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교통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통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위주로 진행
되어 왔으며, 따라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유통시키는 문제와 그를 위한 시설 투자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교통에 기
인한 다양한 피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
통량이 집중되는 대도시에서는 교통에 기인한 도시
민의건강피해가심각한것으로밝혀지고있다 (Kaur,

et al. 2007). 따라서도시민의삶의질향상과지속적

인발전을꾀할수있는지속가능한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연구가보다활발히이루어져할것이다. 
지속가능한도시교통체계구축에좀더일찍관심

을 가져 온 유럽 등 일부 선진지역에서는 늘어나는
자동차 교통량에 의한 교통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10여년전부터활발히진행하여왔으며이를
기초로도시교통량을줄일수있는다양한정책들이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후반
부터 시작된 WHO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해온 ISH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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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교통에 기인한 다양한 피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통

량이 집중되는 대도시에서는 교통에 기인한 도시민의 건강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에 기

인한 미세먼지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도시인구는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 교통흐름이 있는 도로변에 가까이에 노출되

는 도시민들이라고 보고 도시 공간 내에서 교통흐름과 미세먼지, 그리고 도시 통행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서울을 대상으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의 실태를 살펴보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일대에 대단위 주거지들이 집된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인구분포와 통행패턴, 그리고 교통흐름 및 미세

먼지 농도에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와 이들 간의 공간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GIS를 적용하 다. 또한 교통

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마이닝기법으로 추출해낸 통행흐름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시간별 통행인구분포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직접 노출하게 되는 도시인구를 산정하는 시·공간적 모형개발을 시도

하 다.

주요어: 교통흐름, 미세먼지, 통행패턴, 인구분포 , GIS,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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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tistic heritage Recovery, 1998년-2002년)과
HEARTS Health Effects And Risks of Transport

Systems: 2002년-2005년)라는 2개의대형연구프로
젝트가 수행되었고, 이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교통이 도시민의 건강에 미
치는 악 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 피해를
산정하는 모형과이론및방법론들을 제시하 다. 특
히교통이미세먼지의주배출원이며그로인한대기
오염이 도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함이 지
적되면서1)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교통에 기인한 대
기오염에의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모형 개발과 함께
그 건강피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enard-Morand, et al., 2006; Vardoulakis, et al.,

2005; Ponce, et al., 2005; Gulliver & Briggs, 2005;

Hochadel, et al. 2006; Colvile, et al., 2004; Kuehni,

et al. 2006, Lipfert, et al. 2006; Filliger, et al., 1999). 
현재 서울의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상태는 OECD

에 속한 30개 국가의 대도시들 중 가장 열악한 상태
로 2002년 현재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10조 3천 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중 미세먼지에
의한 손실액이 4조 3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2). 서울의 미세먼지량은 2000년대 초반을
고비로최근들어다소개선되고있기는하지만아직
까지도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최고 4배가 넘는 열악
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3).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미세
먼지 배출량에 도로이동오염원의 기여도가 50%이상
으로 가장 큰 배출원이며, 특히 서울은 73% 이상이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비도로 이동오염원 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
출량이70~9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동 , 조진식, 2006). 
이러한 교통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도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대기
오염을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 교통량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노출정도를 가늠하는 측정치로 적용하고
있다 (Lipfert, et. al., 2006). 따라서 도시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인 교통량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최근들어국내에서도 대기오
염에대한연구가다소발표되고있으나대기오염전
반에 대한 접근이 주를 이루며, 외국에서 개발된 모
형을 적용하여 미세먼지의 배출특성을 분석하거나
(김동 , 조진식, 2006), 호흡기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연구가일부진행되고있을뿐(김운수 2004), 교
통흐름과 연결 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Lee, 2004). 
본 연구에서는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도시인구는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
인 교통흐름이 있는 도로변에 가까이에 노출되는 도
시통행자들이라고 보고 도시 공간 내에서 교통흐름
과미세먼지, 그리고도시통행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문제
가 심각한 서울을 대상으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
의 실태를 살펴보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일대에 대단위 주거지들이 집된 신도시들이 개발
되면서 나타나는 인구분포와 통행패턴, 그리고 교통
흐름및미세먼지농도에나타나는공간적변화와이
들 간의 공간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GIS를 적용하 다. 또한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
베이스에서 데이터마이닝기법으로 추출해낸 통행흐
름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시간별 통행인구분포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직접 노출하게 되는 도시인구를 산정하는 시·공간
적모형개발을시도하 다. 

