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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construction on ambient PM-10 in the surrounding area.

Methods: Four study sites were selected from total AAQMN 11 points in Daegu city. All the four study sites

were located near under or completed construction. Mean monthly PM-10 in 2007 to 2013 were analyzed.

Results: Impact of residential construction on PM-10 was more obvious than industrial area. PM-10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number of construction near the study site. When there were 2 or 3 construction sites,

PM-10 level was higher. Wind direction and the surrounding terrain affected PM-10. 

Conclusions: Construction has a strong influence on PM-10 in the surrounding Area. Reduce PM-10 there is

the need for special construction site management. Proper management is required to minimize fugitive dust in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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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세먼지(이하, PM-10)는 도시지역의 시정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체감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병, 폐 기능 저하 등 인체에 대한 위

해성 영향 연구가 진행되면서 주요 관리대상으로 주

목받고 있다.1) 먼지는 발생형태에 따라 크게 비산먼

지와 공정먼지로 구분된다. 비산먼지는 도로재비산

먼지, 건설공사, 나대지, 농업활동, 비포장도로비산먼

지 등에서, 그리고 공정먼지는 도로이동수단, 비도로

이동수단, 제조업연소, 비산업연소, 에너지산업연소

등에서 주로 발생된다.2) 2011년 기준으로 대구광역

시의 PM-10 총배출량은 연간 3,135톤에 달한다.2)

배출원별로 살펴보면 도로재비산먼지 880톤(28%),

건설공사 698톤(22%), 도로이동수단 535톤(17%), 제

조업연소 409톤(13%), 나대지 189톤(6%), 그 외 424

톤(14%) 순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다.2) 특히, 이들

중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PM-10의 배출량은 도로재

비산먼지 다음으로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공사현장 내

미세먼지 측정 및 분석3)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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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의 실태 및 영향에 관한 연구4)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장 주변에 위치한 대기오염자

동측정소에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자료를 바탕

으로 하는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변의

오염원 존재가 연구기간동안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각종 건설공사로 발생

되는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의 PM-10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향후 이들의 먼지 저감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측정소 및 기간

연구대상측정소는 대구광역시(행정구역 : 7구, 1군)

의 도시대기측정소 총 11곳 중 Fig. 1과 같이 주변

에 각종 건설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

인 4곳(주거지역 2, 공업지역 2)의 측정소로 선정하

였다. 

여기에서 CASE I(만촌동측정소)은 전형적인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측정소 주변에 대기배출업소가

전혀 없고, 측정소 북편(직선거리 120 m)에 수성누

리빌데시앙아파트건설공사(2010.07~2012.03)와 측정

소 북편(직선거리 80 m)에 동원초등학교강당신축공

사(2011.08~2012.06)가 추진되어 현재는 공사가 완

료된 상태에 있다. CASE II(율하동측정소)는 일반주

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측정소 주변에 대구연료

산업단지(주 업종 : 연탄·레미콘업)의 대기배출업

소가 있고, 측정소 북동편(직선거리 1.5 km)에 신서

혁신도시건설공사(2007.09~현재)와 측정소 서편(직

선거리 200 m)에 율하천정비공사(2010.01~현재)가 진

행 중에 있다. 또 측정소 서편(직선거리 50 m)에 신

서혁신도시진입도로공사(2009.10~2013.01)가 추진되

어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 CASE III

(노원동측정소)는 전형적인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여

측정소 주변에 대구제3공업단지(주 업종 : 가공금속

업)의 대기배출업소가 있고, 측정소 서편(직선거리

1.0 km)에 도시철도3호선건설공사(2009.07~현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측정소 북편(직선거리 1.0 km)에

금호강하중도개발공사(2010.07~2012.08)가 추진되어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 CASE IV(이현

동측정소)는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여 측정소 주변

에 서대구산업단지(주 업종 : 가공금속·섬유업)의

대기배출업소가 있고, 측정소 서편(직선거리 1.3 km)

의 와룡산(해발 295 m) 아래에 서대구IC~새방골도

로확장공사(2010.10∼2011.03)와 서대구IC~성서IC도

시고속도로확장공사(2011.07∼2013.03)가 각각 추진

되어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 

이때 연구대상기간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

Fig. 1. Locations of ambient monitoring stations and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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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먼지 중에 함유된 PM-10의 영향을 해석하기 위

해 연구대상측정소 주변에 특이한 건설공사가 없었

던 2007년 1월부터를 공사이전의 시작시점으로, 그

리고 현재 건설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2013

년 12월까지를 종료시점으로 적용하였다.

