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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터널 내 부유먼지의 일변화 특징

Diurnal Variation of the Dust Concentration in a Railway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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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철도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서울의 경우 도시철도 노선이 9개 이상 있으며, 연간 이용객

만 40억명 이상, 하루 1,114만명에 이른다(www.seoulmetro.co.kr, 2014). 승객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주로 머무르는

공간은 대합실, 승강장, 전동차 객실이다. Jung 등[1]은 서울 4개 역사(제기, 충무로, 양재, 서울대입구)에서 미세먼지

(PM10, 공기역학적 입경이 10µm 이하인 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터널 232-338µg/m3, 승강장 102-175µg/m3, 매표소

123-176µg/m3, 외기 47-106µg/m3으로 터널이 가장 오염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도시철도가 주행하면서 레일과 휠, 브

레이크 등의 마찰로 금속성분(Fe, Si, Mn, Cr, Cu, Ca, K 등)의 먼지가 계속 발생하고[1-4], 열차풍에 의해 재비산되어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승객들은 많은 시간을 전동차 객실에서 보내는데, 터널 내 부유먼지는 도시철도의

객실로 유입되어 승객이나 기관사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시철도 하부에 부착된 운행장비가 미세먼지로

인해 고장이 발생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서울 도시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터널 내 공기

질은 더욱 나빠졌다. Jung 등[4]의 측정결과에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에서 승강장과 매표소의 PM10 농도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보다 낮았으나, 터널 내 PM10 농도는 반대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더 높았다. 도시철도

Abstract In railway tunnels, dust is generated when trains run due to the contact between the wheels and the rails.

The generated dust is suspended due to the train-induced airflow, with some of it deposited due to gravitational sedi-

mentation. In this study, the diurnal variation of the dust concentration was investigated in a railway tunnel. A single

lane of a tunnel was selected in which to observe more easily the dust concentration due to the passing of a train. Four

particle-measuring instruments were utilized to detect dust ranging from 5nm to 20µm. To synchronize the train passing

time at the measuring location, a three-dimensional ultrasonic anemometer and a video camera were used. It was found

that the dust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50µg/m3 to 150µg/m3 due to the train. Particularly, the dust

concentration was greatly increased to more than 250µg/m3 during the morning rush-hour times. 

Keywords : Dust, Railway, Rush hours, Tunnel

초 록 지하터널에서 도시철도 운행 중 휠과 레일의 접촉에 의해 먼지가 발생되고, 이 먼지는 도시철도에 기인하는

열차풍에 의해 부유하고, 이 중 일부는 중력침강에 의해 바닥에 침착된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터널에서 먼지농도

의 일변화를 조사하였다. 도시철도 운행에 따른 먼지농도의 변화를 쉽게 관측하기 위하여 단일구간의 터널을 측정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5nm에서 20µm 범위의 먼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4종류의 입자측정기를 사용하였다. 도시철도가 측

정지점을 통과하는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3차원 초음파 풍속계와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50µg/m3 이

하이던 지하터널의 먼지농도는 도시철도의 운행에 의해 150µg/m3 이상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출근시간대에

는 250µg/m3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다.

주요어 : 먼지, 도시철도, 혼잡시간대,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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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공기에 함유되어 있는 부유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조시스템

은 주로 승객이 역사에 머무르는 대합실과 승강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터널에서는 열축적, 고농도 라돈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주기적 환기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터널 내 미세먼지 오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

시철도 운행에 따른 터널 내 미세먼지 오염의 변화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승강장에서 먼지

샘플러를 이용하여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거나 먼지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먼지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1,3,5-11], 승강장에서 PM10 농도는 50-480µg/m3 범위로 편차가 크지만 대부분 대기 중 PM10 농도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철도 운행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도시철도 5호선 중 단선구간인 장한평역과 군자역 사이의 터널 내 대피소에 다양한 실시간 측정

기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행에 따른 터널 내 부유먼지의 농도 및 입경분포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전동차는 가속, 등속,

감속 및 정지의 운행패턴을 나타내고 전동차의 운행조건에 따라 먼지의 마모량과 열차풍에 의한 비산량이 달라질 것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동차의 등속 운전 시 먼지의 발생 및 비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한평역으로부터 약 57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피소에서 측정하였다. 도시철도의 운행이 터널 내 부유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과 출퇴근 시간대

와 보통 시간대의 오염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도시철도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진제거 차량의

운영 및 집진장치의 용량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본 론

2.1 연구방법 

2.1.1 측정위치 

서울도시철도 5호선 중 장한평역과 군자역 사이의 터널에서 부유먼지를 측정하였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구

간은 상하행이 분리된 아치형 단상터널로 측정지점은 장한평역으로부터 570m 떨어진 4m 높이의 임시 대피소이었다.

