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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large city advanced, the urban environment is becoming an issue. The contribution of vehicle emissions in air 
pollutants was very high according to the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In order to improve the air quality 
in large c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mprovement measures by sources, analyzing the air quality of roadside. We 
divided Bucheon city into 4 regions to investigate the roadside pollutants of each district using the mobile laboratory 
(ML) and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AQMS). ML was used to measure pollutants emitted from vehicles and 
AQMS data was used as a comparison group of ML data. As a measurement result of pollutants in the roadside, the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in industrial & engineering complex area was the highest and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in residential & forest complex area was lower. By street, Bucheon-ro, Sinheung-ro, Sosa-ro, and 
Gyeongin-ro were identified as high concentrations. Therefore, further researches on preparing management measures 
for roads in the hot-spot area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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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18년 기준 전세계 

도시화율을 55.3%,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높은 

81.5%로 보고하였다(EU, 2018). 도시는 교통 및 다양

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교육 및 각종 상업편의시설

이 집중되어 있으며, 높은 인구밀도, 교통 혼잡, 환

경오염, 쓰레기 처리 곤란 현상 등의 다양한 문제들

이 야기되고 있다(Dong and Cho, 1992; Choi and 
Kim, 2006; Kim and Jun, 2014).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도로 이어지는 수도권은 인구 천만이 넘는 거대

도시(mega-city)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6이 거주

하고 있다(Kim et al., 2020a). 도심지역은 다양한 대

기오염물질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자동차로부터 배출

되는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NO2),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CO),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 PM10)와 초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 PM2.5), 검댕(black carbon, BC)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과 2차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오존(Ozone, O3), 2차

유기입자(secondary organic aerosol, SOA)가 주요 오

염물질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9). 이러한 오염

물질들은 인체에 천식, 만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과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Myong, 2016).
정부에서는 이러한 도시권 대기오염을 관측하고, 

정책추진 결과분석을 위해 도시대기측정소(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AQMS)와 도로변대기측

정소(roadside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RAQMS)
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MOE, 2019). Ju and 
Hwang (2011)은 대구의 10개 AQMS의 3년간 자료

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대기오염물질의 공간분포를 

밝혀냈고, Kim and Son (2020)은 부산지역에서, 
Kim et al. (2020b)은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도

와 변화특성을 분석하였다. Ju et al. (2020)은 대기

환경연구소의 자료를 활용, PM2.5 중 탄소와 수용

성 이온성분의 화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보고

하였다. 이처럼 고정식 측정소인 AQMS는 장기간

에 걸쳐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 연속적인 농도변화

를 관찰할 수 있지만 2016년 이전까지 대부분 수

도권 인근에 설치되어 지역적 제한점을 가진다. 측

정망 가운데 RAQMS는 복잡한 도로오염을 관측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설치지점이 매우 적어 다양한 

도로구간의 교통량 변화에 따른 영향까지는 반영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Do et al., 2013).
고정측정망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변에서 배출되는 도로오염원에 대한 특성조사

와 도시지역의 시공간분포 조사를 위해 이동측정

시스템(Mobile Laboratory, ML)이 제안되어 왔다

(Cocker et al., 2004; Hochheiser et al., 2007; Wang 
et al., 2009). 국내에서는 Lee et al. (2011)이 실시

간 분석장비를 탑재한 채 이동차량의 경로를 따라 

배출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처음 도입하였고, 이

후 주요 도로변 오염도 조사나 산업단지 주변지역 

오염도 분석, 도로 재비산먼지 거동특징 조사 등 

다양한 대기환경분야에 활용하고 있다(Lee et al., 
2012; Do et al., 2013; Kim et al., 2019; Yoon et 
al., 2020).

