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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차량 하부의 풍속 및 미세먼지 농도 특징

Characteristics of Wind Speed and PM10 Concentration underneath Railway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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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가 건설되었고, 1974년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의 개

통과 함께 도시철도 시대가 시작되었다. 현재 수도권 노선을 포함하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에서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으며 역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증가, 환경오염,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도심지역의 도시철도 수송

분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2,181백만명이던 전국 수송인원이 2015년 2,526백만명으로 약 15.8% 증가하였다[1]. 도시

철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과 승강장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2005년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수도권 도시철도 289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platform screen door, PSD)를 설치하였다[2].

대부분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특성상 내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의 외부 배출이 어렵고, 지상 도로에서 배출된 자

동차 오염물질, 황사 등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시 역사 내 공기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터널오염은 주로 팬토(panto)나 차륜

의 마모에서 발생된 입자가 차량 운행에 의해 유도된 기류를 타고 확산되어 나타난다. 역 사이 터널은 크게 직선구간, 곡선구

간 그리고 직선과 곡선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으로 나눠지고, 역 사이 차량의 속도패턴(가속, 정속, 감속, 정지)에 따라 마모량이

달라질 수 있다. 차량의 운행빈도에 따라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3]. 또한, PSD의 설치 후 승강장과

Abstract Since operation of railway trains is a major source of particle pollution in tunnel air, a particle removal

device can be an effective measure to remove wear particles. To obtain design conditions of the particle removal device

that will be installed underneath the railway trains, the wind speed and particle concentration underneath the trains were

investigated using a three-dimensional ultrasonic anemometer and a DustTrak aerosol monitor, respectively. The mea-

surements were made for the trains running on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 5 on February 10, 2015.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track geometry (straight, curved) and train speed pattern (acceleration, cruising, and deceler-

ation) between stations. Train speed was also analyzed. The average wind speed and PM10 concentration underneath the

trains were ~30% of the train speed and ~200 µg/m3 for both straight and curved sections. Average PM10 concentration

for deceleration sections was higher than that for acceleration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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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철도 차량의 운행은 터널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므로, 마모입자를 제거하는데 집진장치가 유용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차량의 하부에 장착될 수 있는 집진장치의 설계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3차원 초음파 풍속계

와 입자측정기를 사용하여 차량 하부의 풍속과 입자농도를 조사하였다. 2015년 2월 10일 수도권 지하철 5호선에서 운

행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자료는 역 사이 노선의 형상(직선, 곡선)과 차량 속도패턴(가속, 정속 및 감

속)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차량속도도 함께 분석하였다. 직선 및 곡선 구간 모두 차량 하부의 평균 풍속은 차량속도

의 약 30%이었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약 200 µg/m3이었다. 감속구간에서 평균 PM10 농도는 가속구간에 비해 더

높았다.

주요어 : 풍속, 입자, 미세먼지, 도시철도,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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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실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4-9]. 이에 따라 승하차 시

출입문의 개방에 의해 터널 내 기류가 차량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도시철도의 운행에 따른 터널 내 열차풍의 정량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과 모형 터널 실험

에 의한 터널 내 유동장 해석 및 예측 등 차량 운행에 따른 터널 내 풍속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0-13].

또한, 터널 내에서 발생된 입자상 오염물질의 농도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14-16]. 한편, 터널에서 비산되는 먼

지에 철(Fe)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터널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쇳가루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차

량 하부에 쇳가루 수거장치가 적용되었다[17].

본 연구팀에서는 도시철도 운행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입자의 관성, 전기적 이동도를 이용한 루

버집진기와 전기집진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8,19]. 이러한 집진기를 도시철도 하부에 장착하기 위하여 적용환경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2월에 수도권 지하철 5호선을 대상으로 차량 하부에 풍속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장착

하여 풍속과 미세먼지의 공간적 분포를 측정하였다. 본선구간의 노선형상과 차량의 운전패턴을 고려하여 측정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측정노선

도시철도는 보통 TC카, M카, T카로 구성되어 있고, 고전압장치(high voltage system), 전기추진장치(electrical drive system),

제동 및 공압장치(braking and air system) 등 다양한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5호선의 도시철도는 8량 1