2. 연구대상항목 및 통계처리

PM-10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대기

측정망(AAQMN) 중 대기오염자동측정소의 베타선

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으로 측정된 월평

균농도값5)이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종 확

정된 농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때 PM-10 농도자료

의 통계처리는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

침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하였다.6,7) 

즉, 각 측정기간의 유효자료처리비율은 75% 이상

으로 하고 측정자료의 선택은 일평균 자료로 24시

간 중에서 유효측정시간이 18시간 이상 측정된 자

료를, 그리고 월평균 자료로 30일 기준으로 540시간

이상의 자료가 존재할 경우 유효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측정소에서 결과해석의 중요한 보조

자료인 교통량은 대구지역의 교통량 조사결과8)에서

수록된 연구대상측정소와 가장 인접한 대도로 네거

리의 자료를 Table 1에, 그리고 주풍향은 연구대상

측정소의 관측자료9)를 활용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CASE I(만촌동측정소)은 인근 만촌네거

리에서 교통량이 연평균 0.3% 정도 늘어나는 추세

에 있고, 바람은 주로 동·서·남·북쪽의 모든 방

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CASE II(율하동측정소)

는 인근 효목네거리에서 교통량이 연평균 9.9% 정

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바람은 주로 동·서·남·

북쪽의 모든 방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CASE

III(노원동측정소)는 인근 만평네거리에서 교통량이

연평균 5.6% 정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바람은 주

로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쪽의 세 방향에서 영

향을 받고 있었다. CASE IV(이현동측정소)는 인근

죽전네거리에서 교통량이 연평균 2.7% 정도 늘어나

는 추세에 있고, 바람은 주로 서쪽을 제외한 동·

남·북쪽의 세 방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4곳의 연구대상측정소와 비

교하기 위해 대조측정소로서 도시대기측정소(총11곳)

의 PM-10 측정값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측정소(각

각 평균)와 도시대기측정소(11곳 평균)의 PM-10 월

평균농도를 Fig. 2에, 그리고 이들 측정소간의 월평

균농도차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또한 건설공사가

각각의 연구대상측정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

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Fig. 2의 PM-10 월평균 농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측정소의 공사 상황에 따

Table 1. The traffic at the nearest intersection from this study sites (Unit : Vehicles/6hr)

Year Average annual 

increasing rate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ASE I (Manchon-dong) 43,973 42,398  N.S* 43,971 44,500 N.S -0.3%

CASE II (Yulha-dong) 35,179 34,684 N.S 51,275 51,231 N.S -9.9%

CASE III (Nowon-dong) 32,477 34,787 N.S 26,941 25,780 N.S -5.6%

CASE IV (Ehyun-dong) 50,724 53,599 N.S 55,960 56,412 N.S -2.7%

 N.S* : Not surveyed

Table 2. The major wind direction at this study sites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ASE I (Manchon-dong) NNE NNE ESE ESE WNW WNW WNW

CASE II (Yulha-dong) WNW WNW NW ESE NW ESE NW

CASE III (Nowon-dong) NNE NNW N NE NNE WNW WNW

CASE IV (Ehyun-dong) SSE SSE SSE SE SE NN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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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PM-10의 평균농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한편 본 연구의 Fig. 4에서는 연구대상측정소와 도

시대기측정소 상호간의 PM-10 평균농도 차이가 건

설공사장의 영향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t-test)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ASE II(율하동측정소)의

경우는 세 곳에서 공사가 진행된 모든 기간(b, P-값

= 0.009)과 세 곳에서 공사가 중복된 기간(f, P-값 =

0.017)이, CASE III(노원동측정소)의 경우는 두 곳에

서 공사가 진행된 모든 기간(b, P-값 = 0.000)과 두

곳에서 공사가 중복된 기간(c, P-값 = 0.000)이, 그

리고 CASE IV(이현동측정소)의 경우는 두 번째 공

사가 진행된 기간(h, P-값 = 0.015) 등이 5% 유의

수준에서 양자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건설공사가 CASE I(만촌동측정소)의 PM-10

에 미치는 영향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전(a, 2007.01

~2010.06)과 공사 후(d, 2012.07∼2013.12) 만촌동측

정소의 PM-10 월평균농도(공사 전 50.2 μg/m3, 공사

후 35.4 μg/m3)는 공사 중(b, 2010.07∼2012.06)을 제

외하고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공사 전 53.0

μg/m3, 공사 후 42.7 μg/m3)에 비해 낮았다. 이는 공

사 후(d)가 공사 전(a)에 비해 만촌동측정소의 월평

Fig. 2. Comparison of mean monthly PM-10 at this study sites and ambient air quality monitoring network during 2007

t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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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농도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가 각각 29.5%

