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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was 

enacted in December 2006 due to the fact that the interest and demand of improving 

the air quality for citizen using public transportation have been increased. 

  Thus this research has considered what has influenced on the passenger cabin HVAC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customer service as we proceed the study for better 

indoor air quality inside of the train by developing the module of cleaning air system 

for pollutants of a car air.

1.서 론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송 분담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1호선이 개통된 후 지하철은 꾸준이 성장하여 현재 수도권 지하철 13개의 노선이 건설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의 1~4호선에서만 1일 평균 약4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이처럼 늘어나는 이용승객을 위한 차량내 공기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메트로에서는 객실 

공기질 측정 횟수를 연 4회로 늘리고 냉방장치 및 환기장치 정비점검을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객실환기장치를 승객혼잡도와 날씨, 계절적 특색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가동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차량공기청정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차량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공기청정 시스템 적용 효과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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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2호선에 운행중인 서울메트로 신조전동차량을 대상모델로 설정하였으며 

대상 운행차량의 계절별(여름, 가을)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토록 하였고, 차

량의 내부 구조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공기청정시스템을 천장의 적정한 위치에 맞게 개발하

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유해가스 제거 장치와 미세먼지 제거장치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 

모듈로 개발하여 공기청정기의 성능향상 및 관리의 편의성을 갖도록 연구기준을 정하였으며, 

개발품의 시험설치 운행시 냉방장치관련 공기조화장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평가 하였다.

2.1 도시철도차량 운전실 및 객실 공기질 특성

  도시철도차량내 공기질(CO₂)의 특성을 파악하기위하여 2호선 순환선을 대상으로 여름철

과 가을철 2번에 걸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출근 시간대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

도는 기준치인 비혼잡시 2,500ppm과 혼잡시 3,500ppm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선 탑승 승객 수에 따라 4,000ppm~5,000ppm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운전실의CO₂농도 또한 객실의 농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결과 분석을 보면, 객실 CO₂농도는 승객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승객수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세먼지 농도

는 계절별 영향보다는 측정일의 기상조건과 운행구간(터널, 교량, 외부)에 따라 영향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객실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구를 통해 실내공기가 배출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 차량의 가속과 감속에 의한 관성효과로 터널공기가 유입됨으로 차량내 

공기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PSD 설치 완료에 따른 터널내 미세먼지가 차량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객실내의 공기질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림 1. 전동차 객실단부에 설치된 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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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객실내 미세먼지 농도측정결과

  객실내 배기구에서 3일간 미세먼지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객실 미세먼지 평균농도(56.6㎍/m)에 비

하여 객실 배기구내 평균 농도는 95.8㎍/m 으로 객실 중앙부농도에 비하여 약69% 높게 관측되었

다. 따라서 터널내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객실 배기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연구내용

3.1 지능형 공기청정기 시스템 특성

공청정 시스기템은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 설치하여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및 유해가스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승객에 제공하는데 있다. 철도차량에 설치될 지능

형공기청정기 제품은 2중 전정 롤필터 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와 2개의 모터에 의해 

팬이 구동되며, 한쪽 부분에는 흡착제를 설치하여 유해가스 와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일정 

시간에 의해 자동으로 롤필터가 움직임으로 오염에 의한 필터 막힘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며, 

공기청정기 양쪽부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고 필터를 통한 정화작업을 할수 있도록 

설계 되있다.

   

그림 3. 지능형 공기 청정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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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단품 성능달성목표 시험방법

PM10 저감효율 90％ 이상 중량법, 챔버/풍동 시험

PM2.5 저감효율 70％ 이상 중량법, 챔버/풍동 시험

CO₂ 저감효율 90％ 이상 챔버법

HCHO, VOCs 저감효율 80％ 이상 챔버법

3.2 정전 필터

  기존의 섬유필터는 고효율을 얻기 위하여 섬유를 일정한 공간에 많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입자의 포집효율은 증가하나 압력강하가 커져 운전비용이 높아진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전기력을 이용하여 입자를 포집할 수 있는 정전필터를 사용함으로 일반섬유 필터

에 비해 압력강하가 낮으면서 집진 효율이 뛰어난 정전필터를 사용함으로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기준치인 비혼잡시 200㎍/m와 혼잡시 250㎍/m 기준에 따라 기존 

롤필터 구조를 2중롤 정전필터를 사용해 미세먼지(PM10)를 비혼잡시 (level 1)100㎍/m, 

혼잡시 (level 2)150㎍/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초미세입자(PM2.5)의 

경우, 목표효율을 단품기준으로 2.5마이크로 입자의 50%(개수농도기준)저감을 목표로 

하였다. 

표 1. 정전필터 성능 달성목표 값

3.3 유해가스 제거용 흡착제  

  도시철도차량내의 CO₂ 및 유해가스를 제거를 위하여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일부 개질을 

통한 흡착제를 만들어 공기청정기에 장착하여 철도차량내의 공기질을 향상에 노력하였다.

