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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bile sources produce a significant fraction of total anthropogenic emissions in Korea and have harmful effects on air 

quality. Mobile emissions are intrinsically difficult to estimate due to complicated road networks and variations of traffic 
volume with location and time. To measure traffic pollutants with high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under real conditions a 
mobile laboratory was designed. The mobile laboratory provide concentrations of SO2, CO, NO, NO2 and location coordinate 
value. This approach allowed for pollutant level measurements on many roads within short periods of time. In this study, 
on-road concentrations of SO2, CO, NO and NO2 were measured using mobile platform measurement along the 25 main roads 
in Busan to estimate the average air pollution level in short time difference. The measurements were conducted on favorable 
meteorological days from 2010 to 2012 and the overall concentrations of SO2, CO, NO and NO2 were 0.006, 0.8, 0.182 and 
0.055 ppm respectively.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of CO, NO and NO2 on road were twice, 18 times and 2.5 
times higher than regional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mean in sa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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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산업의 발달과 도시의 광역화 및 인구의 증가에 따

라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으며 대도

시에서의 자동차 등록 대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대기오

염물질들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대기오염 양상도 달라

지고 있다. 즉,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연료 사용으로 주

로 배출되는 SO2, CO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는 과거와 비교하여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나, 자
동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NOx의 대기 중 농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부산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2011). 국가대기오염물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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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배출원별 대기오염

물질(CO, NOx, SOx, TSP(PM10), VOC, NH3) 배출

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량이 28.1%로써 다

른 배출원들과  비교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도로이동오염

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국립환경과

학원, 2012).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입자는 대부분 나노미

터 크기의 극미세 입자이므로 천식, 알레르기 등 인체 

호흡기 및 기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되며 

NOx는 그 자체로써 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탄화수소류와의 광화학 반응

에 의한 고농도 O3 생성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는 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도로변 인

근을 중심으로 상업 또는 주거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

문에 도로와 인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

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건강에 심각

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도로변 대기

오염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정된 위치에서 운영

되는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SO2, NOx, O3, CO, 
PM10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

지만 복잡한 도로망과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른 교

통량 증가추세에 비하여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영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 전체에 걸쳐 복잡하고 광범위하

게 형성되어 있는 도로망에 대한 측정이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된 대기오염 측정소와 달리 

도로변 대기오염도의 실시간 측정을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차량에 장착하고 이동하면서 측정이 가능

한 대기오염 측정차량의 운영은 넓은 지역의 도로변 

대기오염도를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

다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고정식 측정소를 대신하여 일찍부터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운영하여 왔지만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대기오염 우심지역이나, 민원인 요구 지점을 대상으

로 고정식으로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도로변 대기

오염 측정에 주행방식을 활용한 대기오염 측정차량이 

사용된 것은 2009년 환경부 무․저공해 자동차사업

단의 지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연
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이동형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시

스템(Mobile Emission Laboratory, MEL)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의 내부순환도로를 대상으로 나노

입자의 개수농도, 입경분포, 검댕농도, 입자상 PAHs 
농도 및 NOx 농도를 측정하면서 시작되었다(이, 
2013; 배 2010). 국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MEL 시스템이 개발되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Bukowiecki 등(2002)은 스위스 취히리에서 도로상 

입자상물질의 질량농도 및 개수 농도와 CO 농도를 측

정하였다. Weijers 등(2004)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에서 해안지역, 교외지역, 도심지역의 도로상 입자상

물질의 입경별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Westerdahl 등
(2005)은 미국 LA의 고속도와 주거지역, 해안지역 주

변 도로상 입자상물질의 입경분포와 질량농도, 가스

상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Pirjola 등(2004, 2012)
은 'Sniffer'라는 이동형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핀란

드 헬싱키 지역 고속도로상의 가스상 및 입자상 물질

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도로변 대형건물 주변의 가스

상, 입자상 물질의 측정을 통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미치는 street canyon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Harrision 
등(2006)은 영국의 대도시 경계지역의 NO, NO2, O3, 
CO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델링에 활용하였

