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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air pollutants, in particular, ultrafine particles near traffic congestion roads at urban areas
need to reduce human exposure levels for protecting public health. In this study, the number concentrations of 
ultrafine particles larger than 5 nm were measured every second during driving on the major roads of Nowon-gu, 
Seoul for 1.6 h using a mobile emission laboratory on October 5, 2010. The ultrafine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s
ranged from 7,009 to 265,600 particles/㎤ with an average of 55,570 particles/㎤, and these levels were comparable 
to concentrations of ultrafine particles larger than 3 or 7 nm on the arterial roads at urban areas in Los Angeles, USA
and Zürich, Switzerland. It was frequently observed that the ultrafine particle number increased rapidly when vehicle
speed was accelerated and it decreased sharply when vehicle speed was decelerated. The high peak events of ultrafine
particle concentration larger than 200,000 particles/㎤ were observed seven times during the measurement period. From
the three repeated measurements during the short period of 50 min, it was concluded that the ultrafine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on the road was significantly time-dependent. This on-road measurement approach can be utilized to 
manage vehicle-related air pollution in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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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14)을 수립

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다. 황사 기간을 제외한 서울

시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는 2003년에 69 ㎍/
㎥에서 2009년에 51 ㎍/㎥으로 약 26% 감소하였고, 
이산화질소(NO2)는 같은 기간 동안 38 ppb에서 35 
ppb로 약간 감소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저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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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과 같은 자동차 환경정책이 이러한 서울시 평균 대

기질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OE, 
2009).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오염은 

국소 고농도(hot spot) 오염 현상이므로, 자동차 환경

정책은 도심 평균 대기질의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자동차 인접 생활환경에서 개인에게 노출되는 오염

도 및 이로 인한 위해도의 저감 관점에서 수립될 필

요가 있다.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0년말 기준

으로 1,794만대(2.8명당 1대)에 이를 정도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의 도로상 

자동차에서 배출된 고농도 유해대기오염물질이 평

균 대기질 수준으로 희석되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 주변 보행자에게 노출되어 위해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

는 입자의 경우 수백 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극미세

입자가 대부분이므로,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자의 표면적이 넓어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쉽고,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상대

적으로 커서 염증반응 등과 같은 생물학적인 반응

성이 높을 수 있다(Oberdörster et al., 2005). 평균 71
세인 68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996년~2007년에 수

행한 cohort-study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에 기인한 

입자가 인체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중추신경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출

된 검댕(black carbon)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인지능

력의 저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ower 
et al., 2010). 그러므로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 도로

상 및 도로 인접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관리할 필요

가 있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속도

로에서 500 ft(약 168 m) 이내에는 새로운 학교를 설

립하지 못하도록 2004년부터 제한하고 있다(Green 
et al., 2004).
  우리나라의 환경부(환경관리청)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교차지점, 지역을 대표하는 간선도

로, 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대형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점, 오염물질이 확산되기 어려운 

지점 등에 도로변 대기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MOE, 2010a). 2009년 4월 기준으로 서울에 12곳, 6

대 광역시에 총 12곳, 기타 9개 도시에 각각 1곳씩 

모두 33곳에서 SO2, CO, NOx, PM10 등의 기준성 오

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Pb, PM2.5, HC 등
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MOE, 2010b).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로 0~2곳의 도로변 측정소가 

있는데, 고정 측정소라는 한계 때문에 지역적으로 

넓은 행정구역 내의 도로상 또는 도로변 오염도의 

공간분포를 파악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운전자 또는 

보행자들에게 노출되는 오염도 수준별 인체 위해성

을 상세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

산 등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오염 이

동측정차량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없

는 시 지역이나 지역주민의 요청지점, 대기오염 우

심지역 등에서 이동측정차량을 정차해 놓고 일반 

대기질 측정항목, 중금속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

정하고 있으나, 도로를 주행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주행모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오염도의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지는 못

하고 있다(MOE, 2010a). 
  최근 국외에서는 이동형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이

용하여 도로상 주행 중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

의 모니터링 또는 인체 노출평가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고 있다(Pirjola et al., 2004; Westerdahl et al., 
2005; Zarvalis et al., 2008; Zhu et al., 2008). 본 연구

에서는 이동형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시스템(Mobile 
Emission Laboratory, MEL)을 이용하여 서울시 노원

