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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Subway is one of the most common transportation modes in Seoul,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characteristics of in-cabin PM2.5 concentration in Seoul Metro Line Number 2 and to

identify factors of the PM2.5 concentration.

Methods: In-cabin PM2.5 concentrations in Seoul Metro Line Number 2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monitors

and the factors affecting PM2.5 concentration in cabin were observed.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in-cabin PM2.5

concentration and indoor/outdoor (I/O) ratio were performed.

Results: In-cabin PM2.5 concentration was associated with the in-cabin PM2.5 concentration in previous station.

In-cabin PM2.5 concentration was correlated with ambient PM2.5 concentration and associated with underground

station with control of the in-cabin PM2.5 concentration in previous station. I/O ratio increased as the number of

passengers increased and when passing through the underground station with control of I/O ratio in previous

station.

Conclusion: In-cabin PM2.5 concentration was affected by ambient PM2.5 concentration. Therefore, management

of in-cabin PM2.5 concentrations should be based on outdoor a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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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하철은 이용의 편리성과 정시성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이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대중교통 중 지

하철 이용비율은 59.3%였으며 이는 40.7%인 버스

이용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지하철의 높은 수송부담

률을 보여준다.1) 또한 2017년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운송실적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지

하철 중 가장 혼잡하였다.2) 2014년 국토교통부의 교

통수단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통행당 이동수단 평균

소요 시간은 지하철 44.5분, 도보 14.0분, 자가용승

용차 28.0분, 시내버스 31.9분으로 조사되어 사람들

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지하철 안에 머무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3) 이에 따라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

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의 지하철 역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있

으며 이 때문에 자연환기가 어렵고 많은 이용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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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며 공기질이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에 따라 객실 내에서 발생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입자상 물질은 내부에 오랜 시간 머물며 이용객들로

하여금 높은 농도의 PM2.5 노출을 유발할 수 있다.

PM2.5의 흡입은 인체에 각종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치며, PM2.5 농도가 10 µg/m3 증가할 경우 전체 연

령의 호흡기계 관련 질환 입원 발생위험이 1.05%

증가하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경우 입원 발생

위험이 8.84%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4)

국내 지하철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지하철 승무원석에서 PM10과

PM2.5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5), 4개 노선에서의 객실

내 PM10 농도 측정6),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과 터널

내의 PM2.5 농도 특성 파악7), 서울시 지하철 본선의

전 구간 지하 터널에서 PM2.5 농도 측정8)
 등이 있다.

지하 터널에서 발생된 입자가 열차의 출입문과 통로

등의 틈 사이로 유입되어 열차가 지상 구간을 지날

때 보다 지하 구간을 지날 때 객실 내 미세먼지(PM10,

PM2.5, PM1) 농도가 높았다.9) 객실 내에서의 PM2.5

노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지

하철 객실 내 PM2.5 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 승객 수에 따른 오염, 출입문의 개폐

등이 객차 내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10)

본 연구는 서울지하철 2호선을 대상으로 지하철

객실 내의 PM2.5 농도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PM2.5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지하철

객실 내 공기질 관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2018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지선을 제외한 서

울시 지하철 2호선을 대상으로 총 10차례 객실 내

PM2.5 농도와 온도 및 상대습도를 조사하였다. 두 명

의 측정자가 5일에 걸쳐 한 역에서 출발하는 2호선

외선순환, 내선순환 열차에 각각 동시에 탑승하여 측

정 및 관찰을 진행하였다. 측정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로 2호선 내 PM2.5 농도 및 온습도 측정과

함께 출입문이 여닫히는 시간과 객실 내 재실자 수

를 관찰하였다. 5번 객실 내 출입문 5-2와 5-3 사이

의 한 곳을 측정 장소로 선정하였으며 열차가 출발

하기 전 출입문이 닫힌 후, 출입문 5-2와 5-3 사이

의 사람을 세어 4를 곱해 객실 내 전체 재실자 수

로 계산하였다. 또한 객실 내 PM2.5의 농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스크린 도어를 통한 역과

터널의 분리 여부, 역의 지상 또는 지하 여부를 관

찰하였다. 객실 내 PM2.5 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외기 농도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외기 농

도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실시간 대기오

염도 공개 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의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의 서울시 25개 구의 PM2.5

평균농도를 사용하였다.

측정기기로는 광산란식 직독 측정 기기인 Sidepak

(Model AM510, TSI Inc., USA)를 사용하여 PM2.5

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온습도는 HOBO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Data logger (Onset Computer

Corp.,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간격은 순

간적인 농도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초 단위로 측정

하였으며 기기 유량은 1.7 L/min으로 유지하였고, 데

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측정 전 모든 기기에 보정을

시행하였다. 측정 위치는 측정자의 호흡기 위치로 설

정하였다.