다. Zavala 등(2009)은 2005년 멕시코 대도시에서 이

동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차종별 주행 중 배출되는 

NOx, CO, VOCs, NH3, 초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식 측정망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주행 중 측정이 가능하도

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부산지역

의 25개 주요 도로상의 전반적인 대기오염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도로상 주행차량의 이동속도와 동일하게 

주행하면서 SO2, CO, NO, NO2 농도를 측정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봄, 가을의 양호한 기상조건

이 나타난 날을 대상으로 총 5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1회 측정 시 3-5일간에 걸쳐 25개 도로 전체를 측정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가 부족

한 부산지역의 전반적인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농도수

준과 오염도가 높은 구간을 파악하여 도로 대기오염 

저감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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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Road name Length
(km)

2010 2011 2012
Second half First half Second half First half Second half

1 Geumgok-ro 6.7 10 Nov. 17 Mar. 19 Sept. 23 Apr. 11 Sept.
2 Nakdong-ro 13.9 8, 10, 15 Nov. 17 Mar. 6 Oct. 23 Apr. 11 Sept.
3 Gamcheon-ro 2.9 10 Nov. 17 Mar. 21 Sept. 23 Apr. 11 Sept.
4 Yeongseon-ro 4.1 10 Nov. 17 Mar. 21 Sept. 23 Apr. 11 Sept.
5 Taejong-ro 6.5 10 Nov. 17 Mar. 21 Sept. 23 Apr. 11 Sept.
6 Daegyo-ro 1.4 10 Nov. 17 Mar. 21 Sept. 23 Apr. 11 Sept.
7 Bosu-ro 6.4 15 Nov. 25 Mar. 20 Sept. 20 Apr. 11 Sept.
8 Gudeok-ro 3.4 8 Nov. 25 Mar. 21 Sept. 23 Apr. 11 Sept.
9 Gaya-ro 8.4 15 Nov. 15 Mar. 6 Oct. 24 Apr. 11 Sept.
10 Dongseogoga-ro 9.4 15 Nov. 15 Mar. 19 Sept. 20 Apr. 11 Sept.
11 Baegyang-ro 12 15 Nov. 15 Mar. 21 Sept. 25 Apr. 11 Sept.
12 Gonghang-ro 12.1 8 Nov. 14 Mar. 19 Sept. 26 Apr. 12 Sept.
13 Nakdongnam-ro 16.2 8 Nov. - 19 Sept. 26 Apr. 12 Sept.
14 Gongdan-ro 2.1 10 Nov. 14 Mar. 19 Sept. 26 Apr. 12 Sept.
15 Chungjang-ro 2.6 10 Nov. 14 Mar. 20 Sept. 26 Apr. 12 Sept.
16 Beonyeong-ro 19 10 Nov. 14 Mar. 20 Sept. 26 Apr. 12 Sept.
17 Geumjeong-ro 6 - 15 Mar. 20 Sept. 24 Apr. 12 Sept.
18 Jungang-ro 22.8 8, 10 Nov. 16 Mar. 20 Sept. 24 Apr. 12 Sept.
19 Suyeong-ro 12.2 8, 10, 11, 15 Nov. 16 Mar. 21 Sept. 24 Apr. 12 Sept.
20 Chungnyeol-ro 5.5 8 Nov. 15 Mar. 21 Sept. 25 Apr. 12 Sept.
21 Mandeok-ro 6.6 8 Nov. 15 Mar. 21 Sept. 25 Apr. 12 Sept.
22 Geoje-ro 3 11, 12 Nov. 15 Mar. 6 Oct. 24 Apr. 13 Sept.
23 Jeonpo-ro 2.9 11, 12 Nov. 15 Mar. 6 Oct. 24 Apr. 13 Sept.
24 Hwangnyeong-ro 5.3 11, 12, 15 Nov. 16 Mar. 19 Sept. 20 Apr. 13 Sept.
25 Yeonsan-ro 4.2 11, 12 Nov. 17 Mar. 21 Sept. 25 Apr. 13 Sept.