개 편성으로 TC카, M1카, M2카 및 T카로 구성되어 있다. TC카는 제어차로 운전실이 있는 부수차이고, M1카에는 고전압장치

및 동력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M2카에는 동력발생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T카는 객차로 다른 차량에 비해 하부에 장착되

어 있는 구조물이 적다.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중 상일동-방화 구간은 총 52.3 km이고, 편도 운행에 약 83.5분이 소요된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5호선은 총 44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역 사이의 노선 형상은 직선구간 11개, 곡선구간 11개

및 혼합구간 21개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2월 10일 고덕차량기지에서 측정기를 설치한 후 17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상

일동-방화 구간을 1회 왕복하여 측정하였다. 차량 운행 특성상 상일동에서 방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우 미세먼지 측정기의 입

구가 진행 방향을 향하지만, 방화에서 상일동으로 운행하는 경우 측정기의 입구가 진행 방향과 반대로 향하므로, 여기에서는 역

방향 측정 자료를 제외한 상일동에서 방화 방면의 운행 시 측정자료만 분석하였다.

Fig. 1. Geographical classification of tracks between stations on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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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기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풍속 및 미세먼지 측정에 구조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행 방향으로 4호차인 T카 하

부를 측정위치로 선정하였다. 차량한계를 고려하여 차량 외곽선으로부터 90, 128 cm 이격된 위치에서 각각 풍속과 미세먼지를

측정하였다. 도시철도 차량 하부에 측정기를 장착하기 위하여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별하게 고안된 지그를 제작하였

다. 3차원 초음파 풍속계(3-axis wind sensor, model 81000, R.M. Young Company, USA)를 사용하여 차량 하부에서 주행 방

향 풍속을 측정하여 1초 간격으로 데이터로거(Loggernet, Cambell Scientific, Inc.)에 저장하였다. 에어로졸 모니터(DustTrak

DRX aerosol monitor, model 8533, TSI, USA)를 사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5초 간격으로 저장하였다. 풍속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 흡인조건을 최대한 등속에 맞추기 위해 고안된 샘플링 프로브를 에어로졸 모니터의 입구에 장착하였다[21,22].

이들 측정기들은 자체 밧데리로 구동되었다. 당일 차량의 운전속도는 도시철도공사 차량 자체의 저장자료를 제공받았다.

2.3 차량속도 패턴

도시철도는 보통 700m~2km의 거리를 2분 내외로 운행하며, 차량속도도 0~20m/s 범위로 크게 변하고 가속 및 감속이 빈번

Table 1. List of straight and curved sections on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 5.

Straight section Curved section

No Station  Length of tunnel (m) No Station  Length of tunnel (m) 

5 Magok↔Balsan 1,232 2 Gaewasan↔Kimpo Int’l Airport 1,230 

8 Hwagok↔Kkachisan 1,208 7 Ujangsan↔Hwagok 985 

11 Mok-dong↔Omokgyo 715 9 Kkachisan↔Sinjeong 1,313 

13
Yangpyeong↔Yeongdeungpo-gu 

office
807 12 Omokgyo↔Yangpyeong 1,051 

17 Yeouide↔Yeouinaru 985 23 Seodaemun↔Gwanghwamun 1,130 

18 Yeouunaru↔Mapo 1,779 24 Gwanghwamun↔Jongno 3-ga 1,227 

20 Gongdeok↔Aeogae 1,079 25 Jongno 3-ga↔Euljiro 3-ga 1,002 

22 Chumgjeongno↔Seodaemun 690 26
Euljiro 4-ga↔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
922 

30 Haengdang↔Wangsimni 917 32 Majang↔Dapsimni 961 

31 Wangsimni↔Majang 718 39-A Kangdong↔Gil-dong 926 

37 Gwangnaru↔Cheonho 2,043 42-A Myeongil↔Godeok 1,007 

Fig. 2. Measuring locations and a specially designed jig for wind speed and particl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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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진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시철도 차량의 속도패턴은 크게 가속구간, 정속구간, 감속구간, 정지구간으로 나

눌 수 있다. Lreal은 역 사이의 실제 간격을 의미하고, V는 차량속도, L은 운행거리, t는 운행시간을 나타낸다. 하첨자 a는 가속

구간, 하첨자 c는 정속구간, 하첨자 d는 감속구간을 나타낸다. 차량은 t0에서 정지해 있다가 t1에서 출발한 후 가속하여 t2에 도

달하여 일정한 속도로 운행한다. t3에 이르면 감속하여 t4에 도달하여 정지한다. 

