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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in road tunnels in Seoul.

Methods: Particle matter (PM10), elemental carbon (EC), organic carbon (OC), and 16 specie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two road tunnels (NS tunnel and HJ tunnel) were sampled and analyzed from
2007 to 2011.

Results: Levels of PM10 and carbon ingredients which were mainly emitted from diesel-fueled vehicles showed
a declining tendency in both road tunnels. PAHs levels in HJ were declining slightly while PAHs levels in the
NS tunnel fluctuated considerably and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abatement project of diesel vehicle emission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om 2007 has had an impact on the reduction of DVE into the air, though there exist
many things to consider for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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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울시의 인구는 2007년 1040여 만명이었다가 2011

년말 1050여 만명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

며,1)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290여

만대 수준을 유지하며 약간 증가하였다.2) 그 중 휘

발유 자동차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약 2만대가

증가하였고, LPG 자동차는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세로 돌아섰으며 이와는 반대로 경유 자동차는 2009

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에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

이기 위하여 CNG 버스 교체 사업 외에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등 저공해사업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공해경유차 보급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저공해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매연저감의 방법

으로 미세먼지의 70% 이상이 제거되는 DPF, 50%

이상이 제거되는 p-DPF를 부착하거나 미세먼지가

100% 제거되는 LPG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폐

차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각자의 자동차에

알맞은 방식을 채택하도록 사용되고 있다. 2008년 1

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의3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

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행경유차 저공해의

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2005.12.31 이전

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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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이고, 총중량이 2.5톤 ~ 3.5톤 미만인 7년

경과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대상 경유차 (1999.1.1

~ 2001.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2010

년부터 2단계 의무화가 실시되었다. 

터널은 태양으로부터의 직접 복사가 차단되어 있

을 뿐 아니라 협소한 1차원 공간 내에 외기의 흐름

마저 제한적이어서 대기확산의 가장 중요한 두 인자

인 태양복사와 대기 흐름 어느 면에서나 불리하다.

만일 터널 내 차량 정체가 심하여 많은 차량들이 동

시에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확산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대기오염도가 높아질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3)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도를 파악하고

자동차오염 저감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

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Oda 등(2001)은 일본의 터널에서 PAHs를 분석하여

가드레일 먼지시료의 PAHs 중 pyrene 6.9±0.77 µg/g,
fluoranthene 5.5±0.76µg/g, phenanthrene 2.6± 0.30µg/g

농도를 보고하였고,4) Cheng 등(2006) 및 Ho 등(2007)

은 홍콩의 싱문터널에서 각각 PM2.5 및 가스상배출

물질과 디젤자동차의 카보닐 물질을 분석하였고,

McGaughey 등(2004)은 미국의 휴스턴 터널에서 CO,

NOx와 non-methane organic compound (NMOC)를

분석하였고, Chiang 등(2009)은 타이완의 터널에서

PM2.5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였고 Chirico 등(2011)

은 스위스 Gubrist tunnel에서 에어로졸에 관한 연구

를 보고한 바 있으나,5-9) 터널 내의 탄소성분과 PAHs

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였다.

본 논문은 터널 (NS터널 및 HJ터널) 2지점과 비

교를 위한 일반대기지점 (양재동) 1지점 등 총 3개

지점 선정하여 터널 내 유해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탄소성분, PAHs)을 정기적으로 측정 분석하

고 연료별 마커를 통한 변화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서

울시 터널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지점 및 기간

터널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농도조사를 위하여 2007

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로, 2011년에는 2분기와

4분기에 각각 1회, 5일씩 동일기간에 HJ터널과 NS

터널의 중앙에 위치한 대피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였

고, 터널과 비교할 배경대기질조사를 위하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옥상

(4층 건물, 층고 지상 17.4 m)에서 동일 기간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터널로 유입되기 직전의 도로변대기질

조사를 위하여 2010년도 1,2분기에는 각각의 터널입

구에서 PAHs 시료를 채취하였다.