Table 1. The list of 25 main roads and the measurement dates

로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 대상 지점 및 측정기간

부산지역의 전반적인 도로변 대기오염도를 파악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도로 25개 노선을 선정

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 대상인 25개 주요 도로와 

각 도로별 측정기간을 나타낸다. 연구대상 도로중 가

장 긴 구간은 ‘중앙로’로 측정구간은 22.8 km이며 가

장 짧은 구간은 ‘대교로’로 1.4 km이다. 2010년 하반

기부터 2012년 하반기 까지 반기별로 총 5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는 11월 8일부터 15일 

중 5일간, 2011년 상반기는 3월 14일부터 19일 중 5일
간, 2011년 하반기는 9월 19일부터 10월 6일 중 4일간 

측정을 하였다. 2012년에는 각각 4월 20일부터 26일 

중 5일간, 9월 11일부터 13일간 측정을 실시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의 대상인 25개 주요 도로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며 칼라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25개 주

요 도로에서의 측정 구간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도

로는 번호를 이용하여 구분되도록 하였다(Table 1).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위치

를 나타낸 것이다.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는 구간 길

이가 긴 ‘중앙로’ 변에 2개소가 위치해 있는데, 부산

광역시 전역에 걸쳐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는 도로망의 전반적인 분포를 고려해 보면 도로변 

측정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연
구 대상인 25개 주요 도로는 부산지역의 주요 시가지

를 연결하면서 넓은 범위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모

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25개 구간의 측정

을 통해 부산지역 전역에 걸쳐 있는 도로 대기오염도

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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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Busan study area. Color solid lines represent the 25 main roads. Circles denote the roadside air 
quality monitoring sites(Oncheon and Choryang). 

2.2. 대기오염 측정차량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고정식으로 주로 사용하였

던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주행 중에도 측정이 가능하

도록 일부 개조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의 

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대기오염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차량 지붕을 통과하여 수직으로 

설치되어있는 공기시료의 투입부를 차량지붕과 수평

한 방향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하여

(약 2.5 m 높이) 본 측정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실시간 위치 정보 저장

을 위하여 GPS 장치를 설치하였다(Bukowiecki 등, 
2002; Pirjola 등, 2004). 주행 중 측정은 주변 교통량

의 흐름과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시행하였고 최

적의 상비 상태를 위하여 측정 시작 전 표준가스를 이

용한 장비교정을 측정 당일마다 실시하였다. 측정항

목은 SO2, CO, NO, NO2 등 4개 항목이고 사용한 측

정장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측정장비는 2008년 

최초 설치되었으며 매년 1회 이상 공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도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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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ment Parameter 
measured Measure principle Time 

resolution(s)
HORIBA 
APSA 370 SO2

Pulse U.V. 
Fluorescence

10HORIBA 
APMA 370 CO Non-Dispersive 

Infrared 
HORIBA 

APNA 370 NO, NO2 Chemiluminescent 

Table 2. Monitoring instruments used in the mobile laborator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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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emperature(℃) Wind speed(m/s) Relative humidity(%) Cloud(1/10)

Second half of 
2010

8 Nov. 12.8 5.7 49.6 4.3
10 Nov. 9.5 2.7 51.3 0.0
11 Nov. 13.9 2.7 67.8 4.9
12 Nov. 13.3 4.3 44.3 1.1
15 Nov. 8.3 3.4 20.0 2.3

First half of 
2011

14 Mar. 12.6 2.7 63.0 6.6
15 Mar. 8.4 3.7 44.1 3.6
16 Mar. 3.2 3.8 27.8 1.8
17 Mar. 4.5 2.6 31.4 0.0
19 Mar. 11.6 4.6 67.9 6.9