2. 교통에기인한미세먼지의지역적비교

앞서도시대기오염에대해관심을가져온유럽의
경우에도 교통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체
대기오염 발생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
여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교통량 감소 및 오염물질
배출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들이 마련되

60 이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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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에 기인하는 오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일산화탄소와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대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Ashmore, et al., 2000;
Chan, et al., 2002; Dor, et al., 1995; Duffy, et al.,
1997; Lawryk & Weisel, 2002; Leung & Harrison,
1999),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Adams et al., 2002; Alm, et al., 1999;
Filliger, et al., 1999). 
대기오염은 그 속성상 인체나 생태계에 누적적으

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기 전에는
그피해를쉽게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
고있는상태이다. 그러나 최근국립환경과학원의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
도는 세계 주요 도시보다 최고 4배 이상 높으며4), 특
히 사람의 건강피해 및 수명단축과 연관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 (김동
·조진식 , 2006) 최근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폐암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
지고있다는보사부의발표가있었다5).
우리나라에서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것

은 1983년이지만 배출원 관리는 총먼지(TSP) 중심으
로 되어 있었으며, 미세먼지(PM10)에 대한 환경기준
이 설정된 것은 1993년에 들어서이다. 1993년 설정
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하루 평균
(24 시간 평균) 150 ug/m3 (micrograms per cubic

meter of air) 을세번이상초과하지않을것과연평
균농도가 80 ug/m3를초과하지않을것으로설정하
다. 2001년연평균농도를 70 ug/m3로개정하 었

으나 여전히 OECD국가들에 비해 높게 설정하고 있
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24시간평균치 100㎍/m3

이하, 연간평균치 50㎍/m3이하를 적용하고 있다.다
음 <표 1>은 2007년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세
먼지 환경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기
준이 최근 상당히 낮아지기는 하 지만 WHO나 EU

권고 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
태이다.
<표 2>는교통에기인한미세먼지가도시민의건강

교통흐름에 기인하는 미세먼지 노출 도시인구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61

표 1. 세계 주요국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2007년현재)

국가
한국 미국 국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WHO EC

오염물질

PM10 연평균 50 50(20) 40 70 - 50 65 55 20 30

(㎍/m3) 24시간 100 150(50) 50 150 100 150 125 180 50 50

자료출처：환경부, ( ) 캘리포니아환경기준

표 2. 국가별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 변화율
(단위：%)

구분 한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국 네델란드 노르웨이 미국

교통전체 +32 -28 -39 -29 -39 -41 -21 -35

도로교통 +38 -31 -52 -17 -46 -47 -46 -58

기타 +14 -21 -24 -66 -14 +7 +15 -9

자료출처: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6/2007, Air, pp21-25

* 한국의경우자료가가능한 1999년부터 2004년사이의변화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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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치는피해가인식되기시작한 1990년이후최근
까지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도로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변화율을 비교한 것이다. 지난 15

년동안 OECD 주요국가들의경우모두교통에기인
한미세먼지 발생량이 크게감소하 으며, 특히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은 더욱 큰 폭으로 감
소하 다. 이에반해우리나라의경우는지난 1999년
이후 줄곧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량이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교통에 의한 미세
먼지발생량은더큰폭으로증가하여 OECD 다른국
가들과현격한대비를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교

통에 기인하는 미세 먼지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
동차 교통량을 억제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런던의 경우 유럽의 도시 중 대
기질수준이가장낮다는평가와함께매년대기오염
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008년 2월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런던광역권(Greater London) 면적의 대부분이 해당
되는 지역을 도시 내에 저 배출 지역(Low Emission

Zone)을 지정하고 이러한 저 배출 지역으로 진입하
는대형차량에대해강력한단속을시작하 다6). 
다음 <그림 1>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

요도시들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
라 주요도시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IMF 이전까지
미세먼지농도가 상당히높은상태 고, 그후전반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까지 다시 증
가하다가 그이후부터 서서히감소세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며, 상대적으로 인구규모
가 적고 산업화의 정도가 낮은 대전과 광주 등이 최
근들어환경기준을다소밑돌고있는실정이다.

