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한국도로학회 논문집 · 제23권 제6호

Int. J. Highw. Eng. Vol. 23 No. 6 : 105-112  DECEMBER 2021

https://doi.org/10.7855/IJHE.2021.23.6.105

실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를 활용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기술 평가 연구

Evaluation of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Technology
Using Large-scale Environment Chambers

ABSTRACT 
PURPOSES : High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PM) are emitted or generated from vehicle emissions in urban roads with dense 
transient populations. To reduce the effect of PM emission on bus stop users at roadsides, a plan to reduce PM emitted from the roadside must 
be devised. In this study, an atmospheric environment at a roadside is simulated in a large-scale environment chamber, and a test for reducing 
PM around the bus stop is conducted by installing a bus stop adapted to a PM reduction system.

METHODS : Exhaust gas is injected into the experimental and reference chambers using diesel and gasoline vehicles for roadside air-
quality simulations. The two vehicles are operated in an idle state without an acceleration operation to emit exhaust gas uniformly, and the 
initial conditions are achieved by injecting car emissions for approximately 40 min. The initial condition is set to 1 ppm of NOx concentration 
in the environment chamber. Between the two environment chambers, a bus stop adapted to the PM reduction system is installed in the 
experimental chamber to conduct a PM reduction experiment pertaining to the air quality around the roadside. The experimental progress is 
set as the start time of the experiment based on the time at which the initial conditions are achieved; simultaneously, the PM reduction system 
in the experimental chamber is operated. After the simulation is commenced, the PM concentration, which changes over time, is measured 
using a high-resolution time-of-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er (HR-ToF-AMS) without additional injection of car emissions or pollutants. 
The HR-ToF-AMS measure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non-refractory PM1.0 (NR-PM1.0) in real time.

RESULTS : The NR-PM1.0 compound (organic aerosol (OA), NO3
-, SO4

2-) increases by 160% compared with the simulated initial 
concentration up to T90min in both environmental chambers; this is speculated to be due to secondary formation. The reference chamber 
indicates a slight decrease or a steady-state after T90min, whereas the experimental chamber indicates a gradually decrease as the experiment 
progresses. The bus stop adapted to the PM reduction system reduces the amount of black carbon in the experimental chamber by 37% at 
200 min. This implies that the PM emitted from the roadside is filtered via the PM reduction system installed at the bus stop, and cleaner air 
quality can be provided to passengers.

CONCLUSIONS : The PM reduction system evaluated in this study can be detached from and attached to the outdoor billboard of a bus 
stop. Since it adopts air filtration technology that uses a 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it can be maintained and managed easily. In 
addition, it can provide an atmospheric environment with reduced PM emission to passengers as well as provide a better air-quality condition 
to passengers waiting for public transportation near road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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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심지역의 초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2.5)는 

이동오염원과 관련된 오염원에서 기원(도로변 비산먼지, 

브레이크 분진, 배기가스 등)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다(Shi et al., 2001; Norawska et al., 2008; Avino et al., 

2016; Manigrasso et al., 2017). 도심지역의 이동오염원

은 도시생활권 사람들의 일상생활(통근 등)과 가장 밀접하

기 때문에 이동오염원에서 기원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은 

다른 오염원보다 높다(Park et al., 2021). 유동 인구가 밀

집된 도심 내부 도로변의 경우 이동오염원이 집중되어 많

은 양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되거나 생성되기 쉽다. 이렇게 

배출 또는 생성된 초미세먼지는 도로변 대기질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며, 이는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기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호흡기 질환들을 

발생시키기 쉬우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높아진다(Kumar et al., 2013; Xu et al., 2019). 

Rivas et al.(2020)은 유럽 도심지역 대기 중 PM<0.1μm의 수

농도 배출원 중 71~94%가 이동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

도로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

한 이용객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최소 

수분에서 최대 수십분 간 머물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객

은 도로에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하는 동안 이동오염원과 도로 비산먼지 등에 기원한 대기

오염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Moore et al., 2012). 

