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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 pollution in subway tunnel is primarily caused from the wear of metallic materials. As 

undesirable substance, PM(Particulate Matter) can especially harm the health of passengers and 

workers as well as clog the main parts of rolling stock such as inverters. To improve the air 

quality in subway tunnel, SMRT(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has developed 

anti-pollution devices such as Magnetic Dust Collector, Vacuum Cleaner For Rail Road and 

Particulate Removing Sprinkler Vehicle. Introducing these mechanical devices, this paper is 

mainly devoted to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ed du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particle-size analysis and componential analysis.

Ⅰ. 서 론

도시철도 터널공간은 지상의 일반적인 실내공간에 비해 밀폐되어 있어서 그 내부의 공기질이 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시의 고밀도화와 지상교통수단의 과포화로 도시철도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과적인 터널 공기질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터널 내부 공기질 오염은 여러 가지 영향요인이 있으나 열차운행에 의해 유발된 오염물질이 환기에 

의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터널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열차운행 종료 후 작업용 모터카 운행에 의

한 오염물질의 추가배출, 열차풍에 따른 오염물질의 역간 이동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가장 주된 요

인은 전동차 차륜, 레일,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찰, 레일연마 작업, 터널유지보수 작업시 발생되는 각

종 오염물질이 지하공간에 정체되는 경우이며, 특히 정체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입

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보다 미세한 분진(PM10)이다. 이는 인체에 대한 위해성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보다 입자의 크기가 미세한 

2.5㎛ 분진(PM2.5)은 기관지 폐포에 더욱 깊숙이 침투가 가능하고 중금속 물질 및 발암성 화합물을 많이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는 터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역사 및 터널 환기설비, 공기

여과설비의 운영과 함께 내부 오염물의 직접적인 제거를 위한 터널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터널 

청소방법이 물청소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경우, 물청소는 도상면에 있는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으나 습기가 마르게 되면 열차풍 ․ 작업자 이동 등에 따라 재비산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살수방

식 이외에 열차풍에 날리는 쇳가루를 저감하기 위한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 도상 먼지를 강력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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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흡입력으로 빨아들이는 도상 흡진청소기, 워터스크린 방식의 미세먼지 청소장치 등 터널 맞춤형 청

소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이러한 터널 청소는 큰 입자의 먼지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어 각 장치의 저감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치에 따른 집진먼지를 

채취하여 각 입경별 제거효율을 살펴보고 성분분석과 경제성 비교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기오염물

질의 제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터널 맞춤형 청소장치 

2.1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

  터널 부유먼지 성분분석 결과, 철 성분의 비율이 43.5%로 유기물 및 기타 산화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철 성분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를 개발하였

다. 마그네틱 집진장치는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열차하부에 설치하여 열차풍에 의해 부상되는 쇳가루를 

연속적으로 흡착하도록 제작하였다.

2.1.1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의 구조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는 강력한 영구자석, 전동차 주행 시 공기저항 및 진동을 견딜 수 있는 견

고한 구조 그리고 흡착된 오염물질의 분리를 비롯한 청소작업이 쉬워야 한다는 점을 기본사항으로 그림 

1.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었다.

(a) 호퍼드럼형 (b) 3단 드럼형 (c) 8단 봉형

그림 1.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 유형

전동차 운행 시 다량의 열차풍이 쉽게 유입되도록 제작한 호퍼드럼형과 흡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그

네틱 드럼을 높이에 따라 3단으로 설치한 3단 드럼형을 시험제작 하였으며, 경량화 문제와 비용 저감을 

위한 꾸준한 개선작업을 통하여 최종 8단 봉형으로 표준화하였다.