  제올라이트는 결정성 알루미나 실리케이트로서 단일 크기의 미세공극을 가지고 있어 친수성, 

극성분자에 대한 우수한 흡착성을 나타내며, 흡착제의 물리적 안정성 향상과 표면특성 개선

을 위하여 제올라이트에 이온교환법을 적용하여 개질하였다. 이온교환법은 활성물질 용액을 

지지체와 접촉시켜 담지 시키는 방법으로 지지체를 활성물질이 녹아 있는 용액과 접촉시켜 

활성물질을 지지체에 교환시키는 방법으로 LiOH 함침 제올라이트 흡착제와 제올라이트 

ZMS계 흡착제를 제조하였다. LiOH 함침 제올라이트는 기존의 흡착성능이 가장 우수한 5A 

제올라이트 보다도 풍량이 증가할수록 흡착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흡착성능 시험인 챔버

시험(30분 저감성능)을 통한 VOC 저감성능에서 91%, HCHO 저감성능 시험에서 91%의 

성능시험결과가 나와, 당초 목표기준치인 80% 보다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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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IOH와 제올라이트를 이용한CO2 흡착제 개발

3.4 검증

  Concept Design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동차 장착공간에 장착 가능한 Size로 간단하게 

Fan&Motor Ass'y와 Case를 조립한 Mock Up Sample을 제작하여 검증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Fan 목표풍량 300CMH에 필터 없이 305CMH, 필터 장차후 257CMHDML 성능

을 얻었으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챔버를 이용하여 공기청정화능력을 시험한 결과 

PM2.5~3.0 기준으로 약 80%의 청정능력의 효과 나타냈다. 초기 검토시 300CMH일때 80%

의 성능을 예측하였지만 풍량이 약 250CMH로 감소하여도 청정능력이 80%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5 적용

  신형 전동차 공기조화시스템(HVAC)은 지붕위에 설치된 2대의 냉방장치(Unit Cooling)가 

천정내에 설치된 2열의 에어덕트를 이용해 차가운 공기를 유도해 객실에 균등히 배분하는 

방식이며, 객실중앙부 리턴그릴로 순환공기를 유입하여 재공급하게 된다. 선선공기는 댐퍼

를 통해 들어와 냉방장치를 통해 에어닥트를 통해 객실로 들어오게 되어있으며, 배기는 단부

의 그릴로 배기 되도록 되어있고, 운행 중 관성 및 양압 발생으로 자연배기가 된다. 지능형 공기 

청정시스템 설치는 전동차량 내부를 조사 및 검토 하여 전동차 내부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장착할 수 있는 라인데리어부 빈공간 천장 중간부 폭 300mm 길이 800mm의 높이 150mm를 

설치공간으로 선정하였고, 그림5과 같이 리턴부에서 양쪽 단부 사이에 1대씩 2대를 설치하

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객실공기가 리턴그릴부로 순환시 리턴그릴에 평판필터에서 먼지 필터링

이 되고 있으며, 리턴부 필터 청소는 동절기 1달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하절기는 연속적

인 냉난방가동으로 리턴부 필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5일 주기로 청소시행을 하고 

있어 시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냉방가동시기 및 청소 주기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변동이 되고 있다)

표 2. 냉방가동 시기 및 필터청소 주기

구 분 냉방가동 시기 필터청소 주기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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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능형 공기청정기 시스템 전동차 설치 위치

3.6 지능형 공기 청정시스템 설치 효과

  공기청정시스템은 대형챔버 성능 시험결과 차량객실내 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에 약1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차량 적용시험 시 2~3개 정류장 통과 후 먼지제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객실내 하절기냉방 가동시 리턴부 1곳에서 감당하던 먼지필터링이 2대

의 공기청정기로 분산필터링 됨으로 상대적으로 리턴부의 먼지필터량이 감소되며, 에어콘 

증발기 냉각핀의 먼지 쌓임의 감소로 냉방효율이 증가되어 냉방장치의 성능향상이 기대되

고 쾌적한 객실환경제공으로 이용승객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

기청정시스템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및 리턴부 먼지필터링 감소에 따른 유지보수와 관련된 

연구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 개발로 지하철 차량의 오염물인 미세먼지, 유해가스(이산화탄소)

와 같은 승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을 제거함으로 이용승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목적지 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운영기관은 이용승객에게 보다 좋은 서비

스를 제공하고, 객실내의 공기질 개선으로 에어콘 필터의 정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공기청정시스템에 대한 철도차량 표준 규격KS R 에 의한 시험인증과 완성품의 

현차 시험으로 지능형 공기청정기 시스템의 성능평가 후 만족할 결과가 도출되면 환경부가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지하철,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환경기준의 선제적 

대응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하 절 기 4월 ~ 10월 15일 

동 절 기 3월 ~ 11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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