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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Most of the PM10 in subway stations is spread by the train-induced wind from the tunnel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air quality in subway stations, it is important to remove the PM10 from the tunnels.

After the installation of PSD (platform screen doors), the influence of train-induced wind and PM10 at the

platform has decreased, but is estimated to have increased in subway tunnel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trol of PM10 in subway tunnels by applying a 500-fold diluted solution mixed with a

humectant using a natural polymer. 

Methods: For this purpose, we tested the dust reduction effect in a laboratory and corrosion test and water

pollution using fish and aquatic plants for the natural dust collecting agent. In the tunnel of a subway station,

we used the natural dust collecting agent over 15 days.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PM10 control during

operation,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70% of subway dust. 

Results: As results, the natural dust collecting agent exhibited an excellent dust control effect, and it was safe

for water quality and soil. It showed the effect of controlling PM10 in the subway tunnel by 49.5- 64.7% over

15 days. The use of the dust collecting agent for the control of PM10 could be confirmed in the subwa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explain the major portions of chemical components contained in PM10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PM10 and to develop effective reduction measures to decrease the adverse effects

of PM10 in the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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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루 7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요소이며 지하

철의 이용목적이 단순 이동에서 복합 생활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하공간의 공기질 수준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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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공기질

개선의 노력과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스크린도

어(platform screen door: PSD)가 2010년 전체 역사

에 설치되면서 승강장의 공기질은 향상되었으나, 설

치 후 지하 본선 터널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1,2]. 

즉, 스크린도어 설치 후 승강장 및 지하상가의 미

세먼지(PM10)농도는 감소했으나 밀폐공간이 되어버

린 터널 내의 미세먼지는 증가하였고 또한 지하철

객차 내로 유입되어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여러 방송과 미디어 자료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터

널 내 PM10 중 철(Fe) 성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측

정 되었으며, 이는 차륜과 레일 사이 마찰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3]. 특히, 열차 풍은 터널 내부에 존

재하던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전동차 내부 및 지하

역사로 운송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4]. 미세먼지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호흡

기 질환은 기관지염과 천식 등이며 이외에도 폐암,

급성 하기도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과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

외에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발생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사망위험도 높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

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µg/m3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고 한다[5].

현재 지하터널 내 청소 방법으로 고압 및 일반

물 살수 차량운행이 있으나 살수 후, 2일째부터 다

시 비산하며, 미세먼지를 제어하기 위해 한때 레

일 마찰지점에 윤활제를 분사하는 방법과 자석부

착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을 시도 하였으나 2~3%

정도의 저감율을 나타내어 미흡하다고 알려져 있

다[6].

지하철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발생과정은 본선 터

널의 PM10 농도 평균값을 100% 라 할 때 승강장과

대합실의 평균 PM10농도는 각각 46. 2%와 22.7%로

터널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Fig. 1과 같으며 특히,

열차의 운행과 이용객의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에 역과 터널 내의 PM10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7]. 

터널 내 PM10을 분석한 Fig. 2를 보면 밀폐된 지

하공간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내 PM10 중 7.86의 큰

비중인 철(Fe)성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으

며, 이는 차륜과 레일 사이 마찰로 인해 발생됨을

알 수 있다[2].

한편, 천연고분자(natural polymer)의 일종인 천

연 다당류(polysaccharide)는 단당류 또는 그 유

도체들이 glycoside 결합에 의하여 연결된 중합체

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수화물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종류에 따라 직선의 사슬모양 또는 가지 달린 구

조를 가지며 크기는 여러 가지인데 종류에 따라 다

르며, 동일한 종류라도 크기가 다른 분자의 혼합물

인 것이 많으며 물에 희석하면 gelling되는 것과 점

성을 가진 것으로 구분된다. 생물체의 구성, 지지,

피막물질, 윤활제로서의 역할과 에너지 저장의 역할

을 하며 토양 개량제로 사용되면 토양구조를 안정시

키는 역할을 한다[8,9].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미세먼지(PM10) 중 가장 많

다고 알려진 철(Fe; 비중 7.86)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Fig. 1. The concentration ratio of the PM10 of tunnel,

platform, and concourse.

