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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7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다 (Yang, 2014). 이

를 영국에서 조사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하루 중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0.5~0.8시간 정도 많은 것을 의미한

다 (Briggs, 2003). 그리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하

루 시간 중 11% 정도를 학교에서 더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20; USNCES, 2019; OECD, 

2018; Paek, 2013).

초등학생은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고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위체중당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실내 

  1. 서     론

산업 및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 실내에 거

주하는 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Klepeis et al., 2001). 국

내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10대 연령 학생 집단

의 39.6%가 실내공간 (학교 및 학원 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Yang et al., 2009). 특히, 초등학생 (주

중: 14.0 (주택실내) + 8.0 (기타 실내환경)시간)의 경

우,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중학생 (12.5 + 9.5시간)

과는 비슷하고 고등학생 (9.8 + 12.1시간) 및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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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오염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18; Faustman et al., 2000; Landrigan, 1998). 

게다가 실내 공기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의 악화

는 낮은 농도에서도 만성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

에 대기오염물질보다 건강에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

다 (Park et al., 2017). 이와 더불어, 주요 오염물질의 

농도는 실외보다 실내에서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Park et al., 2019; Son et al., 2013; Lee 

and Chang, 2000). 이는 에너지 절감 등의 이유에 따

른 건물 밀폐 및 환기 부족 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

고, 이로 인하여 실내공기질은 더욱 악화되어 건물병

증후군 (sick building syndrome: SBS), 새집증후군 

(sick house syndrome: SHS), 복합화학물질과민증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MCS) 등을 유발시킨

다 (Oh et al., 2014b; Harada et al., 2010; Sohn et al., 

2006a). 그러나 조도 및 소음 등은 사람이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절히 잘 규제되고 있는 반

면에, 실내공기질은 사람마다 느끼는 민감도가 다르

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그 

관리 및 기술 개발이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Bae 

and Ji, 2013). 최근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PM)

로 인하여 실외 대기질에 대한 관심은 대국민적으로 

받고 있으나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질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비하다 (Jung et al., 2016).

실내 공기오염물질 중 PM, 오존 (O3), 이산화황 

(SO2), 이산화질소 (NO2)는 산화스트레스와 활성산소 

등을 생성하고, 알레르겐과 상호 작용 등을 통하여 천

식의 유발과 악화에 깊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Park et al., 2017; Kim et al., 2010). 이 중 독성, 알

레르기성, 발암성 유·무기물질들이 혼재된 PM이 학

교 내에서는 가장 위험한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Choi et al., 2006; Jones, 1999; Maroni et al., 1995), 그 

성분들의 함량 변화에 따라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은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Son et al., 2012).

미국 내 20개 대도시에서 대기오염물질과 건강 영

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 PM 농도가 증가할수

록 사망률 및 심폐질환에 의한 사망이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Samet et al., 2000). 국내의 경

우 2008년 인천과 제주지역 초등학교 학생 297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인천지역 학교에서 측정

한 PM과 이산화탄소 (CO2) 농도가 제주지역 학교보

다 높게 나타났고, 해당지역 학생들의 비염 증상 및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Yoo, 2016). 이는 높은 농

도의 대기오염에 장시간 노출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

화에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실내에서 PM10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µm보다 작은 먼지)과 PM2.5
 

(공기역학적 직경이 2.5 µm보다 작은 먼지) 농도의 증

가는 천식을 앓고 있는 소아의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

며, 특히 PM2.5의 경우에는 기도의 염증반응을 의미하

는 호기산화질소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Park et al., 2017; Koenig et al., 2005; Delfino 

et al., 2004). 이와 더불어 PM2.5는 상대적으로 고농도

의 발암성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74~94%가 

PM2.5에 집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내 

PM은 실내의 semi-VOCs와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

켜 실외 PM보다 더 독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20; USNASEM, 2016; Oeder et al., 

2012).

학교 교실 내의 CO2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농도

가 증가하면 학생들의 결석률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감각기능, 시험성적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Jung et al., 2014; Yang, 2014; Shendell et al., 2004; 

Meininghaus et al., 2003). 따라서, 학교 내 실내공기

질을 관리하는 것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우 중

요한 요소이며, 초등학생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환경취약 계층임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야 할 환경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Park 

et al., 2018).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은 학교 내의 재실자에게 상

당한 악영향을 미침으로 미국 환경보호청 (US Envi-

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학교 실내공기

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적 규제도 엄격

히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Jung et al., 2014; EPA, 

2000).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학교 내 공기 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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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부에서 2002년에 관련 법규

를 규정하였고 2006년부터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하였다 (MOE, 2019; Kim, 2016).

대기 중의 PM은 입경별로 다른 발생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입경 1 µm 이하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소과정

이나 가스상 물질의 입자상 물질로 전환에 의해서 생

성되고, 입경 1 µm 이상의 입자는 주로 토양, 해염, 꽃

가루 등의 자연적인 발생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Suh et al., 2014; Sienfeld and Pandis, 1998; 

Willeke and Whitby, 1975). PM은 입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미세입자가 조대입자보다 더 강한 독성학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naldson et 

al., 1998). 특히 입자의 크기가 0.1~1.0 µm일 때 100% 

폐포에 침착될 수 있기 때문에 PM10보다 더욱 유해하

다 (Ormstad, 2000).