8단 봉자석 내부에는 영구자석과 자력 유도철을 연속적으로 배열하고 외부는 쇳가루가 영구자석에 직

접 흡착되지 않도록 적정두께(0.5㎜)의 외통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립 시 외부자력이 8,000 Gauss 이상을 

가진다. 봉자석 양쪽 끝단은 자력이 없도록 하여 흡착 오염물을 인력으로 제거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2.1.2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의 운용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를 자체 표준형인 8단 봉형 타입으로 추가 도입하여 총 

17대를 표 1.과 같이 호선별로 투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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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 설치현황

구  분 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수 량 17대 6대 3대 5대 3대

편 성 -
501, 502, 503

504, 505, 506
603, 604, 605

741, 742, 7441)

746, 755
808, 813, 815

  1) 8단 봉형 : 16대, 3단 분리형 : 1대 (744편성 설치)

  본선에 운행하는 전동차에 설치함으로써 집진작업에 따른 추가인원 및 경비가 따로 소요되지 않지만 

안전한 운용을 위한 체결장치점검 등 정기점검과 흡착물 제거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흡착물 제거

작업 시에는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a) 제거작업 (b) 수거물

그림 2.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먼지

2.2 도상 흡진청소기

  콘크리트 도상의 흡음재 설치구간, 침목 및 배수로 주변 또는 환기, 물청소 등으로 미처 청소되지 못

한 오염물의 효과적 제거를 위해 진공청소방식의 도상 흡진청소기를 운용하고 있다. 시중 표준 진공청

소기의 모든 주요 부품이 조립된 일체식의 장치로 터널 벽체 전원(삼상380V)을 사용하며 트로리에 탑재

되어 모터카에 의해 청소위치까지 견인 이동하게 된다.

2.2.1 도상 흡진청소기의 구조

도상 흡진청소기는 1차적으로 원심사이클론 여과장치와 2차 정밀여과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a) 트로리 탑재 전경 (b) 1차 여과장치 탱크 (c) 카트리지 필터

그림 3. 도상흡진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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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벨트 구동방식의 산업용 강력 진공청소기는 공기량 9㎥/min으로 작업자 2명이 집진호스(6m)를 통

해 도상 오염물을 제거하며, 이중 비중이 높고 습한 슬러지 등은 사이클론 여과장치에 의해 60L 용량의 

탱크로 1차 분리된다. 1차 여과장치로 인해 건 ․ 습식먼지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배수로 슬러지 청소 

및 반출작업도 가능하며, 2차 정밀여과장치의 필터(여과면적 3.0㎡ 이상)의 여과효율을 증가시키고 집

진먼지의 성질에 따라 분리 저장된다.

그림 4. 콘크리트 도상 진공청소

청소가 용이하도록 흡입노즐은 다양한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

하면서 청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트로리 전 ․ 후방에는 LED 전조등을 구비하였다.

2.2.2 도상 흡진청소기의 운용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용중인 레일 연마차 2호는 건식 연마방식으로 쇳가루 등 분진 발생량이 많아 

연마차 자체설비에 의한 회수율이 80%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도상 흡진청소기의 운용기준은 기존 자

체조사에 의해 작업구간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표 2.와 같이 변경하였다.

표 2. 도상 흡진청소기 운용기준
(‘11.3월 현재)

운 용 기 준 
비 고

1 순 위 2 순 위

레일연마개소 중

연마차 2호 담당구간
현업 요청개소

또한 장비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트로리 프레임에 체인블럭 걸이를 설치하여 집진탱크 하

차작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일정기간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함을 설치하여 적재공간을 확보한 바 

있다. 

2.3 미세먼지 청소장치

도시철도 특성상 짧은 열차시격(2~10분)으로 터널 내 공기오염물질이 계속해서 비산되는 악순환을 보

이며, 그 중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브라운운동을 하며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건

강상의 유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버터 쿨러장치 및 각종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장애를 초

래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미세먼지 청소장치를 개발하였다.

미세먼지 청소장치는 도상에 쌓인 먼지를 에어 블로워로 부상시켜 집진하는 건식방식과 비가 내린 후 

공기가 맑아지는 자연원리를 이용한 습식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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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미세먼지 청소장치 구조

미세먼지 청소장치의 구성은 견인을 위한 모터카, 에어 블로워가 장착된 미세먼지 부상장치, 살수트

레일러 세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5. 미세먼지 청소장치

모터카에는 자체 엔진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유압펌프 시스템과 살수장치, 공기압축기, 조명제어 등의 

조작 판넬을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부상장치(건식)에는 유압식 링 블로워 이외에도 자석을 부착하여 

쇳가루를 1차 흡착한다. 부유된 미세먼지는 다시 물탱크, 살수장치, 유압펌프, 쇳가루 세퍼레이터가 설

치된 워터스크린 형식의 살수트레일러(습식)에서 2차 처리되도록 구성하였다.