3. 교통량과미세먼지농도의관계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주요
배출원이며, 특히서울의경우는총미세먼지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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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주요 도시 미세먼지 농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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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3% 이상이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되고 있
다 (김동 , 조진식, 2006). 도시공간의 교통흐름은
그 지역의 인구 분포와 토지이용 상황과 함께 그 도
시의 교통체계와 도시민의 통행행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보인다 (Vardoulakis, et al., 2005). 물론미세
먼지의 농도는 해당지역에서의 배출량의 향 뿐 만
아니라 중장거리에서 이동하여 오는 것의 향도 큰
것으로알려져있고(김동 , 조진식, 2006), 해당지역
의 지형이나 기상상태 등의 향도 받게 된다
(Vardoulakis, et al., 2005). 그러나 교통흐름에 기인
한미세먼지에의노출의경우그배출원에직접노출
되어있는도로상이나도로인근의도시민이가장직
접적인 향을 받게 되므로(Cohe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기 위해 교통량과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한다. 
도시의 교통량과 미세먼지의 농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도시들의 교통 도와 미세
먼지의 연평균 농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다음 <그림 2>의 (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교통량
이특히많은수도권지역에서교통 도7)와미세먼지
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고, <그림 2>의 (나)는 그 밖의
주요 도시들의 교통 도와 미세먼지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두그림에서 미세먼지 농도는교통 도에 비
례함을알수있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OECD 30

개회원국의수도중에서가장열악한수준으로나타
나고있는데특히도로이동오염원과비도로이동오
염원을 더 더하면 전체적으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
세먼지 배출량이 9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김동 , 조진식, 2006). 미세먼지 농도에
향을 주고 있는 서울시 총교통량의 변화를 보기위

하여연도별평균교통량을산출하여8) 시계열적변화
추이를도표로나타내었다.(<그림 3> 참조) 
서울시의 총 교통량은 1993년부터 2006년 까지

1997년, 2000년, 2003년을 변곡점으로 하여 큰 변화
를 보이고 있다. 1993년에서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서울시교통량이크게증가하 다9). 그러나
1997년을정점으로 1998년까지 1년동안 4.45%의감
소폭을 보인 이후, 2003년까지 5년간 비슷한 교통량
을 지속하다가, 2004년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0).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는 서
울시의 교통량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교통량에비해그감소폭은적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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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통 도와 미세먼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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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의 미세먼지 농도에 서울자체의 교통흐름과 함
께서울을둘러싸고있는경기도와인천의 향이작
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앞의 <그림 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서울의 교통량이 크게 줄어든
2003년을 전후하여 경기도와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
가 서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는 전
역에서매우빠른속도로인구및토지이용 도가높
아지는 것과 함께 도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작용하 을것으로생각할수있다. 
<표 3>은우리나라전체에대한수도권지역의차량

집중 정도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차량증가율의 차이를나타낸것이다. 수도권
지역은 1990년대 초반 까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50%이상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후 우리나라 전체
적으로 차량이 크게 증가하여 그 집중률은 50%로 내
려갔지만 차량 수는 크게 늘어난 상태다. 특히 2000

년 이후부터 경기도지역의 차량등록대수는 서울을
크게 초과하 으며 그 증가율이 매우 높고,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일일생활권으로 기능적 연계가 강하므
로통행거리도증가하게되어수도권전역에걸쳐교
통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오
염농도는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
울시의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 문제는 수도권 지역
까지확장하여분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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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교통량의 변화 추이

표 3. 수도권 자동차 집중율과 증가율 변화
단위：천대, (%)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가율*

전국 1,113 3,395 8,469 12,059 15,597 (1,401)

수도권지역 660(59) 1,790(56) 4,038(48) 5,577(46) 7,115(46) (1,078)

서울 446 1,194 2,043 2,441 2,809 (630)

경기도 114 447 1,551 2,488 3,506 (3,075)

인천 40 149 444 648 800 (2,000)

* 1985년을기준으로 2005년차량등록대수의증가율을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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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지역교통흐름과미세먼지농
도의시·공간적분석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는 물론 각종 산업시
설과 경제·사회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많은 교통량
이 유발되므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특
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50%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인
구 집지역이어서 이러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
에노출되는도시인구규모가매우큰지역이다. 
서울시교통흐름의공간적분포는앞서언급한것