실내의 PM 기원은 1) 실외 PM의 실내 유입, 2) 실

내에서 직접 발생, 3) 실내외에서 발생된 가스상 물질

의 PM으로의 전환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Park, 2018; Uhde and Salthammer, 2007; Meng et 

al., 2005). 그러나 실내 PM 오염에 미치는 기여도는 

환기율, 주변 대기 오염도, 재실자의 활동 형태, PM의 

공기역학적 직경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좌우된다 

(Jung et al., 2017; Choi, 2008). 학교 교실의 경우에는 

흡연, 난방기구 연소, 조리와 같은 실내 발생원이 없기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주변 대기 오염도 

및 재실자의 활동 형태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실내 PM으로부터 취약군인 

초등학생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현재까지 국내

의 초등학교에서 측정된 PM 관련 논문들을 집중적으

로 수집하여 그 결과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DBpia, Earticle, Google scholar, KCI, Kiss, KMBASE, 

KOREASCHOLAR, KoreaScience, MDPI, NCBI, 

NDSL, PubMed, Researchgate, ScienceDirect, Semantic 

Scholar, Wiley Online Library 등을 통하여 2006년도 

이후부터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집 및 정리

하였다. 이때 주요 키워드는 “particulate matter (PM, 

입자상 물질)”,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indoor 

air quality (실내공기질), “student (학생)”, “classroom 

(교실)” 등이었다. 본 총설 안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의 동향, 국내 학교 내 공기질의 실태, 학교 내 

PM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재실자, 교실용도 

및 높이, 건축연도, 실내 환경 요인, 실외 환경 요인), 

실내공기질의 개선 방안, 현재까지 연구들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하였다.

  2.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의 동향  

국내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분야 (대기

환경, 기계설비, 작업환경, 건축환경)의 연구진들에 의

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Bae and Ji, 2013; Lee and Kim, 2004; Sohn, 1994). 초

기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하공간에서 

발생되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

라 1989년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가 설정되었

고, 1996년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

가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법”이 제정되었다 (Bae and Ji, 2013). 이후 보다 체계

적인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17

개 시설군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2003년에 공포하고 2004년부

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실내공기질 관

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현재 제명을 “실내공

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해서 시행 중이다 (Bae and Ji, 

2013; Kim et al., 2008). 그러나 이 법에서는 도서관, 

지하역사, 의료기관 등의 25개 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생활

하는 학교시설은 배제되어 있다 (Jang et al., 2006).

현재 국내의 실내공기질 관련 규정은 위에서 언급

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이외에도, 보건복지

부의 “공중이용시설 공중위생관리법”, 고용노동부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교육부의 “학교 보건법 시행

규칙” 등이 있다. 이 중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은 

1967년 “학교의 시설기준”을 시작으로 1997년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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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실내

온도, 냉방온도, 습도, 소음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

었고, 2002년에 상기 내용에 실내 공기 중의 이산화

탄소 및 PM10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Kim, 2016). 

이후 2006년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후 현

재 PM (PM10, PM2.5), CO2, 폼알데하이드 (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s), 총부유세균 (TBC: 

total bacteria counter),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adon), 오존 (O3), 진드기 (Dust mite), 

석면 (Asbestos) 등 총 17개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 (MOE, 2019). 한편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

이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을 지침 (guideline)으로 하

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법 (standard)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보건법”은 다른 부처

의 법규 및 일본의 법규에 비해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 1) (Yang, 2014).

  3. 국내 학교 내 실내공기질의 실태

학교 교실 내의 PM 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에서는 2005년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

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PM2.5 및 PM10 농도 측정 결과

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보면 PM2.5 및 

PM10 평균 농도의 범위는 각각 4~60 µg/m3, 12~186 

µg/m3였고, PM10 중 PM2.5의 비율은 0.3~0.61이었다. 

또한 동일한 학교 안에서도 측정된 PM 농도 범위도 

상당히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의 

입지적인 특성, 외부환경, 실내환경, 재실자 수 및 활

동도 등에 따라서 PM2.5 및 PM10의 농도 및 PM2.5/

PM10비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Jung et al. (2014)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

안 수원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110곳을 대상으로 

PM10의 연도별, 월별, 주변 환경적 특성에 따른 초등

학교 내의 PM10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2년 동

안 해당 학교의 평균 PM10 농도는 51 µg/m3로서 측정 

당시의 기준이었던 100 µg/m3 (학교보건법)을 초과하

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ung et al. 

