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3(12); 2029 ~2034; December 2014 http://dx.doi.org/10.5322/JESI.2014.23.12.2029

ORIGINAL ARTICLE

대구의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기 질 개선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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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air quality around a broad way, Daegu Metropolitan city employed the clean-road system at a part of the broad 
way of Dalgubul (Daigubul-daero) in 2011. The clean–road system in general is operated two times (4 am, 2 pm) during 
summertime. In case of scorching alert, the system is operated 3 times a day (4 am, 2 pm and 4 pm). To evaluate the effect of 
air quality improvement due to the system, we analyzed the time variation of monthly mean particulate matter (PM10) 
concentration in recent 3 years  (2011-2013).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was estimated at about 5～15 % under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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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대구시에서는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6

월부터 2010년 11월에 걸쳐서 달구벌대로의 일부 구간

인 총 9.1 km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도

로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살수 노즐을 3 m간격으로 총 

3,591개소 설치하여 도로를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300톤의 물을 04시와 14시에 살수하며 1회당 40분씩 살

수하는데, 폭염발생 시기에는 16시에 추가로 1회 더 살

수하고 있다. 대구에 도입된 클린로드 시스템의 규모는 

광주, 서울 등의 타 시도에 비하여 훨씬 큰 것이다. Fig. 1

은 클린로드 시스템이 운영 중인 도로의 사진이다. 클린

로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요 목적은 도심지 도로변에 

차량 관련 미세먼지의 비산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고온 

시에 도로의 표면온도를 낮추어 도로변의 열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Fig. 1. Photograph of the road under clean-roa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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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san-dong, Pyngni-dong, Daemyung-dong]

Fig. 2. Location of 3 fixed air pollution observation sites. 

도로 살수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비산발생을 억제하는 

활동은 국내외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에서는 2007년 5월부터 세종로(세종사거리 광화문), 

올림픽로(종합운동장 앞)에서 시행하였다. 규모는 연장 

1 km로 1일 수회(1회 100톤) 5분간 노면 전체에 살수하

였다. 이 시스템의 운영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대

기환경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데에 효과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환경부, 2008).

2010년 10월부터 서울시 신청사 공사, 차선변경 이유

로 중지되었지만, 서울시 중구청은 매달 4번째 수요일 오

전 5시 11시에 태평로 을지로 일대에 주민들과 함께 

물청소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포항시는 국내 

지자체 중 서울에 이어 2번째로 클린로드 시스템을 시행

하였다. 구간은 육거리 남빈사거리 오거리(830 m구

간)이다. 도로 중앙에 분사 노즐을 3 m간격으로 209개

가 설치되었고 1회 가동 시 5분간 가동된다. 봄, 가을에

는 새벽시간에 1회 살수하며 여름철에는 낮에 한차례 추

가로 살수한다. 인천과 광주에서도 아시안게임과 유니

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하여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도

로에 살수하는 클린로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백성옥, 

2011).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심야에 소화전의 물을 이용하

여 도로청소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하계에 도로

에 살수하는 클린로드를 운영 중이나, 도로 미세먼지 저

감보다는 도시 열섬현상 억제를 주요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이순환 등, 2008).

대구시의 연간 대기오염 배출량 중 약 80%가 선 오염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박명희 등, 2003), 도로 상의 기

상조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도로 상에서 생

성된 선 오염원은 도로변 부근 지역의 대기 질에 절대적

인 기여를 하고 있다(김해동 등, 2003; 안원식 등, 2007).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클린로드 시스템은 대구의 간선도로인 달구벌 대로 

부근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

는데,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2. 연구 자료와 방법

자료의 분석에 이용한 미세먼지 농도자료는 대구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점 관측 망의 남산동, 

평리동 및 대명동의 3개 지점 자료이다(Fig. 2). 남산동 

지점은 대구의 달구벌대로에서 클린로드 시스템이 운영

된 구간에, 평리동 지점은 클린로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태평로에 위치하는 도로변을 대표하는 관측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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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명동지점은 주거단지를 대표한다. 분석기간은 클린

로드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3년까

지와 그 이전 3년간으로 하고자 하였지만, 클린로드 시스

템 운영 이전 3년 중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평리동

과 대명동에 결측 일수가 많아서 2006년과 2007년 자료

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클린로드 시스템이 운영되는 하계(6 8월)를 대상으