과같이 2004년부터서울시전체교통량이큰폭으로
감소함과 함께 그 공간적 분포도 크게 변화하고 있
다. 특히 도심 교통량이 특히 크게 감소하며 이전에
도심의 교통량 집중지역이었던 중구와 종로구의 교
통량은 30~50%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강북과 강남의 중심업무지역을 연결하는 통로 역
할을 하는 한남대교와 성수대교의 교통량이 큰 폭으
로 증가하면서 강남구 중심업무지역의 교통량은 크
게증가하고있다. 2005년에이르러서는강남권전역
과시계지역의 교통량이 크게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의 또 다른 업무지역에 해당하는 등포권역은 1995

년 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강남권과 비등한 평균교
통량을나타내고 있다. 이러한교통흐름의 변화는교
통량과 이에 기인하는 미세먼지의 공간적 분포에
향을미칠것으로보고서울시내에서하루중시간에
따라 교통흐름의 공간적 분포가 달라지면서 미세먼
지농도와어떤관계를보이는지에대해알아보기위
하여서울의권역별하루동안교통흐름과미세먼지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11).(<그림
4> 참조)
또한 서울의 요일별 통행량과 통행패턴에 많은 차

이가 나타나므로 수도권 지역의 교통흐름과 미세먼
지 농도의 시·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황사 등의 외부적인 요

인이적게작용하는가을철한주일의요일별미세먼
지분포를지도화해보았다12). (<그림5> 참조)
교통량이 특히 많이 몰리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

지(<그림 5>의 (가) -(다)) 거의유사한미세먼지분포
양상을보이는데, 서울이경기도와 만나는시계의주
요간선 부분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서울의 북부시계 부분에 집중되며, 그 다음
으로서부시계와경인지역으로 연결되는 남서부, 그
리고 동부의 시계부분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목요일부터주말까지(<그림 5>의 (라)-(바))는
그 정도가 약화되어 가며, 일요일(<그림 5>의 (사))에
는국지적집중이거의사라지는양상을보인다.

5. 미세먼지노출도시인구의
시·공간적분석

교통에 기인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도시인구의
규모는 교통량과 미세먼지의 공간적 분포와 함께 그
러한 오염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에 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교통
로를 따라한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향을받게될것이므로도시통행흐름의패턴을검토
할필요가있다.
도시의 교통흐름은 도시민의 생활과 도시기능이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각 도시의 인구 및
도시기능의 공간적 분포와교통망, 그리고그도시민
의 통행행태 등에 따라 공간적 분포가 형성된다
(Hieschman and Henderson, 1990; Shaw and Xin,
2003). 그런데한도시내의교통흐름은그도시의인
구분포및토지이용패턴, 교통망및교통체계와 함께
기술·경제·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교통흐름의 공간적 분포는 도시 내
지역 간 기능적 연계의 공간적 구조에 향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인구와 각종 도시

교통흐름에 기인하는 미세먼지 노출 도시인구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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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 차례 시역이 외연으
로 확장되어 왔다. 그에 따라 직주분리가 심화되어
왔고 통행거리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적인
소득 증대와 맞물리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통행자
가 많아지게 되어 도로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
를초래하 다. 특히 1990년대중반이후에는서울시
역밖의경기도일원에대단위고층아파트단지로구

성된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교통흐름의 공간적 양
상에많은변화가나타나고있다.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인구문제는

도시의인구분포, 도시내의기능적연계구조 , 교통
흐름의분포, 미세먼지의 분포와함께도시 통행인구
의 분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이므
로 GIS를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Gulliver & Bri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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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 북부

(다)서울 중심부

(마)서울 서부

(라)서울 동부

(나) 서울 남부

그림 4. 서울시 권역별 시간에 따른 교통흐름과 미세먼지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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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Hochadel, et al. 2006). 앞 서 교통에 기인한
도시인구 산정을 위한 연구를 시도해 온 유럽에서는
도시거주자개개인의하루동안의통행에대한매우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GIS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을 시도하 으나 도
시민전체를대상으로하루시간대별통행에대한이
러한 조사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경우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하 다. 서울시에서 1993년부터 118개
지점에서 하루 24시간 실시간 교통량을 측정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는 교통흐름에 대한 정보
와13),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서울시 통행의
70%정도를차지하는지하철과버스이용자의이동에
대한 실시간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교통카드데이터
베이스의정보14)를이용하여서울시교통흐름과통행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다음 <그림 6>
의 (가)와 (나)는 각각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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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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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주중하루도로교통흐름과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흐름을분석하여공간적분포를나타낸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분포 및

