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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indoor air quality on public transportation (subway, train, and

bus) according to changes in season and time.

Methods: We evaluated TVOC and HCHO on public transportation based on the un-controlled parameter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 also measured temperature and humidity since they affect the concentration

of TVOC and HCHO. For public transportation classification, subway lines were classified into Lines 1 to 4.

Additionally, trains were classified as ITX and KTX.

Results: When comparing summer and winter on public transportation, the concentrations of TVOC and HCHO

did not show any particular tendency. However, the concentrations of TVOC and HCHO during traffic

congestion was higher than levels during times of non-congestion on most public transportation. In summer and

winter, the measurement results for temperature and humidity showed a normal range, so temperature and

humidity did not affect the concentrations of TVOC and HCHO. In the case of TVOC, TVOC concentrations

on new train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higher than on older ones,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correlation.

Conclusion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indoor air quality on public transport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data based on TVOC and HCHO for designing policies and managing indoor a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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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다양화, 신속

성 및 정확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 경제 구조의 변

혁으로 차량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1)

이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수단인 대중교

통의 수송 분담률은 2003년 36.8%에서 2016년 42.8%

로 지난 10여 년간 6.0% 증가하였다.2)

 대중교통수단은 특성상 좁은 밀폐 공간에 많은 인

원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행이 많으며 대

기오염 등과 같은 다양한 직·간접적 노출 매체 등

에 의해 오염물질이 차량 내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3,4)

특히 차량 내장재 및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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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기화합물(TVOC)과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

우, 눈, 코, 목의 자극 및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5,6,7) 최근에는 자동차의 실내공기오

염 즉 “새 차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이

동 수단이 새로운 실내공기 오염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8,9) Kim 등(1994)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지역

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지하철에서 134.6

µg/m3, 좌석버스에서는 96.5 µg/m3로 나타났다. 이산

화탄소(CO2) 농도의 경우, 좌석버스 2,511.1 ppm, 지

하철 1,986.9 ppm으로 조사되었다.1) 또한 환경부

(2006)에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차량 내 미세먼지

를 조사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기준(500 µg/m3)과 비

교하였을 때 초과율이 지하철에서 50.9%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버스 19.3%, 열차 12.5% 순으로 조

사되었다.10)

환경부에서는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

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

리지침」에 따라 도시철도와 철도 및 시외버스에 대

하여 객실 내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권고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TVOC와 HCHO는 신규 제작 자동차의 경우에만 관

리되어지고 있다.11,12)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교통수단 내 오염물질의 농

도에 대한 조사와 원인 규명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중교통수단별(도

시철도, 철도, 버스) 차량 내 법적 미규제 물질인

TVOC와 HCHO의 농도를 측정하고, 시간(혼잡시간

대, 비혼잡시간대) 및 계절(하계, 동계)에 따른 농도

분포를 살펴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제정한「실내공

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

침」제8조 별표 1의 관리 대상 대중교통차량으로

지정된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고속형 시외버스

를 연구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도시철도의 경우 서

울 지하철 1~4호선으로 선정하였으며, 철도의 경우

에는 KTX와 ITX로 선정하였다. 고속버스의 경우는

노선에 따라서 사전 협조를 통해 섭외를 진행하였

다. 대중교통별 조사는 2014년 하계측정을 시작으로

2015년 동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측정은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나누

어 진행하였으며 버스 중 시외버스, 열차의 경우 혼

잡시와 비혼잡시를 주중과 주말의 개념으로 구분하

였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출근 및 퇴근 시간인 주중

오전 7:30~9:30 또는 오후 18:00~20:00를 혼잡시간

대로 구분하고 이외의 시간을 비혼잡시간대로 구분

하여 진행하였다.

2. 대중교통 차량별 시료 측정 방법 및 분석

2.1. 측정 물질 선정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철도역

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이 적용받

고 있는「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으로 관리되고 있

는 오염물질인 TVOC와 HCHO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TVOC와 HCHO의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및 습도를 추가 확인하였다.

2.2. 시료 채취 및 객실 내 지점

측정지점은 대중교통차량 내 실내 공기질을 대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인 곳에 직접적인 발생

원이 없고, 천정으로부터 30 cm 이상 떨어지며 바닥

면으로부터 1 m 이상의 높이, 각 출입문으로 1 m 이

상 떨어진 곳을 중앙점으로 선정하였다.