특히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 시 차량 브레이크에서 많

은 양의 자철석(magnetite)이 배출되고, 버스 이용객 탑승 

후 출발하며 많은 양의 배기가스를 배출한다(Belasco and 

Tan, 2016; Gonet et al., 2021). 그로 인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많은 양의 초미세먼지와 가스상 물

질(질소산화물(NO, NO2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노

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Dales et al., 2007; 

Khan et al., 2010).

버스정류장 이용객들이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

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초미

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로변 

초미세먼지의 저감 기술의 도입 대상은 매우 많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저감 기술 도입 시 경제적인 비용 낭

비와 불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

로변 버스정류장 등에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도입 시 정량

적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박태현 외 (2020)는 pilot scale 

스모그챔버를 이용하여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도로변 환경을 모사하고, 실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

버 제작과 저감기술 평가를 위한 환경 모사 방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평가를 위해 제작된 실

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에 도로변과 유사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장

착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장 주변 대기질의 

초미세먼지 저감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실증연구 센터에 조성된 실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

를 활용하여 초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장

착한 버스정류장으로 도로변과 유사한 대기 환경에서 초

미세먼지 저감 실험을 수행하였다.

2.1. 실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

본 연구에 사용된 실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는 ETFE 

(Ethylene Tetrafluoroethylene)막을 이용하여 제작되었

으며, 너비 11.4m, 깊이 11.4m, 높이 5.7m, 부피 581.8m3

(a) Design of the chamber

Fig. 1 The Large-scale Environment Chamber

(b) Photo of the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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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원통형의 실증 챔버 2개로 구성되었다(Fig. 1). 실증 

챔버에 사용된 ETFE막은 높은 강도와 방오성 및 충격에 

의한 파손시 보수가 용이하며, 태양광원 300~1000 nm 

파장 영역에서 약 89%의 투과율로 자연광원 스모그챔버

막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ahlteich et al., 2017; 

Lamnatou et al., 2018; 박태현 외, 2020). 2개의 실대

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는 각각 실험군(sample)과 대조군

(reference)으로 사용되며 두 챔버는 가운데 격벽으로 분

리되어 두 챔버 간 내부 공기의 교류를 차단하였다. 실험

군과 대조군 챔버 내 오염물질 측정을 위해 측정 실험동에 

분석 장비들을 설치하고, 두 챔버의 오염물질 농도의 변화

를 실시간 관측하였다.

실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 내 기상 조건은 각 챔버에 설

치된 3대의 공기 순환기와 온도조절기를 이용하여 챔버 내

부의 온도와 공기 순환을 제어하였다.

습도 조절이 필요할 경우 8대의 가습기를 이용하여 습

도를 조절할 수 있다. 실증 챔버 내 온도와 습도는 각 챔

버에 8개씩 설치된 온·습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

측된다.

2.2. 버스정류장 초미세먼지 저감 수직녹화시스템

버스정류장 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모듈

형 수직녹화시스템을 설치하였다(Fig. 2). 본 연구에 사용

된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은 공기여과방식과 녹화시설을 

적용하였으며, 공기여과기로 주변 공기를 흡입하여 HEPA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HEPA필터는 필터를 통과하는 공기 내 포함

된 0.3 μm 이상의 크기의 입자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필터로써, 미세입자가 제거된 환경을 필요로 하는 클린 룸

이나 일상생활에서 먼지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청소기 또

는 공기청정기 등에 활용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HEPA 필

터는 가로 250mm, 세로 250mm, 높이 10mm 크기의 넓은 

포집면적으로 많은 양의 공기를 여과시킬 수 있다.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는 HEPA필터를 1개를 이용하

는 공기여과기 2대로 구성되었으며, 공기여과기의 유량

은 125m3/hr로 2대의 공기여과기를 약 2.3시간 가동 시 

이론적으로 실증 챔버 내 부피를 모두 순환 및 정화시킬 

수 있다.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는 일반적인 버스정류장에

서 사용되는 옥외광고판 설치부에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

임을 설치하여 내부에 고정하였다. 설치된 초미세먼지 저

감 장치는 버스정류장 내측(도로변 방향) 공기를 흡입하여 

HEPA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제거한 후 다시 버스정류

장 내측으로 정화된 공기를 토출하도록 설계되었다.