Second half of 
2011

19 Sept. 19.8 5.6 59.5 10
20 Sept. 18.5 6.1 65.0 9.4
21 Sept. 19.9 4.7 49.3 5.3
6 Oct. 19.1 3.5 41.6 4.5

First half of 
2012

20 Apr. 13.5 3.9 75.6 9.9
23 Apr. 16.4 4.7 68.0 0.0
24 Apr. 18.0 3.6 71.0 3.9
25 Apr. 15.5 2.0 75.0 9.8
26 Apr. 16.6 3.7 38.6 1.9

Second half of 
2012

11 Sept. 22.1 3.0 65.0 2.1
12 Sept. 22.4 2.1 66.3 3.9
13 Sept. 24.3 1.4 68.6 7.3

Table 3. Weather conditions at measurement dates

3. 결과 및 고찰

3.1. 측정일의 기상조건 

연구대상기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측

정을 수행한 당일의 기상조건은 Table 3과 같으며, 각 

측정일의 일평균 기온, 일평균 풍속, 일평균 상대습도, 
일평균 운량을 제시하였다. 2010년 하반기 측정은 11
월 8, 10, 11, 12, 15일, 총 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2010년 하반기 측정일의 일평균 기온은 8.3℃ ~ 13.9 
℃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풍속은 2.7 m/s ~ 5.7 m/s , 
운량은 0 ~ 4.9로 나타나서 ‘쾌청’에서 ‘맑은’ 날씨의 

양호한 기상조건이었다. 2011년 상반기 측정도 총 5
일간 수행되었는데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19일에 실시하였으며 일평균 기온은 3.2℃ ~ 12.6 ℃
의 범위였고, 일평균 풍속은 2.6 m/s ~ 4.6 m/s, 그리고 

운량은 0 ~ 6.9로 비교적 쾌청하고 맑은 날씨의 기상

조건이었다. 2011년 하반기 측정은 9월 19일부터 21

일까지, 그리고 10월 6일에 총 4일간 실시하였다. 측
정기간 동안 일평균 기온은 18.5℃에서 19.9℃의 분포

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고, 일평균 풍속도 3.5
에서 6.1 m/s의 범위로 나타났다. 9월 19일과 20일은 

운량이 많아지면서 다소 흐린 날씨가 나타났지만 강

우는 없었으며 기온과 풍속을 고려해 보면 도로변 오

염도의 측정과 특성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2012년 상반기 측정은 4월 20일과 23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였다. 4월 20일과 25일에 

운량이 높아지면서 흐린 날씨가 나타났지만 일평균 

기온은 13.5℃ ~ 16.6℃의 범위였고 일평균 풍속도 

2.0 m/s ~ 4.7 m/s로 측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2012년 하반기 측정은 9월 11-13일간 총 3
일 실시하였으며 일평균 기온은 22.1℃ ~ 24.3℃, 일
평균 풍속은 1.0 m/s ~ 3 m/s였고 맑은 날씨를 나타내

는 기상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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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of main roads 
measurement Average of 2 roadside sites Average of all regional sites of 

Busan

SO2 CO NO NO2 SO2 CO NO NO2 SO2 CO NO NO2

Second half of 2010 0.007 0.9 0.239 0.038 0.007 0.7 0.090 0.043 0.006 0.4 0.017 0.023

First half of 2011 0.008 0.7 0.196 0.066 0.007 0.7 0.057 0.04 0.007 0.4 0.010 0.023

Second half of 2011 0.005 0.8 0.144 0.037 0.004 0.4 0.038 0.028 0.004 0.3 0.005 0.013

First half of 2012 0.008 0.9 0.16 0.068 0.007 0.8 0.061 0.048 0.007 0.4 0.010 0.024

Second half of 2012 0.004 0.8 0.169 0.064 0.007 0.6 0.062 0.052 0.006 0.4 0.009 0.021