로 최근 3년(2011 2013년)과 그 이전 3년(2006, 2007, 

2010) 동안의 남산동과 평리동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하였다. 주거단지의 대표지점인 대명동의 미세먼지 농도

에 대한 남산동과 평리동의 정규화 값을 구한 후에 이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농도현황

이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대상인 3개 지점에 대한 최

근 3년간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월평균 값을 Fig. 3

에 제시하였다. 3개 지점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2011년

에 가장 높았고 2012년에 가장 낮은 분포를 보여, 최근 3

년 동안에는 대기 질이 개선되어가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3개 지점에서 모두 8월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고, 

이어서 7, 9월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값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이 시기에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많은 기상학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계에 남산동, 

평리동, 대명동의 미세먼지농도는 각각 50 70 /m3, 

60 80 /m3, 30 50 /m3로 나타났으며, 하계에는 

남산동과 평리동은 30 50 /m3, 대명동은 20 40 

/m3 정도의 값을 보였다. 즉 도로 변의 정점관측 지점인 

남산동과 평리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리동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이고, 주거 단지인 대명동은 이들 지역보다 1

0 20 /m3정도 낮다. 

3.2.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효과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이전과 이후의 남산동과 평리

동의 여름철 미세먼지 농도변화를 각각 Fig. 4와 5에 제

시하였다.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이전에 남산동과 평리

동의 미세먼지 정규화농도를 보면,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볼 수가 있다. 이는 대구시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시 전체적으로도 달성되었지만 

도로변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훨씬 컸다는 것을 말한

다. 실제로 클린로드 시스템 수행 이전과 이후의 각 3년

간에 미세먼지 농도는 주거단지에서는 약 10 /m3, 도

로변에서는 약 18 /m3이 개선되었다(대구광역시 환경

백서 2013). Fig. 4의 2010년과 Fig. 5의 2011년 이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대구시의 미세먼지농도 개선은 

2010년까지 빠르게 진척되었고 그 이후엔 답보상태임

을 알 수 있다. 

클린로드 시스템이 운영된 2011년 이후에 평리동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정규화 농도 값을 보인다. 반면

에 남산동에서는 약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지

점 간의 비교에서도 남산동이 평리동에 비하여 클린로드 

시스템이 운영되기 이전인 2010년까지는 약간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2011년 이후엔 오히려 약간 낮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Fig. 6에 평리동에 

대한 남산동의 미세먼지 정규화 농도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클린로드 시스템이 운영되기 이전에는 2010년 6

월을 제외하고는 남산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리동보다 

4 15 /m3 정도 더 높았다. 반면에 2011년 이후에는 

남산동의 미세먼지농도는 평리동보다 2 9%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클린로드 시스템의 운영으

로 남산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대구의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도로 변 미세먼

지농도 개선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3개 지점의 대기오

염 정점 관측 망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이

루어졌는데, 주거단지보다도 도로 변에서 더 많은 개선

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클린로드 시스템의 운영 구간에 위치한 도로 변 

관측지점(남산동)의 여름철 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클린

로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다른 간선 도로변 지점(평

리동)보다 5 15% 정도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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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 Namsan-dong, (b) Pyungni-dong, (c) Daemyung-dong

Fig. 3. Time variation of monthly mean particulate matter (PM10) in recent 3 years (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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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me as Fig. 4 except for after the employment of Clean-Road System.

Fig. 6. Normalized monthly mean particulate matter (PM10) compared with Pyungni-Dong at Namsan-Dong after (left) and 
before (right) the employment of Clean-Road System.  

Fig. 4. Normalized monthly mean particulate matter (PM10) compared with Daemyung-Dong at Namsan-Dong(left) and 

Pyungni-Dong (right) before the employment of Clean-Road System.

셋째, 대구의 대기질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

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주거단지 35 /m3, 도로변 47 

/m3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답보상태에 있다(대

구광역시 환경백서, 2013). 우리나라의 대기질 배경농도

를 고려할 때에 대구시의 대기질 개선은 과거와 같은 빠

른 속도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로의 

비산먼지를 줄이는 것은 도시 내 소지역의 대기질 개선

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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