3. 연구결과

3.1 직선구간

수도권 지하철 5호선의 11개 직선구간 중에서 차량 운전속도의 전형적인 4가지 패턴을 Fig. 4에 나타냈다. 이러한 경우 차량

Fig. 4. Typical patterns of train speed, wind speed, and PM10 concentration in straight sections.

Fig. 3. Typical pattern of train speed between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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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의 풍속 및 미세먼지 농도 분포도 함께 나타냈다. 또한, 가속, 정속 및 감속 구간별 차량 운전속도, 차량 하부에서 풍속 및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 차량 하부의 풍속 및 미세먼지 농도는 측정위치에 따라 달

라지므로, 이들 자료는 특정 위치에 대한 제한적인 결과임을 밝혀둔다[23]. Fig. 4(a)와 같은 패턴은 역 사이 운행거리가 약

900m 이하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60초 전후로 운전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13 및 30 구간이 여기에 해당된다. Fig. 4(b)의 패

턴은 1,900m 이상의 긴 거리를 120초 전후로 운전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18 및 37 구간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정속이 약

70초 동안 유지되는데, 이것은 Fig. 4(a)에 해당되는 구간의 총 운행시간보다 길다. Fig. 4(c)의 패턴은 1,200m 정도의 거리를

100초 전후로 운전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노선의 굴곡 및 운전조건에 따라 이중 가속구간이 나타난다. Fig. 4(d)의 패턴은 운행

거리가 700m 정도이고, 운행시간은 60초 전후로 Fig. 4(a)와 유사하나 정속구간이 없이 가속에서 감속으로 전환된다. 각 구간

별 평균 운전속도의 최대값은 13.7m/s, 최소값은 11.9m/s, 11개 구간의 평균 운전속도는 12.4±0.5m/s이었다.

차량 하부의 풍속은 대체로 치량 운전속도 패턴을 따라가지만, 운전속도에 비해 매우 낮고 변동이 심하며, 차량의 정지구간

에서도 낮은 풍속이 있었다. 직선구간에서 차량 하부의 평균 풍속은 3.6±0.3m/s로 운전속도의 29% 수준이었다. 직선구간 중 가

속구간의 유지시간은 24.8초, 운전속도는 9.5m/s, 하부풍속은 3.2m/s로 나타났다. 정속구간의 유지시간은 33.5초, 운전속도는

18.8m/s, 하부풍속은 4.9m/s로 나타났다. 또한, 감속구간의 유지시간은 26.8초, 운전속도는 8.8m/s, 하부풍속은 2.6m/s로 나타났다.

차량 하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차량의 운전속도와 무관하게 비슷한 농도를 유지하였다. 차량 하부에서 평균 농도는 5 구간에

서 237µg/m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7 구간에서 221µg/m3, 13 구간에서 212µg/m3 순이었다. Fig. 6(a)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운전속도 패턴을 고려하면 감속구간에서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12µg/m3으로 가장 높았고, 정속구간에서 204µg/m3, 가속구

간에서 181µg/m3이었다. 감속구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속구간에 비해 약 31µg/m3 높게 나타났다. 도시철도 터널 내 비산먼

Table 2. Summary of train speed, wind speed and PM10 concentration underneath the operation train (Sangil-dong → Bangwha direction).

