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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입자상 물질을 일컫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정한 발생원이 부재한 실내공간에서의 미세
먼지 농도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최근의 대기 오염
도 악화는 곧 대기 중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가능성의 증대로 이어진다. 자연환기 또
는 기계환기의 경우 개구부의 의도적인 개폐 또는 공조기의 가동여부 조절, 필터의
설치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조절행위가 가능한 반면, 외피, 각종 개구부 및
벽체 균열, 창과 문의 틈새 등을 통한 침기와 함께 유입되는 외부 오염물질의 경우 제
어가 어려워 1차적인 미세먼지의 침투 경로로 작용 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한 실내 미
세먼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impact)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흔히 일컬어지는 미세먼지
(PM10, PM2.5)는 다양한 성분과 입경의 입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혼합물로써 미세
먼지의 인체 위해도는 입자의 크기(입경)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입경에 따른
물리적 거동의 상이성은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를 평가함에 있어 미세먼지의 입경별
분석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침기 시, 실외 미세먼지의 침투
로 형성되는 입경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통하여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
지의 실내 영향도(impact)를 밝히고자 한다.
침기량이 큰 겨울철, 실내 발생원이 부재하여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가 실외의 농도
에 기인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실내·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농도를 활용하여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I/O ratio을 산
출하고,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의 값을 추정함으로써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원인을 규
명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공기유동과 오염물질 농도 해석함으로써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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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화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 입경별 농도를 예측하고, 환경조건에 따른 미세먼지
의 입경별 영향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침기량이 큰 겨울철의 실내·외 입경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기
시, 입경에 따른 실내·외 미세먼지의 개수 농도 특성을 파악한 결과, 겨울철 미세먼지
의 개수농도는 실내·외 모두 입경의 크기가 클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입
경 0.3과 0.5㎛ 입자의 개수농도는 1㎛ 이상의 입경을 갖는 입자의 개수농도에 비해
평균 102에서 10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먼지 입경별 I/O ratio를 산출한
결과, 0.3과 0.5㎛ 입경의 입자는 1에 근접한 값을 가졌으며 0.5㎛를 초과하는 입경
의 입자의 경우 입경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I/O ratio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오직 실외의 미세먼지에 기인하므로 산출된 I/O ratio를 통하
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impact)가 미세먼지의 입경
에 관계하며, 입자의 입경이 작을수록 실외의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
다. 이렇듯 실내·외 공기 중 인체의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입경 범위의 입자 분포
비율이 높으며 입경이 작을수록 실외의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받아 실내 농도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작은 입경의 입자에 대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실의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 값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의 입경이 감소할수록 외부로
부터 침투되는 입자의 비율은(penetration coefficient) 증가하는 반면 실내로 침투
된 입자가 제거되는 속도(deposition rate)는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실내 미
세먼지 농도 형성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impact)는 미세먼지의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입자의 입경에
따른 침투와 실내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로부터의 침투를 저감시키고 실내에서의
제거를 촉진하는 입경별 실내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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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저감 및 관리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3)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를 평가 한 결과, 외외부 미
세먼지 농도 오염수준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
(impact)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 반면, 외기온과 풍속의 경우 그 변화에 기
인하는 침기량의 증감이 미세먼지 실내 침투 정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
다.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
건을 고려할 때, 외기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와 함께 침투 정도를 증가시키는 기상조
건을 충족하는 겨울철 및 봄철,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영향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미세먼지 실내 침투 방지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주요어 : 미세먼지, 침기, 침투, 입경, 실내공기질, 영향도
학 번 : 2013-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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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 사이, 황사와 더불어 겨울철 중국의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이 큰 사회적 이슈로 우리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언론에서 연일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급만성 호흡기 질환, 폐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발병과 악화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 우리나