(2014)의 실험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동안

에만 샘플링이 진행되었음으로 인하여 재비산에 의

한 PM10의 농도의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Kang et al. (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화산단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학교 10군데에서 측정한 실내의 

PM10 및 PM2.5 농도 범위는 16~90 및 5~29 µg/m3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8)이 영월군 소재의 초등학

교 19곳을 대상으로 실내 PM10 및 PM2.5 농도를 측정

한 결과, 대상 학교 교실 내의 농도는 12와 4 µg/m3였

다. 그 논문 안에서 Park et al. (2018)은 측정된 농도를 

Table 1. Indoor air quality standards in Korea.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M2.5
 (µg/m3) 35 35~50 50 -

PM10
 (µg/m3) 75 75~200 100 150

CO2
 (ppm) 1000 1000 1000 1000

HCHO (µg/m3) 80 80~100 100 120
Total microbial count (CFU/m3) 800 800 800 -

Airborne microorganism (CFU/m3) 10 - - -

CO (ppm) 10 10~25 10 25
NO2

 (ppm) 0.05 0.05~0.3 0.1 -

Radon (pCi/L) 4 4 4 -

VOCs (µg/m3) 400 400~1000 500 -

Asbestos (ea/cc) 0.01 - - -

O3
 (ppm) 0.06 - - -

Mite (CFU/m3)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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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ntrations and sampling methods of particulate matter in various schools.

Sampling site Number of 
school Sampling period School level Target  

contents
Mean 

(µg/m3)
Range (SD) 

(µg/m3) PM2.5/PM10 Sampling method Ref.

Suwon 110 2011.03~2012.12 ES PM10 51 12~95 Indoor: AM510 (Light scattering) Jung et al., 2014

Sihwa 10 2013.03~2013.12 ES, MS, HS, U PM10 31a - IQ-610Xtra (Light scattering) Kang et al., 2014
23b -

PM2.5 14a - 0.45
14b - 0.61

Gyeongsangnam-do 1 2014.03 U TSP 96 10 Indoor & outdoor: 8 stage non-viable  
cascade impactor (Gravimetry)

Suh et al., 2014
PM10 91 -

PM2.5 55 - 0.60

Yeongwol 19 2016.12 ES PM10 12 - Indoor: METONE-831  

(Light scattering)
Park et al., 2018

PM2.5 4 - 0.33

Incheon 10 2005.05~2005.06 ES, MS, HS PM10 184 113~287 Indoor & outdoor: Grimm aerosol  
monitor (Light scattering)

Choi, 2008
PM2.5 56 25~124 0.30
PM1 41 16~98

Incheon 10 - ES, MS, HS PM10 186 119~287 Indoor & outdoor: Grimm aerosol  
monitor (Light scattering)

Kim et al., 2006b
PM2.5 60 25~124 0.32
PM1 43 17~98

Ulsan 155 2008.05~2008.12 ES, MS, HS PM10 74 0.4~219 (39) Indoor: LD-3B (Light scattering) Jung et al., 2010

Gyeonggi-do 440 2009.03~2012.11 ES PM10 57 12~163 (27) Indoor: AM510 (Light scattering) Jung et al., 2015
MS 60 11~170 (32)
HS 55 16~146 (26)

Seoul 116 2013.09~2013.11 ES PM10 44 20~69 (11) Indoor: MiniVol portable air sampler  

(Gravimetry)
Yang et al., 2015

- 34 2017.11~2018.05 ES PM10 36 4~121 Indoor & outdoor: Grimm aerosol  
monitor (Light scattering),  
MiniVol, size-selective air sampler  

(Gravimetry)

Park et al., 2020
PM2.5 19 1~76 0.53

- 80 2006.10~2006.12 ES PM10 88 10~358 (54) - Kim et al., 2006a

- 1 2004.07~2004.12 KG PM10 95 26~216 (50) Indoor: MiniVol portable air sampler  

(Gravimetry)
Yang et al., 2009

7 ES 78 7~294 (46)
6 MS 83 16~270 (51)
7 HS 86 26~221 (44) 　

KG: kindergarten; ES: elementary school; MS: middle school; HS: high school; U: university; SD: standard deviation; aIndustrial inside; bIndustrial outside



                    손윤석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 36 권 제 2 호

158

기존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과 메타분석을 통하여 비

교해 보았는데, 그 결과 기존에 다른 지역의 학교에

서 측정된 결과에 비해서 PM10은 7배, PM2.5는 12배 

정도 낮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전에 다

른 지역에서 조사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낮게 나온 

이유를 조사 기간이 겨울철이어서 창문 등을 통한 외

부 유입이 적었고 다른 지역의 학교에 비해 학급 인

원수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Jung et al. (2015)에 의하여 경기도 지역의 44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일부 학교의 

PM10 농도가 그 당시의 학교보건법의 교사안 유지기

준 (100 µg/m3)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8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 

(2010)의 연구에서도 전체 대상 학교 중 27.2%가 동

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Choi 

(2008)와 Kim et al. (2006)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에서

는 10개 대상 학교 중 7개가 측정 당시의 다중이용시

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PM10: 150 µg/m3)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개 학교 모두에서 학교보건