구 주요 도로상에서 극미세입자 수 농도의 공간분

포를 측정하여 도로상 자동차 오염의 특징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측정방법 및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

단체 단위로 관할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하여 도로상의 자동차와 같은 국소 고농

도 오염원에 의해 유발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인체 

노출수준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 중소형 경유 자동차에 

대한 Euro 5 규제의 일부로 20 nm 이상 입자의 개수 

배출량 기준인 6×1011개/km가 2011년부터 시행될 예

정인데,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자동차 배출 나

노입자의 개수에 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Myung et al., 
2009). 
  참고로 2007년 서울 시계 교통량 자료를 이용하

여 1개 이상의 주변 도로들의 시계 유출입 교통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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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Major traffic volumes at the boundary of 
         Seoul in 2007.

합을 나타낸 Fig. 1에서 보듯이 주요 서울 시계 통과 

도로들을 통하여 매일 총 250만대 이상의 차가 유출

입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의 북동쪽 시계를 통과하

는 화랑로, 북부간선도로, 47번 국도, 망우로의 일평

균 교통량은 각각 46,000대/일, 121,000대/일, 28,000
대/일, 52,000대/일로, 총 247,000대/일의 차량이 서울

과 구리시를 통행하였다.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동

쪽보다는 서쪽 방향으로 시계를 통과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자

유로, 신월 IC, 양재 IC 등으로 18~23만대/일 범위이

었다. 

2. 측정

2.1 측정지역

  본 연구에서는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서울시 

행정구역의 하나인 노원구를 측정지역으로 선정하

였는데, 노원구 상계동에서 의정부로 연결되는 동일

로 시계의 교통량은 약 10만대/일로 유출입량이 비

교적 많은 도로이다. 서울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노원구의 인구는 615,161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환경성 질환

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54,756명으로 서

울시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노원구의 초등학

교 수 및 초등학생 수는 각각 42개와 44,276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Seoul, 2010). 자동차 등록대

수는 151,687대로 서울시에서 5번째로 많았지만, 노

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도시대기 측정소의 2009년 

PM10 연평균 농도는 55 ㎍/㎥으로 서울시 평균인 54 
㎍/㎥과 유사하였다. 노원구의 면적은 서울시의 약 

6%에 해당하는 35 ㎢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네 번

째로 넓다. Fig. 2에서 보듯이 노원구에서 교통량이 

많은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가 비교적 평행하게 직

선형태로 뻗어있고, 동일로로부터 가지처럼 주요 도

로들이 분기되면서 이면도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MEL을 이용하여 넓은 지역의 도로상 자동차 배출 

극미세입자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

하다. Fig. 2에서 A, R, T로 표시한 지점은 각각 상

계동 도시대기 측정소, 태릉입구 도로변 대기 측정

소, 노원역(동일로) 교통량 수집지점을 의미한다.
  도로상 극미세입자의 공간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주행경로는 Fig. 2에 표시한 것과 같이 한국과학기

술연구원(KIST) 연구동 앞(1)에서 출발하여 KIST 후
문(2)을 나와 우회전하여 태릉입구역(3)부터 동일로

를 따라 하계역(4) - 중계역(5) - 상계 7, 9, 10단지(6) 
- 마들역(7) - 상계 14, 16단지(8)까지 이동한 후 우

회전하여 수락산길과 당고개길을 지나 삿갓봉 근린

공원(9) - 노해 근린공원(10) - 중계역(5)으로 돌아갔

고, 다시 동일로를 따라 상계 7, 9, 10단지(6) - 마들

역(7)까지 이동하였다가 우회전하여 한글비석길을 

따라 삿갓봉 근린공원(9) - 대진고교(11) - 하계역(4) 
- 중계역(5)까지 되돌아왔다. 세 번째로 다시 동일로

를 따라 이동하여 상계 7, 9, 10단지(6)에서 우회전

한 후 노원길로 노해 근린공원(10) - 대진고교(11) - 
화랑대(12)에 도착하여 화랑로를 이용하여 태릉입구

역(3) - KIST 후문(2) - KIST 연구동(1)으로 돌아오

는 총 35 km의 도로이었다. 2010년 10월 5일(화) 10
시 48분 37초에 출발하여 12시 26분 17초에 종료하

여 총 1시간 37분 40초 동안 측정하였다. 태릉입구

역(3)부터 상계 14, 16단지(8)까지의 거리는 약 6.3 
km이다.
  본 연구에서는 MEL 차량의 운전시 특정 차량을 

뒤쫓아가지 않았으며, 정지시 앞차와의 간격을 가능

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측정 당시의 교통상황에 

맞추어 운행하였다. 