라는 지난 30~40년간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지
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에서의 인구집중과 증가로
인한 운행 차량 수의 증가와 산업규모 확대 등과 연관된 대기먼지 중 미세먼
지 농도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가
장 높은 비율로 이산화황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국의 풍하지역에
위치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및 강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미세
먼지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악화가 우려된다.3)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일의 80% 이상을 실내공간
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실내공간에서의 실내공기질 오염문제는 대기
오염 문제 못지않게 재실자의 건강에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4), 실
내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와 저감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조용민, 홍윤철, 2014,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한의사협회의 역할, 의료정책포럼 12(2),
pp.32-36
2) 이종태, 2003,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 역학 연구사례, 한국환경독성학회 2003년 춘계학술
대회, pp.129-142
3) 신동천, 2007,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대한의사협회지, pp.175-182
4) 국립환경과학원, 2011, 주거 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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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나 조리 등의 특정한 실내 발생원이 부재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 농
도는 외부로부터 침투 된 미세먼지의 농도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미
세먼지의 침투는 침기, 자연환기, 기계환기 등을 통한 외기유입에 기인하므
로5) 최근의 대기 오염도 악화는 곧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가능성의 증대로 이어지는 바이다. 특히,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의 경우 개
구부의 의도적인 개폐 또는 공조기의 가동여부 조절, 필터의 설치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조절행위가 가능하지만, 외피, 각종 개구부 및 벽체 균
열, 창과 문의 틈새 등을 통한 침기에 의한 외기 오염물질의 유입은 제어가
어려워 1차적인 미세먼지의 침투 경로로 작용6)한다는 점에서, 침기 시,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impact)에 대한 평가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미세먼지의 실내·외 농도 및 그 관계에 관한 다수의
기존연구는 PM10 및 PM2.5를 대상으로 하여, 단순 농도 측정 또는 재실자
활동, 환기조건 및 환기율, 실내발생원조건, 기후조건 등의 조건에 따른 실내·
외 미세먼지의 농도 관계 대한 현상 분석을 주요 골자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
나 흔히 일컬어지는 미세먼지(PM10, PM2.5)는 다양한 성분과 입경의 입자들
로 구성된 일종의 혼합물로써,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도는 입자의 크기(입경)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입경에 따른 물리적 거동의 상이성은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
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 즉,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를 평가함에 있어 미
세먼지의 입경별 분석이 요구 되는 바이다. 또한 추후 효과적인 실내 미세먼
지 저감·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단순 현상 분석을 넘어 입경에 따른 미
5) Chun Chen, Bin Zhao, 2011, Review of relationship between indoor and outdoor particles:
I/O ratio, infiltration factor and penetration factor, Atmospheric Environment, 45(2),
pp.248-288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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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의 특성을 활용한 침투 현상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전술한 미세먼지의 입경에 따른 특성 이외에도 실내·외 미세먼지의 농도 관
계는 실내 발생원, 공기 교환량, 외부 미세먼지 농도 등의 환경적 인자에 영향
을 받는다. 특히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그 정도와 특성이 상이한 외기 교환량
(침기량)과 외기 미세먼지 농도7)에 따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적 인자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측정
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측정의 경우 인자의 영향이 복합적이므로 특
정 인자가 실내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측정 당시
의 환경조건 임의 설정 및 조정이 어려우므로,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
적 요소가 실내·외 미세먼저 농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제
약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침기 시, 실외 미세먼지의 침투로 형성되는 입경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통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입
경에 따른 영향도(impact)를 밝히고자 한다.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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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침기 시, 실외 미세먼지의 침투로 형성되는 입경별 실내 미세
먼지 농도 및 그 관계와, 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
의 실내 영향도(impact)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의 입경별 침투 평가를 위한 예비적 고찰
미세먼지의 정의와 발생 및 구성 그리고 국내의 대기 중 미세먼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특히 입경에 따른 미세먼지의 구분 및 그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입경
에 따른 미세먼지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물질보존(material
conservation)에 근거한 물질 보존 방정식(material-balance equation)의 수
식을 통해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형성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실외 미
세먼지의 실내 침투 영향인자를 도출하였다. 또한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에 관련된 기존 연구 사례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평가를 위한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였다.

