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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ycling has been lately recommended as an alternative commuting mode because it is believed to be good for health and

the environment. However, the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ants, such as fine particulates, could be a potential problem

for cycling in urban environments. In this study, we compared commuters' PM10 exposure using the different transportation

modes of bicycle and bus. When a bicycle was used as a commuting mode, the additional PM10 exposure due to trans-

portation was about 3.5 times higher than that when using a bus. The difference of additional PM10 exposures by cycling

and bu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The PM10 exposure during cycling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tmo-

spheric PM10 concentration (r=0.98, p<0.01) and it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higher than that of bus (r=0.55, p<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main reasons of higher PM10 exposure when using the bicycle as the mode

of transport were its vicinity to road traffic and routes that were unavoidably close to road traffic. Bicycle commuting along

the road side may not be good for health. Exclusive bicycle lanes away from road traffic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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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기오염은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도

로의 교통량에 의한 미세먼지가 주요 오염 물질로 간

주 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공기역학적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 등으로 나누어지며 10 µm보다 작은 미

세먼지는 상기도를 통과하여 폐의 폐포까지 유입이 가

능하기 때문에 입경 크기는 건강영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디젤 자동차에 의한 직접

적인 영향과 대기 중에서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하는 간

접적인 방법으로 대기 오염에 영향을 준다. 또한 대기

중의 미세입자들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지만 도로에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전거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많이 노출될 수 있다.1)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의하면2) 대기오염에 의해 매

년 3백만 정도의 인구가 조기사망하고 있으며, Zhao et

al.(2004)3)에 의하면 대기오염이 호흡기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미세먼지의 흡입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순환계를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어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대

기오염과 관련된 건강영향이 널리 알려지면서 교통량

을 줄여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경

주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

키려는 홍보와 자전거와 같은 대체 이동수단의 증진을

도모하는 캠페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전거는 교통 혼잡을 피하고 공기오염물질의 방출과

온실효과 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인간의 물

리적인 활동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대체 교

통수단으로써 점점 더 많이 선택되어지고 장려되고 있

다. 그 예로, 서울시에서 에너지절약과 시민의 건강증

†Corresponding author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82-2-740-8881, Fax: 82-2-745-9104
E-mail : cleanair@snu.ac.kr

인체 환경영향평가 분야



448 김원·김성연·이지연·김성근·이기영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5(6)

진 등의 목적을 가지고 2007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2012년까지 가변

차로나 자전거 중앙차로 등을 이용해 207 km에 이르

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

나 자전거 도로의 입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려가 없

는 상항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대기

오염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

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향후 자전거 도로를 확보

함에 있어 그것이 어떻게 건설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

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1,4)

자전거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의 노출 특히, 미

세먼지에 관한 연구는 덴마크, 영국 등을 포함한 유럽

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버

스나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측정되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5) 다른 교통수단

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오염물질 노출에

대한 우려는 자전거 이용이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인

식에 묻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의 노출,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 평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친환

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

여 통근할 경우에서의 미세먼지(PM10) 노출 수준을 비

교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전거와 버스의 통근수단에 따른 PM10의

노출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2008년 9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노선에서 출퇴

근시간 중 PM10 노출을 측정하였다.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은 각각 7:30~9:30과 18:00~19:30로 사람들이 많

이 이용하는 시간을 선정하였으며 출근의 경우 자전거

와 버스를 이용하여 각각 7회와 9회를 측정하였으며,

퇴근의 경우 각각 6회와 8회를 측정하였다. 

통근수단으로는 자전거와 버스를 이용하였다. 자전거

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는 버스와 동일하면서 도로변

을 따라 이동하는 최단경로를 선정하였으며 서울대학

교 보건대학원↔이화동사거리 동대문역↔신설동역을

거치는 경로였다. 버스(2112번 지선버스)의 운행 경로

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보건대

학원을 경유하여 이화동사거리↔종로↔동대문역↔신

설동역에 이르는 구간이었다(Fig. 1). 자전거 주행로와

버스노선이 달라진 구역에서의 각 길이의 차이는 약

350 m 정도였으며(버스: 1.2 km, 자전거: 850 m) 모두

왕복 4차선의 길로써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

별한 도로 공사가 없는 구간이었다. 