이 구간의 최저 및 최고 심도는 각각 15.78, 27.26m이었고, 측정지점의 심도는 23.67m이었다. 측정지점은 곡선구간이

막 시작하는 곳으로 도시철도가 72km/h의 속도로 등속 운행하는 구역이었다. 터널 양 쪽의 장한평역과 군자역은 모두

밀폐형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장한평역과 군자역 사이에는 급기와 배기용 공간이 터널 상부에 뚫려 있었으며,

평균 1시간에 30분씩 1500m3/min의 환기가 이루어졌다. 

측정위치는 도시철도 운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레일로부터 수평으로 3.4m 떨어진 대피소 벽면 근처로 레일로부터

1.5m 높이로 정하였다. 현장 여건 상 여러 지점을 측정하지 못하여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지만, 도시철도 운행에 따른

먼지 농도의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자료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Lee 등[12]에 따르면 도시철도에 의해 재비산

된 먼지는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순간에는 하부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철도가 지나간 후에는 터널에서 전체적으로 잘 혼

Fig. 1. Location of the shelter used for the measurement: (a) map and (b) tunne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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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다. 측정기의 공기흡입구는 진입하는 도시철도를 바라보도록 설치하여 공기의 재순환영역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

다. 서울도시철도 5호선에는 8량 1개 편성의 전동차가 하루 평균 220회 운행하였고, 평균 배차 간격은 10분 이하이었

다. 장한평역의 첫차는 5시 49분에 있었고, 막차는 00시 57분에 있었다. 2015년 8월 13일 새벽 4시부터 8월 14일 새벽

4시까지 24시간 동안 측정을 수행하였다.

2.1.2 측정장비 

본 연구에서는 터널 내 부유먼지의 농도뿐만 아니라 입경분포를 상세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4종류의 입자측정기를 사

용하였고, 각 측정기의 주요 시방을 비교하여 Table 1에 나타냈다. 각 측정기에서 동일한 공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샘

플링관의 입구를 하나만 사용하였고, 유량분배기(flow splitter)를 사용하여 각 측정기의 샘플링 입구와 연결하였다. 이

때 먼지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샘플링관으로 전도성 튜브를 사용하였다. 터널 내 온도와 상대습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Indoor Air Quality (IAQ) Monitor를 사용하였다. 또한, 전동차가 지나가는 동안의 기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3차원 초음파 풍속계(model 81000, Young)로 풍속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고, 전동차가 측정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기상인자의 일변화

측정기간 동안 온도와 상대습도의 일변화를 Fig. 2(a)에 나타냈다. 온도는 24-26oC였고, 상대습도는 78-85%로 약간

높았다. 도시철도가 운행하기 시작하는 오전 6시경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다가 도시철도가 운행하면서 온도가 점진적으

로 상승하였다.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높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터널 내 온도가 25.5-26oC로 가장 높았으므로, 터

널 내 온도는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운행이 종료된 새벽 1시 이후에 온도가 주

기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터널의 환기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된다. 터널의 환기는 1500m3/min의 유량으

로 30분씩 이루어졌는데, 한번 환기 시 터널 공기의 1/4을 교환할 수 있는 양이었다. 

도시철도가 등속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위치한 대피소에서 3차원 풍속계로 측정한 풍속과 난류강도의 일변화를 Fig. 2

(b)에 나타냈다. 측정지점에서 관측된 풍속은 5m/s 이하이었고, CCTV 영상과 대조하여 도시철도의 운행 시각과 풍속

의 증감 시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류의 난류강도는 1-2m2/s2였다.

