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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와 같이 매우 작은 입자 직경을 가지는 

PM10과 PM2.5 등의 미립자들에 노출될 시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침투가 가능하며 그 크기가 작아질수

록 침투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ark et 

al., 2019a). 또한, 이들 물질은 폐 기능 감소, 기관지염 

발생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혈

관 기능 장애, 혈전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Deng et al., 2019).

현대사회는 산업 및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

대인이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

며 (Klepeis et al., 2001), 세계적으로 실내환경에 대한 

  1. 서     론  

대기오염물질은 크게 가스상과 입자상 물질로 구분

된다. 그 중 입자상 물질은 입자의 직경에 따라 일반

적으로 미세먼지 (PM10: 입경 10 μm 이하)와 초미세

먼지 (PM2.5: 입경 2.5 μm 이하)로 분류된다. 지난 수 

년 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로 인하

여 PM10과 PM2.5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에 추가적으로 PM2.5에 대한 기준 

(연간 평균 15 μg/m3, 24시간 평균 35 μg/m3)을 신설

하였고, 2015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Han an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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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Khovalyg et al., 2020). 실제

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실내

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Jeung and Choi, 2007), 실내

환경에 대한 재실시간은 연령 및 직업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9b). 사무실에서 근

무하는 사회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중 97%에 해당하

는 23시간 12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Shin and Kim, 2017). 대학생 및 연구종사자는 대

학건물에서 장시간 생활하며 (Suh et al., 2014), 기숙

사의 경우 수면시간 동안 실내환경에 오랫동안 노출

되므로 실내 공기질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Choi et al., 2017). 또한 Yang et al. (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10대 학생 집단의 39.6%는 학교 및 학원 

등의 실내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신체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 시기이며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위체

중당 호흡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실내의 공기오염에 대

해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18b). 실

내 공기질은 건물의 밀폐 및 환기 부족 등의 이유로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실내공기질의 악화는 

건물병증후군 (sick building syndrome), 새집증후군 

(sick house syndrome) 등을 유발할 수 있다 (Son, 

2020). 그리고 건물의 신축 시 사용되는 각종 도료 및 

접착제 등을 통해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폼알데하이드 (HCHO) 등의 화학물질로 인

하여 만성적인 두통 및 구토, 어지럼증, 천식 등의 증

상이 나타날 수 있다 (Kim et al., 2008). 그러나 많은 

시간을 실내공간에서 보내고 있으며 실내공기질의 

악화로 인해 많은 질병이 발병하고 있으나 사람마다 

체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

식 및 관련 연구는 실외 대기질에 비해 상당히 미흡

한 실정이다 (Jung et al., 2016; Bae and Ji, 2013). 

실내 미세먼지는 실외에서의 유입과 실내에서의 

발생, 그리고 실내외에서 발생된 가스상물질에서 입

자상물질로 전환되어진 2차생성물로 구성되어진다 

(Suh et al., 2014). 이때,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는 환기

율, 주변 대기의 오염 정도, 재실자의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Choi, 2008). 그러므로, 

실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환경인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

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실내공기질 연구는 상대적으

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는 지하상가, 지

하역사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주로 수행되어 

졌으며 (Sim and Kim, 2006), 또한 그 연구에 있어서

도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측정에만 집중하였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물리적 및 

재원적인 한계로 인하여 실내에서 직접 측정된 값과 

외부 공기질 간의 상호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 장소 주변의 Air quality monitoring sta

tion (AQMS)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 그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점을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 내에서 직접 측정된 미

세먼지 농도와 주변 AQMS에서 제공된 미세먼지 농

도를 비교해 그 한계점을 평가해 보았고, 이와 더불

어 이종 측정기기 간의 동시 사용 가능 여부를 파악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환경인자가 실내 미세먼

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실자의 활동 

등과 같은 환경인자로 인한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 변

화를 분석하고 I/O ratio와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건물 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 1  측정장소 및 기간

2. 1. 1  실내외 미세먼지 상관성 분석

측정기간은 2019년 06월 21일에서 07월 01일이며 

공휴일 및 특정일자 (측정장비 오작동 등)를 제외하

고 총 6일간 진행되었다. 실내 미세먼지의 측정은 부

경대학교 실내 A호실과 B호실에서 재실자가 사무실 

내에 상주해 있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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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A호실의 경우 2019년 06월 21일에서 25일

까지 측정했으며, B호실의 경우 06월 26일에서 07월 

01일까지 측정하였다.