2.3. 측정 방법

실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에서 포집된 시료는 측정실

험동에 설치된 실시간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

며, 분석에 사용된 장비와 분석 항목을 Table 1에 나타냈다.

가스상 물질(NO, NO2, NOx, SO2, O3)의 경우 두 대의 

장비를 양쪽 실증 챔버에 각각 할당하여 두 실증 챔버 내 

농도를 실시간으로 지속 관측하였으며, 입자상 물질(OA, 

NO3
-, SO4

2-, NH4
+, BC)의 경우 HR-TOF-AMS와 AE33를 

각 한 대의 장비를 3-way 밸브를 이용하여 3분 간격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교차 분석하였다.

2.3.1. 초미세먼지 (PM1.0) 내 화학적 성분

HR-ToF-AMS를 이용하여 실증 챔버 내 초미세먼지

(PM1.0)의 화학적 성분(OA, NO3
-, SO4

2-, NH4
+)을 분석

하였다. HR-ToF-AMS의 측정방법은 질량분석법(mass 

spectrometry)을 이용한다(Jayne et al., 2000; Jimenez 

et al., 2003; DeCarlo et al., 2006; Canagaratna et al., 

2007; Park et al., 2020). HR-ToF-AMS는 대기 중 시료를 

직경 100 μm pinhole을 통해 약 0.1 L/min으로 포집하고, Fig. 2 Air Cleaning System Installed in Bus Stop 

Instruments Measurement species
Sampling time

(second)

High Resolu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er
(HR-TOF-AMS)

Organics (OA)
Nitrate (NO3

-)
Sulfate (SO4

2-)
Ammonium (NH4

+)

60

Aethalometer (AE33) Black carbon (BC) 60

Serinus 40 NO, NO2, NOx 1

T100 SO2 1

T400 O3 1

Table 1. The Lists of Instruments for Measuring Particle and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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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역학적 렌즈를 통해 생성된 particle beam을 표면의 

온도가 600℃로 유지되는 기화기에 충돌시켜 내화성이 낮

은 미세입자(Non-Refractory PM1; NR-PM1)를 기회시킨

다. 기화된 미세입자는 HR-ToF-AMS의 이온화원인 필라

멘트에서 70eV로 방사된 전자와 충돌하며 이온화되고 비

행시간 질량분석기(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er) 

내에서 검출기(Multi-Channel Plate, Photonis, U.S.A)까

지 비행하는 시간과 세기를 검출하여 미세입자의 화학적 

성분 별 농도를 관측한다(Drewnick et al., 2005; DeCarlo 

et al., 2006; Lee et al., 2015; Park et al., 2020). 관측된 

자료는 Igor Pro (WaveMetrics, Inc.) 기반의 SeQUential 

Igor data RetRiEvaL(Squirrel version 1.65A)과 Peak 

Integration by Key Analysis(PIKA version 1.25A)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BC는 Aethalometer(AE33, Magee Scientific)로 분석

되었다. AE33는 2L/min으로 유입되는 시료를 내부 필터

에 포집시키고 필터에 빛을 조사하여 빛의 투과도를 관측

하여 BC를 측정한다. 필터에 포집된 시료는 7개의 파장에 

의해 광흡수가 이루어지는데 BC의 경우 880 nm 파장의 

값을 바탕으로 농도가 환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HR-ToF-

AMS와 AE33을 이용하여 PM1.0 내 화학적 성분(OA, 

NO3
-, SO4

2-, NH4
+, BC)을 분석시간 1분으로 관측하였다. 