측정 후 수집된 PM2.5의 실시간 데이터는 Trakpro

software (TrakPro Version 4.20, TSI Inc.)를 사용하

여 추출하였으며 온습도 데이터는 HOBOware (Onset

Computer Corp., USA)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Sidepak으로 수집한 PM2.5 농도는 광산란식 측정 방

법에 의해 수집된 2차 중량측정 농도이므로 기기보

정계수 0.295를 사용하여 보정하였으며 단위는 µg/

m3로 나타냈다.12)

구간 별 객실 내 PM2.5 농도는 역에 도착하여 열

차 문이 닫힌 직후부터 다음 역에 도착하여 열리기

직전까지의 객실 내 PM2.5 농도의 산술평균을 사용

하였다. 수집된 객실 내 PM2.5 농도를 독립변수로,

외기 PM2.5 농도, 이전 구간에서의 객실 내 PM2.5 농

도, 관찰한 객실 내 재실자 수, 스크린도어를 통한

플랫폼과 터널의 분리여부, 역의 지상 또는 지하 여

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객실 내 온도와 상대습도의 경우 그 변이가 크지 않

아 선형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객실 내 PM2.5 발생원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I/

O ratio를 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과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O ratio는 앞서 구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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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내 PM2.5 농도를 해당 측정 일자의 외기 농도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I/O ratio를 독립변수로, 이전 구

간에서의 I/O ratio, 관찰한 객실 내 재실자 수, 스

크린도어를 통한 플랫폼과 터널의 분리여부, 역의 지

상 또는 지하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선형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R version 3.4.4 (R

development)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측정 일자 별

역 구간의 I/O ratio 변화는 SigmaPlot 10.0 (Systat

Software, Inc., USA)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었다.

III. 결 과

각 측정 별 객실 내 PM2.5 농도, 평균 승객의 수,

객실 내 온도 및 상대습도, 외기 PM2.5 농도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객실 내 평균

농도는 최저 7.5±3.4 µg/m3, 최고 66.9±10.8 µg/m3

의 값을 보였다. 이 날의 서울시 25개구 평균 외기

PM2.5 농도는 각각 8.9±3.5, 93.4±16.5 µg/m3 이었다

. 객실 내부의 온도와 상대습도는 객실 내 에어컨에

의해 조절되고 있었으며 평균 온도는 최저 21.5±1.0oC,

최고 28.6± 2.0oC이었으며, 평균 상대습도의 최저는

32.7±2.3 %, 최고는 52.3±6.0%이었다. 객실 내 평

균 승객의 수는 최저 88±20명, 최대는 148±59명이

었으며 역 구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객실 내 PM2.5 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외기 PM2.5 농도, 이전 구간에서의

객실 내 PM2.5 농도, 역의 지상 또는 지하 여부가 객

실 내 PM2.5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기 PM2.5 농도가 높을수록 객실 내 PM2.5의 농도

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p<0.001), 객실 내

PM2.5 농도는 지하에 위치한 역을 지날 때 지상에

위치한 역을 지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PM2.5 농도

를 보였다(p=0.014).

I/O ratio와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I/O ratio는 이전 구간에서의 I/O ratio, 역의 지

상 또는 지하 여부, 객실 내 승객의 수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에 위치한 역을 지날 때가

지상에 위치한 역을 지날 때 보다 높은 I/O ratio를

가졌으며(p<0.001), 객실 내 승객의 수가 많을수록

I/O ratio가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p<0.05). 각 일자

별 측정 데이터를 외기 농도로 나누어 I/O ratio로

나타내었고 이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먼저 Fig. 1

의 (a)의 경우 외기 농도가 20 µg/m3 이하일 때 객

실의 I/O ratio를 나타낸 것이며, I/O ratio가 1을 기

점으로 크게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b)의 경우 외

기 농도가 20 µg/m3 이상일 때의 객실의 I/O ratio

를 나타낸 것이며, 전 역 구간에 상관없이 대부분 1

이하인 경향을 보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Average PM2.5 concentration, average number of passengers,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in cabin, and outdoor PM2.5 concentration

Date Circle
Average PM2.5

in cabin (mg/m3)

Average number of 

passengers (N)

Temperature

in cabin (oC)

Relative humidity 

in cabin (%)

Outdoor PM2.5 

concentration

(mg/m3)

10/09
Inner 8.8±4.0 127±36 25.9±0.6 47.4±2.1

8.9±3.5
Outer 7.5±3.4 120±23 28.2±1.1 44.9±2.3

10/23
Inner 16.7±5.5 135±30 28.6±2.0 52.3±6.0

23.0±6.6
Outer 10.9±3.7 128±38 26.6±1.4 50.4±4.0

10/30
Inner 10.2±5.7 148±59 21.5±1.0 41.2±3.8

10.3±3.0
Outer 9.4±4.5 88±20 25.7±1.8 32.7±2.3

11/06
Inner 47.4±8.9 103±29 21.6±0.6 50.2±3.2

93.4±16.5
Outer 66.9±10.8 133±30 25.2±1.0 47.4±2.5

11/13
Inner 27.0±11.3 88±26 26.9±1.9 34.2±3.2

17.2±3.0
Outer 14.1±5.5 132±47 24.3±1.8 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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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측정에 사용한 광산란식 직독식 기기인 Sidepak은

중량법과의 보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원공급, 공기 흡인에 의한 소음 등의 제한 때문에