측정 대상 물질은 PM10으로써 광산란 측정기인

SIDEPAK Personal Aerosol Monitor(AM510, TS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IDEPAK Monitor는 PM10

impactor를 통해 10 µm보다 큰 입자를 제어하고 광산

란법에 의해 10초 간격으로 PM10 농도를 측정한다. 유

량은 1.7 l/min으로 유지하였다. 매 측정 전 zero filter

로 0점 보정을 하였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SIDE-

PAK Monitor를 가방에 넣어 버스의 뒷자석 중앙에 위

치하여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자전거를 이용

할 경우에는 측정자가 가방을 멘 상태로 통근하면서 측

Fig. 1. Commuting routes by bicycle and bus (Dotted Line: Bicycle route, Solid Line: Bus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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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도록 하였다. 

측정 기간 동안 PM10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

기 중 PM10 농도와 대기의 온도 및 습도와 같은 기후

조건들을 환경부와 기상청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대기

중 PM10의 경우 연구가 수행된 지점과 가장 가까운 동

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대기측정망의 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측정 당시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의 PM10 평

균농도를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또한 기온(oC) 자료 역

시 측정시간대와 동일한 시간대별 기온 자료를 사용하

였다. 그러나 상대습도(%)의 경우 3시간 간격의 평균자

료만 공개되고 있어 측정 시간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대의 상대습도를 자료로써 사용하였다.

2. 통계처리

통근 중 PM10 노출 수준은 평균 노출량, 통근 중 총

노출량, 그리고 보정 노출량의 세 가지 유형으로 평가하

였다. 평균 노출량은 통근 중 측정된 PM10의 평균 농도

를, 통근 중 총 노출량은 평균 노출량에 통근 중 소요

된 시간을 곱해준 농도를, 그리고 보정된 농도는 통근시

간 중 측정된 시간 가중 평균 농도에서 같은 시간대에

대기 측정망에서 측정된 대기 중 PM10 농도를 제외한

농도로 정의하였다. 노출 지표의 하나로 보정된 농도를

활용한 이유는 통근 수단으로써 자전거와 버스를 이용

할 때 노출 가능한 PM10의 농도 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서 대기의 영향을 제외하고 각 교통수단에 의한 독립적

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측정 자료와 대기 중

PM10 및 기후조건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해석을 하였다. 

두 독립표본인 통근 수단별 PM10 농도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으

며 두 가지 형태의 자료에 대해 각각 t-test를 실시하였

다. PM10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수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성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대기

중 PM10 농도와 각 통근 수단에 따른 PM10 노출량간

의 측정일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둘 간

의 비를 살펴보았다. 통근 수단별 PM10 농도와 대기

중 PM10 농도는 각각 대수정규분포를, 온도와 습도는

정규분포를 하고 있으므로 통근 수단 중 PM10 농도와

대기 중 PM10 농도는 모수 통계방법을, 그리고 PM10

농도와 기후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비모수통계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III. 결  과 

통근 수단에 따른 PM10 농도에 관한 본 조사의 결과

는 Table 1과 같았다. 자전거를 이용한 13건의 통근의

경우 평균 2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PM10 기하평균

농도는 192.9 µg/m3이었다. 버스의 경우 측정된 총 17

건의 통근 동안 평균 31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PM10 기하평균농도는 62.7 µg/m3로써 자전거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PM10 농도수준이 약 3.1배 더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보정된 농도에서 자전거의 경우, 2008년 10월 15일

에 해당하는 대기 측정망에서의 공기 중 PM10 농도가

없어 11건의 자료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버스에서의 경

우 측정된 결과가 대기 중 PM10 농도보다 낮은 3건은

음의 값이므로 기하평균의 계산과 같은 통계분석을 위

해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보정된 PM10농도는 자

전거를 이용한 경우와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서 각각 기

하 평균값으로 114.2 µg/m3과 32.9 µg/m3이었다. 그림

2는 각 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른 보정된 PM10 농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각 교통수단에서의 노출 농도에