2.3.2. 가스상 전구물질

실증 챔버 내 NO, NO2, NOx는 Serinus 40(Ecotech, 

Australia)를 사용하여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ce)

으로 분석되었다. SO2는 UV fluorescence분석법을 사용

하는 T100(Teledyne API, USA)으로 측정하였으며, O3는 

UV absorption 분석법을 사용하는 T400(Teledyne API, 

USA)으로 측정하였다.

2.4. 연구 구성

초미세먼지 저감 모듈형 수직녹화시스템을 평가하기 위

해 실대형 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에 도로변 주변의 대

기환경을 모사하였다(Fig. 3). 도로변 주변의 대기질 모사

는 경유와 휘발유를 유종으로 하는 차량 각 1대씩을 사용

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기가스를 주입하였다. 두 차량

에서 일정하게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별도의 가속페

달 조작 없이 아이들링 상태로 가동되었으며, 약 40여 분

간 배기가스를 주입하여 실험 초기 조건을 생성하였다. 실

험 초기 조건은 NOx 농도 기준 1 ppm으로 설정하였다. 

2개의 실증 챔버 중 실험군에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적

용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도로변 주변 대기질의 초미

세먼지 저감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초미세먼

지 저감 장치가 적용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지 않고 실험

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스모그

챔버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챔버막 표면에 발생된 정전기

에 의해 챔버 내 미세입자들이 챔버막 표면으로 부착되

는 wall-loss 현상이 발생하는데, 정확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의한 초미세먼지 저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all-

loss 보정이 필요하다(Trump et al., 2016; Wang et al., 

2018). 따라서, 초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대

조군 결과를 활용하여 실증 챔버 내에서 침적(deposition)

과 wall-loss에 의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보정하였다.

실험 진행은 실험 초기 조건이 생성되는 시점을 기준으

로 실험군 내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 가동과 함께 실험 시작

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실험 시작 후 별도의 배기가스나 

오염물질을 추가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감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추적관측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실증 챔버 내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

2개의 실증 챔버 중 실험군에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Fig. 3 Schematic of the Large-scale Environment Chamber Study. 

       The Car Emission was Injected into each Environment 

           Chamber and Sampled from the Environment Chamber.

Species
Case 1

Sample Reference

OA (μg/m3) 138.5 118.1

NO3
- (μg/m3) 2.6 2.2

SO4
2- (μg/m3) 0.3 0.3

BC (μg/m3) 36.0 23.0

NOx (ppmv) 3.21 4.28

Table 2.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Inside Chamber



109한국도로학회 논문집 · 제23권 제6호

적용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도로변 주변 대기질의 초

미세먼지 저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초기농도는 Table 2에 나타냈다.

초미세먼지 성분 중 OA, NO3
-, SO4

2-는 실험 경과시간 90

분까지 실험군과 대조군 챔버에서 초기농도 대비 약 160%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Fig. 4a, 4b). 이는 실

증 챔버 내 주입된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과 황화

합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 

VOCs)에 기원한 2차 입자상 물질(Secondary aerosol, 

SA)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Squizzato et al., 2013; 

Huang et al., 2014; Lim et al., 2016; Seinfeld and 

Pandis, 2016; 박태현 외, 2020). 

실험 경과시간 90분(T90min) 이후 실험군과 대조군 챔버

에서 서로 다른 NR-PM1.0의 경향성 변화가 관측되었다. 대

조군의 경우 약 160%(T90min)에서 약 130%(T150min)까지 감

소하다가 실험 종료(T200min) 기준 약 145 % 수준으로 유지

되었다(Fig. 4a). 하지만 실험군의 경우 약 160% (T90min)에

서 실험 종료(T200min) 시 약 75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관측되었다(Fig. 4b). 이는 실험군에 설치된 버

스정류장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양쪽 챔버에 주입된 

배기가스는 가스상 전구물질로 활용되어 주입된 가스상 

전구물질이 소진될 때까지 화학반응을 하며 SA를 생성한

다(Seinfeld and Pandis, 2016). 하지만 SA가 생성되는 동

안에도 wall-loss와 중력에 의한 침적이 계속적으로 이루

어진다(Trump et al., 2016; Wang et al., 2018). 그로 인해 

SA생성이 wall-loss 및 침적보다 많을 경우 챔버 내 NR-

PM1.0 농도가 상승할 수 있고, SA생성이 wall-loss 및 침적

과 비슷하거나 적을 경우 챔버 내 NR-PM1.0 농도는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경과시간 약 90분