2. 1. 2  이종기기 간의 미세먼지 측정

측정기간은 2020년 04월 07일에서 05월 04일까지

이며 공휴일 및 특정일자를 제외하였으며 총 7일간 

진행되었다. 실내 미세먼지의 측정은 부경대학교 실

내 C호실에서 재실자의 활동이 가장 많은 점심시간

인 12시부터 퇴근시간인 오후 6시까지 이루어졌다. 

2. 1. 3  환경인자에 따른 실내외 미세먼지의 변화

창문 개폐 여부와 같은 실내 환경인자에 대한 실내

외 미세먼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2020년 05월 25

일에서 29일까지 총 5일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내 

미세먼지의 측정은 앞선 이종기기 간의 측정이 이루

어진 C호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재실자의 활동이 가

장 많은 12시부터 퇴근시간인 오후 6시까지 측정을 

수행하였다.

2. 2 측정장비 및 제원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하

여 광산란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된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3  연구 방법

2. 3. 1  실내외 미세먼지 상관성 분석

실내에서 직접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와 주변 지역

의 AQMS의 공개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성 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때 실외의 미세먼지가 실내의 미세먼지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A

와 B호실의 조건을 달리 하였다. 실험 기간 중 A호실

의 경우 재실자가 존재하였으며, 에어컨 및 공기청정

기가 가동되었다. 이와 반대로 B호실은 재실자가 없

었으며, 창문이 닫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모사하였

다. 또한 B호실의 경우,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가 가동

되지 않았다. 실내 미세먼지의 측정에는 Aerocet531s 

(미세먼지 측정기, Met One Instrument, Inc., USA)를 

사용하였으며, Aerocet531s의 제원은 표 1에 나타냈

다. 실내 미세먼지는 15분 간격으로 측정되었으며 측

정된 데이터는 한시간 간격으로 평균하여 사용하였

다. 이는 AQMS 데이터가 한시간 간격으로 측정 및 

기록되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정리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AQMS 데이터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시

간별 농도자료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https://

www.airkorea.or.kr/index) 사이트에서 부경대학교와 

근접한 4개의 도시대기측정망 (광안동 (GA), 대연동 

Table 1. Specification of measurement instruments.

Factors
Conditions

Aerocet531s AM520 Grimm 11-D

Company Met One Instrument, Inc., USA TSI Incorporated., USA Grimm Aerosol Technik  
Ainring., Germany

Measuring range PM1, PM2.5, PM4, PM7, PM10, and TSP 0.1 to 10 μm PM1, PM2.5, PM4, PM10, and TSP

Concentration range/ 
Volume flow 0~1000 μg/m3 0.001 to 100 mg/m3 1.2 L/min

Sample time 1 minute User setteing 6 sec (normal), 1~3 sec (fast mode)

Light source Laser diode, 90 mW, 780 nm 90° light scattering,  
650 nm laser diode

Diode-Laser (λ = 683 nm,  
Pmax = 40 mW)

Temperature
Operating: 0°C to + 50°C Operating: 0°C to + 50°C

0 to + 40°C (32 to 104°F) Storage: -20°C to + 60°C Storage: -20°C to + 6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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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전포동 (JP), 수정동 (SJ))과 1개의 도로변대기측

정망 (부산북항 (BB))의 최종확정자료 (PM10, PM2.5)

를 사용하였다. 이때 장비점검 및 통신장애 등의 이

상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음수값”과 기기

오류로 인한 “0” 값과 이와 동일시간의 실내 측정 자

료는 상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상관분석은 Excel 프

로그램의 데이터 분석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의 전처리에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

내 미세먼지의 농도와 각 지점의 AQMS 데이터의 시

간에 따른 농도변화 및 상관분석을 통해 실내 미세먼

지를 분석할 때 어떤 지점의 AQMS 데이터를 사용해

야 할지 그 적합성에 대하여 판별하고자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림 1은 실내 미세먼지의 측정이 이루어진 부경

대학교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곳의 AQMS의 위치 

및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2. 3. 2  이종기기 간의 미세먼지 측정

실제로 광범위한 실내외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할 

때 동일한 측정기기로 모든 지점을 측정하면 가장 이

상적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측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측정 장비가 동시다발

적으로 사용된다. 이때 이와 같은 연구를 신뢰성 있

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측정 전에 반드시 교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경대학교 C

호실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기기를 사용하여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내 미세