지하철은 혼잡 시간대와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휠체어석이 있는 곳을 지정하였다. 철도

(KTX, ITX)의 경우에는 출발할 때는 승객이 모두

착석을 하고 정차역에서는 출입문 쪽에 하차하려는

승객이 미리 대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산란법

측정 장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순

간적인 농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동 승객의 움직임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

운데 지점을 지정하여 측정하였다. 버스 측정의 경

우에도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승·하차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측정 지점을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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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정방법과 분석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고체흡착관을 사용

한 고체흡착열탈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C/

MS QP 2010 Ultra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Personal air sampler (SIBATA Minipump

ΣMP-30, Japan)에 Tenax-TA tube (Supelco, USA)

를 연결하여 1.0 L/min의 유량으로 30분간 시료를

포집하여 분석하였다.

폼알데하이드는 2,4-DNPH 카트리지와 액체 크로

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PLC LC-

20AT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Personal air sampler (SIBATA Minipump ΣMP-

100H, Japan)를 사용하여 350 mg의 DNPH-silica (1.0

mg DNPH)를 충전한 DNPH-silica cartridge (Supelco,

USA)에 오존의 간섭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순

도의 요오드칼륨(Potassium iodide)으로 충진된 오존

스크러버(ozone scrubber)를 DNPH-silica cartridge

앞에 직렬로 연결하였다. 1.5 m 높이에서 0.5 L/min

의 유량으로 30분간 시료를 포집하고, 자외선흡수법

에 의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해 분석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TVOC는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

로 온도와 습도에 따라 TVOC 농도가 증가 또한 감

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온도 및

습도를 함께 측정하여 TVOC 농도 분포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지하철, KTX, ITX, 고속버스

의 온도와 습도 측정 시 하계의 온도 범위는 23~26
oC로 조사되었으며, ANSI/ASHRAE에서 권장하는

여름철 실내 온도 범위인 24~27oC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습도는 59~67%로 조사되었으며, ANSI/

ASHRAE에서 권장하는 여름철 실내 습도 범위인

50%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동계의 온도 범위

는 18~22oC로 측정되었으며 ANSI/ASHRAE에서 권

장하는 겨울철 실내 습도 범위인 20~24oC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습도는 22~37%로 낮게 측정되었

다. 측정 시 온도와 습도는 하계와 동계 모두 TVOC

농도에 이상적인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었으며 특이

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1. 지하철(도시철도)

1.1. TVOC

지하철의 TVOC 평균 농도를 혼잡시간대와 비혼

잡시간대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하계에는 혼잡시간

대에 625.75 µg/m3, 비혼잡시간대에 632.17 µg/m3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계에는 혼잡시간대에 374.65 µg/

m3, 비혼잡시간대에 356.71 µg/m3로 조사되었으며,

동계보다는 하계의 농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 농도

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Namgung 등(2016)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승강

장의 TVOC의 농도는 대합실이 평균 1.3배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대합실 내 위치한 지하도상가 등의

매장 인테리어로 인한 목재 및 접착제 사용이 TVOC

농도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

한 지하철역사 냉방 가동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조

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TVOC 농도 조사 결과

toluene, ethyl benzene, m-xylene, trimethylbenzene

모두 전반적으로 일반 대기농도보다는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는 닫힌 공간의 특성 및 외부 공기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되었다.14)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철에 대해서는 주로 연식이

2008~2010년식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측정년도가

2015년임을 감안하였을 때 신규 제작 차량의 내장

재에서 발생되는 각종 TVOC 방출 등의 영향이 작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HCHO

지하철의 HCHO 평균 농도가 혼잡시간대에 12.58

µg/m3, 비혼잡시간대에 9.61 µg/m3로 혼잡시간대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노선별 계절에

따른 HCHO 농도를 비교한 결과는 대부분 하계의

농도보다 동계의 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환

경부(2006) 보고서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 열차를

대상으로 HCHO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농도 수

준을 보인 운송 수단은 지하철로 나타났다. 반면, 계

절적 차이(가을/겨울)와 혼잡시간대별(혼잡시간대, 비

혼잡시간대)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Sakong

등(2009)의 조사에 따르면 새 차 내 HCHO 방출량

조사 결과 기존 차량보다 신규 제작 차량에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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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으며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주의 집중력,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 또한, 창문을 의도적으로 개

방하였을 경우 개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농도가 소

폭 감소하였다.3) 이처럼 HCHO는 물질의 특성상 대

부분 차량의 내장재에서 발생하나, 본 연구에서는 농

도 분포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의 개폐

여부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열차(철도)