와 19.4% 감소하여 만촌동측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

에 비해 10.1% 포인트 더 낮았다. 또 공사 전(a)과

공사 후(d)와는 다르게 두 곳에서 공사가 진행된 모든

기간(b)에는 만촌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47.7 μg/m3)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47.3 μg/m3)에 비해 오

히려 높았고, 공사 전(a)에 비해 만촌동측정소의 월

평균농도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가 각각 5.0%

와 10.8% 감소하여 만촌동측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

에 비해 5.8% 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두 곳에서 공

사가 중복된 기간(c, 2011.08∼2012.03)에는 만촌동

측정소의 월평균농도(45.4 μg/m3)가 도시대기측정소

의 월평균농도(43.3 μg/m3)에 비해 높았고, 공사 전(a)

에 비해 만촌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와 도시대기측정

소의 월평균농도가 각각 9.6%와 18.3% 감소하여 만

촌동측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에 비해 8.7% 포인트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곳에서 공사가 중복된

기간의 차이(8.7% 포인트)가 두 곳에서 공사의 모든

기간의 차이(5.8% 포인트)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공사가 겹칠 때 PM-10이 더욱 많이 발생함을 의미

Fig. 3. Difference variation of mean monthly PM-10 at this study sites and ambient air quality monitoring network during

2007 t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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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주변에 교통량의 변화가 적고 동·서·

남·북쪽의 모든 방향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 전형

적인 주거지역에 위치한 만촌동측정소의 PM-10은 인

근의 아파트건설공사와 학교강당신축공사에서 발생

한 비산먼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증가

를 보였고, 공사 후(d)는 공사 전(a)과 마찬가지로 정

상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Fig. 3에서

보면 PM-10이 공사 전과 공사 후에 줄어들고 공사

중에 늘어나는 뚜렷한 추세로도 확인된다.

2. 건설공사가 CASE II(율하동측정소)의 PM-10

에 미치는 영향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전(a, 2007.01∼

2007.08)과 공사 중(b, 2007.09~2013.12) 율하동측정

소의 PM-10 월평균농도(공사 전 55.4 μg/m3, 공사

중 54.3 μg/m3)는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공사

전 53.1 μg/m3, 공사 중 48.3 μg/m3)에 비해 높았다.

세 곳에서 공사가 진행된 모든 기간(b)에는 공사 전

(a)에 비해 율하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와 도시대기

측정소의 월평균농도가 각각 2.0%와 9.0% 감소하

여 율하동측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에 비해 7.0% 포

인트 더 높았다. 특히, 세 곳에서 공사가 중복된 기

간(f, 2010.01~2013.01)에는 율하동측정소의 월평균

농도(55.3 μg/m3)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

(47.2 μg/m3)에 비해 높았다. 이는 공사 전(a)에 비해

율하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

Fig. 4. PM-10 concentrations of period (a) before of construction, (b) whole time of construction, (c) duplicated

construction, (d) completed construction, (e) first construction, (f) three-fold construction, (g) none of construction,

(h) seco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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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농도가 각각 0.2%와 11.1% 감소하여 율하동측

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에 비해 10.9% 포인트 더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 곳에서 공사가 중복된 기간

의 차이(10.9% 포인트)가 세 곳에서 공사가 진행된

모든 기간의 차이(7.0% 포인트)에 비해 크게 나타나

므로 공사가 겹칠 때 PM-10이 더욱 많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첫 번째 공사(혁신도시건설)가 시

작되고 두 번째 공사(혁신도시진입도로)가 시작되기

전의 기간(e, 2007.09∼2009.09)은 공사 전(a)에 비

해 율하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53.3 μg/m3)와 도시대

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52.8 μg/m3)가 각각 3.8%와

0.6% 감소하여 율하동측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에 비

해 오히려 3.2% 포인트 더 낮았다. 이러한 원인은

율하동측정소가 북동쪽의 혁신도시건설공사장과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주풍향인 서북서풍

혹은 북서풍으로 인해 이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

산먼지가 율하동측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위치

하나 연료산업단지가 인접한 율하동측정소의 PM-10

은 주변에 교통량의 증가와 더불어 인근의 혁신도시

진입도로공사, 하천정비공사, 대기배출업소 등의 복

합적인 영향으로 감소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이러

한 사실은 Fig. 3에서 보면 장마와 더위로 인해 공

사가 주춤하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겨울철에 PM-

10 농도차이가 더 큰 일정한 유형을 띠고 있고 전

반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추세로도 확인된다.

3. 건설공사가 CASE III(노원동측정소)의 PM-10

에 미치는 영향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전(a, 2007.01~

2009.06)과 공사 중(b, 2009.07~2013.12) 노원동측정

소의 PM-10 월평균농도(공사 전 66.4 μg/m3, 공사

중 63.3 μg/m3)는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공사

전 55.9 μg/m3, 공사 중 46.1 μg/m3)에 비해 높았다.