서 공통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대기의 PM10 농도를 제

외할 경우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근할 때 버스를 이용

한 경우 보다 PM10 농도가 약 3.5배 정도로 훨씬 높

Table 1. Summary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M

measurements by commuting modes

Commuting mode

Bicycle 

(N=13)

Bus 

(N=17)

Temperature (oC)a 16±3 14±9

Relative Humidity (%)a 61±19 53±15

Duration (min)a 25±8 31±10

Measured PM10 concentrationb

(µg/m3)d GM (GSD)
192.9 (2.0) 62.7 (1.7)

Ambient PM10 concentration

(µg/m3) GM (GSD)
72.0 (1.7) 35.0 (1.9)

Adjusted PM10 concentrationc

(µg/m3) GM (GSD)
114.2e (2.6) 32.9f (1.9)

Whole-trip PM10 exposured

(µg/m3 · min) GM (GSD)
5071.9 (1.9) 1925.7 (2.1) 

GM: Geometric Mean, GS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a: Mean±Standard Deviation(SD) 

b: Average PM10 concentration during trip (µg/m3)

c: Adjusted concentration = Measured PM10 concentration -

Ambient air PM10 concentration

d: Total exposure during trip, multiplying commuting

concentration and commuting time per trip (µg/m3·min)

e: based on 11 samples; 2 samples not having atmospheric

PM10 were excluded 

f: based on 14 samples: 3 samples having negative value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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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통근 중 총 노출량은 통근 중 평균 PM10 농도에 통

근에 걸린 시간을 가중해 준 값으로써 각 교통수단간

총 노출량의 비교를 위해 적용하였다. 통근 중 총

PM10 노출량은 자전거를 이용한 경우와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서 각각 5,071.9 µg/m3·min과 1,925.7 µg/m3·

min이었으며 자전거를 이용한 경우가 버스를 이용한 경

우에 비해 약 2.6배 더 높게 나타났다(p<0.01). 

통근 수단의 선택에 따라서 희석된 대기 중 PM10 농

도에 더해 얼마나 많은 양의 PM10이 개인 노출에 추가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통근 중 측정된 PM10 농도에

서 각 교통수단에 따른 보정된 PM10 농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자전거와 버스의 경우에서 그 비율

은 산술 평균으로 각각 61.2%와 53.7%였다. 즉, 자전

거를 이용할 경우 전체 노출량에서 자전거 선택에 의

해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PM10의 농도가 전체 노출량

대비 약 61.2%로써 버스의 경우에 비해 조금 더 높았

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Fig. 3은 자전거와 버스를 이용하여 통근할 때 노출

가능한 PM10의 농도 분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전

거를 이용할 경우, 버스로 통근할 때와 비교해 PM10

농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교통수

단을 이용할 때의 PM10 농도에 대한 대기 중 PM10의

비는 대략 2~3배 정도의 분포를 보였으며, 각 경우에서

그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한 경우가 버스를 이용한 때에 비해 대기 중 PM10

농도에 대한 비는 더욱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p<0.01). 

Table 2는 각 통근 수단에 의한 PM10 농도와 대기

중 PM10 농도와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한 경우, 대기 측정망에서의 공기 중 PM10 농도가

없는 2건을 제외한 11건의 자료가 상관성 분석에 포함

되었고 버스를 이용한 경우는 17건의 대기 중 PM10

농도와 통근 중 PM10 농도 자료 모두가 분석에 활용되

었다.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통근 중 PM10 농도와 대

기 중 PM10 농도는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0.01). 그러나 온

도와 상대습도와 같은 기후 조건은 자전거를 이용한 통

근에서의 PM10 농도와 상관성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내부에서

온/습도를 측정하지 못했으므로 대기의 온/습도 수준과

직접적으로 상관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버

스를 이용한 통근 과정에서의 PM10 농도와 대기 중

PM10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54로써 자전거의 경우와 비교해 상관정도는 낮았지만

Fig. 2. Comparison of Adjusted PM10 exposure by commuting

modes.

