차량의

환기시스템은 지붕위에 2대의 환기(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천정내에 설치된 2열의 환기 취출구를

이용해 객실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객실 중앙부는 리턴그릴로 순환공기를

유입하여 제공급 한다. 1~4호선 전동차내 환기량은 1,980㎥/h․량 (구형 전동차 720㎥/h․량)으로

설계되어 혼잡시 필요 이론환기량인 1,200㎥/h․량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서울메트로),

전동차내의 환기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동차 환기 흐름도

내부환기(배기)④

전동차 전면① 외부환기(냉방)② 내부환기(급기)③ 내부환기(급기)⑤

3-2 전동차로 유입되는 오염원(폼알데하이드) 현황 및 분석

3-2-1 전동차 위치별 오염물(폼알데하이드) 발생원

전동차에 내장된 단열재나 바닥재, 접착재, 수용성 페인트, 승객의 의류, 화장품 등에서 발생

되며 탑승 인원에 따라 증가된다(표1 폼알데하이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3-2-2 폼알데하이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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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도(㎍/㎥) 자극정도 비 고

35(0.025ppm) 매우 약한 자극 30ppm 이상이면

질병증상

100ppm 이상에서

1분이상 마시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은 더욱

치명적임

53(0.04) 아토피성 피부염 및 신경조직 자극

67～134(0.05～0.1) 냄새를 느낌

269(0.2) 눈에 자극

335～402(0.25～0.3) 호흡기장애 시작

670(0.5) 목에 자극이 시작

2,680～4,020(2～3) 눈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생김

5,360(4) 눈물이 나옴

13,400～26,800(10～20) 정상적인 호흡곤란

40,200～67,000(30～50) 급성중독증상,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가능

표1. 미국 환경보호청(EPA)

3-2-3 법적근거 : 전동차내 법적 기준치는 없음

3-3 논문별 연구결과

3-3-1 공기청정기의 암모니아 초산 및 아세트알데히드 탈취성능과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정화성능 비교분석(김용진, 한방우, 김학준, 장성기, 이우석, 한국실내환경학회, 2006. 09)

국내 유통되는 공기청정기중 정화방식이 필터식, 복합식, 음이온식, 습식 등을 상대로 폼알데

하이드를 시험 챔버(그림 참조)에 공급한후 가스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활성탄 필터를 사

용하는 필터식과 복합식은 60% 이상 그 외 음이온식 등은 폼알데하이드 제거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가 다른 필터보다 폼알데하이드

오염농도 저감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3-2 공기청정기의 암모니아 초산 및 아세트알데히드 탈취성능과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정화성능 비교분석(김용진, 한방우, 김학준, 장성기, 이우석, 한국실내환경학회, 2006. 09)

폼알데하이드를 나노 은입자가 첨착된 활성탄이 있는 챔버로 일정량의 공기를 흘려보낸

결과 활성탄 표면의 나노 은 입자에 의해 산화가 되어 500분 이후까지 유지되는 등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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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을 효과적으로 제거(그림 참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출․퇴근시(러시아워) 전동차내 폼알데하이드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하려고 하였다. 최근 지하철 이용승객(하루 평균 450만명)이 매년 반기별

1.4% 증가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는 전동차 정원인원(1량)인 160명을 초과하여 탑승으로

인하여 전동차 객실내 승객의 의류, 화장품, 접착제, 바닥제 등으로 부터 전동차 객실내 폼알데

하이드가 증가되어 기준치(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내공기질은 120㎍/㎥) 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할 경우 이를 해결 할 방안은 전동차 의자 하부에 나노 은입자가 첨착된 활성탄을

충전한 소형 폼알데하이드 흡착장치를 장착 가동하여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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