2.2.2 부유먼지의 일변화

4대의 입자측정기로 측정한 부유먼지의 무게농도와 개수농도의 일변화를 Fig. 3에 나타냈다. 이와 함께 30분 동안 도

시철도 운행 빈도도 함께 나타냈다. 여기서, APS와 FMPS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8월 13일 오후 1시 이후의 데이터

를 얻지 못하였다. DustTrak과 OPC는 직접 PM10 농도를 제공하지만, APS는 개수농도만 제공한다. 이에 따라 APS의

경우 개수농도를 무게농도로 환산한 후 10µm 이하인 무게농도를 PM10 농도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 0.5µm 이하인 작

은 먼지의 무게농도가 고려되지 않았다. 측정원리 등이 서로 달라 농도의 절대값은 다르지만, APS, OPC, DustTrak으

로 측정한 PM10 농도는 서로 비슷한 일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도시철도 운행 빈도의 증감과 연관성을 갖고 변함을 알

수 있다. 즉,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평소의 2배 이상 늘어나는 아침 8시와 오후 7시에 터널 내 PM10 농도도 가장 높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dust-measuring instruments.

DustTrak DRX aerosol 

monitor

Optical particle counter 

(OPC)

Aerodynamic particle sizer 

(APS)

Fast mobility particle 

spectrometer (FMPS)

Measuring

particle size range
- 0.25-34µm 0.5-19.8µm 5.6-560nm

Resolution time 6s 6s 1min 1s

Channels PM10, PM2.5, PM1 32 51 16

Model (Company)
8553

(TSI)

1.109

(Grimm)

3321

(TSI)

3091

(TSI)

Measuring method

Photometric and optically 

single particle detection 

measurements

Optically single particle 

detection measurement

Time-of-flight 

measurement

Electrical mobili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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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퇴근 시간 이후로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터널 내 PM10 농도도 감소하였다. 도시철도의 운

행이 종료된 새벽 1시 이후에는 약 1시간 동안 서서히 감소하여 최저 농도 수준에 이르는 경향을 나타냈다. 

APS, OPC, DustTrak의 측정원리 및 교정입자가 달라 PM10 농도의 절대값이 상당히 달랐다. 예로, APS, OPC, Dust

Trak의 PM10 농도가 최고값을 나타내는 오전 9시에 각각 250, 50, 120µg/m3으로 측정되었다. APS는 먼지의 공기역학

적 직경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먼지의 밀도가 보정된다. OPC는 구형의 PSL (polystyrene) 입자로 교정하여 광학적 입경

을 측정한 후 밀도가 감안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무게농도를 구하며, DustTrak은 주로 비산먼지의 측정에 많이 사용

Fig. 2. Diurnal variation of the meteorological parameters measured in the tunnel shelter.

Fig. 3. Diurnal variations of the PM10 concentrations measured using an APS, an OPC, and a DustTrak device; nano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as monitored using a FMPS; and frequency of trains on an urban railway passing every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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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아리조나 먼지(Arizona dust)로 교정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무게농도를 구한다. 터널 내 부유먼지의 밀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APS가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비산먼지의 밀도를 반영하는 DustTrak이 다음으로 높은 농도

를 나타내었으며, 일반 대기 중 먼지의 밀도가 고려된 OPC가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오전 6시 이전에는 APS와

OPC의 PM10 농도비가 1۪.1로 거의 비슷하므로, 도시철도가 운행하기 이전에는 터널 내 부유먼지가 일반 대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전 6시부터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가장 높은 오전 9시까지 APS와 DustTrak의 PM10 농도비가

1.0에서 2.5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도시철도 운행에 의해 발생되는 부유먼지는 일반 비산먼지보다 밀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터널 내 미세먼지 측정 시 밀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FMPS로 측정한 나노입자의 개수농도는 도시철도가 운행을 시작한 오전 6시경 20,000 particles/cm3에서 10,000

particles/cm3으로 절반 감소하였고, 그 이후로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와 무관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마이크론 먼지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무게농도가 터널에서 도시철도의 운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에 비해, 나노입자의 개수농도는

도시철도 운행과는 무관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향후 도시철도 터널 내 나노입자의 발생 및 거동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2.3 부유먼지의 입경분포

도시철도의 운행에 의해 생기는 먼지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근시간대와 점심시간대에 도시철도 운행 전후의 입

경분포를 비교하여 Fig. 4에 나타냈다. 측정원리가 달라 FMPS와 OPC의 측정 입경이 겹치는 0.25-0.56µm에서 농도 차

Fig. 4. Comparison of the particle number size distributions.