통행흐름은 1990년대 중반에 서울시 주변의 수도권
에 5개 신도시 건설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

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시의 인구는 1990

년 10,603,250 명에서 9,762,546 명으로 7.93%감소
하 다. 수도권지역에서 이러한 서울과 경기도사이

의 통근통학 인구의 증가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
인 서울시계의 유출입 교통량의 증가시키고, 통행거
리가 길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수반하 다. 또한 거주인구의 감소를 보이는
서울시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 감소폭에 큰 차이를
보여 도심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각각 23.42%,
23.76%로 크게 감소한 반면 도봉구, 강서구, 노원구,
금천구의경우 7.10%, 27.33%, 9.92%, 1.93%로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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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

(사)

그림 5. 수도권 지역의 요일별 미세먼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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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감소폭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인구분
포의 변화로 경기도와 서울간의 출퇴근과 통학이 점
점 증가하게 되어 서울시와 경기도를 오가는 교통량
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시계에서의 유출입 통행량
이 급증하면서 서울시 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많
은 변화를 초래하 다15). 다음 <그림 7>은 서울시 거
주인구와 통근통학으로 이동하는 통행인구를 함께
지도화한 것이고, <그림 8>은 미세먼지 농도의 분포
도이다. 

6. 교통에기인한미세먼지에노출되는
도시통행인구산정모형개발

교통에 기안한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통
에 기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다 (Gkatzoflias, et

al., 2006; Zarate, et al., 2007; Han & Naeher, 2005;
Xia & Sha, 2005). 그 중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
는 COPERT (COmputer Programme to calculate

Emissions from Road Transport)는 세계 각 국가와
지역에 대한 월별 평균 기후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여서 대기 질을 분석하고자하는 지역의 차량정
보, 연료 정보를 넣고 단계별로 실행해 주면 각 대기
오염물질별총배출량을산출하여대상지역의대기
질을 분석해 주는 모형이다. 그러나 교통에 의해 배
출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인구문제는 대상 도시
의교통체계와교통상황및도시공간의인구분포와
토지이용 상황, 기능적 연계 및 사람들의 구체적인
통행행태 등에 향을 받으므로 연구대상 지역의 상
화에맞는모형정립이필요하다 (Vardoulakis, et al.,
2005). 
특히 도로교통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특히 도

로변에 가까이 있는 도시인구들에게 치명적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Coh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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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 상에 노출되는 도시인구 분포(가) 도로 교통량 분포

그림 6. 수도권 하루 교통흐름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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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금숙

2005)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도시인구
산정 문제에서는 집을 나서 교통로 상에 있게 되는
시간동안 교통에 기인하는 미세먼지에 직접 노출되
게 되므로 하루 동안의 도시민들이 교통로상이나 그
부분에있게되는통행시간동안의교통에기인한미
세먼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도시인구를 산정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Gulliver & Briggs, 2005;
Lipfert,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채용한 지표를 바탕으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도시인구를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특히교통에기인한미세먼지에 노출
되는 도시 통행인구를 산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
는데초점을맞추기로한다. 
우선 수도권 인구의 하루 통행흐름을 파악하기 위

하여 2006년 5월 17일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
이스에데이터마이닝기법(Lee & Park, 2005; 박종수
·이금숙 2006; 이금숙·박종수, 2007)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동시간별 통행자 수의 분포함수를 도출하

다 (<그림 9> 참조).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통행자에 대한 시간정보와 공간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개개통행자의통행시간뿐만아니라통행
구간에 대한 정보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
그림 10>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통행흐름의 공간
적분포를지도화한 것이다. 그림에나타나는 것처럼
시간대에 따라 교통로 주변에 노출되는 도시인구의
분포에는확연한차이가있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에서 도시통행인구가 통행을 위

해 이동하면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정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교통흐름, 도시
통행인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시·공간적적모형을구축할수있다. 
우선통행을위해이동하는시각 t1에서 t2 동안미

세먼지에 노출된 교통로 주변 도시인구의 미세먼지
총 노출 P 는 도로 위에 외출시간을 고려한 다음 식
을써서산정할수있다.