NS터널은 남산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길이

방향으로 터널 중앙이 높고 입구와 출구가 낮다. 터

널 양단 상부의 대형 송풍기 (강제송풍식으로 정체

시 등 간헐적으로 가동)로부터 천장 위의 빈 공간으

로 외부공기를 공급하고 있으나 터널 중심부에서 배

기구를 통한 공기의 흐름은 매우 약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3) 1일 평균교통량은 2007년 5만3천여 대였

다가 2010년 4만6천여 대로 약간씩 줄고 있다. NS

터널은 연장길이 1260 m, 도로폭 9.2 m의 방향별 튜

브가 구별되어 있는 일방향 2차선 도로로서 도심방

향 320 m 안쪽에서 측정하였다. 

HJ터널의 환기방식은 강제송풍식으로 수시로 송풍

을 하고 있다. HJ터널은 NS터널과 달리 트럭의 통

행이 가능하며 버스노선도 많아 대형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내부간선도로상에 위치하여 사업용 자동차

의 운행이 많은 편이다. 1일 평균교통량은 2007년

15만9천여 대였다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만4

천대 내지 15만 7천대 정도로 5년 동안 교통량 자

체에서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HJ터널은 서울

Fig. 1. Sampl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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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가장 긴 터널로서 연장길이 1890 m, 도로폭

13.5 m의 방향별 튜브가 구별되어 있는 일방향 3차

선 도로이며 성산방향 1140 m 안쪽에서 측정하였다.

2개의 터널 및 양재지점의 위치를 Fig. 1에 표시하였다.

2. 시료 채취 및 분석의 항목 및 방법

각 터널과 양재지점에서 미세먼지 (PM10), 원소탄

소 (Elemental Carbon, EC), 유기탄소 (Organic Carbon,

OC) 등의 탄소성분,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 (a)anthracene, chrysene,

benzo (b)fluoranthene, benzo (k)fluoranthene, benzo

(a)pyrene, benzo(g,h,i)perylene, dibenzo(a,h)anthracene,

indeno (1,2,3-cd)pyrene 등 16종의 다환방향족탄화

수소류 (Poly Aromatic Hydrocarbon, PAHs)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고 각 터널입구에서는 PAHs용 시료

만을 채취하였다. PAHs는 복잡한 화합물 형태로 배

출되는 탄화수소 중 가장 안정하며 반휘발성이기 때

문에 가스상과 입자상으로 검출될 수 있으므로10)

PAHs 시료는 가스상과 입자상 두가지로 나누어 채

취 및 분석하였다.

1) 시료채취 항목 및 방법

미세먼지 (PM10)는 소용량채취장치 (Minivol

portable air sampler (MiniVolTMTAS, 미국 Airmetrics

社))를 이용하여 유량 5 L/min로 1일 24시간씩 5일

간 측정하였으며, 직경 47 mm의 Glassfiber여지

(Pallflex, PALL Life Science 社)를 이용하여 시료

를 흡착하였다.

EC/OC는 미국 BGI 社의 Omni sampler를 이용하

여 유량 5 L/min, 1일 24시간씩 5일간 측정하였으며,

800oC~900oC에서 2 시간 이상 강열한 직경 47 mm

의 석영여지 (QMA, Whatman 社)를 준비하여 시료

를 흡착하였다. 

PAHs는 고용량시료채취장치 (high volume air

sampler (HV-1000F, 일본 Sibata 社))를 이용하여 유

량 800 L/min, 1일 4시간씩 측정하였으며 입자상

PAHs 측정을 위하여 400oC에서 5 시간 이상 강열

하여 유기물질을 제거한 석영여지 (Silica fiber QR-

100, Sibata 社, Japan)와 가스상 PAHs 측정을 위하

여 48시간 이상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준비한 Poly

Urethane Foam (PUF)에 시료를 흡착하였다.

2) 시료분석 방법

미세먼지는 분석용 전자저울 (CH/UMX2, Mettler

Toledo 社)을 이용하여 중량농도법으로 측정하였다. 