Fig. 3. PM10 exposure distribution by commuting mode. 

(•) Measured PM10 : Measured PM10 concentration

during commuting, (▼) Ambient Air PM10: Ambient
air PM10 concentration measured at air monitoring

station during same time period of commuting

measurement.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mbient PM10 concentration

and measured PM10 concentration by commuting

mode

PM10 

concentration 

by bicycle 

(µg/m3)

PM10 

concentration 

by bus 

(µg/m3)

Correlation Coefficient* 0.98 0.55

p-value (2-tailed) 0.00 0.02 

N 11 17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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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5). 

IV. 고  찰

서울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통근 수단별 미세분진에

대한 노출 평가 결과는 선진국에서 연구된 자전거를 포

함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에의 노출 경향

과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해 통근할 경

우 버스를 이용할 때와 비교해 평균 약 3배 정도 노출

량이 많았지만 선진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이와

전혀 상반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Adams et al.

(2001)6)의 연구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때의 PM2.5 노

출량이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할 때와 비슷하거나 낮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Gee and Rapper(1999)7)

의 연구에서는 호흡성분진의 개인 노출량을 평가한 결

과 버스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할 때 평균 5~6배 낮은

노출량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또한 Rank et al.(2001)8)

등은 총 분진의 노출량을 비교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사

람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비해 약 1.7배 더 높은 분

진에 노출되었으며 기타 벤젠과 같은 유기화합물에 대

한 노출량 역시 훨씬 높아, 자전거를 탈 때 호흡량이

2.3배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환경오염물질 노출

에 의한 위험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욱 높다

고 결론 내리고 있다. 

외국의 각 연구자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도로 주

변으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가 떨어진 노선을 다니거나

혼잡한 길을 피해갈 수 있어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노출 농도 수준이 낮았다고 진단하고 있었다.6,7) 반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자전거

를 이용한 통근이 버스를 이용한 통근에 비해 PM10에

대한 노출이 훨씬 높았던 이유는 버스와 함께 혼잡한

도로를 따르는 비슷한 노선을 이동했기 때문이며 자동

차의 배출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이

다. 즉, 다른 연구들의 지적처럼 자전거 이용자들의 노

선의 선택과 혼잡 구간의 회피에 의한 노출 저감의 효

과가 본 연구에서는 역으로 그대로 재연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한 경우에서의 노출량이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본 연구 결과에서 분석된

교통수단의 선택에 따른 PM10 농도의 기여 정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통수단에 따른 통근 중 PM10 농도 기

여도를 보여주었던 보정된 PM10 농도에서 자전거를 이

용할 경우가 버스에 비해 3.5배 더 높았다는 사실과 보

정된 PM10 농도가 전체 농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

전거의 경우에서 버스에 비해 조금 더 높았다는 사실

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분석 결과들이 교통수단의 선

택이 통근 중 PM10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그 영향이 버스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PM10 농도가 훨씬 높게 측정되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Hertel et al.(2008)4)의 연구에서는 일반 대기

의 PM10 농도가 교통수단에 따른 PM10 농도에 기여하

는 정도가 70~80%를 차지한다고 분석되고 있어 본 연

구의 결과와 상반되고 있다. 결과의 해석에서 Hertel 등

은 대기 중 PM10 농도가 이동 수단별 PM10 농도 수준

을 상당부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수단별 PM10

농도 차이가 적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의

연구에서 버스를 이용한 경우 오염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전거 노선을 이용할 때와 비교해 평균적인

PM10 농도 수준이 2~15% 정도 높을 뿐이었고 오염 정

도가 높은 자전거 노선은 보다 청정한 노선에 비해

10~39% 정도 높았다. 그러나 교통수단간 PM10 농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Hertel 역시 버스가 혼잡

한 도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Hertel의 연구에서는 버스노선과 자전거 노선이 서로 달

라서 혼잡한 도로를 이동하는 버스가 PM10 농도가 더

욱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버스와 자전거가 비슷한 노

선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경우 혼잡한 길

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물질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

으로 받았을 것이다.