2.1. TVOC

2.1.1. KTX

KTX의 TVOC 평균 농도를 혼잡시간대와 비혼잡

시간대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하계에는 혼잡시간대

에 184.02 µg/m3, 비혼잡시간대에 134.83 µg/m3로 조

사되었다. 또한, 동계에는 혼잡시간대에 413.22 µg/

m3, 비혼잡시간대에 377.52 µg/m3로 조사되었다. 특

히, 동계의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 TVOC 평균

농도가 하계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Lee 등(2019)

의 조사에 따르면 동계의 경우 혼잡시간대와 비혼잡

시간대 KTX의 TVOC 농도가 증가하여 다중이용시

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500 µg/m3을 초과하는 사

례가 2건(혼잡시간대 1건, 비혼잡시간대 1건)으로 조

사되었다.15) Park 등(2003)에 따르면 철도 배출가스

의 TVOC 분석결과 benzene, chlorobenzene, tetrachloro-

ethylene 등과 같은 물질이 엔진 출력의 증가에 따

라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회전 시에도 TVOC 농도가 높게 조사되는

것으로 보아 철도 내 TVOC의 경우 외기 유입으로

인하여 차량 내 농도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판단된다.16)

2.1.2. ITX

ITX의 TVOC 평균 농도를 혼잡시간대와 비혼잡

시간대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하계에는 혼잡시간대

에 476.53 µg/m3, 비혼잡시간대에 430.42 µg/m3로 혼

잡시간대에 농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동계

에는 혼잡시간대에 547.02 µg/m3, 비혼잡시간대에

666.18 µg/m3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계의 경우 혼잡

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 TVOC의 농도가 하계에 비

해 높게 측정되었다. Cho 등(2008)의 연구에서 철도

차량 내 사용된 내장재의 TVOC 방출 특성을 시간

대별로 조사한 결과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TVOC가 방출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7) 또한 Cho 등(2012)의 연구

에 따르면 부산 지역 일부 지하도상가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계절에 따른 실내외 농도비는 가을철에

benzene (8.0), toluene (8.8), m,p-Xylene (43.0),

styrene (31.6)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을철이 봄철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외기 유입에 의한 영

향보다는 실내 오염물질 방출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

측하였다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계의 농도가 하

계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전체 초과 사례도 더 많

이 나타났다. 이는 ITX 차량의 연식이 2012~2013

년으로 KTX의 차량 연식(2004년)보다 신규로 제작

된 차량이므로 차량 내에서 실내 오염물질이 더욱

많이 배출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로 인하여 KTX의

Fig. 1. Average concentration of TVOC in public transportation on conges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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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TVOC 농도 분포에 비해 ITX의 TVOC 평균

농도 분포가 더 높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2.2. HCHO

2.2.1. KTX

KTX 내 HCHO의 평균 농도는 혼잡시간대에 18.26

µg/m3, 비혼잡시간대에 18.48 µg/m3로 시간대별 농

도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중이용시설 기준

치보다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다. Cho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지하도상가 내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인

HCHO의 기준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만족하였다.18)

또한, 2005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HCHO의 경우 전국 14개 지하철 노선 중 서울 7,

8호선과 분당, 인천선을 제외한 10개 노선에서 다중

이용시설 기준치(0.1 ppm)을 초과하였다. 서울 3, 4호

선과 부산 1호선의 경우, 출·퇴근시 0.136~0.183 ppm

의 농도 분포를 보였으며, 서울 6호선에는 여름철

평상시에도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인 0.400

ppm으로 조사되었다.19) 반면, Cho 등(2006)의 연구

에서는 연구 대상 중 KTX 객실 HCHO의 농도가

평균 13 µg/m3 이하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없

었으며 매우 낮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20)

2.2.2. ITX

ITX 내 HCHO의 평균 농도는 혼잡시간대에 22.93

µg/m3, 비혼잡시간대에 23.95 µg/m3로 시간에 따른

농도 차가 크게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간대별

HCHO 농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

절에 따른 농도 변화의 경우, 동계에 비해 하계의

농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

기질 유지기준 항목 기준치와 비교하였을 때 초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Yeo 등(2002)의 연

구에서 수도권 지역 HCHO의 계절 별 발생원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겨울에 비해 여름에 2차 발생

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1) HCHO

의 경우, 신차의 내장 부품을 결합하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 시트, 케이스 등과 같은 차량 내장재에서 발