Sidepak만을 사용하여 측정을 시행하였다. Sidepak

을 이용한 실내 PM2.5 관련 연구에서 보정계수로

0.295-0.550의 값을 사용함을 확인하였고12-15) 이 연

구에서는 0.295의 값을 보정계수로 사용하였다. 따

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농도가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의 객실 내 농도를 10회 측정한

평균 PM2.5 농도는 측정 일자 별로 7.5±3.4 µg/m3

에서 66.9±10.8 µg/m3으로 외기 농도에 따라 큰 편

차를 보였다. 국외의 연구에서 측정한 지하철 객실

내 PM2.5 농도로 헬싱키의 지하철 객실 내 7일간 매

일 12시간씩 측정한 객실 내 평균 PM2.5 농도가 21

µg/m3 이었다.16) 헬싱키의 경우 측정 일자 별 외기

농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7일의 결과에 큰 편차가

없었다. 뉴욕의 통근 수단에 따른 PM2.5 노출 연구

에서는 2일 간 측정한 지하철 객실 내 PM2.5 농도가

39.36 µg/m3이었다.17) 이번 연구 결과 중 외기 농도

가 93.4±16.5 µg/m3으로 가장 높았던 날을 제외하

고 객실 내 PM2.5 농도가 이 수치를 초과하는 날은

없었다.

지하철 객실 내 PM2.5 농도는 이전 구간에서의 객

실 내 PM2.5 농도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외기 농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기의

PM2.5 농도가 높을수록 객실 내의 PM2.5 농도도 상

승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입자상 물질이

외부에서 유입됨에 따라 지하철 객실 내 PM2.5 농도

가 상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차가 지하에

위치한 역을 지날 때 지상에 위치한 역을 지날 때

보다 객실 내 PM2.5 농도가 높았다. 타이베이의 경

우 지하와 지상 역을 지날 때의 PM2.5의 평균 농도

가 각각 28 (11-48) µg/m3, 19 (3-47) µg/m3이었으

며, 지하 역 구간의 농도가 지상 구간 보다 높았으

며, 외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8) 지하 공간

은 그 특성 상 환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운행에 따

라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19) 또한 지하공간에

Fig. 1. Profiles of I/O ratio in cabin for 43 stations of Seoul metro line number 2. (a) I/O ratio in cabin with outdoor PM2.5

concentration (<20 µg/m3) (b) I/O ratio in cabin with high outdoor PM2.5 concentration (>20 µg/m3)

Table 2. Linear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in-cabin PM2.5 concentration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Outdoor PM2.5 concentration 0.045 0.010 <0.001 ***

The number of passenger -0.006 0.003 0.056

In-cabin PM2.5 concentration in previous section 0.897 0.021 <0.001 ***

Separation of platform and tunnel through screendoor 0.201 0.463 0.664

Whether station is ground or underground 0.851 0.344 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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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세먼지의 제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

기 때문에 지하역사 및 객실의 공기질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객실 내 PM2.5 농도를 외기 농도와의 비율로 나타

내어 I/O ratio로 나타내었을 때, I/O ratio는 뚜렷하

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외기 농도가 20 µg/m3

이하 일 때 I/O ratio는 1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크

게 변동하였다. 반면에 외기 농도가 20 µg/m3 이상

일 때 I/O ratio는 1보다 작았다. I/O ratio가 1을 초

과하는 경우는 해당 측정 시간 동안 객실 내부에

PM2.5 농도를 유의하게 상승시킬 발생원이 존재하거

나, 발생한 미세입자를 제거할 환기시스템이 작동하

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외기 농도가 높은 경우에 I/O ratio가 1보다 작은

것은 환기 시스템 가동을 통해 객실 내 공기질을 관

리하지만 객실의 농도를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하터널 내 PM의 상

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 터널 내 PM2.5 농도는 외

기 농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8)

외기 농도를 지하 터널 구간의 농도로 고려하였다.

특히 지하구간을 통과할 때 객실의 I/O ratio 대부분

이 1을 초과하였는데, 객실 내의 PM2.5가 지하터널

에서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객이 많

은 혼잡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 편수가 증가하여 지

하터널 내 먼지가 재비산하여 객실 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외선순환과 내선순환을 각각

5회 측정한 결과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일반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측정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

러나 객실의 PM2.5 농도의 관리에서 외기의 농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외기의 농

도가 높은 날에는 객실의 미세먼지농도가 외기에 비

해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 연구는

특정시간에 국한하여 측정하였다. 2호선 운행 편수

는 시간당 11.2편이었으며, 측정이 이루어진 16시부

터 18시의 지하철 운행 편수는 시간당 14.6편이었

다.20) 따라서 이번 연구의 대상은 비교적 혼잡한 시

간대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지하철 객실 내 PM2.5 농도는 외기 PM2.5 농도, 이

전 구간에서의 객실 내 PM2.5 농도, 역의 지상 또는

지하 여부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객

실 내 PM2.5 관리를 위해서는 외기를 고려한 접근법

이 필요하다. 특히 열차가 지하 터널 구간을 지날

때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관리체계의 개

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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