Mean 0.006 0.8 0.182 0.055 0.006 0.6 0.062 0.042 0.006 0.4 0.010 0.021

Table 4. Average concentrations of main roads measurement, 2 roadside AQMS and all regional AQMS in Busan on 
measurement dates(unit : ppm)

3.2. 도로지역의 평균농도 분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도로에 대한 대기오

염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 농도는 SO2가 0.006 
ppm, CO가 0.8 ppm, NO가 0.182 ppm, NO2가 0.055 
ppm으로(Table 4), SO2와 CO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

었으나 NO와 NO2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2

와 CO의 경우는 환경기준(SO2 1시간 평균 0.15 ppm, 
24시간 평균 0.05 ppm, CO 1시간 평균 25 ppm, 8시간 

평균 9 ppm)보다 매우 낮은 농도수준을 나타내었다. 
NO2의 경우 1시간 평균 환경기준인 0.1 ppm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24시간 평균 환경기준 0.06 ppm과

는 유사한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 결과를 같은 기간 부산지역의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평균과 비교해보면, SO2와 

CO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NO는 도로변 대기오

염 측정소보다 약 3배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고 NO2도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부산지역 19개 도시

대기 측정소 평균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

요도로 측정값이, CO는 2배, NO는 약 18배, NO2는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부산의 도심지

를 운행하는 차량에 의한 도로에서의 대기오염도의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NO의 경

우 도로상을 주행하면서 측정한 본 연구에서의 측정 

결과값과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에서의 결과값에 차

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부산광역시 전체에 설치된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가 2개소뿐이어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측정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NO의 형

태로 배출이 되고 이후 주변으로 확산 되면서 빠른 시

간 안에 NO2로 변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위치한 도로

변 대기오염 측정소보다 도로 주행 중 측정하는 방법

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NO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Chaney 등, 2011). 측정기간

별 농도 수준을 살펴보면 SO2, CO는 각각 0.004 ppm 
~ 0.008 ppm, 0.7 ppm ~ 0.9 ppm으로 기간별로 큰 차

이가 나지 않고 있다. NO는 2010년 하반기 측정과 

2011년 상반기 측정에서 각각 평균농도가 0.239 ppm
으로 다른 기간과 비교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는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와 도시대기 측정소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광역적인 기상현상 등의 영향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O2는 0.037 ppm ~ 0.068 
ppm 범위였으며 2011년 상반기와 2012년 상, 하반기 

측정에서 24시간 평균 환경기준 0.06 ppm을 넘어서

는 수준을 보였다. 

3.3. 도로별 평균농도 분포

2010년부터 2012년간 전체 측정결과에 대한 항목

별 도로별 평균 농도 분포는 Fig. 3과 같다. SO2 평균 

농도는 ‘충장로’에서 0.011 ppm으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번영로’와 ‘황령로’에서 

0.01 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장로’의 경우(Fig. 1
의 15번 도로) 부두지역과 바로 인접한 도로로 트레일

러 등 항만물류 시설과 관련된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이다. SO2의 경우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

염물질이 아니므로 인접한 부두나 항만시설의 연료사

용과 같은 도로 주변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

다. ‘번영로’는(Fig. 1의 16번 도로) ‘충장로’의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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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 concentrations of all measurements at each main road.

끝과 연결되어 도시 내부로 진행하는 도로로 역시 ‘충
장로’와 연결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두나 항만

시설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SO2 농도가 

낮은 도로는 ‘금곡로’(Fig. 1의 1번 도로), ‘낙동남

로’(Fig. 1의 13번 도로), ‘금정로’(Fig. 1의 17번 도

로), ‘중앙로’(Fig. 1의 18번 도로)로 0.004 ppm의 농

도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와 

도시대기 측정소의 SO2 평균 농도는 0.006 ppm으로 

0.004 ppm ~ 0.011 ppm의 범위인 도로별 평균 농도

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 도로별 측정기간 전체의 CO 평균 농도도 SO2와 