두 곳에서 공사가 진행된 모든 기간(b)에는 공사 전

(a)에 비해 노원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와 도시대기

측정소의 월평균농도가 각각 4.7%와 17.5% 감소하

여 노원동측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에 비해 12.8%

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두 곳에서 공사가 중복된

기간(c, 2010.07~2012.08)에는 노원동측정소의 월평

균농도(61.9 μg/m3)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

(46.0 μg/m3)에 비해 높았다. 이는 공사 전(a)에 비해

노원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

평균농도가 각각 6.8%와 17.7% 감소하여 노원동측

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에 비해 10.9% 포인트 더 높

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CASE I(만촌동측정소)

및 CASE II(율하동측정소)와는 달리 두 곳에서 공

사가 진행된 모든 기간의 차이(12.8% 포인트)가 두

곳에서 공사가 중복된 기간의 차이(10.9% 포인트)에

비해 오히려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원

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공업지역(대

구제3공업단지)에 위치하나 동·서·북쪽의 세 방

향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 노원동측정소의 PM-10

은 주변에 교통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도시

철도건설공사와 하중도개발공사, 대기배출업소 그리

고 규명되지 않은 오염원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Fig. 3

에서 경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PM-10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도 확인된다.

4. 건설공사가 CASE IV(이현동측정소)의 PM-10

에 미치는 영향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전(a, 2007.01~

2010.09)과 공사 후(d, 2013.04~2013.12) 이현동측정

소의 PM-10 월평균농도(공사 전 61.4 μg/m3, 공사

후 46.7 μg/m3)는 공사 중(e~h, 2010.10~2013.03)과

마찬가지로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공사 전

51.9 μg/m3, 공사 후 40.9 μg/m3)에 비해 높았다. 이

는 공사 후(d)가 공사 전(a)에 비해 이현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가 각각

23.9%와 21.2% 감소하여 이현동측정소가 도시대기

측정소에 비해 2.7% 포인트 더 낮았다. 게다가 두

곳에서 공사가 겹치지 않는 미공사기간(g, 2011.04

~2011.06)에도 이현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64.7 μg/m3)

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54.3 μg/m3)에 비해

높았다. 이는 첫 번째 공사 후(g)가 공사 전(a)에 비

해 이현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가 각각 5.4%와 4.6% 증가하여 이현동측

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에 비해 0.8% 포인트 더 높았

다. 첫 번째 공사가 진행된 기간(e, 2010.10~2011.03)

에는 이현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66.8 μg/m3)가 도시

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57.3 μg/m3)에 비해 높았다.

이는 공사 전(a)에 비해 이현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

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가 각각 8.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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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증가하여 이현동측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에

비해 1.6% 포인트 더 낮았다. 두 번째 공사가 진행

된 기간(h, 2011.07∼2013.03)에도 이현동측정소의

월평균농도(51.5 μg/m3)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

농도(43.7 μg/m3)에 비해 높았다. 이는 두 번째 공사

전인 미공사기간(g)에 비해 이현동측정소의 월평균

농도와 도시대기측정소의 월평균농도가 각각 20.4%

와 19.5% 감소하여 이현동측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

에 비해 0.9% 포인트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

상과는 달리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진행된 기간(e,

h)이 각각 공사 전(a, g)에 비해 이현동측정소가 도

시대기측정소에 비해 PM-10이 더 개선되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공업지역(서대구산업단지)에 위치하

나 주변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동·남·북쪽의 세

방향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이현동측정소의 PM-

10은 두 차례에 걸친 도로확장공사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이현동측정소가 도로확장공사장과는 비교적 멀리 떨

어져 있고 공사장이 서쪽에 있는 와룡산에 가로 막

혀 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들 공사로 인한 비

산먼지가 이현동측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은 Fig. 3에

서 경향을 보면 공사 전과 공사 중 및 공사 후에도

PM-10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도 확인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소

총 11곳 중 주변에 건설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4곳의 연구대상측정소를 선정하여 이들 건설공

사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PM-10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M-10은 주거지역에 위치한 연구대상측정소가

공업지역에 위치한 연구대상측정소에 비해 건설공사

로 인한 영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2. PM-10은 각각의 연구대상측정소에서 두(혹은

세) 곳에서 건설공사가 겹칠 때가 겹치지 않을 때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였다. 

3. PM-10은 연구대상측정소를 중심으로 바람방향

혹은 주변지형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주변지역 대기 중의 PM-10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PM-

10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관리자의 먼지발생 최소화

를 위한 인식전환과 환경행정부서의 공사장 특별관

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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