법의 교사안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PM2.5의 경우 10개 학교 모두 미

국 환경청 (EPA)의 연평균 (15 µg/m3) 기준을 초과하

였으며, 그중 3개 학교는 일평균 (65 µg/m3) 기준을 초

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흡입 시 폐와 혈중까지 

침투가 가능하여 그 유해성이 매우 크다고 발표했다 

(Kim et al., 2006). 이와 더불어, Choi (2008)의 결과에 

따르면 I/O ratio가 PM10의 경우 평균 2.7로 실내 

PM10 농도가 실외 농도보다 확연히 높았지만, PM2.5

와 PM1의 경우에는 각각 0.8~1.6 및 0.7~1.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

다. 또한, 대학 강의실에서 측정된 결과에서 강의실 

내의 PM10 및 PM2.5의 농도는 각각 91 및 55 µg/m3로, 

이는 실외 농도와 비교할 때 대략적으로 1.3~1.5배 

정도 높은 값이다 (Suh et al., 2014). 

위와 같이 실내 PM10의 농도가 실외보다 높았다는 

것은 실내에 PM10 발생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교실 내 조대입자 (PM2.5 - PM10)는 주로 내

부 발생원에 의해서 형성되고, 반대로 미세입자 

(<PM2.5)는 외부 발생원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의 학교 관련 시설에서 측정된 

기존에 연구자료들을 비교해 볼 때, PM10의 농도들

은 측정 당시의 기준에는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새롭게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농도 (75 µg/

m3)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수의 학교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

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4. 영향 인자

4. 1  재실자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교실 내의 PM 농도

와 학생 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교실은 다른 

실내 공간에 비해 동일면적당 재실 중인 학생 수가 

많아 실내공기질이 열악한 상태이다 (Park et al. , 

2018; Shaughnessy et al., 2006; BraniŠ et al., 2005). 영

월 소재 초등학교에서 수행된 결과에 따르면, 측정된 

PM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영월 소재 전체 초등학교 중 50% 이

상의 학교가 한 학급당 5명 이하로 이루어져 있어 학

생들의 활동으로 인한 발생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었

고, 실제로 재실 학생 수와 PM 농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k et al., 

2018). 또한, 교실 내 CO2 농도는 PM 또는 총부유세

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Jung et al., 2016, 2010; Yang et al., 

2015; Fromme et al., 2007). 이는 학생들의 활동도 및 

수가 교실 내의 PM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PM10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적 요인 

(건축연도, 학급평균인원, 온도, 습도 등)과의 단계선

택 중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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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을 갖는 독립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et al., 2014). 이는 학교 내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재실자 (학

생 등)의 생활 패턴과 같은 활동도가 학교 실내 PM10

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

울 안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M10의 실내외 농도비 (indoor/outdoor concentra-

tion ratio: I/O ratio)는 1 이상으로 나왔고, 학교 실내

외 PM10의 결정계수 (r2)를 산정한 결과 0.53~0.67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ang et al., 

2015). 이는 학교 실내 PM10은 외부 대기질과 내부 

발생원에 모두 영향을 받지만 내부 발생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추이를 동시에 분석

한 결과, 시간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가 

실외보다 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동폭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혀냈고,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농도의 변이 

차이는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i, 2008). 게

다가 학생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쉬는 시간 및 청소 

시간에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확연히 증가하다가 수

업 시간에는 감소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볼 수 있었

다. 게다가, 실내 PM2.5/PM10 값을 학생들의 활동도로 

비교해 본 결과, 활동도가 낮을 때 PM2.5/PM10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i, 2008). 이는 

재실자의 활동도는 PM2.5와 같은 미세입자 (<PM2.5)

보다는 거대입자 (PM2.5 - PM10)의 농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담배 연기 및 취

사 등의 연소가 없는 학교 교실 내에서는 PM2.5 - 

PM10 영역의 거대입자는 재실자의 활동과 상관관계

가 크다 (BraniŠ et al., 2005; Luoma and Batterman, 

2001). 이와 더불어 PM은 사람 자체에서도 발생된다 

(Park, 2018; Fadeyi et al., 2013). 사람의 피부는 분당 

20만에서 60만 개의 피부 조직이 벗겨져 공기 중에 

배출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비교적 큰 입자인 PM10

에 해당된다 (Park, 2018; NASEM, 2016; Pham et al., 

2015).