2.2 측정장비

  본 연구팀에서는 그랜드 스타렉스 내부에 실시간 

입자 측정기 7종(PM10/PM2.5/PM1, 검댕, 인체 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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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area in Nowon-gu. A and R stand
for ambient air monitoring station and roadside
air monitoring station, respectively, and T denotes
a traffic volume examination station.

착 입자의 표면적, particle-bound PAHs, 입자의 총 

수 농도, 입자의 크기 분포)과 가스상 물질 측정기 3
종(CO/CO2, NO/NO2/NOx, Total HC/Methane/Non- 
methane HC)을 탑재하여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상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 

시스템(MEL)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 nm 이
상인 극미세입자의 총 수 농도를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CPC, Grimm mobile 5404)로 매초마

다 측정하였다. 외부의 공기 시료는 MEL 차량 앞 

유리창 바로 위, 지면으로부터 약 2 m 높이에 설치

한 SUS 재질의 통합 흡입관을 통해 채취하였다. 내
경이 48 mm이고 길이가 약 1.6 m인 통합 흡입관의 

한쪽 끝은 직경이 완만히 감소하여 직경이 10 mm인 

흡입구가 되고, MEL 차량 내부에 있는 다른 한쪽 

끝은 내경이 150 mm인 분기챔버에 연결되었다. 
MEL이 50 km/h로 주행할 때 흡입구에서 등속흡입

조건인 14 m/s로 공기 시료가 흡입될 수 있도록 65 
L/min으로 흡입하는 경우 직경이 48 mm인 관 내부

에서 유속은 0.6 m/s가 되고 Reynolds 수는 1900 수

준이 되어 내부의 유동은 층류가 된다. 이 때 내경

이 150 ㎜로 확대된 분기챔버 내부에서 유속은 다시 

0.1 m/s로 매우 낮아진 후 3/8" SUS 튜브를 통해 0.3 
L/min 만큼의 공기 시료가 0.1 m/s 속도로 분기된 후 

1/4" 전도성 튜브를 통해 CPC 내부로 흡입되었다.

  CPC로 측정한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 자료를 위치

정보와 연동시키기 위해 GPS(Ascen GPS741)로부터 

매초마다 주행위치의 위도, 경도, 차속 등의 데이터

를 받아 저장하였다. 도로상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

는 동안 기상장비(Weather Transmitter, Vaisala 
WXT520)를 함께 이용하여 상대적인 풍향, 풍속, 기
온, 상대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측정하였다. 오전 측

정 중 평균 기온은 약 18℃이었고, 평균 상대습도는 

약 60%이었다.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에 위치

한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소의 자료에 따르면, 측정일

의 평균 기온과 풍속은 각각 14.4℃, 0.6 m/s로 2010
년 10월 평균인 13.5℃, 1.1 m/s와 유사하였다(KMA, 
2010).

3. 결과 및 고찰

3.1 도로상 극미세입자 수 농도 특징

  본 연구에서는 MEL을 이용하여 2010년 10월 5일

에 노원구 주요 도로를 주행하면서 매초마다 극미

세입자의 수 농도를 측정하여 도로상 오염도의 공

간분포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때 시간에 따른 MEL 
차량의 차속과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 변화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Fig. 3의 숫자는 Fig. 2에 나타낸 주

요 지점의 위치를 의미한다. MEL 차량의 차속은 신

호등에 대기 중일 때인 0 km/h부터 최고 62 km/h까

지 큰 폭으로 급격히 변하였는데, 측정기간 동안 평

균 차속은 21±20 km/h이었다. 10 km/h 간격으로 나

누어 차속의 빈도를 살펴보면, 0~10 km/h 구간이 약 

41%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나머지 구간의 경우 모

두 12% 이하였는데, 이는 잦은 교통신호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측정 당시 주변 교통 흐름에 맞추