수도권의 부천시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배기

가스와 공업단지 내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혼재되어 도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으

나 이러한 복잡한 배출특성을 가진 지역은 배출원

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쉽지 않다. 부천시에서는 

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수의 대기측정소를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지만 혼재되어 있는 오염물질에 대

한 정확한 발생원 파악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실

시간 측정장비를 장착한 ML을 활용하여 구간별 

오염물질의 시공간분포를 조사한다면 구역별 고농

도 오염구간(hot-spot area) 선정과 관리대책 마련이 

가능하다(Weijers et al., 2004; Kim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측정장비를 장착한 

ML을 활용하여 부천시의 구간별 오염도를 분석하

였고, 도시 내 대기오염물질의 시공간분포와 고농

도 오염구간을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시공간적 범위

부천시는 2019년도 기준 인구수가 83만, 인구밀

도가 15.678 인/㎢로 경기도 내에서 인구밀도가 가

장 높은 도시로 주거시설과 공업 및 산업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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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되어 있다. 서울과 인천 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 경인고속도로 및 서울외관 순환고속도로

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다양한 이동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부천시에는 1986년 내동측정소가 설치된 이후 4개

의 AQMS와 1개의 RAQMS가 운영 중에 있다

(NIER, 2020). 본 연구에서는 ML에서 측정된 자료

를 주변 AQMS 및 RAQMS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

적 분포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Fig. 1은 부천시를 

4개 구역(route 1~4, RT)으로 분류하여 구획 내 위

치하고 있는 AQMS와 RAQMS의 위치와 각 구간

별 이동측정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동측정에 있어 장비의 점검과 배터리 충전을 

위해 부천천문과학관을 측정 거점으로 선정하여 

각 지점 측정시 출발 및 종착지점으로 하였다. 지

적 편집도 분류상 RT1은 공업지역, RT2는 주거 및 

녹지지역, RT3는 주거 및 산업지역, RT4는 주거 

및 산·공업 복합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RT1은 

부천천문과학관을 시작으로 도당동-내동-삼정동에 

위치한 공업지역으로 선정하였고, 1회 측정거리는 

9.7 ㎞로 소요시간은 약 36분이다. RT2는 부천시 

중심으로부터 북동부에 위치한 주거지역(제2종 일

반주거지역)을 경유하는 경로로 RT1과 마찬가지로 

부천천문과학관을 시작으로 춘의역과 부천종합운

동장역을 거쳐 여월동-원종동-까치울역을 돌아오는 

경로이며, 1회 측정거리는 13.9 ㎞로 소요시간은 

약 34분이다. RT3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과 1
호선 중동역을 포함하는 경로로, 부천천문과학관을 

시작으로 신흥로-신중동역-경인로-송내역-도약로 구

간을 측정하였고, 1회 측정거리는 12.2 ㎞, 소요시

간은 38분이다. 마지막 구간인 RT4는 부천시 중심

부로부터 동남지역으로 측정경로는 부천천문과학

관을 출발하여 부천종합운동장-소사역-역곡역-원미

동-소사본동-괴안동을 측정하였고, 1회 측정거리는 

13.3 ㎞, 소요시간은 45분으로 1회 측정시 가장 긴 

구간이다. 측정은 2019년을 대상으로 RT1은 5월 

12일~17일, RT2는 5월 20일~23일, RT3는 5월 26
일~31일, RT4는 6월 2일~6일까지 하루 3회 한 RT
당 4일씩 총 48회 이동측정을 실시하였다.

2.2 이동측정차량과 측정장비

2.2.1 이동측정차량

본 연구에서 이동측정을 위해 ML을 활용하였고, 
Fig. 2는 ML의 개략도이다. ML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 측정시 인넷을 통해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

한 시간적 지연과 유입된 입자상 오염물질의 크기 

및 밀도 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등속흡인에 어려

움이 있고, 장비의 감도에 따라 데이터 해석시 

GPS 자료와의 이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

다. 하지만 대상 연구지역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공

간 분포와 농도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사전 검증

과 흡인노즐의 공학적 설계에 따라 앞서 언급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지역 오염도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Hitchins et al., 2000, Westerdahl et 
al., 2005, Woo et al., 2013, Bossche et al., 2015, 
Kim et al., 2015, Kim et al., 2020c). 본 실험에 활

용된 ML은 실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은 후 개조‧변경하였고, 차량 내부

에는 실험을 위해 필요한 측정장비들과 발전기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장비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

리를 위해 공기조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가동되었다. 차량 상부에서는 

이동측정시 오염물질을 채취할 수 있도록 흡입구

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이동간 입자상 오염물질

의 등속흡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로와 

유량을 고안하여 설계하였다. 평균운행속도 60~70 
㎞/hr시 흡인유량의 변동율이 0.8~2.0% 미만인 것

으로 확인되었고, 측정시 현지 교통상황을 반영하

여 최대한 범위내로 들 수 있도록 운행하였다

(APM Engineering, 2019).