학교 실내의 PM 농도는 학생들의 활동 및 특성 등

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된다.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

지는 재실자의 활동에 의해서 실내에서 재비산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Partti-Pellinen et al., 2000). 실제로 

학생들이 교실에 가득 차면 PM10과 PM2.5가 각각 9%

와 7% 상승한다고 하였고 이는 실내 재실자가 많을

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Park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보고됐다 (Lee et al., 

2013). 게다가, 학교 내의 PM10의 농도는 청소, 체육

활동, 등하교 시 외부로부터의 유입과 같은 학생들의 

활동도에 따라서도 좌우되고,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들의 학년 (Academic grade)에 따라서도 PM 농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hn et al., 2006a; 

Jung et al., 2005; Poupard et al., 2005). 또한, Yang et 

al. (2005)의 연구에 따르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PM10의 농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는 

학생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재비산되는 PM10의 농도

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Jung et al. (2010)의 연구에 따

르면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교 (69 µg/m3, 21.9%) 교실 

내의 미세먼지 농도 및 기준 초과율이 중학교 (67 µg/

m3, 14.6%) 및 고등학교 (63 µg/m3, 16.6%)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연구에

서는 재실자의 수가 같아도 신체활동의 정도에 따라 

거대입자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Choi et al., 2006),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실내 PM2.5

와 PM10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Park 

et al., 2020). 이와 달리, Jung et al. (2014)은 수원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급 평균 인원과 실내 PM10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특별한 상관성을 확인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학교 실내외의 환경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학급 인원수만을 변화시키

면서 실험이 진행되어야만 그 상관성을 찾을 수 있지

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학급 

인원수가 실내 PM10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환기 

및 주변 외기의 오염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학교 내 실내 PM10 농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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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활

동도가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 농도와 초과율이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에 청소 및 환기 등을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의 경우, 청소 활동을 통하여 실내의 미세먼지

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Suh et al., 2014),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 시 PM10의 재비산으로 인하여 

청소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실내의 PM10 농도가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크게 영향을 받는 

입자의 크기는 PM2.5 - PM10 영역의 거대입자이다 

(Choi et al., 2006). 또한, 청소 활동으로 인해 비산 또

는 감소되는 PM10의 농도 수준은 청소하는 방법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 2011). 

따라서 청소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환기가 필수적으

로 수행되어야 하며, 실내에 존재하는 PM의 재비산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소 방법이 강구되고 실행되어

야 한다.

4. 2  교실 용도 및 높이

울산지역의 155개 학교 내의 일반 교실 및 특별실 

(과학실험실, 컴퓨터실)의 PM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일반 교실 (71 

µg/m3)이 특별실 (57 µg/m3)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PM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Jung et al. , 

2010). 이와 유사한 결과는 Yang et al. (2015)의 연구

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일반 교실 (44 µg/m3)에서 측

정된 PM10의 농도가 특별실 (41 µg/m3)에서 측정된 

값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실과 특별

실을 대상으로 PM10의 농도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

도 모든 등급의 학교 교실에서 농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교실이 특별실보다 조금 높은 농도를 나타내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Jung et al., 2015). 이는 일반적

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수업을 일반교실

에서 받고, 과학수업이나 컴퓨터 관련 수업을 받을 

때만 특별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

의 사용빈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건물 안에 

다양한 장소에서 TSP의 평균 농도를 측정한 결과, 복

도 (103 µg/m3), 강의실 (96 µg/m3), 실험실 (85 µg/m3), 

식당 (36 µg/m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uh et al., 

2014). 이때 실외의 평균 농도는 65 µg/m3로서, I/O 

ratio를 계산하면 식당을 제외한 모든 대상 실내 장소

에서 실내 TSP의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대학 내의 장소에서 

TSP를 측정하여도 각 지점의 입경범위별 최대 농도

는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고, 입경분포 형태도 실외 

(일반적으로 대기 입자의 입경분포는 이산형 (Bimo-

dal) 분포를 띰)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실내 PM 발생원과 환

기 여부 및 청소 상태 등이 실내 PM 농도 및 입경분

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동일한 교실 내에서 측정 위치에 

따른 PM 농도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바닥에서 측정

한 PM 농도가 1.7 m 높이에서 측정한 PM 값보다 높

게 나왔다 (Park et al., 2018). 이는 초등학생과 성인이 

동일한 실내 공간 안에 머물러도 초등학생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교실 내에 존재하는 실내 공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

도는 교실의 용도 및 물리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서도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실 내 공

기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용도에 따른 다양한 관리 방법 및 가이드라인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내의 환기를 보다 효

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재실자 수, 사용빈도, 교

실 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환기 및 저감방안의 

수립 등이 요구된다 (Jung et al., 2015). 또한, 공기청

정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설치 위치 및 

높이 등이 그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발히 진행하여 저비

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요구된다.

4. 3  건축연도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오염물질 중 VOCs 및 alde-

hyde류는 오래된 건물보다 신축건물에서 더 많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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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며 (Kang et al., 2016; Yang et al., 2015, 2009; 

Jeung and Choi, 2007), 이는 건축연도가 경과할수록 

자재 및 가구 등에서 방출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의 그 농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미세먼

지의 경우에는 건축연도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

려 건물 및 가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건축연도가 

경과할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ang et 

al., 2014; Lee et al., 2013, 2010; Son et al., 2006b). 국

내의 55개 보육시설,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건

축연도에 따른 CO, CO2, PM10, TBC, TVOCs, HCHO

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CO, TVOCs, HCHO는 1년 

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된 건물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PM10 등은 건축연도