Section 

type
Section

Train speed (m/s) Wind speed (m/s) PM10 (µg/m3)

Va Vc Vd Va Vc Vd Ca Cc Cd

Straight 

section

37 10.4±6.0 20.7±0.3 9.9±6.0 3.8±1.7 6.0±1.6 3.3±2.0 180±16 275±10 209±13

31 9.0±5.4 18.9±0.5 8.1±5.4 3.1±1.2 4.9±0.9 2.4±1.5 179±10 191±37 211±6

30 9.8±5.9 19.1±0.2 8.7±5.8 2.8±1.5 5.2±1.0 2.6±1.4 193±17 206±41 193±14

22 9.5±5.6 18.3±0.7 8.0±5.2 3.3±1.4 5.8±0.8 2.4±1.2 172±9 180±7 190±24

20 8.8±5.5 18.7±0.3 8.5±5.7 3.3±1.2 4.6±1.2 2.5±1.3 171±17 197±67 211±24

18 10.1±5.6 18.4±0.3 10.1±6.0 3.7±1.4 4.4±1.1 2.8±1.6 165±8 178±31 203±50

17 9.3±5.5 18.7±0.4 8.6±6.0 3.1±1.3 4.6±1.3 2.5±1.6 168±18 171±20 193±23

13 9.2±5.6 20.2±0.6 8.6±6.1 3.3±1.0 4.7±1.2 2.6±1.8 170±6 211±8 257±58

11 8.5±5.0 17.7±0.5 9.9±5.1 2.9±1.4 4.3±1.1 2.3±1.0 183±15 189±7 219±32

8 10.0±5.7 17.8±0.4 7.9±5.2 3.6±1.7 4.6±1.5 2.4±1.2 169±16 186±9 225±44

5 10.2±4.7 18.0±0.1 8.4±5.4 2.8±0.9 4.5±1.1 2.5±1.5 239±30 255±38 217±24

Mean±S.D. 9.5±5.5 18.8±0.4 8.8±5.6 3.2±1.3 4.9±1.2 2.6±1.5 180.8±14.7 203.5±25.0 211.6±28.4

Curved 

section

42-A 7.7±4.7 16.6±0.2 7.4±4.7 2.6±1.0 3.7±1.4 1.8±1.0 208±30 220±38 209±23

39-A 6.4±4.1 14.9±0.4 8.4±3.8 2.3±1.1 4.9±1.2 2.6±1.5 230±25 203±18 197±15

32 7.0±3.8 11.6±0.1 5.6±3.4 2.8±1.1 2.3±0.6 1.9±1.2 174±7 183±18 179±3

26 6.3±3.8 12.4±0.2 5.4±3.5 2.4±1.2 4.5±1.6 2.0±0.8 175±3 171±12 183±5

25 5.4±3.6 11.6±0.2 6.6±3.7 2.6±1.2 2.5±0.8 2.0±1.0 168±8 177±24 181±5

24 9.5±5.8 18.0±0.2 9.2±5.6 3.7±2.2 4.8±0.9 2.8±1.5 177±12 173±9 193±23

23 8.2±4.9 18.2±0.9 7.8±5.3 3.3±1.6 4.6±0.9 2.6±0.5 173±10 188±36 187±10

12 8.8±5.2 18.0±0.4 8.9±5.6 2.7±1.0 4.4±1.1 3.2±1.9 202±7 205±16 218±17

9 10.0±5.7 14.0±0.1 10.6±6.1 3.4±0.8 4.6±1.1 2.4±1.4 170±8 228±44 207±37

7 8.0±4.7 15.6±0.7 6.6±4.5 2.5±1.3 4.3±1.0 1.7±0.8 198±24 204±20 198±10

2 9.9±4.7 18.9±0.6 10.4±5.0 3.5±1.5 5.0±1.8 2.6±1.2 219±18 311±55 235±46

Mean±S.D. 7.9±4.6 15.4±0.4 7.9±4.7 2.9±1.3 4.1±1.1 2.3±1.2 190.4±13.8 205.7±26.4 198.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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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차량 제동에 의한 브레이크 패드와 차륜의 마모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4-26],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뒷

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곡선구간

11개 곡선구간 중에서 차량 운전속도의 전형적인 4가지 패턴을 Fig. 5에 나타냈고, 아울러 차량 하부에서 풍속 및 미세먼지

농도의 분포도 나타냈다. 또한, 가속, 정속 및 감속 구간별 차량 운전속도, 차량 하부에서 풍속 및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 곡선구간에서 각 구간별 평균 운전속도의 최대값은 13.1m/s, 최소값은 7.9m/s, 11개 구

간의 평균 운전속도는 10.4±1.7m/s이었다. 직선구간에 비해 운전속도가 약 2.0m/s 낮았고, 구간별 운전속도의 차이는 5.2m/s로

직선구간의 1.8m/s에 비해 더 컸다.