까지 SA 생성이 우세하여 챔버 내 NR-PM1.0 농도를 상승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경과시간 약 90분 이후부터는 대조

군의 경우 SA생성이 wall-loss 및 침적과 평형상태보다 비

슷하거나 약간 적었기 때문에 실험 종료 시 130%로 관측

되었으며, 실험군의 경우 경과시간 약 90분 이후 wall-loss 

및 침적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초미세먼지 저

감 장치에 의해 챔버 내부의 공기가 여과되며 대조군보다 

추가적으로 NR-PM1.0 농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BC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실험 초기농도보다 농

도 상승이 관측되지 않았다(Fig. 4c). BC의 경우 NR-PM1.0 

성분들과 다르게 대기 중에서 2차 생성이 되지 않는 대표

적인 1차 오염물질이다(Cooke and Wilson, 1996; Briggs 

and Long, 2016). BC는 생체 소각, 에너지 생산, 내연기

관 등 연소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며, 본 연구에서는 도로변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사용된 차량에서 배출되었다. 대조

군의 BC는 실험 종료(T200min) 시 초기농도 대비 약 60%

로 감소하였으며, 실험군의 BC는 실험 종료 시 약 24%로 

감소하였다. 이는 도로변 대기질을 모사한 초기 조건 생성 

이후 추가적인 2차 생성 또는 주입이 없어서 대조군에서

는 wall-loss 및 침적만 일어나고 실험군에서는 wall-loss 

및 침적 외 추가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여과했기 

때문이다.

3.2. 미세먼지 저감 수직녹화시스템 적용 버스정류장의 

       초미세먼지 저감율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박태현 외, 

(a) NR-PM1.0 Compounds in the Reference Chamber

(b) NR-PM1.0 Compounds in the Sample Chamber

(c) BC in the Reference and Sample Chamber

Fig. 4 The Amount of Particle from Initial Condition Inside the 

          Environment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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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A, NO3
-, SO4

2-의 경우 Fig. 4와 같이 2차 생성

에 의한 농도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저감 효

율 평가를 위한 성분으로 적합하지 않다. BC는 직접 배출 

외 대기 중에서 2차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따

라서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측정된 BC를 분석하여 버스정

류장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효율을 정량 평가

하였다.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실험군 챔버의 경우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의해 저감될 뿐만 아니라 wall-loss 및 침적에 

의한 저감도 함께 발생한다. 하지만 대조군의 경우 wall-

loss 및 침적에 의한 농도 저감만 발생하기 때문에 대조군

에서 측정된 BC를 바탕으로 실험군의 wall-loss 및 침적

을 고려하여 보정 할 수 있다(Fig. 5). 대조군에서 도출된 

wall-loss와 침적을 고려하기 전의 실험군의 총 BC 저감

율(Total BC removal rate)은 약 76 %(T200min)로 분석되

었지만 wall-loss를 고려할 경우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의한 총 BC 저감율은 약 37 %(T200min)로 분석되었다(Fig. 

5). 버스정류장(초미세먼지 저감 장치 적용)이 설치된 실

험군은 T50min 기준 약 19.5%의 총 BC 저감율로 나타났으

며, T100min과 T150min에서 각각 약 30%와 35%의 총 BC 저

감율로 관측되었다(Fig. 5b). 이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초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실험군 내부의 초미세먼지를 저감

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험 시간이 경과할수록 총 BC 저감율의 증가 폭

이 점차 좁아지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를 BC 저감 효

율(BC removal efficiency)로 나타내었다(Fig. 5b). 실험 

시작 직후의 BC 저감 효율은 분당 0.4%로 관측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제거 효율이 감소하여 T200min기준 분당 