에 따른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Yang et al., 

2009). Jung et al. (2014)도 건축연도와 실내 PM10 농

도와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학교 건축물

의 노후화에 따른 실내 공기 오염도를 비교한 결과에

서도 볼 수 있었는데, 노후화에 따른 뚜렷한 실내 

PM10의 농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Sohn et al., 

2006a). 그러나 일부 논문에서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

나기도 했다. Kang et al. (2014)이 학교 실내의 PM10

과 PM2.5 농도를 건축연도 3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

누어 분석한 결과, 3년 이후가 3년 이내보다 PM10의 

경우 평균 46%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PM2.5의 경우에는 그 차이

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내에 특별한 발생원이 없

을 경우 재실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거대입자 (PM2.5 - 

PM10)의 농도가 증가하는 반면, PM2.5의 농도는 학교 

주변 대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Choi, 2008). 따

라서,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창문과 벽의 틈으

로 인하여 실내 PM2.5의 농도는 거대입자에 비해 주

변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Liu 

et al., 2003; Mosley et al., 2001; Thornbyrg et al., 

2001). 그러나 이와 같은 건축연도에 따른 실내 PM2.5

와 PM10의 기여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보다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집중적으

로 수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4. 4  실내 환경 요인

미세먼지는 실내의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Jung et al., 2010).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

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PM

은 음의 상관관계를 formaldehyde는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Lee et al., 2013). 이는 추운 겨울에는 낮

은 온도로 인하여 환기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하여 실

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이와 달리 유아교육기관에서 수행한 결과에 따르

면 PM10은 온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PM2.5
 (r = 0.373)와 PM1

 (r = 0.416)의 경우 습도와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Choi et al., 

2006). 이와 더불어 PM10은 CO2와도 비교적 큰 상관

성 (r = 0.67)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 뮌

헨의 64개 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상대습도

와 CO2가 10% 및 100 ppm 증가할 때마다 PM2.5는 각

각 1.7 µg/m3 및 2.8 µg/m3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Fromme et al., 2007).

4. 5  외부 환경 요인

기존에 수행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의 PM10 농도는 계절에 따라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et al., 2015; Kang et al., 

2014, Yang et al., 2009; Son et al., 2008). 또한, 월별에 

따른 초등학교 내의 PM10 농도를 분석하였지만, 계절

에 따른 특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et al., 

2014). 그러나 온도가 높은 여름철의 경우 I/O ratio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냉방기 작동으로 인하여 자연

환기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게다가 여름의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가동시키는데, 이를 효율

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창문 등을 모두 밀폐시킴

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고,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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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재실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재비산되어 나타

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Kang et al. 

(2014)의 결과에 따르면 PM10과 PM2.5의 봄 (1.26, 

0.90), 가을철 (0.92, 0.85)의 I/O ratio가 여름철 (0.51, 

0.37)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 및 일부 자료의 특이성 (예, 연

구 수행기간 중 여름철 PM10과 PM2.5의 실외 대기질 

농도가 봄철과 가을철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높음)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 수행

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PM 농도는 황사 시 외기

의 유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08). 미국의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실내 PM2.5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발생원의 공헌도는 계절에 따라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차오염물질이 (secondary pollut-

ant)이 가장 크다고 발표했다 (Carrion-Matta et al., 

2019).

산업단지 등의 주변환경이 학교 실내공기질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Kang et al. (2014)은 시

화산단 내와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실내공기질을 평

가하였다. 그 결과, 산단 내외의 대기 중 PM10과 

PM2.5의 농도의 차이는 10% 내외로 비슷했지만, 산단 

내에 위치한 교내의 PM10 농도 (31 µg/m3)는 산단 외

에 위치한 교내의 PM10 농도 (23 µg/m3)보다 약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분석을 

PM2.5를 대상으로 수행했을 때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한 영월

지역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PM10과 PM2.5 모두에서 

학교주변의 발생원 존재에 따른 학교 실내의 농도차

이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Park et al., 2018). 

그리고 이는 겨울철 영월의 경우에는 실외 발생원에 

의한 영향보다는 실내 발생원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이 논문에서는 실내 

PM10 중 PM2.5의 비율을 산정했는데, 그 결과 외부 

발생원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PM2.5/PM10 ratio가 

0.4 미만으로 나타났고, 이는 영월 초등학교 내의 미

세먼지의 경우 그 발생원이 실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하는데, Choi 

(2008)에 따르면 학교 주변의 대기 오염원이 존재할 

경우 교실 내부의 PM2.5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이 경우 외부 오염

원으로는 매립지와 공단지역을 주목했다. 게다가 이

들의 연구에서는 PM의 크기에 따른 실내외 농도 사

이의 r2를 산정했는데,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

은 PM2.5
 (0.903), PM1

 (0.924)이 흡인성먼지 (0.213)와 

PM10
 (0.474)보다 회귀모델로 더 잘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PM2.5와 PM1이 실

내외의 농도 차이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수행한 Choi et al. 