Fig. 2. PM10 components in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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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과 수질에 안전한 천연고분자를 이용하여 천연

먼지포집제(dust collecting agent: DCA) 분사용액을

제조하였고 이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효과, 부식시

험, 물고기와 수생식물을 이용한 안전성 시험, 공인

시험기관에서의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을 테스트 하였

다. Field Test로 A역 지하터널에서 500배 희석용액

을 이용하여 분사 전후 PM10 제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기기

본 연구에 사용한 DCA는 천연 다당류를 여러 종

류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해양유래(Carrageenan, Sodium Alginate, Agar

gum), 미생물(Xanthan gum) 유래와 식물유래[Tapioca,

Guar Gum, Locust bean Gum(LBG), Tamarind

Gum] 등의 천연 유래 다당류를 사용하였으며 Sodium

Alginate, Guar Gum, LBG, Tamarind Gum 등은 한

국 카라겐㈜으로부터 식품 grade를 구입하여 사용하

였고 Carrageenan, Agar gum과 Xanthan gum은

Sigma-Aldrich사의 시약급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보습제는 국내 화장품 회사의 보습 원료를 구

하여 사용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한 합성고분자는

vinyl resin을 원료로 하는 중국 철도 사용 제품을

구하여 비교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측정 및 분석기기로는 지하철

터널 내 먼지와 DCA를 분사 후의 이미지 분석을

위하여 SEM(전자주사현미경, SU8010, 일본)과 3D

광학현미경(Olympus, Japan)을 이용하였다. pH 측

정은 국산 HM-25R pH meter를 사용하였으며 점도

측정을 위하여 Brookfield 점도계(HBDV-1, USA)를

사용하였다. 미세먼지 측정기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

정기를 사용하였으며 PM10 0~800 µg/m3 검출범위

의 ±5% 오차범위를 가진 국산 IDT사의 ISR5000-1

을 사용하였다.

2. 천연 먼지포집제 제조 

물에 희석 후 분사가 용이하도록 수용성 천연 다

당류를 사용하였으며 Net Work 구조를 형성하기 위

하여 3종의 천연 다당류를 조합하여 제조하였다. 예

로서 Tamarind gum, Agar gum과 Sodium Alginate

분말을 일정량 취하고 30oC 수용액에 넣고 서서히

교반하고 보습제를 넣고 교반 후 점도가 1,000

cps(centipoise)가 되면 반응을 종료하여 DCA 원액

을 완성하였다. 

이들 DCA 원액을 수용액에 500 배 희석 후 잘

흔들어 주고 지하철 먼지에 분사하여 분사 전후 SEM

이미지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물에 쉽게 희석하여 기존 고압 및 살수 차량에

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장품 및 식품 재료로 이

용하는 천연 다당류를 사용하여 분자량, 분자구

조, 친수성, 보습, 팽윤(swelling), 끈적끈적한 점

성 등을 이용한 그물 막(network)구조를 형성하여

비중이 큰 PM10입자를 포집한 후 물 청소로 제거

가 가능하도록 제조하여 Fig. 4과 같은 원리로 천

연 먼지포집제(DCA)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Fig. 3. Images SEM of PM10(a), after DCA spray (b) and

3D microsc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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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비산억제 효과 실험

앞서 제조한 DCA의 미세먼지 입자에 대한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 철 가루 등을 각각

2.0 kg씩 준비하여 물, 합성고분자의 대조군[10]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DCA(500:1 희석)를 분사하고

건조 7일 후 송풍기를 이용하여 송풍하고 풍속(m/s)

에 따른 결과를 식(1)의 중량분석법[11]으로 비산 억

제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분사 후 지하철에 가장 많은 철에 대하여서

는 분사 7일 후 10 m/s의 송풍으로 비산 제어효과를

측정하였다. 

......................................(1)

IE: 억제 효율[inhibition efficiency (%)]

IS(initial stockpile): 초기 분사 전 야적의 총 무게(g)

AS(after stockpile): 처리 후 야적 무게(g)

4. 밀폐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제어효과 실험

인적이 드문 밀폐된 공간(2.5평)을 실험대상으로

송풍기로 송풍(5 m/s) 후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로

초기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대조군인 물과 희석

한 DCA 분사 후 2시간, 24시간 후의 미세먼지 제

어율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5. Fe 부식 실험과 토양 및 수질 안전성 실험

지하철 선로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조군인 물

과 DCA(500:1 희석)의 Fe에 대한 부식 비교 실험

으로 수돗물, 0.1% NaCl 수용액, 0.1% DCA 희석

액, DCA 원액에 대한 2개월 간의 부식실험을 하였다. 