생하며 운전자 및 탑승자의 눈, 코, 목 자극 및 두

통, 피로감, 피부 질환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22)

3. 고속버스

3.1. TVOC

고속버스의 하계 TVOC 농도는 혼잡시간대에

338.48 µg/m3, 비혼잡시간대에 415.76 µg/m3로 비혼

잡시간대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계의 경우 혼잡시간대 농도가 350.19 µg/m3로 하계

에 비하여 높게 조사되었다. 주로 2011~2013년 식

차량에서 높은 농도의 수준을 보였으며, 신규 차량

제작 시 천연 자재 사용 권고 및 bake-out 등의 저

감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Lee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혼잡시간대

와 비혼잡시간대를 포함하여 TVOC의 농도가 가장

Fig. 2. Average concentration of HCHO in public transportation on conges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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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 계절은 비교적 환기량이 적은 겨울이고,

혼잡시간대 TVOC 농도가 비혼잡시간대에 비해 조

금 더 높게 조사되었다.15) An 등(2018)은 하계와 추

계 동안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시

외버스 내 TVOC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하계 비혼잡

시간대에는 137.9 µg/m3, 혼잡시간대에는 120.7 µg/m3

로 조사되었으며, 추계 비혼잡시간대에는 153.5 µg/

m3, 혼잡시간대에는 177.3 µg/m3으로 조사되었다.23,24)

본 연구 결과에서는 고속버스 내 TVOC의 농도가

동계에 비해 하계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계절적

영향에 의한 차량 실내 농도 상승 및 에어컨 작동

등으로 인한 밀폐 시간 증가 등에 의해 농도 변화

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3.2. HCHO

고속버스 내 HCHO 평균 농도는 혼잡시간대에

27.83 µg/m3, 비혼잡시간대에 22.55 µg/m3로 혼잡시

간대와 비혼잡시간대의 HCHO가 비슷한 농도 수준

을 보이기 때문에 시간대별 영향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계절에 따른 농도 변화

를 살펴보면 동계에 비해 하계의 농도가 더 높게 나

타났고, 기준치 초과 사례는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하계의 경우 외부 온도가 동계에 비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에어컨 등과 같은 공조시스템

작동 등에 의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여름철 온

도와 습도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했다25). 또한 Community-COST Concentration

Committee (1990)는 영국의 일반 주택의 실내 포름

알데히드 농도는 겨울에는 34±28 µg/m3, 여름에는

57±2 µg/m3로 나타났다.26)

4. TVOC 물질별 비교

4.1. Benzene

Benzene 농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Benzene

농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계보다는 하계에 높은 농

도 수준을 보였으며,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에

따라 농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측정 대상

의 동계와 하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비교

한 결과, ITX의 동계 혼잡시간대에 benzene 농도가

7.95 µg/m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든

교통 수단의 benzene 농도의 경우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2019’을 참고하여

비교하였을 때, benzene 농도 관리기준 30 µg/m3보

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benzene의 경

우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다.27) 뿐

만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도 benzene에

대하여 안전 노출 한도가 없음을 설명했다.28)

Table 1. Concentration of benzene in public transportation (µg/m3)

Public transportation N
Summer Winter

Congested Non-congested Congested Non-congested

Subway 1 line 5

Benzene

6.06±2.39

(2.11~7.94)

6.10±2.55

(1.94~8.19)

3.41±1.14

(2.04~4.98)

2.81±0.44

(2.28~3.35)

Subway 2 line 5
6.23±2.38

(2.01~7.55)

6.25±2.55

(1.77~7.86)

3.37±0.37

(2.87~3.71)

5.09±3.48

(2.36~9.37)

Subway 3 line 5
5.92±2.13

(2.21~7.49)

6.73±2.56

(2.21~8.21)

2.99±0.38

(2.72~3.64)

3.48±1.12

(2.24~4.42)

Subway 4 line 5
4.87±1.66

(1.93~5.84)

5.04±1.65

(2.08~5.92)

3.04±0.74

(2.22~3.90)

3.18±0.64

(2.75~4.29)

KTX 20
2.72±0.64

(2.00~4.18)

2.70±0.63

(1.53~3.82)

5.04±1.46

(3.49~9.22)

5.66±1.71

(3.38~10.85)

ITX 11
3.10±0.37

(2.42~3.64)

3.04±0.45

(2.16~3.65)

7.95±1.89

(5.44~12.68)