먼지의 측정이 이루어진 C호실의 경우 재실자가 존

재했으며, 창문은 닫힌 상태이다. 또한 공기청정기는 

가동되지 않았다. 실내 미세먼지의 측정은 Aerocet

531s (미세먼지 측정기, Met One Instrument, Inc., 

USA) 1대, 11D (Portable Aerosol Spectrometer, GRI

MM Aerosol Technik Ainring, Germany) 1대, AM520 

(Sidepak Personal Aerosol Monitor, TSI, USA) 2대로 

총 4대를 사용하였으며 각 측정기기의 제원을 표 1에 

나타냈다. 이때 AM520은 2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AM520_1, AM520_2라고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측정

에 사용된 기기들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

라 실내 공간의 가운데 지점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 m~1.5 m 높이에 설치되었다. 측정 데이터의 경우 

1분 간격으로 측정되었으며, 한시간 간격으로 평균하

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측정기에서 측정된 

결과값을 교정하기 위하여 측정된 데이터 간의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교정작업의 경우 AM520_1 기기

를 기준으로 각 기기의 측정값과 선형회귀분석을 진

행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해낸 교정 곡선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종기기 간의 교정작업을 통하

여 건물 내외의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

용되어질 측정기기들의 동시 측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다. 

2. 3. 3  환경인자에 따른 실내외 미세먼지의 변화

실내 미세먼지에 실내외 환경인자가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를 위하여 앞선 연구에서 교정작업이 끝난 이종기기 

4대를 C호실의 실내외에 각각 2대씩 설치하여 동시

간대에 연속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기기는 실외의 

Fig. 1. The location of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s (AQ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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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건물 2층의 높이에, 실내의 경우 2층에 위치한 

C호실 중앙에 1.2 m 높이에 설치하였다. 측정이 진행

된 C호실은 측정기간 동안 재실자가 평상시와 같이 

활동하였으며 05월 25일에서 26일까지는 창문을 닫

은 상태로 실내외 미세먼지를 측정하였으며, 05월 27

일에서 29일까지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로 실내외 미

세먼지를 측정하였다. 또한 창문의 개폐 여부에 따른 

실내외의 미세먼지의 농도를 중점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창문 개폐 조건을 제외한 다른 실내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측정기간 동안 C호실 재

실자의 수는 6명이며,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등의 미

세먼지 저감장치들은 일체 가동되지 않았다.

  3. 결과 및 고찰

3. 1 실내외 미세먼지 상관성 분석

실내 미세먼지의 측정 데이터와 AQMS 데이터의 

Fig. 2. The PM levels measured in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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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door and outdoor PM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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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는 그림 2에 도시하였다. 그 결

과 실내의 PM10과 PM2.5가 AQMS 데이터와 대체적

으로 비슷한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실내 미세먼지

와 각각의 AQMS 지점의 데이터 간의 상관성을 명확

하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와 AQMS 데

이터 간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A호실과 B호실의 실내 미세먼지의 측정

결과와 AQMS 데이터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호실의 상관분석 결과 PM10의 r2 값

은 DY (0.7792), GA (0.4281), SJ (0.8598), JP (0.8008), 

BB (0.8279)으로 나타났으며, PM2.5의 r2 값은 DY 

(0.8923), GA (0.9241), SJ (0.8560), JP (0.9093), BB 

(0.8894)으로 나타났다. PM10의 경우 수정동 (SJ: 

(PM10: 0.8598, PM2.5: 0.8560))을 제외한 모든 AQMS 

지점에서 PM2.5의 상관성이 PM10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광안동 (GA)의 PM10의 경우 

다른 4지점의 AQMS 중 가장 작은 상관성을 보이나 

(GA: 0.4281), 이와 반대로 PM2.5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대연동 (DY) AQMS 지점보다 약 2배 떨어져 

있는 광안동 (GA) AQMS 지점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풍향 및 풍속 등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이 실내외 PM 농도의 상관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해당 연구의 측정기간

동안 부산의 바람장미를 확인하였을 때 주풍이 남서

풍이었으며 이를 통해 광안동 방향의 미세먼지가 학

교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B호실의 

상관분석 결과 PM10의 r2 값은 DY (0.5879), GA 

(0.7585), SJ (0.8390), JP (0.8473), BB (0.8448)으로 나

타났으며, PM2.5의 r2 값은 DY (0.9135), GA (0.8219), 

SJ (0.7603), JP (0.8531), BB (0.7313)으로 나타났다. B

호실의 상관분석 결과 또한 A호실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수정동 (SJ) 관측결과 (PM10: 0.8390, PM2.5: 

0.7603)를 제외한 모든 AQMS 지점에서 PM2.5의 상

관성이 PM10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내에서 측정된 PM의 데이터 값과 주변의 

AQMS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거

리가 가까운 AQMS 지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분명한 한계점을 내포할 수 있어서 바람방향과 같은 

영향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외

의 PM이 실내 PM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평

가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기의 측정대상 주변에 자체

적인 PM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 보다 신

뢰성 있는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

Fig. 4. Comparison of average concentrations of PM in indoor and outdoor.