2.2.2 측정장비

부천시의 시공간적 오염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ML에 가스상 및 입자상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가스상 장비들의 경우 대기오염 공정시

험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석장비들을 활용하였다. 

공정시험방법에서는 환경대기중의 PM10과 PM2.5 

측정은 중량법과 베타선 흡수법을 측정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본 이동관측 연구에서는 보다 빠

른 응답속도(측정속도)를 얻기 위해 광산란방식의 

측정장비를 사용하였다. 베타선 흡수법은 수십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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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1 RT2

RT3 RT4

Fig. 1. Site of each measurement route (RT) in Buche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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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 측정법인 중량법과 

가장 정합한 측정장비로 일반 대기 중 입자상 오

염물질의 공정시험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초에

서 수분의 측정 주기를 요구하는 연구에서는 그 

한계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

정된 광산란 장비는 각 기관별로 상이한 보정계수

의 문제와 온도, 습도 등에 취약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단이나 ML, 항공관측과 

같이 짧은 반응시간을 요구하는 연구에서 다수 활

용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광산란장비의 성능검증 

및 활용도 제한을 위해 간이측정기 인증제도를 운

영 중에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장비는 간이

측정비 인증 1등급(인증번호 LS19-00004) 장비를 

활용하였다.
최근 자동차 배출오염에 대한 지표물질로 도로

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BC를 사용하고 있으며

(Lee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BC값

을 측정할 수 있는 Aethalometer를 사용하였다. 또

한 차량 이동간 측정정보와 공간적 동기화를 위해 

GPS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기상정보 확보를 위해 

측정차량 상부에 기상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동 

측정 전 모든 측정 장비는 1초 간격으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설정하였고, 측정장비간 시간을 동기화 

하여 시간차로 인해 측정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Fig. 2. Schematic of mobile laboratory used in this study

Measuring Item Instruments Measurement range Storage period
Lat, Long, Alt, Speed GPS system - 1 s

PM10, PM2.5 PMM-304(APM) 0~200 ㎎/㎥ 1 m
Black carbon Aethalomter(AE51, Magee) 0~1,000 ㎍/㎥ 1 m

NOx Serinus 44(Ecotech) 0~20 ppm 1 s
SOx Serinus 51(Ecotech) 0~20 ppm 1 s
CO EC9832(Ecotech) 0~20 ppm 1 s

Wind speed
Wind direction

Temperature
Humidity

PM500(THETA)

0~70 m/s
0~360o

-40~+50℃
0~100%

1 s

Table 1. Summary of measurement item an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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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측정장비의 세부내역을 

Table 1에 나타냈다.

3. 결과 및 고찰

3.1. 부천시 오염도 분석

도심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ML을 활용하여 

각 구역에 대한 측정값을 해당 지역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 AQMS와 비교·분석하였고, 대상 구간에 

대한 오염도 분석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다. 동일 

기간에 대한 주변 AQMS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RT4가 79.5 ㎍/㎥로 가장 높았고, RT3가 51.5 ㎍/㎥
로, RT2와 RT1의 농도는 각각 28.5 ㎍/㎥과 50.5 
㎍/㎥으로 나타났다. RT2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

우 AQMS가 산업지역이나 공업단지 내부에 위치

하고 있어 상시 배출원이 존재하는 반면 RT2의 경

우 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측정 농도가 가장 

낮으며, 대부분 내부적인 배출영향 보다는 다른 지

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나 이벤트성 배출이 영

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연구기간에 대해 ML을 활용하여 측정

한 결과 PM10의 농도는 RT4가 65.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RT3 48.7 ㎍/㎥, RT2 42.9 ㎍/㎥, 