살수트레일러는 공기접촉이 최대가 되도록 이중살수 구조와 일정 살수 폭을 두었으며, 스텐커버를 씌워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고 세척수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미세먼지가 흡착된 세척수는 자

동 회수, 처리되어 순환 재사용되는 친환경 방식을 적용하였다.

(a) 미세먼지 부상장치

(b) 살수트레일러

그림 6. 미세먼지 청소장치 세부구조 

2.3.2 미세먼지 청소장치 운용

미세먼지 청소장치는 운행가능 일수(약 75일)에 1일 작업거리를 8㎞로 산정하여 본선 연 2회로 운용 

중에 있으며, 노반과의 공간협소로 인한 건식 집진먼지 제거작업의 곤란, 균등한 수막 미형성 등의 문

제는 마그네틱 구조변경과 살수전용 노즐의 추가 설치로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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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치별 집진효율 분석

터널 맞춤형 청소장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장치에 의한 터널청소 후 채

취된 집진먼지 시료를 대상으로 입경 및 성분분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비교

를 위해 역사 승강장 마감재 교체공사 시 승강장과 대합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서 얻은 시료도 함께 

분석하였으며, 청소장치의 효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운용에 따른 소요비용 및 수거량을 파악하였다.

3.1 입경분석

먼지는 크기에 따라서 확산 및 이동 특성, 침강속도, 집진장치 효율 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먼지 입

경분포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어느 정도 크기의 입자가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 하는 입경분포를 알아보고, 인체 유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한 먼지오염의 지표로 부상

하고 있는 입경별 먼지개수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a)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                        (b) 도상 흡진청소기

    

           (c) 미세먼지 청소장치(건식)                       미세먼지 청소장치(습식)

    

              (d) 공기청정기(승강장)                           공기청정기(대합실)

그림 7. 집진먼지 입경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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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각 장치에서 포집된 먼지의 개수, 부피, 무게별 입경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터널 청소장치

에 의한 집진먼지는 10㎛이하의 입경에서 최고 개수농도가 나타나고, 부피와 무게농도에서는 공기청정

기에 의한 결과(20㎛)보다 큰 입경 50㎛에서 최고치를 보였다. 비교 분석에 사용된 공기청정기는 소비

전력 260W의 50~70평형 전기집진방식 공기청정기로 5호선 신금호역 마감재(FRP, 강화플라스틱) 개량공

사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1개월 동안 수거된 먼지의 양은 대당 약 6g이다.

    

그림 8. 집진먼지 개수분포 및 개수누적분포

그림 8.은 장치별 집진먼지 개수분포와 개수누적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건식방식의 미세먼지 청소장치

와 도상 흡진청소기가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의 경

우 공기청정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총 먼지 중에서 입경 10㎛이하의 물질이 호흡기계통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PM10 입자의 농도로 환

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입경 2.5㎛이하(PM2.5)의 미세먼지를 인체에 대한 유해성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터널 맞춤형 청소장치에 의한 초미세먼지(PM2.5) 누적개수 

비율을 보면, 미세먼지 청소장치(건식)에서 약 70%, 도상 흡진청소기에서 약 50%로 일반 공기청정기 보

다 2배 이상 초미세먼지에 대한 제거효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성분분석

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분석은 오염 발생원 파악 및 위해성 연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다. 

표 3. 정성분석 결과

청 소 장 치
주 요 성 분 (wt%, 질량분율) 밀 도

(g/㎤)Fe2O3 SiO2 ZnO CuO CaO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 87.0 3.51 0.33 1.70 3.37 3.815

도상 흡진청소기 91.3 1.47 0.18 0.57 3.96 3.910

미세먼지 청소장치 (건식) 87.3 3.69 2.48 1.49 1.42 5.117

미세먼지 청소장치 (습식) 95.3 0.97 0.09 0.57 1.27 3.212

공기청정기 (승강장) 79.9 6.33 5.05 1.68 1.23 2.497

공기청정기 (대합실) 87.1 3.25 3.59 1.22 0.53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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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시험조건 23± 2 ℃, 70% R.H.이하의 실험실에서 XRF(모델명ZSX 100e) 장비에 의한 정성분석 

결과로 정확한 성분함량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성분이 Fe2O3(삼산화이철)로 나타나며, 이는 