유사하게 지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CO 
농도가 높은 도로는 ‘황령로’(Fig. 1의 24번 도로)에서 

1.2 ppm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렬로’ 
(Fig. 1의 24번 도로)와 ‘만덕로’(Fig. 1의 21번 도로)
에서 1.1 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황령로’와 ‘만덕

로’는 측정구간 내에 터널이 위치하고 있는 도로로 터

널의 입, 출구 지역에서 차선의 감소로 인하여 상습적

인 정체가 발생하는 경로이며 또 터널내부 오염물질

의 축적으로 인한 고농도 공기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

로 판단된다(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2011). ‘충
렬로’는 ‘만덕로’의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로 ‘만덕로’
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의 영향을 받는 도로이다. 도
로별 CO 농도는 0.6 ppm ~ 1.2 ppm으로 같은 기간 도

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평균 0.6 ppm 보다는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농도가 낮은 도로는 ‘동서고가로’ 

(Fig. 1의 10번 도로)와 ‘공항로’(Fig. 1의 12번 도로)
에서 0.6 ppm으로 나타났다.

각 도로별 NO 평균농도는 0.095 ppm ~ 0.449 ppm
으로 같은 기간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평균 농도 

0.062 ppm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은 대부분 NO의 형태로 배출이 되고 이후 주변으로 

확산 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NO2로 변하기 때문에 도

로변에 위치한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보다 도로 주

행 중 측정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

되는 NO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NO 
농도가 높은 도로는 황령로이며 0.449 ppm으로 나타

났고 다음으로 만덕로에서 0.347 ppm으로 높은 농도

를 보였다. CO와 마찬가지로 이들 도로 상에 위치한 

터널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농도가 낮은 

도로로는 ‘금정로’(Fig. 1의 17번 도로)로 0.095 ppm
으로 나타났다.

도로별 NO2 농도는 0.031 ppm ~ 0.081 ppm으로 

같은 기간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평균 농도 0.042 
ppm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NO와 마찬가지로 

‘황령로’가 0.081 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덕

로’에서 0.076 ppm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NO2 
농도가 가장 낮은 도로는 ‘낙동남로’(Fig. 1의 13번 도

로)로 0.031 ppm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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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측정기간별 농도분포

2010년 하반기 전체 측정구간에 대한 항목별 농도

분포는 Fig. 4와 같다. SO2(Fig. 4의 왼쪽 위) 경우 2010
년 하반기 평균 농도는 0.007 ppm으로 지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부두, 항만과 인접한 

‘충장로’와 ‘중앙로’에서도 비교적 낮은 농도를 보이

고 있다. 2010년 하반기 측정기간 중 SO2가 높았던 구

간은 ‘연산로’(Fig. 4의 25번) 구간이었으나 다른 구간

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CO의 경우 2010년 하

반기 평균 농도는 0.7 ppm이었으며 같은 도로 내에서

도 구간에 따라 농도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Fig. 4 오
른쪽 위). 농도가 높았던 구간은 전체 평균분포에서와 

같이 ‘충렬로’(Fig. 4의 20번)와 ‘만덕로’(Fig. 4의 21
번)의 터널 전, 후 구간 이었으며 ‘보수로’ 구간(Fig. 4
의 7번)에서도 비교적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들 구간은 평소에도 차량의 통행이 많아서 정체가 심

한 구간이다. 2010년 하반기 측정기간의 NO 평균 농

도는 0.239 ppm으로 측정기간 중 가장 높았으며 대부

분의 구간에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Fig. 4 왼
쪽 아래). NO2의 경우도 NO와 비슷하게 전체 구간에

서 비슷한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Fig. 4 오른쪽 아

래) ‘만덕로’의 터널 입, 출구 구간과 ‘동서고가로’(Fig. 
4의 10번)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측정기간의 전체 구간에 대한 항목