EC/OC는 직경 47 mm 석영여지를 면적 1.5 cm2로

펀칭하여 염산에 1시간 정도 노출시켜 CC(Carbonate

Carbon)를 제거한 후에 NIOSH(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열광학적 투과도

법을 적용한 FID(Flame Ionization Detector)가 장착

된 탄소분석기 (Lab OC-EC Aerosol Analyzer,

Sunset Laboratory 社)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C

분석을 위하여 산소없이 헬륨만 흘려준 상태(non-

oxidizing helium atmosphere)에서 850oC 까지 승온

하였고, 이후 헬륨과 산소 혼합가스를 흘려준 상태

에서 650oC로 감온 후 850oC 까지 승온하며 EC를

측정하였다. 분석값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

기분석시 블랭크에 대한 총탄소(TC)는 0.3 µgC/cm2

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였고 표준물질을 이용한 반복

재현성 실험(7회 반복)에서 상대표준편차값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PAHs 시료는 여지전량과 PUF 전량에 4종의 정량

용내부표준물질 (EPA 525 PAHs Internal Std. Mix.

48242, Supelco)을 주입한 후 각각 ASE (accelerated

solvent extractor)장비를 이용하여 diethyl ether 용매

추출한 후 회전농축기를 이용한 농축 및 칼럼 정제

(Strata SI-1 Silica (55 µm, 70 A), 1000 mg/6 mL 이

용, Phenomenex 社) 후 질소농축기로 최종농축하여

액량이 1 mL가 되도록 전처리하였다. 전처리된 시

료는 GC/MS (7890A,5975, Agilent 社, USA),

capillary 칼럼 (DB-5MS, 30 m×250 µm×0.25 µm)을

이용하여 캐리어가스로는 유속 1.8 mL/min의 헬륨,

inlet 온도 250oC, 디텍터 온도 40oC~320oC 조건으

로 분석하여 여지에서 얻은 시료는 입자상 PAHs를,

PUF에서 얻은 시료는 가스상 PAHs를 대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분석값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

기분석시 r2는 0.99 이상을 유지하도록 검량선을 작

성하고 반복재현성 실험에서 모든 농도(7회 반복)에

서의 상대표준편차값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고찰

1. 터널별 미세먼지 농도 특성

NS터널은 5년 동안 141 µg/m3 ~ 163 µg/m3의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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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PM10) 농도 수준을 보이며 배경지점인 양재동보

다 2.0배 ~ 3.8배 높은 값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4)를 보였다. HJ터널은 2010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꾸준히 미세먼지가 감소하여 111µg/m3 ~

184 µg/m3의 변동을 보여 2011년(111 µg/m3)에는

2007년(184 µg/m3)의 60%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HJ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7년과 2008년에는 NS

터널보다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9년부터는 NS

터널보다 낮은 수준(p=0.26)을 나타냈다. 그러나 배

경농도지점인 양재동보다는 2.5배 ~2.8배 높은 값을

보였는데(p=0.0001) 이는 양재동의 미세먼지 또한

39 µg/m3 ~ 75 µg/m3의 수준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

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2)

2. 터널별 탄소성분 농도 특성 

탄소는 원소탄소 (element carbon, EC)와 유기탄

소 (organic carbon, OC) 및 EC와 OC를 합한 총탄

소 (Total carbon, TC)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

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NS터널의 EC는 5년 동안 연평균 13.2 µg/m3~

29.9 µg/m3 범위에서 변동하였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

세를 보였으며 2011년은 13.2 µg/m3 으로 2007년

29.9 µg/m3에 비하여 56% 가 감소하였다. OC는 5

년 동안 연평균 25.0 µg/m3 ~ 39.1 µg/m3 범위에서

변동하였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1

년은 27.6 µg/m3으로 2007년 39.1 µg/m3에 비하여

30%가 감소하였다. 또한 EC와 OC의 합인 TC는 5

년 동안 연평균 40.8 µg/m3~ 69.0 µg/m3 범위에서 변

동하였으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추세선의 기울기

-1.65 µg/m3·quarter, r=0.66)를 보였으며 2011년은

40.8 µg/m3으로 2007년 69.0 µg/m3에 비하여 59% 수

준으로 감소하였다.