어서 MEL 차량을 운전하였기 때문에 MEL의 차속

은 주변 차량들의 평균적인 차속과 크게 다르지 않

았을 것이다.
  차속과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는 위치 또는 시간

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빈번하게 변하였다. KIST 내
부 도로를 주행하였던 측정 시작 후 3분 동안과 측

정 종료 전 약 3분 동안의 극미세입자의 평균 수 농

도는 12,249개/㎤로, 전체 구간의 평균 농도인 

55,570개/㎤의 22% 수준으로 낮았으며 급격한 고농

도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KIST 내부를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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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series plot of the vehicle speed and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하는 차량의 대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

이 많은 화랑로와 북부간선도로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차속과 극미

세입자의 수 농도의 선형 상관성의 상관계수는 0.25
로 매우 낮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

나, 극미세입자 수 농도의 급격한 증감이 차속의 변

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입자의 크기 범위와 일치하

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도로상 극

미세입자의 농도 수준을 참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기존 연구결과들이 있다. 2003년 봄에 미국 Los 
Angeles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북쪽 간

선도로를 주행하면서 이동 측정 차량(mobile 
platform)으로 측정한 7 nm 이상인 입자의 평균 수 

농도는 약 40,000개/㎤이었고, 2001년 11월 낮 시간

에 스위스 Zürich의 시내 도로를 주행하면서 이동 

측정 차량(mobile laboratory)으로 측정한 3 nm 이상 

입자의 평균 수 농도는 78,000개/㎤이었다(Buko- 
wiecki et al., 2002; Westerdahl et al., 2005).
  전체 측정기간 동안 극미세입자의 최저 농도는 

11시 43분에 한글비석길(7-9 구간)을 통행하는 중에 

측정된 7,009개/㎤이었으며 최고 농도는 11시 12분

에 중계역 사거리(5번 지점)를 약 50 km/h로 지난 직

후에 관찰된 265,600개/㎤이었다. 전체 평균 농도보

다 3배 이상 높은 200,000개/㎤를 초과하는 고농도 

피크도 7회나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고농도 피크의 

경우 대부분 30초 이하로 짧게 유지되었고 급격한 

변동을 보였으므로 통과지점의 평균 농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통과지점의 평균 농도가 그만큼 높

지 않더라도 주변 차량에서 배출된 고농도의 배출

가스가 충분히 희석되지 않은 채 운전자 및 보행자

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3(b)의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 측정자료를 

10,000개/㎤ 간격으로 나누어 농도의 빈도를 Fig. 4
에 나타냈다. 10,000~20,000개/㎤ 구간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이보다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반

적으로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40,000~50,000개/㎤ 구간과 130,000~150,000개/㎤ 구

간의 값만 전반적인 경향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빈

도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대수정규분포와 유사하였

다.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10,000~20,000개/㎤ 구

간 내 995개 측정값의 평균은 14,050개/㎤이었다. 
  측정한 입자의 크기 범위가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동대문구 청량리 교차로의 도

로변에서 약  1m 떨어진 고정위치에서 scanning mobi-
lity particle sizer(SMPS)로 측정한 20~600 nm 범위인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의 일변화 중 배경농도에 해

당하는 새벽 3시의 경우 약 17,000개/㎤ 수준이었고, 
일평균 농도는 28,500개/㎤ 수준이었다(Lee et al., 
2010).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정문 앞 도로변 

약 10 m 지점에서 SMPS로 측정한 20~600 nm 범위

인 입자의 수 농도 역시 청량리 도로변의 농도 수준

과 유사하였다(Bae et al., 2007; Le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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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ntrations measured on the roads.

3.2 극미세입자 수 농도의 도로상 공간분포

  노원구 도로상 오염도의 도로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매초 단위로 측정한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를 

Fig. 5와 같이 공간분포로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KIST 내부의 극미세입자 수 농도는 

다른 도로에 비하여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KIST 
내부 수준과 같이 20,000개/㎤ 이하로 낮은 농도가 

화랑로(2-3 구간), 동일로(3-8 구간), 수락산길(8-9 구
간)에서도 관찰되었지만 그 구간이 비교적 짧았던 

반면, 한글비석길의 삿갓봉 근린공원(9)부터 상대적

으로 긴 구간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다른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가 160,000개/㎤ 이