(2) 침기 시 실내·외 미세먼지 입경별 농도 분석
침기 시 실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실내 침투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자 실측을 실시하였다. 실측은 침기량이 큰 겨울철, 국내의 전형적인 오피스
건물의 1개의 실(single zone)을 대상으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의 실시를 제
한하여 수행되었으며, 실내·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를 측정하고, I/O
ratio를 산출함으로써 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영향
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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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 추정
또한 건물의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의 추정 방법을 고
찰하고, 실측결과를 활용하여 대상 실의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을 산출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입경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 농
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4) 환경조건에 따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영향 평가
본 장에서는 대상 실에 대해 외부 환경조건(외기 미세먼지의 농도, 계절에
따른 기상조건(풍속,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입경별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
도를 평가함으로써, 환경조건에 다른 미세먼지의 입경별 영향도의 변화를 분
석했다. 2.2장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영향인자를 대상
으로 실제로 발생 가능한 환경조건 범위를 평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
로

공기유동

및

오염물질의

농도

해석이

가능한

상용

프로그램인

CONTAMW3.0을 활용하여, 대상건물의 모델을 구축하고 측정 절대압과 시
뮬레이션 결과값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 해석을 위하여 검증 된 공기유동 모델에 3장에서 도출한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을 입력하여 각 평가case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의한 연구 진행을 연구 흐름도로 나
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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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본 장에서는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를 분석하
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정의 및 발생과
구성, 국내 미세먼지의 오염현황 등의 미세먼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고찰함으로써, 침기 시 미세
먼지의 실내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실내·외 미
세먼지의 농도관계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 확
인 및 방향을 설정하였다.

2.1 미세먼지의 특성
2.1.1.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1)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의 정의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
라고도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
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
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미세먼지 또는 부유분
진이라고 한다.8)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액체 또는 고체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에어로졸(Aerosol), 미세분진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입자상 공기오
염물질(Particulate matters)을 총칭하기도 한다.9) 크기나 모양, 성분에 관계
8) 이소담, 2006, 사무실 내 PM10과 PM2.5의 화학적 조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9) 박영옥, 2002, 실내 생활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오염 특성 및 제어기술, 한국생활환경학회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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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의 총량을 총부유먼지(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10)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입자를
PM10이라 하여 미세먼지의 정의로 통상 사용하고 있으며11) 이를 법률적인
용어로까지 확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공기역학적 직경12)에 따라 2.5㎛이상의 조대먼지
(Coarse particles)와 2.5㎛이하의 미세먼지13)(Fine particles)으로 나누고
있어14), 학술용어로써의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통상 일컬어지는 미세먼지 정
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용어의 사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본 논문
에서의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공기오염물
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하며, 입경에 따른 입자의 구분에 있어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입자를 영어로 명명하고 그 때의 입경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의 발생과 구성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는 발생원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과 인간
의 인위적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
는 자연발생적인 것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 발생원에 기인하고15) 있으
나, 공교롭게도 인위적 먼지의 대부분은 미세먼지(fine particle, 직경 2.5㎛
pp.122-128
10) 차동원, 실내공기오염, 기문당, 2007, p.78
11) 박영옥, 2002, 실내 생활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오염 특성 및 제어기술, 한국생활환경학회지 9(2),
pp.122-128
12) 불규칙적 모양을 가진 입자의 공기역학적 직경은 표준밀도(1g/㎤)를 가지고 동일한 침강속도를 가
진 구형의 직경이라고 정의함.
13) 미세먼지, 미세분진, 미세입자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나타냄
14) Whitby K.T., 1978,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lfur aerosols, Atmospheric
Environment, 12, PP.135-150
15) Kyotani T and Iwatsuki M., 2002, Characterization of soluble and insoluble components in
PM2.5 and PM10 fractions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 in Kofu city, Japan, Atmospheric
Environment. 36, pp.63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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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입자)이며, 자연적 먼지의 대부분은 조대먼지(coarse particles, 직경
10㎛ 이하의 입자)이므로, 대부분은 미세먼지는 입경에 따라 그 발생과 구성
을 분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대먼지(Coarse particles, 직경 10㎛ 이하의 입자)는
일부 인위적인 것이 있으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 대부분이다. 주로 바
람에 날린 토양의 먼지와 해염, 자동차 및 도로로부터의 비산먼지를 발생원으
로 하므로 토양과 관련된 Al, SI, Ca, Ti와 Fe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16)
반면, 미세먼지(Fine particle, 직경 2.5㎛ 이하의 입자)는 산업, 운송, 주거
활동 등에 의한 연소과정,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직접 배출, 또는 1차 가스
상 오염물질의 화학적 변화 등에 의해 생성된다.17) 즉, 주로 인간의 산업활동
에 의해 배출되는 인위적인 먼지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소(As), 카드
뮴(Cd), 니켈(Ni), 납(Pb), 바나듐(V), 아연(Zn), 코발트(Co), 크롬(Cr), 수은
(Hg), 셀레늄(Se), 망간(Mn) 등의 유해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18)