HJ터널의 EC는 5년 동안 연평균 23.8 µg/m3~ 68.5

µg/m3 범위에서 변동하였으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추세선의 기울기 -2.54 µg/m3·quarter, r=0.66)를 보

였으며 2011년은 23.8 µg/m3 으로 2007년 68.5 µg/m3

에 비하여 65%가 감소하였다. OC는 5년 동안 연평

균 17.2 µg/m3~ 46.0 µg/m3 범위에서 변동하였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은 17.2 µg/

m3 으로 2007년 46.0 µg/m3 에 비하여 63% 가 감

소하였다. 또한 TC는 5년 동안 연평균 41.0 µg/m3

~ 114.6 µg/m3 범위에서 변동하였으며 급격히 감소

하는 추세 (추세선의 기울기 -3.67 µg/m3·quarter,

r=0.69)를 보였으며 2011년은 41.0 µg/m3으로 2007

년 114.6 µg/m3에 비하여 64%가 감소하였다.

대조농도인 양재지점의 EC는 5년 동안 연평균 1.8

µg/m3~ 7.2 µg/m3 범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

며 2011년은 1.8 µg/m3으로 2007년 7.2 µg/m3에 비

하여 74%가 감소하였다. OC는 5년 동안 연평균

5.1 µg/m3 ~ 16.1 µg/m3 범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Fig. 2. Annual PM10 levels and ranges of tunnels and
reference site (2007~2011).

Fig. 3. Variation of carbon components at tunnels
(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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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2011년은 5.1 µg/m3 으로 2007년 16.1 µg/m3

에 비하여 3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EC와

OC의 합인 TC는 5년 동안 연평균 7.0 µg/m3 ~ 23.3

µg/m3 범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

은 7.0 µg/m3 으로 2007년 23.3 µg/m3에 비하여 70%

가 감소하였다.

일반 대기 중 OC/EC의 비가 2이상이면 화학적 반

응에 의하여 2차 유기입자가 존재하고 2이하이면 배

출원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한다.

5년 평균 OC/EC의 비가 HJ터널에서 0.98, NS터

널은 1.81로 HJ 터널이 NS터널보다 경유차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두 터널 모두 1차 배출원

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HJ터

널의 경우 PM10으로 분석한 데이터이긴 하나 EC/

TC ratio가 0.45 ~ 0.60으로 경유자동차에 영향이 크

고 NS터널은 0.34~ 0.44로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

용하는 자동차의 영향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S터널의 5년 평균 미세먼지 중 OC의 분율은 22%

(16% ~26%), EC의 분율은 15% (10% ~21%)로 탄

소가 미세먼지 중 37%를 차지하였다. HJ터널의 5

년 평균 미세먼지 중 OC의 분율은 22% (15% ~ 27%),

EC의 분율은 28% (21% ~ 37%)로 탄소가 미세먼지

중 50%를 차지하였다. 대조지점인 양재지점의 5년

평균 미세먼지 중 OC의 분율은 22% (13%~ 30%),

EC의 분율은 7% (4% ~ 14%)로 탄소가 미세먼지 중

29%를 차지하였다. 

OC의 분율은 NS터널, HJ터널, 양재지점 모두 22%

였으며, EC의 분율은 경유차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

로 예상되는 HJ터널 지점에서 가장 높고 양재지점에

서 가장 낮았다. EC는 경유자동차가 주요 배출원이

며 서유럽에서 EC농도에 대한 디젤자동차의 주요 기

여율은 70%~90% 라는 보고가 있고,11) PM2.5의 먼

지 중 경유자동차의 EC/TC 비는 0.51 ~ 0.80, 휘발유

자동차의 EC/TC 비는 0.02~0.29 라는 보고가 있다.12)

3. 터널별 PAHs 농도 특성

1) 상별 (가스상, 입자상) 비교

Fig. 4는 각 상별, 연도별, 지점별 PAHs의 5년간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NS터널의 가스상 PAHs 물질의 연평균은 85.5 ng/m3

~227.2 ng/m3 범위에서 심하게 변동하였고, 입자상

PAHs물질의 연평균은 51.4 ng/m3~ 149.9 ng/m3 범위

에서 변동하여, Total-PAHs (가스상+입자상)의 연평

균은 122.3 ng/m3~ 347.1 ng/m3의 범위를 보였다. 가

스상 PAHs의 농도가 입자상 PAHs의 농도보다 1.5

배~ 2.6배로 높게 나타났다. 