상인 고농도 지점들을 살펴보면, 장위사거리 부근, 
월릉교 출구 부근, 중계역(5)부터 노원역 구간, 마들

역(7) 부근, 당고개 입구 오거리와 삿갓봉 근린공원

(9) 중간지점, 대진고교 사거리(11), 화랑대역에서 태

릉입구역(3)을 지나 월릉교 입구 구간 등이다. Fig. 5
에서 경로가 중복되는 일부 도로의 경우 심볼이 겹

쳐지므로, 보이는 농도는 가장 늦은 시간대의 결과

이다. 대진고교 사거리에서 화랑대 사거리 방면 1/3 
지점의 공릉터널 내부에서 120,000개/㎤ 이상의 고

농도를 보였다. 같은 지점이라도 도로상 교통량 또

는 통행 차량의 종류에 따라 오염도가 달라지므로, 
Fig. 5의 공간분포가 측정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대표적인 공간분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반복 측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처리 기법이 필요

하다. 

  본 측정결과만을 가지고 공간적인 특징을 살펴보

기 위해 하계역(4) 북쪽 지역을 동일로와 평행하게 

북서방향으로 세 구역으로 나눈다면, 60,000개/㎤ 이

상의 고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동일로 구

역 도로상에서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오래 관찰되

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삿갓봉 근린공원(9) 부근 

구역에서 고농도의 관찰 빈도가 낮았고 시간도 짧

았으며, 가운데 부분은 양쪽 구역의 중간 정도 수준

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교통량이 많은 동부간선도로 

및 동일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각 

도로의 교통량 및 통행 차량의 종류의 차이가 더 중

요한 원인인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직선 형태에 가까운 동일로 태릉입구역 사거리(3)
에서 상계 14, 16단지(8)까지 약 6.3 km 구간에 대해 

태릉입구역 사거리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극미세입

자의 수 농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거리는 

위도 정보를 이용하여 단순 선형식으로 계산하였다. 
이 구간에 890개의 농도 데이터가 있으므로 평균적

으로 7 m 간격으로 극미세입자 수 농도를 측정하였

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차속과 극미세입자 수 농도간의 선형 상관계수

(R=0.27)는 좋지 않았다. 차속이 50 km/h 이상이어도 

처음 2 km와 끝 2 km 구간에서는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가 10,000개/㎤ 이하로 낮았던 반면, 중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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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rst measurement
    (11:11:58~11:15:21)

(b) Second measurement
   (11:29:55~11:34:02)

(c) Third measurement
    (11:51:29~11:58:28)    

Fig. 7. Comparison of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ultrafine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between location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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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and vehicle speed at the Dongil road.

에서는 20,000개/㎤ 이상으로 높았다. 하지만 차속이 

0 km/h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30 km/h 이상으로 급격

히 증가하는 경우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도 같은 경

향을 자주 나타냈다. 즉, 농도의 증감 폭은 일정하지 

않지만, MEL 차량 및 주변 차량이 정차하는 동안 

극미세입자 수 농도가 급격히 낮아졌다가 차량이 

출발하면 다시 극미세입자 수 농도가 급격히 증가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차대동력계를 이용한 오염물

질 배출시험에서 차속이 감속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감소하고, 가속하기 위해 액셀을 밟는 경

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Lee et al., 2008). 

3.3 도로상 극미세입자 수 농도의 변동성

  Fig. 6의 결과 중에서 중계역 사거리(5)~상계 7, 9, 
10 단지(6) 구간은 11시 11분 58초부터 11시 15분 21
초 사이에 측정하였는데, 이 구간의 결과와 함께 11
시 29분 55초부터 11시 34분 2초 사이와 11시 51분 

29초부터 11시 58분 28초 사이에 2회 더 반복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7에 공간분포로 나타내었다. Fig. 
7에서 보듯이 상계 7, 9, 10 단지 사거리(6) 부근의 

농도가 다른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상계 

백병원 사거리 부근의 농도는 3회 모두 100,000개/
㎤ 이상의 고농도를 나타내었으나, 전반적인 지점별 

농도 수준은 일정하지 않았다. 1차 측정시 중계역 

사거리(5)부터 노원역 사거리 이전 구간에서는 상계 

2-6단지 사거리에서 정지했던 지점을 제외하고 

140,000개/㎤ 이상의 고농도를 길게 나타낸 반면에, 
2차와 3차 측정시 상계 백병원 사거리와 노원역 사

거리에서 비교적 짧게 140,000개/㎤ 이상의 고농도

를 나타냈다. 즉, 20여분 차이로 측정한 동일 도로상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주위 차량의 대수와 종류가 변할 뿐만 아니라 