(2006)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내 

PM10, PM2.5, PM1과 실외의 PM10 농도를 비교한 결

과 PM2.5
 (r = 0.95)와 PM1

 (r = 0.94)은 실외 PM10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PM10
 (r = 0.84)은 상대적

으로 더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Park et al. (2020)의 연구에서도 실내외 PM2.5와 

PM10 사이의 r은 각각 0.51과 0.09로서 PM2.5는 실내

외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만 PM10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에서 이와 같이 상관성이 낮아지는 이유

는 실험기간 동안의 공기청정기의 가동에 의한 것으

로 확인됐다. 실제로 공기청정기 가동 시 (PM2.5: 

r = 0.52, PM10: r = 0.06)보다 미가동 시의 실내외 공

기질의 상관성 (PM2.5: 0.78, PM10: 0.49)이 크게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전히 PM2.5의 상관성

이 PM10의 상관성보다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실내 PM2.5와 PM1의 경우 대부분 학교 

주변 대기 오염원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Kim et al., 2006). 울산지역에서 측정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공단지역 내 학

교 내 미세먼지 농도 (70 µg/m3)가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 내 미세먼지 (53 µg/m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지기준 초

과율 (23%)도 높아 학교 내 미세먼지 농도는 주변 공



국내 초등학교 내 입자상 물질 및 영향 요인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6, No. 2, April 2020, pp. 153-170

163

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 

지역에 위치한 학교 교실 내의 PM2.5 및 PM10 농도는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 교실 내의 농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rk et al., 2020). 

또한, Roosbroeck et al. (2007)은 도로변과 인접한 학

교와 멀리 떨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개인 노

출평가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 도로변에 인접한 위치

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들의 개인 노출 농도 (soot: 

37%, NOx: 37%)가 멀리 떨어진 학교의 학생들의 결

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빌딩, 산, 도로

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했

을 때, 그 결과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교실 내 PM10 

농도가 산이나 빌딩에 둘러싸인 학교 내 PM10 농도

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산이

나 빌딩이 대기 오염물질 흐름의 장벽 역할을 해서 

산이나 빌딩에 둘러싸인 학교의 외기 농도가 높기 때

문이라고 보고했고, 이때 실제로 그들이 학교 외부에

서 측정한 PM10 농도는 주변의 AQMS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높았던 것

으로 알려졌다 (Yang et al., 2015). 그러나 동일한 연구 

그룹에 의해서 수행된 이전의 논문에서는 실내 PM2.5

와 PM10의 농도는 측정 장소 주변에 교통량이 많고 

교통체증이 자주 생기는 도로가 존재하면 그 영향을 

받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h et al. , 

2014a). 즉, 도로는 대표적인 공기오염물질 배출원이

지만 도로의 크기, 교통량, 개방성, 지형, 풍향 및 풍속 

등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

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저감 방안

실내 공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 실내 공기오염물

질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2) 배관이나 

냉난방공조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3) 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filter와 

같이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Park et al., 2017; Cha, 2011). HEPA filter를 사용하면 

실내 PM 농도가 약 25%~50%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

다 (Butz et al., 2011). HEPA filter의 경우, 공기를 통한 

감염 관리에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어 현재 전 세

계의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Bae and Ji, 2013). 

그러나 HEPA filter와 같은 고성능 필터의 경우 압력

손실로 인한 환기에너지 비용의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필터의 구입비용, 교체를 

위한 인건비, 사용 기간이 끝난 필터에 대한 폐기 비

용 및 방법 등의 문제점들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정전필터, 플라즈마와 같은 기술들이 소개 및 

사용되고 있고 이들에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존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Bae and Ji, 2013). 특히, 

다양한 연구 논문들에서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을 제

거하기 위한 미래의 filter 기술의 발전 방향을 PM2.5 

및 나노입자를 줄이기 위한 고성능화와 운전에너지

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에너지 기술로 뽑고 있다 (Son 

et al., 2016; Bae and Ji, 2013). 또한, 실내에서 발생되

는 거대입자의 경우에는 실내 활동도에 의한 기여도

가 크므로 그 발생원을 직접적으로 저감시켜야 된다. 

그 방법으로는 백묵 사용, 칠판지우개의 청소 방법, 

바닥 청소 상태, 청소 방식, dust mat 사용 등의 개선

이 요구되어진다 (Jung et al., 2010; Choi, 2008).