통근 중 PM10 농도는 교통수단에 의한 기여도가 높은

편이지만 통근할 때 PM10 농도에 기여하는 변수들의 특

성은 교통수단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 자전거와 버스를 이용할 때 PM10 농도는 대기 중

PM10 농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의 경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정도로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도와 습도와 같은

기후변수들은 PM10 농도와 상관성이 떨어져 PM10 농도

가 기후적인 조건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기 중 PM10 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통근 중 PM10 농도가 더

불어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대기 중 PM10 농도가 통근 중 PM10 농도와

강하게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중 PM10 농도를 줄

이려는 노력은 통근 중 PM10 농도를 줄이는 결과로 이

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기 중 PM10 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당장 그 효과

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힘들기 때문에 교통수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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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인한 PM10 노출 저감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처럼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따

르는 경로로 통근할 때 환경 중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이 버스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 비

해 더욱 증가할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PM10과

같은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Tsai(2008)9) 등은 모터사이클, 자동차, 버스, 그리고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노출되는 미세먼지

의 노출량을 비교하여 모터사이클을 이용할 때 노선 중

평균 노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수단의 배출물질에

가까이 노출될수록 개인별 노출량이 증가한다는 결론

을 얻어냈다. 또한 영국 런던에서 추진된 연구에서는

자동차와 도보를 이용한 이동에서의 미세먼지 노출량

을 비교하면서 도보로 이동할 경우 PM10-PM2.5 사이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양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와 비교

해 약 4.7배 높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도보를 통한 이

동 방법의 전환을 권장하는 환경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서는 교통수단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통행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 

이와 유사한 제안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도 권

고되고 있다. Hertel et al.(2008)4)은 혼잡한 도로 주변

에 가까울수록 미세먼지에의 노출 위험이 커진다는 증

거를 예시하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 중 PM10 노출

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단거리를 소개해주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노출량이 적은 건강한 노선을 권장해주는

웹기반 서비스를 고안하여 통행자가 좀 더 건강한 노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고

려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Thai et al.(2008)5)

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해 다양한 노선으로

이동할 경우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량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건설 공사와 같은 노선 주변의 상황

과 도로에의 접근 정도라고 분석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버스나 기타 교통수단

과 같은 미세먼지의 발생 소스에 접근할수록 미세먼지

의 노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때, 통근 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상황에 따

라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

해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 경우 기존 도로와 일정

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고려가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한 PM10 노출량 측정에 있어 동

일한 시간대에 동시에 측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추

후 좀 더 많은 측정을 반복하거나 동시 측정이 이루어

진다면 이와 같은 제한점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IDEPACK monitor라는

직독식 장비를 활용하여 노출량을 평가하였다. 직독식

장비를 정량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

로환경에서 일반대기의 PM10을 대상으로 중량법으로

평가한 결과와 동시에 비교하여 correction factor를 적

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orrection factor까지 고려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의 correction factor를 평가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과제로써 추가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연구의 결과는 두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의 PM10

노출량에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어

통근수단에 의한 노출량의 추이를 판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조사의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비슷한 노선을 이용할 경우, 자전거를 이용해 통

근할 때 버스를 이용한 통근의 경우와 비교해서 PM10

농도는 약 3.1배, 통근수단에 의한 노출 기여만을 고려

했을 때 약 3.5배, 그리고 통근 중 총 노출량은 약 2.6

배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PM10 노출은 온도 및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보

다는 대기 중 PM10 농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갖고 있어

대기 중 PM10 농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기회를 최

소화해야 실제 노출되는 양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조사의 연구결과와 외국의 연구결과를 종합

해 볼 때 자전거 도로는 혼잡한 길을 피해 자동차 배

출물질의 영향이 적은 노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와 같은 인

프라의 확장이 법제화를 통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

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안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거나

가변차로를 이용하는 등,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예

측하건데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사람들의 PM10

노출량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계는 더욱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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