내부적 발생요인 중 차륜과 레일, 브레이크 마찰로 인한 재료마모의 영향으로 철(Fe) 성분이 공기 중에

서 표면 산화된 형태로 추정된다. 철 성분은 은회색 금색으로 불용성이며, 비독성 금속으로 비교적 영

향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산화철 흄과 같은 성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에 위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결과에서 Fe2O3(삼산화이철)의 집진비율은 미세먼지 청소장치(습식) > 도상 흡진청소

기 >미세먼지 청소장치(건식) >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 순이며, 이론적으로 순수한 산화철은 자석에 

흡착되지 않지만 정성분석을 통한 Fe2O3(삼산화이철)은 철 성분의 다양한 형태의 대표 성분으로 인식

할 수 있다.   

기타 성분 중 SiO2(산화규소), CaO(산화칼슘)은 토양성분과 관련된 외부요인이나 도상 진동, 구조물 

열화균열 및 터널유지보수 작업 등 내부요인으로, CuO(산화구리), ZnO(산화아연)은 전동차 집진장치

와 전차선 접촉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차선 마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Cu는 

붉은 빛을 내는 금속으로 고농도를 흡입했을 때 독성이 가장 크며 발암성물질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OSHA(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및 NIOSH(미국 직업안전 건강연구소)에서는 기준치(흄 0.1㎎/㎥, 분

진 및 미스트 1.0㎎/㎥)를 정해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표 4. 정량분석 결과

No. Component Result(wt%)

1 Na 0.0000

2 Mg 0.136

3 Al 0.555

4 Si 2.13

5 P 0.0208

6 S 0.411

7 Cl 0.176

8 K 0.497

9 Ca 3.20

10 Ti 0.0891

11 Cr 0.108

12 Mn 0.788

13 Fe 88.5

14 Ni 0.0524

15 Cu 2.08

16 Zn 0.407

17 Rb 0.0044

18 Sr 0.0230

19 Zr 0.0088

20 Mo 0.0099

21 Sn 0.0559

22 Ba 0.734

23 Pb 0.0358

    

No. Component Result(wt%)

1 Mg 0.00126

2 Al 0.175

3 Si 0.879

4 P 0.0102

5 S 0.0837

6 Cl 0.103

7 K 0.652

8 Ca 3.73

9 Ti 0.0815

10 Cr 0.0865

11 Mn 0.842

12 Fe 92.0

13 Ni 0.0268

14 Cu 0.689

15 Zn 0.220

16 Rb 0.0042

17 Sr 0.0235

18 Zr 0.416

19 Pb 0.0218 

          (a)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                      (b) 도상 흡진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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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mponent Result(wt%)

1 Na 0.0000

2 Mg 0.0575

3 Al 0.572

4 Si 2.22

5 P 0.0311

6 S 0.0844

7 Cl 0.0326

8 K 0.538

9 Ca 1.35

10 Ti 0.340

11 Cr 0.251

12 Mn 0.718

13 Fe 88.2

14 Ni 0.0975

15 Cu 1.80

16 Zn 3.02

17 Rb 0.0083

18 Sr 0.0198

19 Zr 0.0237

20 Sn 0.0454

21 Ba 0.102

22 Pb 0.537

    

No. Component Result(wt%)

1 Mg 0.0137

2 Al 0.105

3 Si 0.580

4 P 0.0088

5 S 0.0889

6 Cl 0.0754

7 K 0.233

8 Ca 1.19

9 Ti 0.0471

10 V 0.0061

11 Cr 0.0955

12 Mn 0.856

13 Fe 95.7

14 Ni 0.0294

15 Cu 0.684

16 Zn 0.113

17 As 0.0073

18 Sr 0.0067

19 Zr 0.0187

20 Ag 0.0974

21 Ba 0.0773

           (c) 미세먼지 청소장치 (건식)                    미세먼지 청소장치 (습식)

표 4.는 정성분석 결과인 표 3.을 원소별 질량비(wt%)로 다시 나타낸 것이다. 모든 집진먼지 시료에

서 철(Fe)이 약 90 ~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Ca, Si, Zn, Cu 가 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

이며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소량이지만 Cr, Mn, Ni, Pb와 같은 중금속도 일부 나타난다.

