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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는 인체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도로변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을 위해 소형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대형차량의 운행으로 발행하는 미세먼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품

질의 보급형 센서를 탑재하여 경제성을 제고한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 차량은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측정 차량을 운행한 결과 도로변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키워드: 미세먼지 측정 차량(fine dust measurement vehicle), 모니터링 시스템(mor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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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중 

하나로 주요 원인으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한 배출가

스에서 미세먼지의 형태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의 따라 

지름이 10㎛ 이하(PM10)와 2.5㎛ 이하(PM2.5)로 나뉘며,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를 거쳐 몸속에 스며들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초과시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효율적인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

II. Preliminaries

2. Related works

2.1 국내 동향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성질환의 발생에 대한 국민

들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와 연구기관에서 

차량형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운영중에 있다. 이동형 측정 차량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며, 고정식 

대기 측정소가 없는 지역 중 대기질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악취측정 장비와 무인 포집 기능이 추가 탑재된 

차량이 미세먼지와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2]. 

한편, 현재 운행중인 차량형 측정장비는 대형차량의 운행으로 도로운

행에 제한적이며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대기질 측정 시 정차를 

해야 하며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3. 이동형 도로변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3.1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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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ad fine dust measurement vehicle and 

configuration diagram.

개발된 미세먼지 측정 차량은 K사의 소형차량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측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차별성을 두었으며, 보급형 

센서를 탑재하여 이동형 미세먼지 측정장치의 경제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차량운행 중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의 농도 측정이 가능하며 

이동속도 50㎞/h 이내의 속도에서 정차 측정 대비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Table 1에서는 미세먼지 측정 차량의 측정 센서 

사양을 나타내었다.

Item Value

Measurement method light scattering method

Measurement item
PM1.0, PM2.5, PM10

Temperature, humidity

Concentration detection limit 0.01㎍/㎥

Flow rate 0.5L/min

Error ± 5%

Response time 1sec

Data storage interval 6sec

Table 1. Performance of fine dust measuring device

3.2 안성시 미세먼지 모니터링 결과

실제 안성시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 측정소(안성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을 운행하며 측정된 결과를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결과와 비교하였다(Table 2). 그 결과 

건물 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 대비 최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등의 도로변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Date

Result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한국환경공단

PM2.5

(㎍/㎥)

PM10

(㎍/㎥)

PM2.5

(㎍/㎥)

PM10

(㎍/㎥)

PM2.5

(㎍/㎥)

PM10

(㎍/㎥)

21.6.01 

(11:00)
30 42 25 42 23 50

21.6.09 

(11:00)
41 55 26 46 30 57

21.6.17

(16:00)
13 23 6 14 10 24

21.6.22

(11:00)
28 21 16 31 16 31

21.6.25

(14:00)
20 28 16 28 11 23

Table 2. Comparison of fine dust measurement results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소형차량을 이용한 도로변 미세먼지 측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성시 내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이를 안성시 

미세먼지 측정소의 정보와 비교 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소형 미세먼지 

측정 차량은 즉각적인 도로상황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동형 도로변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에 데이터 표출 

시스템의 도입으로 보행자에게 미세먼지 취약지점인 도로변 및 대형차

량의 진입이 어려운 골목, 산업단지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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