HJ터널의 가스상 PAHs 물질의 연평균은 44.1 ng/m3

~ 70.2 ng/m3 범위에서 변동하였고, 입자상 PAHs물

질의 연평균은 26.2 ng/m3~ 37.7 ng/m3 범위에서 변

동하여, Total-PAHs (가스상+입자상)의 연평균은 70.2

ng/m3~ 115.3 ng/m3의 범위를 보였다. 가스상 PAHs

의 농도가 입자상 PAHs의 농도보다 1.5배~ 2.2배 높

게 나타났다. HJ터널의 PAHs 농도는 NS터널과 달

리 가스상과 입자상 모두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농도지점인 양재동에서는 가스상 PAHs의 연

평균은 12.1 ng/m3~17.0 ng/m3 범위에서 변동하였고,

Fig. 4. Variation of gas-PAHs, particle-PAHs and Total-
PAHs levels at tunnels and reference site
(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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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 PAHs의 연평균은 4.0 ng/m3~ 10.1 ng/m3 범

위에서 변동하여, Total-PAHs (가스상+입자상)의 연

평균은 19.1 ng/m3~27.1 ng/m3의 범위를 보였다. 가

스상 PAHs의 농도가 입자상 PAHs의 농도보다 1.7

배~ 3.0배 높게 나타났다. 

PAHs는 미세먼지나 탄소와는 달리 NS터널이 HJ

터널보다 높게 경향을 나타났고, 분기별 농도분포는

NS터널이 HJ터널에 비하여 큰 변화폭을 나타냈다.

이는 교통체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PAHs는 경유차 배출가스에 존재하지만 유기탄

소 (OC) 성분 중 일부로서 지역에 따라 다른 패턴

을 나타낼 수 있다.

가스상 PAHs의 연평균은 NS터널이 양재지점보다

7.7배~ 18.5배 높았고, 입자상 PAHs는 5.0배~ 37.1배

높았다. Total-PAHs (가스상+입자상)의 연평균은 6.7

배~ 23.5배 높게 나타났다.

HJ터널의 가스상PAHs의 연평균은 양재지점보다

1.5배~ 2.2배 높았고, 입자상 PAHs는 양재지점보다

3.7배~ 6.5배 높았다. Total-PAHs (가스상+입자상)의

연평균은 3.6배~ 5.1배 높게 나타났다.

2010년 1, 2분기에 측정한 터널입구에서의 PAHs

농도와 각 터널 및 배경지점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대기 중 상존하는 농도를 배경농

도로 하여 양재지점을 선정하였고 일반대기를 배제

한 자동차만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터널입구에서 추

가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2010년 2회 측정한 NS터

널입구의 PAHs 평균농도는 가스상이 48.6 ng/m3, 입

자상이 11.6 ng/m3로 터널 내에서의 농도는 입구에

서 보다 각각 2.8배, 6.7배 높았으며 이 차이만큼이

자동차만에 의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HJ터널 입구

의 PAHs 평균농도는 가스상이 28.9 ng/m3, 입자상이

14.6 ng/m3로 터널 내에서의 농도는 입구에서 보다

각각 2.3배, 2.0배 높았다. 

터널 입구와 양재지점을 비교해 보면 가스상 PAHs

농도는 남산과 HJ터널입구에서 각각 2.8배, 1.7배 높

았으나 입자상 PAHs 농도는 오히려 0.7배, 0.9배로

더 낮았고 가스상과 입자상을 합한 값이 Total-PAHs

는 1.8, 1.2배로 더 높았다. 