별 분포는 Fig. 5와 같다. SO2 의 경우(Fig. 5 오른쪽 

위) ‘충장로’와 ‘번영로’(Fig. 5의 15, 16번) 전체 구간

에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단로’에서도 

Fig. 5의 14번) 비교적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선박과 항만 시설(고유황유 사용) 에
서의 배출 및 대형트럭, 화물차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된다. CO의 경우 2010년 하반기와 비슷하게 

같은 도로에서도 구간에 따라 농도차이가 많이 나타

나고 있는데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정체가 심한 구간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된다(Fig. 5 오른쪽 위). 2011년 상반기 NO 평균 농도

는 0.196 ppm이었으며 ‘황령로’(Fig. 5의 24번)와 ‘만
덕로’(Fig. 5의 21번)의 터널 입, 출구 구간과 ‘번영

로’(Fig. 5의 16번)의 터널구간 입구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 NO2의 경우 NO와 비슷

한 농도분포를 보이고 있다(Fig. 5 오른쪽 아래). 

Fig. 6은 2011년 하반기 측정기간의 전체 구간에 

대한 항목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SO2의 경우

(Fig. 6 오른쪽 위)전반적으로 낮은 농도 수준을 보이

고 있으나 ‘거제로’와 ‘전포로’ 구간(Fig. 6의 22, 23
번)에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낙동로’(Fig. 6
의 2번) 일부 구간에서도 다소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 CO의 경우 앞의 두 경우와 동일하게 차량의 지, 
정체 구간에 따라 농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6 왼쪽 위). 2011년 하반기 NO 평균 농도는 

0.144 ppm으로 전체 측정기간 중 가장 낮았다. 대부

분 구간에서 비교적 농도가 높았던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농도를 

보이는 구간이 만이 나타났다(Fig. 6 왼쪽 아래). 그 중

에서도 농도가 높은 구간은 ‘낙동로’(Fig. 6의 2번) 구
간이며 ‘만덕로’의(Fig. 6의 21번) 터널 입, 출구 지역

에서도 일시적은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 NO2의 

경우도 NO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높은 농도가 나타

나고 있다(Fig. 6 오른쪽 아래).
2012 상반기 측정기간 전체 구간의 항목별 분포는 

Fig. 7과 같다. 이 기간의 SO2의 평균 농도는 0.008 
ppm 이었으며 도심지역인 ‘전포로’(Fig. 7의 23번)와 

‘낙동로’(Fig. 7의 2번) 등 외곽도로 구간에서 높은 농

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형트럭이나 화물차의 운행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CO의 경우(Fig. 7 오른쪽 

위) 전체 구간에서 높은 농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

의 지, 정체에 따라 농도 변화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상반기 측정기간의 NO 평균 농

도는 0.160 ppm이었으며 ‘황령로’(Fig. 7의 24번)와 

‘충렬로’(Fig. 7의 20번) 구간에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

고 있다. 2012년 상반기 측정기간의 NO2의 평균 농도

는 0.068 ppm으로 전체 기간 중에 가장 높았으며 전

체 구간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고 NO 
농도가 높았던 지점에서 동일하게 높은 농도를 보이

고 있다.
2012년 하반기 측정기간의 전체 구간별 농도 분포

는 Fig. 8과 같다. 2012년 하반기 전체 SO2 평균 농도

는 0.004 ppm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별 분포에서도 기존의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구간에서 전반적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Fig 8 왼쪽 

위). SO2 농도가 높은 구간은 ‘황령로’(Fig. 8의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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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ntrations of SO2, CO, NO, NO2 along the 25 main roads at the measurement days on the second half o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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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centrations of SO2, CO, NO, NO2 along the 25 main roads at the measurement days on the first half o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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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centrations of SO2, CO, NO, NO2 along the 25 main roads at the measurement days on the second half o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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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centrations of SO2, CO, NO, NO2 along the 25 main roads at the measurement days on the first half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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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centrations of SO2, CO, NO, NO2 along the 25 main roads at the measurement days on the second half of 2012.