그림 7. 거주인구와 통행인구 분포 그림 8.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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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dt (1)

p ( t )=
n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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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j ( t ) pij ( t ) xij ( t ) (2)

여기서 p ( t )는 도시에서 t 시간대에 교통에 기인
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전체 사람 수를 나타내고,
Cij는 t 시간대에 지역 i 에서 j 까지 교통로 구간 ij

의 미세먼지 농도, pij( t )및 xij( t )는 각각 t 시간대
에 i 지역과 j 지역 사이의 통행인구 및 이동시간을

의미한다. 구간및시간대마다 미세먼지 농도를측정
한 자료가 없고 전체 도시 및 하루에 대한 평균값 C

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시간대에 따라
변하지않는다고어림해서위의식을다음과같이쓸
수있다.

p=C
n

‘
¡ n

∆
¡xij:

†¡

† €
pij(t)dt=C: xf(x)dx (3)

이 식에서 f(x)는 시각 t¡에서 t™ 동안 이동시간이

교통흐름에 기인하는 미세먼지 노출 도시인구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71

(가) 아침 (다) 저녁(나) 낮

그림 9. 이동시간별 통행자수 분포도

그림 10. 시간대별 통행흐름 분포(2006년)

xmax

x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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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인 전체 통행인구를 나타내며 xmin및 xmax은 각각
최소및최대이동시간을가리킨다.

7. 결론및향후연구

본연구에서는현재세계주요도시들에비해미세
먼지의농도가매우높으며인구 도가높아그피해
를입는도시인구규모가큰서울시를대상으로교통
에 기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도시인구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혼잡한
교통흐름이 도시민의 건강에 미칠 향의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도시의 교통흐름과 인구분포, 토지이
용상태를감안하여도시인구중교통에기인한각종
오염물질 및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모형
을 개발하고, 그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적용하려는 것
이다. 
서울시는 그 자체의 인구 및 도시중심기능의 집중

도 크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고 도
의 주거지 개발이 지속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 문제가심각히우려되는 지역이다. 특히수
도권지역의 서울과의 기능적 연계가 커서 양 방향으
로의 통근통학 인구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도
시인구의 통행거리와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직
접 노출되는 통행시간의 증가와 연결되므로 앞으로
미세먼지의 피해를 받는 도시인구의 규모와 그 피해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시급히요청되는지역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OECD 주요국가와도시들의미세먼지에대한환경기
준을 비교하고 최근 10여년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
의 증감률을 비교하 다. OECD 주요국가 들의 경우
모두 미세먼지 배출량 중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

히려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의 배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에 기인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면 미세먼지 오염
문제를크게개선할수있음을시사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간 관측되고 있는 교

통흐름 자료와 미세먼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시
간과 공간에 따른 분포를 분석하 다. 서울시 도로
교통량과 미세먼지 오염농도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이는 서울시 도로교통량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접한연관이있음을의미하며, 따라서서울시 교통흐
름의 분포를 통하여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도시인구
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시
도로교통량 감소를 유도하여 서울의 대기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있다. 
또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향을

받는 도시인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행자의 통행에
대한 위치와 시간, 통행경로 등의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
도권 통행인구의 이동시간에 따른 통행인구 규모를
분석하고, 이의분포도함수를도출하여 그를기반으
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도시인구의
규모를산정하는시·공간적모형을개발하 다. 
본연구의결과는현재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시스템이 도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유
해정도를가늠하는지표로사용할수있으며지속가
능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을 위해 향후 수도권 지역
의 교통정책 입안과 교통체계 관리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평가를 위해 좋은 방향
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통에서 기인하
는시민건강피해에대한정보를시공간적으로제공
하여 사전 예방 조치 및 도시 교통 환경을 지속 가능
한도시체계로개선하기위한홍보및시민참여유도
수단으로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물론 도시교통이 도시인구의 건강에 미치는 향

은 매우 다양하며, 그 메커니즘과 결과도 단순치 않
으므로 교통이 인간에게 미치는 향은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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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
된 모형은 초기 개발단계의 것으로 추후 좀 더 정교
하게다듬어져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
진 자료의 한계에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
은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도시인구에
대한 첫 시도라는 점과 아직 작업하지 못한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후속 연구를 끌
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또한 프랑스는 물론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모
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구주제이므로 앞으로
이들과 자료 및 결과를 상호 교류하고, 방법론 및 이
론확립을위한교류와협의를위해지속적인국제학
술교류가 발전되고 확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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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미세먼지는 연간 기준으로 30 이하의 농도에서도 사람들

의기대수명을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농도가 10 증가할

때 사망률을 10%나 높인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공

식적으로밝힐정도로유해성이높은대기오염물질이다.