Table 1. Annual PAHs mean levels of by fuel marker, ng/m3 (2007~2011)

NS HJ YJ

year Total
diesel 
marker

gasoline 
marker

Total
diesel 

marker
gasoline 
marker

Total
diesel 

marker
gasoline 
marker

particle phase

2007 51.35 20.53 9.34 37.32 22.86 3.54 10.11 3.41 1.41 

2008 36.79 16.40 6.67 26.81 17.34 2.56 6.92 3.02 0.71 

2009 54.47 27.66 8.90 34.75 23.46 3.45 8.86 4.77 0.90 

2010 58.13 29.96 3.86 37.65 24.09 3.68 9.43 3.61 3.42 

2011 149.87 61.39 12.44 26.15 18.60 1.64 4.04 1.10 0.54 

gas phase

2007 131.11 82.69 0.04 70.22 37.92 0.09 16.99 8.45 0.27 

2008 85.49 50.25 0.82 51.99 26.13 1.69 12.13 6.25 0.12 

2009 134.22 84.31 0.01 52.02 29.52 0.00 15.41 6.97 0.01 

2010 152.05 107.99 0.62 81.02 36.38 0.69 13.84 4.15 8.80 

2011 227.15 209.89 0.51 44.10 27.51 0.36 12.25 6.09 0.28 

particle+gas phase

2007 182.45 103.22 9.38 107.55 60.77 3.63 27.09 11.86 1.67 

2008 122.28 66.66 7.49 78.79 43.47 4.25 19.05 9.27 0.83 

2009 188.69 111.97 8.91 86.77 52.99 3.45 24.28 11.73 0.91 

2010 206.93 135.81 4.58 115.29 60.53 4.42 22.70 7.76 11.06 

2011 347.05 241.79 12.29 70.24 46.10 2.00 14.77 5.79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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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료마커별 비교

Ho 등(2009), Lee 등(2001), Harrison 등(1996) 은

PAHs를 디젤마커와 가솔린 마커로 분류하고 분석하

여 각각의 마커 사이의 상관성이 높으며(fluoranthene

과 pyrene; 0.85, benzo[ghi]perylene과indeno[1,2,3-

cd]pyrene; 0.96), 경유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터널과

높은 PAH emission factor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13-15)

분석한 16종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 (a)anthracene, chrysene,

benzo (b)fluoranthene, benzo (k)fluoranthene, benzo

(a)pyrene, benzo (g,h,i)perylene, dibenzo (a,h)anthracene,

indeno (1,2,3-cd)pyrene)의 개별 PAHs에서 경유차

관련 PAHs (디젤마커PAHs)는 fluoranthene, pyrene,

phenanthrene 등 3종이고, 휘발유차 관련 PAHs (가

솔린마커PAHs)는 benzo[g,h,i]-perylene, indeno[1,2,3-

cd]pyrene 등 2종으로 가스상과 입자상으로 나누어

각 지점의 연료마커별 연평균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NS터널과 HJ터널 모두 디젤마커 PAHs가 가솔린

마커 PAHs의 각각 8.9배~ 29.7배, 10.2배~ 23.1배로

더 높았다. NS터널의 디젤마커 PAHs의 연평균값은

16.4 ng/m3~61.4 ng/m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HJ터널의 디젤마커 PAHs의 연평균값은 18.6 ng/m3

~28.8 ng/m3 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r2

=0.22)

국토교통부 통계자료2)에 따르면 경유차저공해 사

업의 영향으로 사업용 경유차의 LPG 또는 CNG 차

량으로의 전환 등으로 경유자동차 중 사업용자동차

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비사업용자동차는 2005

년 승용차에 경유사용이 허용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어서 경유자동차의 전체 등록대수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NG 자동차는 2007년

4881대에서 2011년 9843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업용 자동차가 비사업용 자동차의 10배 이상으로

대부분 노선버스에 사용된다. 이러한 경유자동차의

사업용 및 비사업용 자동차의 반대경향은 NS터널과

HJ터널을 지나는 차량의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HJ터널의 경우 디젤마커 PAHs의 주요 배