0.19%로 BC 저감 효율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BC 저감 효

율의 감소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공기 여과 효율 저

감이다.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사용되는 HEPA필터는 

공기 중의 미세입자를 물리적으로 필터링하여 제거하는

데, HEPA필터에 많은 양의 입자들이 포집되었거나 수분

에 의해 필터가 젖는 경우 압력 저하가 발생하여 HEPA필

터의 공기 여과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Gupta et al., 1993; 

Joubert et al., 2010; Godoy and Thomas, 2020). 따라

서 실험이 진행될수록 HEPA 필터의 공기 여과 효율이 낮

아졌을 경우 이는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효율 저하를 발

생시킨다.

두 번째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군 챔버 내 BC 농도

의 희석효과이다. 최초에 실험군에 주입된 BC는 36.0 

μg/m3이며, 이를 실험군 챔버 내부 용적으로 환산할 경

우 20944.8 μg/581.8m3이다. 이때 581.8m3 용적에 포함

된 20944.8 μg의 BC는 실험이 진행될수록 초미세먼지 저

감 장치에 의해 여과되어 점차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BC

의 총량이 줄어들더라도 실험군 챔버 내부 용적은 581.8m3

로 고정되어 있어서, BC를 포함하지 않은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의한 BC 희석효과가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이 진행되며 초기 농도 대비 상

대적으로 낮아진 BC 농도의 시료를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

는 125m3/hr의 일정한 유량으로 여과하기 때문에 BC 저

감 효율이 점차 낮게 계산될 수 있다.

4. 결론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평가를 위해 제작된 실대형 미세

먼지 실증 챔버 내 도로변과 유사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여 

초미세먼지 저감 모듈형 수직녹화시스템을 적용한 버스정

류장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장 주변 대기질의 초미세먼지 

저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초미세

먼지 저감 장치가 버스정류장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저감 

(a) Total BC Removal Rate for the Reference and the Sample

          Chamber without the Wall-loss Correction

(b) Total BC Removal Rate (left y-axis) and BC Removal Efficiency 

       (right y-axis) for the Sample Chamber with Wall-loss correction

Fig. 5. Total BC Removal Rate from Initial Condition about the 

           Air Filtering System which was Installed to the Bus Stop 

             Inside Sample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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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NR-PM1.0 성분(OA, NO3
-, SO4

2-)은 두 실증 챔버(실

험군, 대조군) 모두 T90min까지 모사된 초기 농도 대비 

160% 상승하였으며, 이는 SA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T90min 이후 대조군의 경우 소폭 감소하거나 평형

상태로 관측되었지만, 실험군의 경우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대조군의 경우 초미세먼지 

저감 기작이 wall-loss와 침적만으로 제한되지만, 실험

군의 경우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로 인해 추가적으로 농

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초기 주입된 BC는 실증 챔버 내에서 추가적인 2차 생

성 또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활

용한 도로변 초미세먼지 저감 평가 실험에 적합한 대기

오염물질로 판단된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는 실험군 챔버 내 초미세먼지(BC)를 T200min 

기준 37% 저감하였으며, 이는 도로변에서 발생한 초미

세먼지가 버스정류장으로 유입될 경우 버스정류장에 설

치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통해 여과되어 버스정류

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대기질을 제

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저감 효율은 실험이 진행될수

록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① HEPA필터 표면에 과량 포

집된 미세입자 또는 수분에 의해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

의 흡입압력이 저하되었거나, ② 고정된 챔버 부피(581.8 

m3) 대비 실험이 진행될수록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의

해 여과되는 초미세먼지(BC)의 총량(20944.8 μg)의 변

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는 버스정류

장 옥외광고판 설치부에 탈·부착이 가능하고, HEPA필터

를 이용하는 공기 여과 기술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단순 필

터 교체를 통해 유지·보수 및 관리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한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의 공기

를 흡입하여 여과된 공기를 이용객들이 체류하는 공간으

로 직접 배출하기 때문에 도로변보다 초미세먼지가 저감

된 대기 환경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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