건물 내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외 환경인자에 대한 이해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6, No. 6, December 2020, pp. 820-831

827

구를 통하여 재실자의 유무에 따라 실내외 PM 간의 

상관관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

에서 일반적으로 재실자가 존재할 때 실내외 PM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며, 이와 같은 현상은 PM2.5보다 

PM10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재실자의 

활동에 의해서 PM10의 재비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ParttiPellinen et al., 2000). 또한 인

체의 세포탈락으로 인한 생성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 (Park, 2018; Fadeyi et al., 2013). 

그림 4는 A호실과 B호실에서 측정기간 동안의 실

내와 AQMS에서 측정된 PM10과 PM2.5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PM10의 경우 학교와 부산북항 (BB: 도

로변대기측정망)에서 B호실의 측정기간 동안의 평균

농도가 A호실의 평균농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

머지 AQMS (도시대기측정망)들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A호실의 경우 재실자가 존재하여 

PM10의 재비산과 같은 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있으나 공기청정기와 에어컨과 같은 미세먼

지의 저감 요인으로 인하여 실내 PM10의 농도를 감

소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밀폐

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미세먼지의 농도

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Park et al. , 

2018a). 이와 반대로 PM2.5의 경우 학교와 부산북항 

(BB: 도로변대기측정망)에서 A호실과 B호실의 측정

기간 동안의 평균농도 값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AQMS 중에서는 대연동 (DY: 도시대기측정망)에서만 

B호실의 측정기간 동안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실에는 흡연, 연소, 조리와 같은 

PM2.5의 실내배출원이 없으며, 외부 유입에 의한 증

가가 대부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Son, 2020). 따

라서 본 연구에서 A호실과 B호실 모두 창문이 닫혀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PM2.5의 

평균값에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A호실에서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가동되었음에

도 B호실과 비교하였을 때 PM2.5의 농도 수준이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제거효

율이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당 저감 장치들의 작

동에 있어서 필터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는지, 혹은 

이미 필터 혹은 저감 장치의 제거효율이 포화상태에

서 가동되었는지와 같은 저감 장치의 작동 상황을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음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Fig. 5. Measurements and calibration of between different devices.

(a) Before calibration (b) Afte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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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고려하여 환경 인자들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

여야 할 것이다.

3. 2 이종기기 간의 미세먼지 측정

그림 5는 4대의 이종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C호실

의 PM2.5를 측정한 결과값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5(a)를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하나 각 기기 간의 

농도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이종기기를 실제 측정에 동시에 사용하

기 위해서는 현장 측정 전에 교정작업을 통하여 측정

값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AM520_1의 측

정값을 기준으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의 결과 나온 수식을 통하여 교정을 진

행하였으며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그림 6에 도시하

였다. 그림 6의 결과에서 AM520_1과 AM520_2의 r2

값은 0.9922으로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11D (Grimm)와 Aerocet531s의 r2값은 각 0.9555와 

0.8497로 AM520_2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그림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관성이 가장 높

은 AM520_2의 측정값이 AM520_1의 측정값과 가장 

유사한 농도를 보이며, 그 다음 11D (Grimm), Aero

cet531s 순서로 유사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5(b)는 그림 6의 교정 곡선을 사용하여 교정

을 진행한 후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모

든 기기의 측정치가 유사한 농도와 경향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유 장비

의 한계로 인하여 측정기기 간의 보정 작업을 수행할 

때 광산란법 장비들 간의 측정을 수행하여 분석하였

기에 농도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량법 또는 베타레이측

정기와 같은 기준장비 등의 절대 농도 측정기기들이 

실제 현장 측정에 병행되어 사용되어야만 광산란법 

측정기기에서 산출된 농도값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Fig. 6. Calibration curves between different devices.

Table 2.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by window conditions. 