RT1 28.5 ㎍/㎥이었다. PM2.5와 BC의 경우는 RT4 

> RT3 > RT2 > RT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스상 

오염물질의 경우 ML의 측정값이 AQMS 자료보다 

확연히 높은 농도를 보였다. CO 역시 RT4가 가장 

높은 2.4 ppm을 보였고, RT2가 1.8 ppm, RT3 1.5 
ppm, RT 1 1.2 ppm이었다. ML 측정결과가 AQMS

보다 3.0~6.0배 높게 나타났다. SO2는 RT3가 6.2 

ppb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RT2 5.4 ppb, RT4 4.6 
ppb, RT1 4.4 ppb 순이었으며, RT4를 제외하고는 

ML 측정값이 AQMS보다 1.1~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NO와 NO2는 지역간 농도 순위가 상

이하게 나타났는데, NO는 RT2가 가장 높았고, 

NO2는 RT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ML 측정농도

가 AQMS보다 NO는 3.3~9.7배, NO2는 1.9~3.0배 

높게 확인되었다. 
입자상 오염물질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외에 

도로 재비산, 꽃가루, 해염입자, 국외 유입 등 다양

한 발생원이 존재하나, 도시 내 CO, SO2, NOx 등

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배출원으로 알려

져 있다(Winkler et al., 2018). 이러한 이유로 입자

상 오염물질(PM10, PM2.5)의 경우 AQMS가 도로변 

농도에 비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곳이 있지만 

가스상 오염물질의 경우 대부분 측정소 지역보다

Item
Pollut
ants

Unit
RT1(MA) RT2(RFA) RT3(RIA) RT4(RIMA)

ML ND ML OJ ML J2 ML SS

Particulate 
pollutants 

PM10 ㎍/㎥ 28.5±18.1 50.5 42.9±27.7 28.5 48.7±27.5 51.5 65.5±19.1 79.5

PM2.5 ㎍/㎥ 16.6±11.1 23.9 24.9±16.6 26.7 27.8±17.0 28.1 37.6±11.1 40.4

PM2.5/PM10 0.58 0.47 0.58 0.94 0.57 0.55 0.57 0.51

BC ㎍/㎥ 1.7±0.8 - 2.2±1.0 - 2.6±0.9 - 3.3±0.8 -

Gaseous 
pollutants

CO ppm 1.2±0.6 0.4 1.8±0.7 0.3 1.5±0.6 0.5 2.4±0.6 0.5

SO2 ppb 4.4±0.9 3.4 5.4±1.8 4.8 6.2±2.1 3.5 4.6±1.3 5.7

NO ppb 38.9±25.8 11.7 52.3±20.2 6.5 41.9±18.6 4.3 49.2±21.6 8.1

NO2 ppb 37.5±13.0 19.8 52.4±15.2 17.8 53.4±10.0 24.0 62.6±10.6 20.9

NOx ppb 76.4±37.7 31.5 105.1±23.4 24.4 95.3±27.0 28.3 111.8±26.0 28.8

Meteorological 
factor

RH % 39.3±17.7 - 47.7±7.0 - 48.2±10.1 - 57.2±10.5 -

Temp. ℃ 21.5±3.5 - 21.9±2.7 - 23.8±3.1 - 26.3±3.4 -

Table 2. Comparison of the concentration of pollutants measured at each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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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로변과 그 인근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AQMS의 PM10 PM2.5의 농도가 ML 측정