2)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02

3) 2004년기준국내미세먼지(PM10) 연평균농도는서울이

61㎍/m3(이하 단위 생략)를 기록하는 등 전국 주요 도시

가 37~80으로, 뉴욕(22), 런던(27), 시드니(18.5) 등 세계

주요도시에비해최고 4배가넘었다.

4) 국립환경과학원, 2006, 대기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보고서

5)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

환경기준을현재보다 30% 이상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

다. 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평균 대기환경 기준을 현재

대기오염 농도 150에서 100으로, 연평균 기준을 현재 70

에서 50으로강화해내년부터적용하자는개선안을제시

했다. 환경과학원은 또 이산화질소도 1시간 기준 대기환

경 기준을 현재 0.15ppm에서 0.10ppm, 24시간 기준은

현재 0.08ppm에서 0.06ppm, 연간기준은 0.05ppm에서

0.03ppm으로 강화하고, 대기환경 기준이 없는 벤젠에

대해서도연간환경기준을 5㎍/m3로새로설정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한겨레 2006, 2. 19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 

6) 런던의 저 배출 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는 1580㎢로 된다

(시정연구제186호：2008, 3. 3, www.tfl.gov.uk).

7) 교통 도는단위면적당교통량을나타낸것으로각도시

의총교통량을면적으로나눈값을적용하 다.

8) 년도별서울시평균교통량

F=

F=평균교통량산정방식

xi=지점별교통량(i=1, 2 ……, n)

9) 이 기간 동안 서울시 전체 교통량은 84955대에서 96221

대로 13.26%증가하 다.

10) 2003년에서 2004년 1년 사이에 교통량은 92101대에서

85448로 7.22%의 큰 감소율을 보 다. 2005년과 2006

년에는 85003대와 84881대로 각각 0.52%, 0.14%로 지

속적인감소율을보이고있다.

11) 2006년 7월 2일자료를이용하 음.

12) 2006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자료를사용하 음. 

13) 서울시의교통량측정방식은도로에 loop coil을매설해

서 지나가는 차량수를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지

점은 도심 23 개소, 시경계 36 개소, 한강교량 18개소,

주요간선 41개소이다. 

14)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는 교통카드를 이용

하여통행하는사람들의통행에대해통행의시작, 중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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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갈아탐, 최종도착지에대한위치, 시간, 통행수단등

매우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대용량 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마이닝을 하면 이

러한 분석에 필요한 유용한 교통흐름과 통행흐름에 대

한정보를얻을수있다이금숙외, 2005, 2006, 2007 연

구참조).

15) 서울과 이들 신도시 간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크게 늘

어나게되어경기도에서서울로의통근·통학하는인구

수가 1990년에서 2005년까지 79.43%의 증가하 으며,

서울에서 경기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수도 1990년에

서 2005년까지 약 29만 명에서 약 49만 명으로 69.11%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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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ffic-related air pollution on
the urban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urban
population exposure to traffic-related particulate materials(PM). For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ffic flows and PM concentration levels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Traffic volumes have been de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 in Seoul, however, PM
levels have been declined less compare to traffic volumes. It may be related with the rapid growth
in the population and vehicle numbers in Gyenggi, the outskirt of Seoul, where several New Towns
have been developed in the middle of 1990’s. The spatial pattern of commuting has changed, and
thus and travel distances and traffic volumes have increased along the main roads connecting CBDs
in Seoul and New Towns consisting of large residential apartment complexes. These changes in
traffic flows and travel behaviors cause increasing exposure to traffic-related air pollution for urban
population over the Metropolitan Seoul area. GIS techniques are applied to analyze the spatial
patterns of traffic flows, population distributions, PM distributions, and passenger flows
comprehensively. This study also analyzes real time base traffic flow data and passenger flow data
obtained from T-card transaction database applying data mining technique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develop a space-time model for assessing journey-time exposure to traffic related air
pollutants based on travel passenger frequency distribution fun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public health and transportation
policy by reducing urban air pollution and road traffics i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Keywords : traffic-related air pollution, Particulate Materials (PM), urban population, GIS, traffic
flows, journey-time exposure,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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