7.27±2.16

(5.06~12.09)

Express bus 19
4.56±1.57

(1.60~7.66)

4.92±1.68

(2.27~8.33)

5.29±1.90

(1.66~9.36)

5.09±1.17

(2.46~6.91)



210 곽윤경 · 이정훈 · 전보일 · 양호형 · 김호현

J Environ Health Sci 2020; 46(2): 204-213 http://www.kseh.org/

4.2. Toluene

Toluene 농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oluene 농

도의 경우, 측정대상 모두에서 동계보다는 하계에 높

은 농도 수준을 보였으나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

대를 비교하였을 경우,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하계의 지하철 3호선에서 혼잡시간대에 TVOC

농도가 393.52 µg/m3로 조사되었으며, 지하철 2호선

비혼잡시간대에 510.75 µg/m3로 측정되어 다른 연구

대상들에 비하여 높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 이는 다

른 열차들(1994-2008년식)에 비하여 지하철 3호선

(2009-2010년식)의 경우 출고일이 최근이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사료된다. Yun 등(2007)의 연

구에서 자동차 신차의 실내에 발생되는 휘발성유기

화합물 중 60일이 경과 되어도 기준치 이하로 저감

되지 않는 물질로 toluene을 확인했다.29)

4.3. Ethyl benzene

Table 3에 제시된 ethyl benzene 농도의 경우, 다

Table 2. Concentration of toluene in public transportation (µg/m3)

Public transportation N
Summer Winter

Congested Non-congested Congested Non-congested

Subway 1 line 5

Toluene

174.57±78.43

(53.63~256.57)

183.89±93.41

(63.72~284.90)

37.74±23.02

(14.55~75.04)

40.92±21.60

(23.49~73.38)

Subway 2 line 5
260.00±86.98

(127.90~366.22)

510.75±270.01

(139.64~803.68)

33.75±18.30

(18.46~60.01)

48.29±32.87

(20.46~105.37)

Subway 3 line 5
393.52±194.89

(120.94~617.15)

378.15±217.57

(140.47~692.90)

50.95±29.06

(13.25~92.68)

24.90±9.13

(11.62~33.60)

Subway 4 line 5
271.20±127.08

(89.07~446.76)

294.79±139.00

(85.37~449.99)

60.91±31.68

(21.92~101.90)

50.75±22.12

(30.37~88.23)

KTX 20
88.50±160.20

(14.30~733.06)

62.84±43.96

(3.82~168.49)

13.13±6.91

(6.64~29.98)

13.41±4.17

(7.10~23.09)

ITX 11
245.65±73.73

(154.68~358.47)

238.10±213.88

(131.69~869.80)

57.80±44.04

(16.07~164.06)

68.25±56.43

(19.41~181.60)

Express bus 19
125.88±74.08

(32.50~277.44)

136.04±112.77

(18.62~486.77)

111.44±59.98

(0.19~224.52)

120.49±84.82

(0.22~251.41)

Table 3. Concentration of ethyl benzene in public transportation (µg/m3)

Public transportation N
Summer Winter

Congested Non-congested Congested Non-congested

Subway 1 line 5

Ethyl benzene

24.22±13.42

(6.87~43.10)

24.50±11.23

(9.79~34.07)

4.93±2.32

(2.38~7.74)

6.38±4.98

(0.40~12.42)

Subway 2 line 5
44.59±16.04

(19.42~62.09)

54.92±17.56

(25.95~71.78)

6.31±4.22

(0.40~10.31)

4.94±5.85

(0.40~14.88)

Subway 3 line 5
45.84±18.32

(20.38~67.62)

49.87±33.93

(14.67~105.19)

4.27±2.37

(1.65~7.53)

2.95±1.63

(0.40~4.69)

Subway 4 line 5
24.15±2.52

(21.77~28.08)

20.23±2.64

(15.93~23.06)

4.77±1.74

(2.97~7.21)

3.29±2.19

(1.67~7.09)

KTX 20
13.32±25.77

(2.88~117.43)

8.06±5.30

(0.88~21.56)

2.74±1.54

(1.13~7.93)

2.40±0.79

(0.64~3.67)

ITX 11
27.63±9.64

(14.32~41.83)

25.88±11.12

(12.92~52.76)

12.60±10.14

(4.89~38.82)

21.59±17.10

(3.68~52.10)

Express bus 19
15.12±8.14

(4.11~28.11)

23.23±29.34

(3.57~137.62)