일부 구간과 ‘보수로’(Fig. 8의 7번) 일부 구간에서 다

소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하반기 측정기

간의 CO 평균 농도는 0.8 ppm이며 다른 측정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 정체 지점에 따라 높은 농도가 

전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Fig. 8의 오른쪽 위). 2012
년 하반기 NO 평균 농도는 0.169 ppm으로 전체 구간

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앞의 4가지 경

우와 동일하게 터널이 있는 구간에서 높은 농도가 나

타나고 있으며(‘황령로’, Fig. 8의 24번, ‘만덕로’ Fig. 
8의 21번), ‘공단로’(Fig. 8의 14번) 일부 구간에서도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NO2 평균 농도는 0.064 ppm
이었으며 NO 농도가 높은 구간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친 25 개 주요 도

로의 구간별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SO2의 경우 구간별

로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부두와 인접

한 ‘충장로’와 ‘번영로’, 그리고 ‘황령로’ 구간에서 높

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CO의 경우, 같은 도로라

도 차량의 지, 정체에 따라 농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서 

전 구간에 걸쳐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NO의 경우 

‘황령로’, ‘만덕로’ 및 ‘구덕로’의 터널 입, 출구 지역

을 중심으로 고농도가 측정되었으며 대형차량의 이동

이 많은 ‘공단로’의 일부 구간에서 고농도가 측정되었

다. NO2의 경우 NO보다 농도 수준이 낮았지만 NO와 

비슷한 지점을 중심으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

4. 결 론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가 부족한 부산지역의 전

반적인 도로 대기오염물질 농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부산지역 25개 주요 

도로에서의 SO2, CO, NO, NO2 농도를 직접 측정하였

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봄, 가을의 양호한 기상

조건이 나타난 날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직접 측정한 측정기간 전체의 도로

상 대기오염물질 평균 농도는 SO2가 0.006 ppm, CO
가 0.8 ppm, NO가 0.182 ppm, NO2가 0.055 ppm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부산지역 19개 도시대기 측정

소 평균과 비교하면 CO는 2배, NO는 약 18배, NO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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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차량에 의한 도로상 

대기오염도 수준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SO2 평균 농도는 ‘충장로’에서 0.011 ppm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번영로’와 

‘황령로’에서 0.01 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SO2는 자

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니므로 인접한 

부두나 항만시설의 연료사용과 같은 도로 주변의 영

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CO 농도는 ‘황령로’에
서 1.2 ppm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렬로’와 ‘만덕로’에
서 1.1 ppm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서, 터널의 입, 
출구 지역에서의 상습적인 정체와 또 터널내부의 고

농도 공기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NO의 평균 농도는 

0.182 ppm이며 도로별로 0.095-0.449 ppm으로 같은 

기간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평균 농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황령로’와 ‘만덕로’에서 각각 0.449, 
0.347 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NO2의 평균 농도는 

0.055 ppm으로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평균과 비슷

하였으며 NO와 마찬가지로 ‘황령로’에서 0.081 ppm
으로 가장 높았고 ‘만덕로’에서 0.076 ppm으로 다음

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전체 측정기간에 대하여 오염도가 높았던 구간

을 살펴보면 SO2의 경우 구간별로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충장로’와 ‘번영로’의 부두와 인

접한 구간과 ‘황령로’의 해안방향 구간에서 높은 농도

가 나타났고, CO는 차량의 지, 정체에 따라 같은 도로

라도 농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면서 전 구간에 걸쳐 높

은 농도가 나타났다. NO의 경우 ‘황령로’, ‘만덕로’ 및 

‘구덕로’의 터널 입, 출구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가 

측정되었으며 대형차량의 이동이 많은 ‘공단로’의 일

부 구간에서 고농도가 측정되었다. NO2의 경우 NO보

다 농도 수준이 낮았지만 NO와 비슷한 지점을 중심으

로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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