결과보다 크게 나타난 지역은 RT1과 RT4인데 두 

곳 모두 AQMS의 측정소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 

특징을 가진다. 상대적으로 ML측정값보다 AQMS
의 농도값이 높게 나타난 RT1과 RT4의 경우 도로

변 배출원 외에 다른 추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주거 및 녹지지역에 위

치한 RT2와 RT3는 도로 외에 추가적인 영향인자

가 없어 AQMS의 입자상 오염물질(PM10, PM2.5)의 

농도가 ML 측정값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

인 것으로 판단된다. Woo et al. (2014)와 Kim et 
al. (2020a)이 도심지역 도로변 인근 지역 측정결과 

도로변에 인접한 시설물의 경우 오염도가 도로변

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Kim et al. (2020c)
은 도심지역의 차량운행이 많은 교차로의 경우 주

변 지역보다 오염도가 매우 높으며, 도로에서 거리

가 멀어질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도심지역의 경우 도로변 이동배출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는 이전 연구사례들과 같이 유사한 결

과로 풀이된다(Kim et al., 2013).

3.2. RT1의 오염분포

RT1은 지적편집도를 기준으로 측정경로의 오른

쪽은 일반공업단지가 왼쪽에는 일반 거주지역이 

위치하며, 가운데로는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한다. 
위치상 동풍이나 북풍계열이 불면 공업단지와 고

속도로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풍하지역의 거주지

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획

된 지역에 대한 도로변 오염현황 조사와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도로배출의 오염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NOx와 BC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Fig. 3과 Fig. 4는 RT에서 1일 3회 4일간 

측정한 자료의 평균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Fig. 3
의 (a)는 RT1에서 수행된 전체 측정에 대한 평균 

공간분포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로를 기점으로 

경인고속도로 하부로 진행하는 오정로와 신흥로, 
일반산업단지를 끼로 도는 부천로와 도약로 등 4
개 도로변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BC의 최대

농도는 5월 14일 1회 측정시 부천로에서 3.8 ㎍/㎥

로 이는 지역 평균농도인 1.7 ㎍/㎥보다 2.2배 높은 

수치이지만 지역적으로 RT 중 가장 낮은 농도이

다. 이때 NO와 NO2의 최대농도는 343 ppb와 195 

ppb로 나타났는데 2회 측정 당시 평균농도보다 각

각 9.2배와 5.0배 높은 수치이다.

3.3 RT2의 오염분포

RT2는 주거지와 녹지가 혼재된 구역으로 구획한 

다른 구역보다 배출원이 가장 적은 지역이다. Fig. 
3의 (b)는 RT2에서 측정된 결과로 RT1과 마찬가지

로 NOx와 BC를 기준으로 나타냈다. 측정결과 춘

의역 인근의 길주로와 교통광장부터 수주초등학교

까지의 역곡로 및 소사로가 높은 농도를 보였다. 
BC 농도는 5월 21일 2회 측정 중 길주로에서 가

장 높은 농도를 보였는데 이 때 PM10, NO, NO2의 

농도는 각각 23 ㎍/㎥, 72 ppb, 42 ppb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RT1보다 BC과 NOx 모두 소폭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RT3의 오염분포

RT3은 주거지와 산업단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좌

측으로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있고, 중앙으로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량과 더불어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Fig. 4의 (a)는 RT3
의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길주로부터 도약로 

사이의 송내대로와 경인로, 경인로와 부흥로 사이

의 신흥로, 중동역 위의 중동로가 높은 농도 수준

을 보였다. BC 최고농도는 5월 28일 3회 측정 중 

부천로에서 나타나는데 농도가 4.1 ㎍/㎥로 지역 

평균농도보다 1.6배 높은 수치이다. BC의 평균농

도는 RT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최대농도는 

RT4의 4.7 ㎍/㎥, RT2의 4.5 ㎍/㎥에 이어 3번째로 

확인되었다. 