PM (μg/m3) Factors
Window closed Window opened

N Mean ±SD Min-Max r2 N Mean ±SD Min-Max r2

PM10
 (μg/m3)

Outdoor 74 56.9 8.6 41.5~78.6

0.2135

134 34.7 10.0 20.3~65.9

0.1046Indoor 74 41.4 13.7 21.8~86.3 134 32.5 12.7 17~86.2
I/O ratio 74 0.73 0.21 0.41~1.52 134 0.97 0.41 0.48~2.62

PM2.5
 (μg/m3)

Outdoor 74 43.9 5.5 33.8~51.9

0.3271

134 24.1 7.8 13.8~47.4

0.6079Indoor 74 22.8 3.3 17.1~31.1 134 13.4 5.5 6.9~31.6
I/O ratio 74 0.52 0.07 0.42~0.89 134 0.56 0.15 0.34~1.30

PM2.5/PM10
Outdoor 74 0.78 0.06 0.61~0.85 134 0.69 0.10 0.36~0.87
Indoor 74 0.59 0.12 0.32~0.83 134 0.43 0.14 0.1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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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환경인자에 따른 실내외 미세먼지의 변화

그림 7은 창문의 개폐 유무에 따른 실내외 PM10 및 

PM2.5의 농도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

이다. PM2.5는 창문이 닫혀 있을 때 실내외의 농도가 

서로 다른 변화를 보인다 (그림 7(a)). 이와 반대로 창

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거의 동일한 농도변화를 

보인다 (그림 7(b)). PM10의 경우 창문이 닫혀 있을 때

에는 PM2.5와 마찬가지로 실내외의 농도가 서로 다

른 변화를 보이나, 창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실

외의 농도보다 실내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PM2.5와 

달리 실외 농도와 전혀 다른 농도변화를 보인다. 이

는 PM2.5의 경우 실외로부터의 유입이 실내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PM10의 경

우 외부유입에 의한 영향보다 재실자와 같은 실내환

경인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표 2는 

창문의 개폐 유무에 따른 실내외 미세먼지의 농도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의 I/O 

r2값은 실내 미세먼지와 실외 미세먼지 사이의 상관

분석 결과 산출되어진 결정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창문이 닫혀 있을 때 PM10과 PM2.5의 I/O ratio는 각

각 0.73, 0.52였으며 창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의 I/O 

ratio는 각각 0.97, 0.56이었다. PM10과 PM2.5의 실내

외 농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창문이 닫혀 있을 때

의 상관계수 (r2)는 각각 0.2135, 0.3271이며, 창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의 상관계수는 각각 0.1046, 0.6079

였다. 창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 PM10의 I/O ratio가 

0.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유

입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그림 7의 

농도변화의 경향을 보았을 때 단순히 재실자의 활동

으로 인해 실내 PM10의 평균농도가 증가하여 I/O 

ratio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상관분석 

결과 PM10의 r2값은 창문의 개폐여부에 상관없이 모

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이러한 I/O ratio의 

결과값을 통해 실내외 미세먼지의 연관성에 대하여 

판단할 시 그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창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개방되어 있을 때보다 크게 감소하는데 

(0.97에서 0.73) 이는 외부 유입이 차단되었을 때 실

내 재실자와 같은 환경인자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

다. PM2.5의 I/O ratio는 창문이 닫혀 있을 때 (0.52)에 

비해 창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 (0.56) 증가하였다. 또

Fig. 7. Variations on concentration of PM2.5 and PM10 by environmental factors.

(a) Window closed (b) Window o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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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분석 결과 PM2.5의 r2의 값은 창문이 닫혀 있

을 때 0.3271에서 개방되어 있을 때 0.6079로 크게 증

가한다. 따라서 이는 앞선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던 

PM2.5의 실외로부터의 실내유입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4. 결     론

산업 및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대인들이 실내

에 거주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실내공

기질의 악화로 인해 많은 질병이 발병할 수 있으나,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에 대한 인식 및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내에서 직접 측정된 미세

먼지의 농도와 주변 AQMS에서 측정된 자료를 비교

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무조건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AQMS 지점의 데

이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질과의 관계를 해석하면 

실내공기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풍속 및 풍향 등과 같은 인자들을 추

가적으로 고려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추가적으로 이종기기 간의 동시 사용 가능 여

부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이종기기 간의 보정이 

선행된다면 측정데이터를 신뢰할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환경인자가 실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실자의 활동 및 창

문 개폐 등과 같은 인자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 변화

를 분석하여 건물 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인자들이 작용하였을 때 I/O 

ratio의 결과값만 가지고는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계

점을 확인하였고 상관성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서 보다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현장에서 기준장비와 함께 측정하지 않아

서 절대 농도 값을 이야기 하기에는 연구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광산란기기의 실제 현장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와 같은 취약군이 존재하는 시

설에서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향후 통합관리시스템 및 실내 미세먼지 예측 프로

그램 등을 만드는 데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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