표 5. 미세먼지(PM10) 주요 방출원

분 류 주요 방출원(Main Sources)

구 분 직경 2.5㎛이하 직경 2.5㎛이상

형성기전
화학반응, 응축/응결, 응집,

기체가 용해되거나 반응한 물방울

충돌, 마쇄, 분쇄 등 기계적 과정,

먼지의 비산

구성성분
유기화합물, 중금속 입자와

결합된 물분자 등

재비산 먼지,

연소시 비산재 광물의 산화물 등

발생원
가솔린, 디젤 등 연소

SO2, NOX의 대기중 생성물

산업공정이나 광산활동에서의 비산,

토양과 결합된 입자의 재비산

대기중 반감기 수일~수주 수분~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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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한 분진은 주로 입자크기가 작은 PM2.5에 속해있으며 이는 

모터카 등 터널 내 운행수단에 의한 연소과정에서 직접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지하철 운행종료 후 선로 및 구조물의 보수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모터카는 기본적으로 경유를 사

용하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 등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요

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운행에 따른 추가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합동점검 등을 통한 디젤 모터카 운행 최소화와 동시에 전기 모터카, 전기 점검차 등 대체수단의 개발

과 활용에 힘쓰고 있다.

3.3 경제성 분석

터널 맞춤형 청소장치에 의한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장비별 감가상각비, 인건비 및 유류

비를 고려한 소용비용과 각 미세먼지 수거량을 비교(표 6.)하였다. 감가상각비는 장치의 내용시간에 따

른 등재가의 감소분을, 인건비는 장비운용에 필요한 작업자의 노무비를 산출하였으며, 경비로는 경유비

와 잡유비를 포함하였다. 신금호역 공기청정기는 터널 청소장치와는 그 사용목적과 설치공간이 서로 상

이하여 경제성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6. 장치별 미세먼지 수거 단가

장치명 소 요 비 용 미세먼지 수거량 평균단가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

- 감가상각비       208 원/일

- 노무비             - 원/일

- 경비               - 원/일

            계     208 원/일

8.25 g/일 25 원/g

도상 흡진청소기

- 감가상각비    82,233 원/일

- 노무비       150,606 원/일

- 경비          65,055 원/일

            계 297,894 원/일

970 g/일 307 원/g

미세먼지 청소장치

(건식+흡식)

- 감가상각비    45,732 원/일

- 노무비       100,404 원/일

- 경비          65,055 원/일

            계 211,191 원/일

54.7 g/일 3,860 원/g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는 운행하는 전동차에 직접 설치되어 견인 모터카의 매연발생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노무비 및 기타 경비가 소요되지 않아 경제적 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도상 흡진청소기는 일일 평균 미세먼지 수거량이 약 1Kg으로 가장 많아 터널 순회식 장치운

용보다는 오염물질의 집중 발생구간이나 정체구간 등 국부적 청소작업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

며, 따라서 연마차와 연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운영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다. 반면에 미세먼지 

청소장치는 초미세먼지의 제거효율은 우수했으나, 총 먼지 수거량 및 소요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면에

서의 운용효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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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개발한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

치, 도상 흡진청소기, 미세먼지 청소장치 등 터널 맞춤형 청소장치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

였다.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한 청소장치에서 집진된 먼지에 대한 입경 및 성분분석으로 장치별 집진 

특성을 알아보고, 보다 효율적인 청소방안의 활용을 위해 소요비용에 따른 경제성 비교 ․ 분석을 시행하

였다.

․ 터널 청소장치에 인한 집진먼지 중 미세먼지(PM10)의 비율은 약 75~97%, 초미세먼지(PM2.5)의 비율은   

   미세먼지 청소장치(건식)와 도상 흡진청소기에서 50% 이상으로 장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학적 성분분석을 통해 모든 집진먼지의 88%이상이 철(Fe)성분으로 밝혀졌으며, 순수한 철 외에    

   FeO, Fe2O3등 다양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륜과 레일, 차륜과     

   브레이크의 마찰로 인한 지속적인 쇳가루 발생이 터널 내부의 주된 오염원이라고 판단된다. 

․ 터널 맞춤형 청소장치의 집진능력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전동차 마그네틱 집진장치가 가장 효용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추후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제점 개선  

   과 체계적 장치관리 및 정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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