Fig. 5. Comparison of the particle mass siz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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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입경분포는 매끄럽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나노입자 범위에서 도시철도

운행 전후에 개수농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마이크론 입자의 경우 도시철도 운행 후 개수농도가 10-20% 가량 증가하

였다. 출근시간대가 점심시간대에 비해 1µm 이상인 입자의 개수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먼지의 밀도를 1g/cm3으로 가정하여 개수농도를 무게농도로 변환하여

Fig. 5에 나타냈다. 터널 내 부유먼지의 무게농도는 모드입경이 약 2.5µm인 단일모드 입경분포를 보인다. 도시철도가

측정지점을 통과한 전후로 2-3µm 입경의 무게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출근시간대에 1µm 이상인 먼

지의 무게농도가 점심시간대에 비해 입경별로 30% 이상 높았다.

2.2.4 도시철도 운행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량

도시철도가 한번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부유먼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도시철도 1회 운행 시 APS

로 측정한 PM10 농도의 평균 증가량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APS의 작동 오류로 오후 1시 이후의 데이터는 얻

지 못하였다. 도시철도가 1회 운행 시 증가하는 터널 내 PM10 농도는 오후 1시까지 평균 44±8μg/m3 정도였다. 오전 8

시-10시 사이에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증가하면 도시철도 1회 운행에 의해 증가하는 터널 내 PM10 농도가 38µg/m3

으로 감소하였고, 오전 10시 이후 운행 빈도가 감소하면 도시철도 1회 운행에 의해 증가하는 터널 내 PM10 농도가

50µg/m3으로 증가하였다. 오후 12시 이후에는 오전 8시 30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터널의 기저농도(baseline concentration)가 낮고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낮은 경우 1회 운행으로 증가하

는 터널 내 PM10 농도가 50µg/m3으로 높았다.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증가할수록 터널 내 기저농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 1회 운행으로 증가하는 터널 내 PM10 농도도 40µg/m3 이하로 감소하였다. 

도시철도 운행에 의해 측정지점에서 일시적으로 PM10 농도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도시철도의 1

회 운행에 의해 증가하는 PM10 농도에 단순하게 운행 회수를 곱하여 도시철도 운행 회수에 따른 PM10 농도의 증가를

구할 경우 큰 차이가 생긴다. 이것은 증가되는 PM10 먼지가 전부 터널 내 PM10 농도로 반영되지 않고, 이 중 일부만

다음 도시철도의 운행에 의해 농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높아질수록 터널 내 PM10 농

도가 증가하는 것은 도시철도의 운행에 의해 증가한 터널 내 PM10 먼지가 모두 감소하기 전에 다음 운행에 의해 다시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6. Increment in the PM10 concentration caused by the operation of an urban railway and frequency of trains on the urban rail-

way passing every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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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지하터널에서 도시철도의 운행에 따른 부유먼지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가 등속으로 운행하는 구간

의 터널 대피소에서 다양한 실시간 입자측정기를 사용하여 먼지의 농도 및 입경분포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APS, DustTrak, OPC로 측정한 터널 내 PM10 농도는 도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높을수록 높았으나, FMPS로 측정

한 나노입자는 도시철도의 운행 패턴과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 도시철도의 운행 시간에 측정한 PM10 농도가 APS > DustTrak > OPC 순으로 높았는데, 이것은 측정기의 원리가

달라 먼지의 밀도를 고려하는 것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철도 터널 내 부유먼지의 농도 측정 시 밀도

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3) 부유먼지의 무게농도로 표현된 입경분포의 비교를 통해 도시철도의 운행 전후의 무게농도 차이를 확인하였고, 도

시철도의 운행 빈도가 높은 출퇴근시간대 터널 내 PM10 농도는 250µg/m3 이상으로 증가하여 하루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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