3.5 RT4의 오염분포

RT4는 주거와 산업, 공업지역이 복합적으로 위

치한다. 다른 구역은 주거지, 산업 및 공업단지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반하여, RT4는 소규

모 주거, 산업, 공업지역이 지역 내 다양하게 분산

된 특징을 가진다. Fig. 4의 (b)는 RT4의 이동측정

결과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 



16  김종범 · 김창혁 · 노수진 · 황은영 · 박덕신 · 이정주 · 김정호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제 17 권 제 1 호

(a)
RT 1

(b)
RT 2

NOx BC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BC and NOx measured by mobile laboratory in RT1 and RT2

(a)
RT 3

(b)
RT 4

NOx BC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BC and NOx measured by mobile laboratory in RT3 and R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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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측정 당시의 AQMS 역시 RT4가 가장 높게 

나타나 측정 당시의 주변 오염도가 높았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측정이 동일 구간에 대해 

3일간 12회 반복 수행된 결과란 것을 고려하면 

RT4의 오염도가 다른 구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농도 구간으로는 소새울역부터 부천종합운

동장역 사이의 소사로와 소세울역 인근의 소사동

로와 경인로, 춘의역 위의 부천로로 확인되었다. 
춘의역 위의 부천로는 RT1의 경로에서도 동일하게 

고농도를 나타냈으며, BC의 최대농도는 6월 5일 1
회 측정시 소사로에서 나타난 4.7 ㎍/㎥로 전 

RT1~4의 전 지역에서 측정된 구간 평균 농도 중 

가장 고농도로 확인되었다.
Fig. 5는 각 RT에서 측정된 오염물질에 대한 농

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도로변 오염

도를 대표하는 BC와 NO, NO2의 농도는 RT4 > 

RT3 > RT2 > RT1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 편

차는 모든 물질에서 RT2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RT1, RT3, RT4의 경우 공업 및 산업/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으로 고정적인 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RT2의 경우 대

부분이 주거 및 녹지지역으로 내부 고정배출원보

다는 주변 지역의 농도변화와 도로이동오염원에 

따른 간헐적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RT2에서 측정된 값들의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확

인 할 수 있다.

3.6 Hot-spot 구간 선정

부천시의 주요 오염지역과 수준을 파악을 위해 

구간을 4개로 나눠 측정하였고, 그 결과 각 구간에

서 고농도 구간을 파악하여 Fig. 6에 나타냈다. 
RT1에서는 신흥로(①-1), 오정로(①-2), 부천로(①
-3), 도약로(①-4)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고, RT2
에서는 길주로(②-1)와 역곡로(②-2)가, 소사로(②
-3), RT3에서는 송내대로(③-1), 신흥로(③-2), 경인

로(③-3), 중동로(③-4)가, RT4에서는 소사로(④-1)와 

(a) PM2.5 (b) BC

(c) NO (d) NO2

Fig. 5.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measured on each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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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동로(④-2), 경인로(④-3), 부천로(④-4)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천로와 신흥로, 경인로와 소사로

의 경우 중복적으로 고농도 사례를 보였고, 부천로

는 전체 측정 자료 가운데 최대농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향후 고농도 지역에 대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며, 해당 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Hot-spot road in 
Bucheon-si

4. 결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 등의 증가로 대기질

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졌다. 이

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

시대기측정망을 증설하여 도심 내 공기질을 측정

하고 있으나, 고정측정망의 한계로 인해 도로변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부천시 도심을 4
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이동측정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주변 AQMS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입자상 오염물질은 대부분 AQMS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가스상 오염물질과 자동차 

지표물질로 활용되고 있는 BC는 이동측정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도심 내 별다른 배출원이 없는 경

우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기인하는 BC나 NO, NO2, 

SO2 등은 주로 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가 수행된 부천시 또한 

특별한 대형 배출시설이 없어 도로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PM10과 PM2.5는 이동측

정자료보다 AQMS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자상 오염물질은 자동차 요인외에 다른 배

출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장비의 경우 간이측정기 인증에서 1등급을 

받은 장비이긴 하지만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광산란장비의 한계가 있는 만큼 측

정값에 대한 절대적인 정확도 확인보다는 지역적 

공간분포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가져야 하

며,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구간별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내 우

선관리 지역을 선정하였고, 그 중 부천로와 신흥로

는 다른 구간보다 농도가 높고 발생빈도가 잦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ML을 활용하여 도심 내 우

심지역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마련 

시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향후 이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는 대도시나 각 

광역도시별 주요 도심지역에 본 연구 포맷이 활용

된다면,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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