실내 공기오염물질로부터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기와 공기청정기가 동시에 적절히 가동되

는 것이 중요하다 (Oh et al., 2014a). 2017년 5월 기준

으로 국내 초중고 교실 안의 공기청정기 설치율은 

26%였고 (Park, 2019), 현재 순차적으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지자체 등

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환기는 신선한 외기를 도입

하여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개념으

로서 실내 CO2 농도 저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반

해 공기청정기는 실내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필터 등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제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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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환기 에너지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CO2 농

도를 줄이거나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한계점이다 (Choi et al., 2019). 게다가 공기청정기

의 효율은 건물의 구조 및 필터의 성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실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환기만으로는 실내공기질을 효율적으

로 개선할 수 없고, 학교 교실의 창문만을 이용한 자

연 환기 방식으로는 일정량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유

입 및 유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환기율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Oh et al., 2014a; Yang, 2014). 따라서,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AQMS 등에서 

제공하는 학교 주변의 대기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의 농도가 높은 날 장시간 창문 개방을 통한 자연환기

를 수행할 경우,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다 (Park et al., 2018; Choi et al., 2017). 게다가, 외부의 

바람이 약할 때는 자연환기만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

하기에는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Park et al., 2018; 

Kim et al., 2008) 따라서, 학교 주변의 대기질이 기준

치를 초과하거나 대기가 정체되어 있을 때는 창문 및 

출입문 등을 닫고 공기청정기 등을 가동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밀폐로 인한 CO2 증

가가 나타나는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의 가동보다는 

기계환기 또는 자연환기를 통한 실내공기의 외부 배

출 및 교환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

근에는 에너지 절감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동시에 이

루기 위하여 실내외 공기질을 비교하여 환기시스템 

및 공기청정기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알고

리즘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hoi et 

al., 2019; Son et al., 2016).

이와 별개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을 실시하여 틈새 등을 통한 미세입자의 유입을 최소

화해야 할 것이다 (Choi, 2008). 또한, 실내 공기오염

물질 중 VOCs 및 aldehyde류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제품 또는 환

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지속적인 환기 및 베이크-아웃 등을 수행하고 기

계환기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e et al., 2013).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등급

의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총부유세균도 높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도 제시되어야 한다 (Jung et al., 2010).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내공기질은 주변 환경, 재실자 및 

건물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충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그리고 동일한 학교 내에 존

재하는 교실과 특별실, 체육관 등도 장소에 따라 오

염물질의 특성 및 농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기술들의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기존에 진행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물리적, 재원적

인 한계로 인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측정법, 측정 기

간, 측정 시간 등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

히, 동일한 연구 안에서도 각각의 학교 및 측정지점

마다 서로 다른 시간 때에 측정된 연구도 많기 때문

에 절대적으로 그 결과들을 분석하기에는 그 한계점

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논문의 경우, 시

료채취를 학생들의 하교 후에 진행함에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 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많은 연구들이 물리적

인 한계로 인하여 동일 시간 내에 많은 수의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광산란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광산란

법의 경우에는 그 장비가 PM 농도를 산출하는 기본 

원리의 특성상 시료채취 장소 및 위치에 따라 상이한 

보정계수가 요구되므로 광산란법을 이용한 측정 시

에는 항상 중량법 및 베타레이 등의 표준기기를 이용

하여 적절한 보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Kim et 

al., 2010b; Choi et al.,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보정

을 걸쳐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았고, 이에 따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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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결과 값이 사용된 장비 특성에 따라 고평가 또

는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학교 실내 미세먼지 (PM)에 관

한 연구는 PM10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Jung et al., 2014). 그러나 최근에는 PM10보다는 직경

이 작은 PM2.5에 사회적인 관심이 더 모이고 있고 관

련법들도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PM2.5에 집중되고 있다 (Neuberger et al. , 2004; 

Schwartz et al., 1996). 게다가 비록 가정집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 77개의 연구 논문

을 총괄 요약한 논문에 따르면, 실내외의 PM 농도의 

비율 및 침투율을 비교해 볼 때, 건축 구조물은 PM10 

이나 UFP (Ultrafine particle, 공기역학적 직경이 0.1 

µm 이하)에 비해 PM2.5의 침투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Chen and Zhao, 2011). 따라서, 추후에는 

PM2.5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Kim et al., 2008).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실내 및 

실외 공기질을 구분하여 수행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내공기질의 개선은 실내외 공기

질을 동시에 측정하고 상관성 등을 규명함으로써 실

외 대기질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비주거 실내 환경에 대한 PM 측정 및 노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

다 (Park, 201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

들은 학교 실내외의 공기질 평가에 국한되어 있다 

(Yang, 2014). 게다가 외국에 비해 짧은 연구 기간 내

에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자

료의 재현성과 같은 한계점 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

서, 동일한 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보다 명확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질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공

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및 환기 조건 

등에 따른 저감 효율을 고려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

행되어야 보다 큰 효용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7. 결     론

최근 들어 학교 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에서는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

들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

재까지 연구 결과들로서는 그들의 효용성 및 적절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에 그 한계가 있다. 비록 

현재까지 측정된 많은 결과들이 기준치 이하를 나타

내고 있으나 미세먼지는 그 특성상 유지 기준을 초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과 같은 민감군에

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보

육시설의 경우 환경부가 규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중 

약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ark, 

2014). 따라서, 관련법들에 의해 적용받지 못하고 있

는 민감군이 활동하는 취약 시설에 대한 법의 확대 

및 개정이 조속히 요구되고, 이와 더불어 국가적인 

관심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및 관리 가이

드라인의 도출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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