또한 지하철에 분사 후 배수되어 하천 또는 수질

에 영향을 관찰하고자 자체적으로 물고기(guppy)에

대한 DCA의 영향을 관찰하여 보았다. 즉 어항의 물

100.0 리터에 DCA 희석액(500:1 희석) 100.0 ml를

넣고 시간에 다른 물고기의 폐사 또는 활동성 유무

를 관찰하였으며 수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하기 위해 부레 옥잠(water hyacinth)을 넣고 floc 생

성유무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DCA의 수질과 토양에서의 안

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2016-65호 수

질오염 공정시험기준법에 따라 COD, BOD 등의 시

험[12]을 하였으며, 환경부고시 제2013-113호에 따

라 페놀, 중금속 등의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법[13]

에 대한 시험을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얻었다.

 

6. 지하철 터널 Field Test

여러 실험에서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Field test

로서 A역의 지하철 터널에서 대조군인 단순 물 살

수열차의 과정(3일간)과 본 연구의 DCA(500:1 희석)

를 편도 2.4 km 구간에 골고루 분사 후 2일, 5일,

12일간의 PM10 중 Fe의 제어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 대한 사진 이미지 내용은 Fig. 5와 6에 나타

내었다. 

지하철 터널 내 시험기간 동안 MCE(mixed cellulose

ester)필터와 Glass 필터를 터널 내에 두고 중금속 포

IE
IS AS–

AS
------------------- 100  %( )×=

Fig. 4. Principles of collecting PM10 by DCA.

Fig. 5. Image in subway tunnel.

[Iron powder, (a) Fe around the track (b), 10.0ton

water train (c) and drain after watering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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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법[14]에 의하여 시료 채취하였고 이를 KORAS

인증 시험기관에서 PM10 중 Fe에 대한 제어 효과를

측정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미세먼지 비산억제 효과 실험 결과

물, 합성고분자(500:1 희석)의 대조군과 본 연구에

서 제조한 DCA(500:1 희석)를 분사하고 2일, 7일

후 모습을 Fig. 7에 나타내었다.

토양 야적물에 대조군과 DCA를 분사 후 2~3일

후부터 대조군은 건조되기 시작하였으나 DCA는 반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교대상과 DCA에

대하여 7일 후 송풍 속도를 변화시켜가며 송풍 해

보니 대조군인 물과 합성고분자 야적물은 모두 심한

변화가 일어났으나 DCA의 야적물은 그 상태를 비

교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 열차풍 특성 분석”에서 열

차 전두부 통과 시의 최대 풍속은 5.16 m/s이며 평

균 열차 풍속은 3.57~5.16 m/s라는 보고[15]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송풍속도를 변화시켜가며 후 토

양 야적의 변화를 대한 중량분석법으로 분석한 억제

율[inhibition efficiency(％)] 결과를 Fig. 8에 나타내

었다. 

또한 Fig. 9에는 비중이 가장 큰 Fe에 대하여 분

사 건조 후 열차풍의 2배 속도를 가정하고 10 m/s

Fig. 6. DCA spraying process in subway tunnel.

[(a) Infusion of undiluted DCA solution, (b)

diluted DCA solution, (c) right injection, (d) right

after injection, (e) bottom surface after spraying,

(f) left after injection, (g) bottom surface after

spraying, (h) confirm operator after spraying].

Fig. 7. Before and after spraying on the soil stockpile.

Fig. 8. Scattering inhibition rate(%) by gravimetric

analysis for air b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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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속으로 송풍 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분사 후 송풍 실험에서 물 ≪ 합성고분자 ≪ DCA

순으로 우수한 먼지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비중이 큰 Fe에 대한 송풍 실험에서도 확연한 차이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밀폐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제어효과 실험

밀폐된 공간에서 대조군인 물 분사와 희석한 DCA

분사 전후에 대한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물, DCA 전부 분사직후 높은 밀폐공간 대기 중

먼지 제어율을 보였으나 물은 시간이 지나며 건

조되어 억제율이 30% 까지 떨어진 반면 DCA는

그 두 배인 60% 까지 비산먼지 제어율이 유지되

었고, 이에 DCA는 단순 물 분사에 비하여 경과

시간에 따른 비산먼지 제어율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Fe 부식실험과 토양 및 수질 안전성 실험