12.09±8.23

(0.36~34.98)

8.68±4.27

(0.4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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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동계보다는 하계에 높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시간대별로 비혼잡시간대와 혼

잡시간대로 구분하였을 경우 측정 농도가 뚜렷한 경

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하계의 지하철 2호

선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의 농도가 각각 44.59,

54.92 µg/m3로 다른 측정 대상에 비하여 높은 농도

로 조사되었다. Lau 등(2003)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조건의 냉방 시설이 작동하는 버스나 MTR

열차의 ethyl benzene 농도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높

게 측정된 것을 확인하였다.30)

4.4. Xylene

Table 4에 제시된 xylene 농도의 경우, benzene,

toluene, ethyl benzene과 마찬가지로 동계보다는 하

계에 높은 농도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비교하였을 경우, 시간대별 농도 차

이에 뚜렷한 상관성이 없었으며 혼잡시간대와 비혼

잡시간대의 농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계의

ITX에서 가장 높은 농도 수준을 보였으며 혼잡시간

대에는 34.02 µg/m3, 비혼잡시간대에는 31.28 µg/m3

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계절(하계/동계) 측정 데

이터 값을 이용한 점, 대중교통수단별 개별 분석을

통한 오염원 발생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이를 고려한 대중교통 내 실내

공기질의 다양한 실태조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고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중교통차량은 하계, 동계 총

두 계절 동안 서울 지하철 및 열차(KTX, ITX), 고

속버스를 대상으로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

분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지하철의 TVOC의 경우, 대체적으로 하계의 농도

가 동계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또

한, 비교적 최근에 출고된 차량(2008~2010년식)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사례는 있었으

나,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KTX의 경우,

동계와 하계 두 계절의 평균 농도를 비교하였을 때,

동계의 평균농도가 하계의 평균 농도 보다 높게 측

정이 되었으나 동계나 하계의 평균 농도 모두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치와 비교하였을 경우 초

과 사례는 없었다. ITX의 경우, 동계의 TVOC 평균

농도가 하계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으며, 비혼잡시간

대 농도가 혼잡시간대의 농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고속버스의 TVOC의 경우 비혼잡시간대의 농도가

혼잡시간대의 농도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다중이

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치 500 µg/m3와 비교하였을

때, 차량연식(2004~2013년)의 차량에서 초과 사례가

Table 4. Concentration of xylene in public transportation (µg/m3)

Public transportation N
Summer Winter

Congested Non-congested Congested Non-congested

Subway 1 line 5

Xylene

17.80±8.65

(3.52~25.56)

17.81±7.89

(6.77~24.90)

3.34±1.49

(1.58~4.64)

4.45±1.85

(2.69~6.65)

Subway 2 line 5
26.93±6.15

(16.66~31.95)

32.36±9.06

(16.19~37.36)

9.55±4.17

(6.38~15.69)

3.91±1.30

(2.01~5.23)

Subway 3 line 5
36.87±25.05

(19.21~81.02)

36.27±26.79

(12.93~79.61)

2.68±1.51

(0.97~4.70)

1.61±0.80

(0.76~2.88)

Subway 4 line 5
13.33±0.65

(12.19~13.85)

12.64±2.80

(8.14~15.30)

3.60±1.26

(2.07~5.49)

2.49±1.28

(1.43~4.34)

KTX 20
6.35±5.96

(1.99~25.12)

5.66±3.59

(0.63~14.38)

1.94±0.73

(1.12~3.63)

1.88±0.47

(0.66~2.65)

ITX 11
34.02±12.80

(17.04~52.02)

31.28±15.17

(12.82~51.43)

9.78±7.66

(3.94~27.59)

33.83±47.22

(2.94~158.41)

Express bus 19
14.70±10.84

(3.94~51.93)

23.04±21.87

(3.39~98.37)

9.46±4.87

(0.45~16.18)

7.78±3.91

(0.50~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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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건 있었으나,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TVOC를 개별 물질로 비교한 결과, 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모두 동계보다는 하

계에 비교적 높은 농도 수준을 보였으나, 혼잡시간

대와 비혼잡시간대를 비교하였을 경우 시간대별 농

도 차이의 경향성은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신규제

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과 비교하였을 경우

모든 물질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HCHO의 경우, 지하철에서는 하계보다는 동계에

HCHO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기차와 버스에

서는 동계보다는 하계에 HCHO 농도가 높게 조사

되었으나 모든 조사 대상들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

에 비해 낮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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