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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미세먼지 관리에 팔 걷어 붙였다 (데일리시사)

서울 지하철역에 초미세먼지(PM-2.5)까지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공

기청정기가 설치중이다. 2020년까지 역사 당 8~16개씩 4,432개를 설

치할 계획으로, 연내에 절반에 해당하는 2,040대를 127개 역에 설치

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277개 전 역사의 대합실과 전동

차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 840대를 설치 완료했다.

열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전동차 전용 미세먼지(pm10) 제거 필터를 올해 말까지 전 차량에 설

치할 예정이다. 신형 전동차에는 이산화탄소 감지 자동 환기 장치 및

공기질 개선 장치를 이미 설치했으며, 기존 전동차에도 올해부터 4년

간 연차적으로 설치 예정이다. (사진: 강남역 공기청정기)

부산전철∙SRT 지하역사 미세먼지 차단, 초대용량 공기청정기 실시 (전자신문, 2020.01.08.)

지하역사 공기오염도를 개선하기 위

해 부산교통공사·수서고속철도(SR)가

초대용량 공기청정기를 도입한다. 공

기 청정면적이 최소 80평형에서 최대

340평형에 달하는 초대용량 공기청

정기를 설치, 지하 역사 공기 청정 환

경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설 명절 이후에 1호

선 지하 역사 모든 역마다 80평형 공

기청정기 257대를 전면 설치·가동하

기로 했다. (사진: 1호선 자갈치역에

이미 설치한 이지렌탈의 대용량 공기

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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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가로 10㎝, 세로 13㎝ 크기

의 소형장비로 올해 전국 3천여개 점포에 설치된다.

관측장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세븐앱’에 연동시켜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

게 할 계획이다. (사진: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미세먼지 관측장비 설치

(한겨레, 2019.12.06.)

경동나비엔, 실내공기질 관리에 새로운 대안 제시 (중소기업투데이, 2019. 12. 10.)

경동나비엔이 환기와 공기청정 기능을

동시에 구현한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청정환기시스템을 활용하면 미세먼지는

물론 환기로만 처리가능한 라돈, 포름알

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나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의 관리도 한 번

에 해결할 수 있다. 프리필터, 전자 집진

필터, 탈취 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를 적

용, 여기에 천장의 디퓨저(공기가 배출되

는 배출구)를 통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의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어 기존처럼 각

공간마다 제품을 비치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기존 환기시스템을 교체하는 방

식으로 설치가 가능해 효율적으로 공간

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

만 설치에 제약도 따른다.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선보인 청정환기시스템은 2006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전열교환 방식의

환기장치가 설치된 곳, 즉 디퓨저(공기가

배출되는 환기구)가 있는 집만 적용이 가

능하다. 이전에 지어진 집의 경우는 에어

원 청정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

환기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진: 경동

나비엔 에어원 청정환기시스템)

필터 교체 비용은 위니아가 가장 저렴했

고, 사오미가 가장 비쌌다. 하루 7.2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전기요금은

쿠쿠가 가장 저렴했고 삼성이 가장 비쌌

다. 유해가스 제거 효율에서는 삼성과 샤

오미, 코웨이, LG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했다. 최대 풍량으로 작동했을 때 발생하

는 소음은 삼성, 샤프, 위니아, 위닉스, 코

웨이, 쿠쿠, LG 등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가격 ‘반전’, 샤오미 최고 비싸 (한국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공기청정기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제거 효율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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