출원이었던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차령이 오래된 트

럭 등에는 DPF나 p-DPF 등의 매연저감장치가 부착

되고 버스는 CNG 버스로 교체되었던 반면, 도심을

오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트럭 등의 사업용 경유자동

차보다는 승용경유자동차가 주오염원인 NS터널의

경우 매연저감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비사업

용 경유자동차의 큰 폭의 증가로 인해 HJ의 디젤마

커 PAHs는 감소한 반면 NS터널의 디젤마커 PAHs

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NS터널과 HJ터널 모두 가솔린마커 PAHs는 가스

상보다 입자상으로 약간 많이 존재하고 디젤마커

PAHs는 입자상보다 가스상으로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터널과 배경농도 (일반대기질) 지점인 양재지점

과 비교해보면 가솔린마커 는 터널과 터널입구 배경

농도지점인 양재지점 모두 5.2 ng/m3 미만으로 검출

되었으며 디젤마커PAHs는 NS터널이 입구보다 가스

상으로는 2.55배, 입자상으로는 6.83배 높게 검출되

었으며 양재지점에 비하여는 각각 9.13배, 5.24배 높

게 검출되었다. HJ터널의 디젤마커PAHs는 입구보다

가스상으로는 2.7배 입자상으로는 2.58배 높게 검출

되었고, 양재지점에 비하여는 각각 4.04배, 3.43배

높게 검출되었다. (Fig. 5) 

경유차량에서 주로 배출되는 EC 농도는 서울 배

경지역의 EC 농도 감소폭을 고려하더라도 NS터널

과 HJ터널 모두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EC 농도의 감소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측정기간에 교통량, 터널 내부풍속 등이 모두 유사

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한편

Fig. 5. Comparison of PAHs levels by fuel marker among
tunnels, tunnel entrances and reference site 2010.
1,2 quarters)
* NSE : entrance of NS tunnel *HJE : entrance of
HJ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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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s는 HJ터널에서 약간의 감소추세가 있지만 NS

터널은 분기별 변화폭이 심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 추가로 교통량, 차종비율, 터널 내부풍속, 터널단

면적 등에 대한 자료를 보충하여 분석하는 등 지속

적인 변화추이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두 터널의 차

종별 통행량 자료와 경유차 저감사업대상 차종에 대

한 분석이 확보된다면 경유차저감사업에 의한 저감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 론

서울시 터널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NS터널과 HJ터널 및 양재동 등 3개 지점과 터널입

구 2지점 (2010년 1, 2분기)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미세먼지, 원소탄소(EC)와 유기탄소(OC) 및 다환방

향족탄화수소(PAHs) 16종 등 총 19종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HJ터널은 2010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꾸준

히 미세먼지가 감소하여 184 µg/m3~ 111 µg/m3의 변

동을 보여 2011년에는 2007년의 60% 수준까지 감

소하였다. HJ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7년과 2008

년에는 NS터널보다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9

년부터는 NS터널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 NS터널과 HJ터널의 OC는 5년간 평균이 각각

31.4 µg/m3, 31.9 µg/m3 으로 유사하며 감소하는 추

세 또한 크지 않았지만, EC는 5년간 평균이 각각

20.4 µg/m3, 40.2 µg/m3로 HJ터널의 EC농도가 NS터

널에서보다 2배 정도 높게 검출되었고, EC 추세선

의 기울기는 NS터널 -1.01 µg/m3·quarter, HJ터널

-2.54 µg/m3·quarter로 HJ터널이 크게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3. PAHs농도는 미세먼지나 탄소와는 달리 NS터널

이 HJ터널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고, 분기별 농도

분포는 NS터널이 HJ터널에 비하여 큰 변화폭을 나

타냈다. 또한 HJ터널의 PAHs 농도는 NS터널과 달

리 가스상과 입자상 모두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가솔린마커 PAHs는 가스상보다 입자상으로 약

간 많이 존재하고 디젤마커 PAHs는 입자상보다 가

스상으로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터

널의 디젤마커 PAHs의 연평균값은 16.4 ng/m3~

61.4 ng/m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HJ터널의

디젤마커 PAHs의 연평균 값은 18.6 ng/m3~28.8 ng/m3

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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