곡선구간에서 차량 하부의 평균 풍속은 3.1±0.5m/s로 직선구간에 비해 0.5m/s 낮지만, 직선구간과 비슷하게 운전속도의 30%

수준이었다. 곡선구간 중 가속구간의 유지시간은 21.6초, 운전속도는 7.9m/s, 하부풍속은 2.9m/s로 나타났다. 정속구간의 유지시

간은 45.3초, 운전속도는 15.4m/s, 하부풍속은 4.1m/s로 나타났다. 또한, 감속구간의 유지시간은 26.7초, 운전속도는 7.9m/s, 하

부풍속은 2.3m/s로 나타났다.

차량 하부에서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 구간에서 255µg/m3으로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42-A, 39-A, 12 구간에서는 각각

212, 210, 208µg/m3으로 서로 유사하였다. Fig. 6(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운전속도 패턴을 고려하면 정속구간에서 평균 미세먼

지 농도는 206µg/m3으로 가장 높았고, 감속구간에서 199µg/m3, 가속구간에서 190µg/m3이었다. 직선구간과 마찬가지로 감속구

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속구간에 비해 약 9µg/m3 높게 나타났다. 정속구간의 평균 운전속도가 15.4m/s로 감속구간의 7.9m/

s에 비해 2배 정도 높아 차량의 곡선 주행 시 다량의 마모입자가 발생되어 정속구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추

정된다.

Fig. 5. Typical patterns of train speed, wind speed, and PM10 concentration in curved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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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곡선구간 전체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98µg/m3으로 11개 직선구간의 199µg/m3와 매우 유사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실

내공기질관리법을 통해 지하역사의 유지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150µg/m3 이하, 도시철도의 권고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200µg/m3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외에서 조사된 터널 및 객차 내 미세먼지 농도를 정리하여 Table 3에 나타냈다.

객차 내 미세먼지 농도는 변화가 크고, 객차 하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역 사이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가 운행하는 터널 내 미세먼지를 발생원 근처에서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미세먼지

제거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정량적 환경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권 도시철도 중 5호선 본선구간을 대상으로 차량 하부

의 풍속 및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후 차량 운전속도와 함께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차량의 평균 운전속도는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에서 각각 12.4, 10.4m/s로 직선구간에서 약 2.0m/s 빨랐다. 차량 하부에서

평균 풍속은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에서 각각 3.6, 3.1m/s로 역시 직선구간에서 약 0.5m/s 빨랐다. 차량의 운전속도 대비 차량 하

부에서 풍속은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에서 각각 29, 30%로 매우 유사하였다.

(2) 차량 하부에서 DustTrak DRX aerosol monitor로 측정한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에서 각각 198.7,

198.3µg/m3으로 매우 비슷하였다. 차량의 운전속도 패턴을 고려하면 직선구간에서 감속구간의 농도가 212µg/m3으로 가속구간

에 비해 약 31µg/m3 높았고, 곡선구간에서도 감속구간의 농도가 199µg/m3으로 가속구간에 비해 약 9µg/m3 높았다. 이것은 차

량 제동 시 마모입자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Distribution of PM10 concentration by train operation condition for straight and curved sections.

Table 3. Comparison of particle mass concentrations in worldwide railway tunnels.

Investigator City Measuring site Particle size
Particle concentration 

(µg/m3)

Ripanucci et al., 2006 [27] Rome, Italy Tunnel between stations PM10 206~319

Li et al., 2007 [28] Beijing, China Underground in-trains

TSP

PM10

PM2.5

166, 456

108, 325

37, 113

Park and Ha, 2008 [29] Seoul, Korea Underground in-trains
PM10

PM2.5

145.3±12.8

116.6±14.2

Kim et al., 2008 [30] Seoul, Korea Underground in-trains PM10 29~356

Park et al., 2014 [31] Seoul, Korea Tunnel between stations PM10 200.8±22.0

This study Seoul, Korea
Underneath the operation trains 

in underground tunnel
PM10 1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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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하부의 풍속 및 미세먼지 농도는 측정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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