주행 상태도 함께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 7의 결과를 중계역 사거리(5)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로 변환하여 Fig. 8(a)에 

다시 그렸고, 이때의 차속을 Fig. 8(b)에 나타내었다. 
1차 측정의 경우 극미세입자 수 농도는 0.7 km 부근

에서 정지하기까지 약 230,000개/㎤ 수준의 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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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the ultrafine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and the vehicle speed between location 5 and 6.

를 유지했다가 정지 및 출발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인 후 노원역 사거리(약 1.3 km 지점)까지 감소하

였고, 그 이후에 약 50,000개/㎤ 수준을 유지하였다. 
2차 측정의 경우 0.3 km 부근에서 감속되어 15 km/h
로 느려졌다가 가속되면서 0.5 km 부근에서 150,000
개/㎤ 수준의 고농도를 나타내었다. 3차 측정의 경

우 0.4 km 부근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여 0.5 km 부
근에서 200,000개/㎤ 이상의 고농도를 나타내었다. 2
차와 3차 측정의 경우 1차 측정과는 달리 0.7 km 부
근에서는 큰 가감속이 없다가 1 km 부근에서 정차 

및 출발하면서 다시 150,000개/㎤ 이상의 고농도를 

나타내었다. 3차 측정의 경우 1.5 km 부근에서 한 번 

더 정차 및 출발이 있었으나, 이때는 극미세입자 수 

농도의 급격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주위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교통량이 줄었거나 오염물질의 

배출이 심한 차종이 줄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간 및 지점별 극미세입자 수 농도의 변동 특징

을 살펴보면, 0~0.3 km 구간의 경우 1차 측정에서 

200,000개/㎤ 이상의 고농도가 관찰된 반면, 2차와 3
차 측정에서는 10,000~80,000개/㎤ 범위로 상대적으

로 낮은 농도가 관찰되었다. 0.5 km 지점 부근의 경

우 3번 측정에서 모두 150,000개/㎤ 이상의 고농도

가 관찰되었고, 1.6~1.9 km 구간의 경우 3번 측정에

서 모두 70,000개/㎤ 이하의 낮은 농도가 관측되었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도로상 대기 오염도의 공

간분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형 자동차 배

출가스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시 노원구 주

요 도로상을 주행하면서 5 nm 이상인 극미세입자 

수 농도를 매초마다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도로상 

자동차 오염의 특징을 밝혀냈다. 
  첫째, 서울시 노원구 주요 도로 중 35 km 구간을 

평균 21 km/h 속도로 약 1시간 38분 동안 주행하면

서 측정한 도로상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는 7,009~ 
265,600개/㎤ 범위였으며, 평균 농도는 55,570개/㎤
이었다. 둘째, 차속이 동일해도 주변 교통상황에 따

라 도로상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가 크게 변동하므

로 차속과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 사이에 선형 상관

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체로 감속시 낮아지고 

가속시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차대동력계를 이용

한 오염물질 배출시험에서 차속이 감속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감소하고, 가속하기 위해 액셀

을 밟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

과 일치한다. 셋째, 측정기간의 평균 농도보다 3배 

이상 높은 200,000개/㎤를 초과하는 고농도가 7회나 

관찰되었으며, 대부분 30초 이하로 짧았다. 이것은 

도심 주요 도로 주행시 1시간당 4회 정도 30초 미만

의 시간 동안 주변 차량에서 배출된 고농도의 배출

가스가 충분히 희석되지 않은 채 운전자 및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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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동일 측정지

점에서 3회 반복하여 측정한 극미세입자 수 농도의 

변동성은 지점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변동

성이 큰 지점의 경우 10,000~200,000개/㎤ 범위의 큰 

폭으로 변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측정을 통해 이상과 같은 도로상 

자동차 오염의 특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관측된 

현상의 주요한 원인들을 규명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동형 자동차 배출가스 측

정 시스템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관할 지역

에서 자동차에 의한 극미세입자의 수 농도를 비롯

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도로상 오염도 수준을 상세

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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