DCA 분사 후 지하철 선로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

여 부식(corrosion)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보았다

[16]. DCA의 원 재료인 천연 다당류 희석액의 pH

실험 결과 모든 천연 다당류 희석액이 중성인 7에

가까운 산도(pH)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서 지하철 선

로의 부식을 촉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 되었

다. 이에 대조군인 물과 DCA(500:1 희석)의 Fe에

대한 부식 비교실험으로 수돗물, 0.1% NaCl 수용

액, 0.1% DCA희석액, DCA 원액에 대한 2개월 간

의 부식실험을 하여 그 결과의 사진을 Fig. 11에 나

타내었다. 

2개월 간의 부식변화에서 물과 소금물에서의 못

(nail)은 많은 녹(rust)이 관찰되지만, DCA 희석액이

나 원액에 담근 못은 녹이 생기지 않음으로 본 연

구 DCA는 기존의 물 분사 방법보다 선로 부식에

적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물고기(5일 간)와 부레 옥잠(4일 간)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물고기는 안전하게 생

Fig. 9. Photograph of Fe scattered in air blow after 7 days

of spraying.

Fig. 10. Dust control experiments in confined spaces. Fig. 11. Corrosion change of nails (Fe)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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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있었으며 수생식물인 부레 옥잠에서도 Floc

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

조한 DCA의 환경기준에 따른 수질과 토양에서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공정 시험기준

법에 따라 COD, pH와 Cr, CN, Cd 등의 중금속 및

BOD에 대한 시험 결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과

폐수종말 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고 하는 BOD

10 mg/L, COD 20~40 mg/L 이하의 문제 없는 결과

를 도출하였다[18].

또한, 환경부고시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법에 대

한 시험 결과, 분사 후에서도 「토양환경보전법 시

행규칙」1 지역에 해당하는 결과치를 나타내었다. 

5. 지하철 터널 Field Test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지하철에서의 Field Test를

하기 위해서 앞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험을 실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작업시간(새벽1 ~ 4시)과 안

전상의 이유로 직접 지하철 터널 현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충분히 실험에 대한 교육 후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DCA 희석액에 대한 분사방법은 물 살수차에 충

분히 희석 후 역의 승강장 좌우 편도구간 2.4 km

(각 1.2 km)에 대하여 실험을 하였으나 터널 분사

방법은 Fig. 12에 나타내었다.

전체 공간에 대한 분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

사 위쪽 구간에 고압전기 시설로 인한 사고의 위험

성 때문이며 현재 기존의 물 살수도 같은 분사 방

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DCA 분사 후 시험기간(12일) 동안 지하철 터널

내 분사구간 중간에 MCE 필터와 Glass 필터를 각

각 시험일에 맞추어 수거하여 이를 중금속 포집 방

법으로 공인기관에서 분석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필

터의 종류별 미세먼지 중 Fe에 대한 제어효과를 정

리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MCE 필터와 Glass 필터의 측정 분석오차가 존재

하더라도 실험기간인 2일, 7일, 12일 동안 Fe에 대

한 DCA는 49.5~64.7%의 제어율이 있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IV. 결 론

다양한 천연고분자와 보습제를 혼합하여 천연 먼

지포집제(DCA)를 제조하였고 이들에 대한 미세먼지

제어 효과(풍속 변화, 야적물의 미세먼지 저감 효

과, 밀폐공간 비산 제어율), 지하철 선로를 가정한

부식실험 및 물고기와 수생식물 안전성을 측정하였

고 공인시험기관 의뢰에 의한 토양과 수질에서의 공Fig. 12. DCA injection section in subway tunnel.

Fig. 13. Control effect on Fe during the test period [(a)

Glass Filter, (b) MC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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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험 등을 연구하여 천연 먼지포집제로서의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하철 역의 터널 내에서 본 연구로

제조한 천연 먼지포집제를 이용하여 분사한 12일 간

의 측정하여 지하철 미세먼지 중 70% 이상을 차지

하는, 열차운행 중 발생하는 PM10 중 Fe 제어에 대

한 Field Test를 실시하고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결

과를 얻었다. 

연구결과, 천연 먼지포집제(DCA)는 우수한 PM10

중 Fe에 대한 제어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수질에 안

전하였고 15일 간 지하철 터널 내 Fe 등을 49.5 ~

64.7% 이상 제어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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