(3) 국내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오염 현황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으나, 지난 10년간 미세
먼지 농도는 꾸준히 낮아져 왔으며,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대기
환경기준인 연간평균치 50㎍/㎥ 이하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동경, 뉴욕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의 연간 평균농도가 30㎍/㎥ 이하임을 감안
할 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이다.19) 또한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일 환
16) Marcazzani, G.M., Ceriani, M., Valli, R. and Vecchi, R., 2003, Source apportionment of
PM10, and PM2.5 in Milan(Italy) using receptor modeling, The Science of Total
Environment, 317(1-3), pp.137-147
17) Salvador, P., Artinano, B., Alonso, D.G., Querol, X. and Alstuey, A. 2004,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ource of PM10 in Madrid(Spain) by statistical methods,
Atmospheric Environment, 38, PP.435-447
18) 차동원, op.cit. pp.78-79
19) 권호장, 2014, 미세먼지와 건강, 산업보건, 312,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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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준치인 100㎍/㎥을 초과한 상태에서 12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가 2년 전
에는 3차례에서 지난해 19차례로 급증하여 관측되었다.20)
국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겨울 경우 중국발 스모그로, 봄의 경우 황사
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한다. 황사와 스모그의 차이는 <표 2.1>21)와 같으며,
자연현상인 황사와 달리 겨울철 스모그는 황사보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가 3배 이상 높고,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무연탄과 자동
차 배기가스로 부터의 다량의 유독성 화합물과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
성이 높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중국의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편서풍
이 강해지므로 국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태
이다.

구분
입자의 크기
주 발생계절

<표 2.1> 황사와 스모그의 차이
황사
스모그
입경 4∼10㎛의
입경 2.5㎛ 이하의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봄

가을, 겨울
인위적인 오염물질
칼슘,
철분,
알류미늄,
마그네슘
주 구성성분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등의
등의 토양성분
2차 오염물질22))

20) “중국발 검은 재앙 올겨울이 걱정된다.” 중앙일보
21) 김동영, 2013,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이슈&진단, 121, pp.1-25
22) 오염원에서 직접대기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1차 오염물질이라 한다면, 1차 오염물질이 대기중에
서 물리·화학적으로 변환되어 생성되는 오염물질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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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의 입경과 인체 영향
(1) 미세먼지의 입경 (Particle size)
미세먼지는 수백개의 다른 종류의 고체 및 액체상태 입자의 혼합물로 수많
은 크기와 모양의 미세먼지의 특성을 규명하는 요소로 주로 입경이 활용된다.
실내외 공기 중의 입자상 오염물질의 크기는 대략 0.005~500㎛ (대부분
0.1~10㎛)이다. [그림 2.1]23)은 실내 환경에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먼지의 직
경 범위 및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실내공간에서의 전형적인 미세먼지 입경 별 특성
23) Kreider, S.C. Heating and Cooling of Buildings:Design for Efficientcy, Neyork, N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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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에서 확인 할 수 있듯 미세먼지의 경우 입자의 크기 즉, 입경에
따라서 발생원과 그 구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이 상이하며, 공기 중 확산 및
이동, 침강속도, 광투과성, 방지시설의 효율 등이 결정된다.
또한, 조대먼지(coarse particles, 직경 10㎛ 이하의 입자)는 입자의 직경
이 크기 때문에 표면적이 작고 대기 중에 수일 정도 밖에 체류하지 않아 유해
물질을 많이 흡착할 수 없어 위해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미세먼지(Fine
particle, 직경 2.5㎛ 이하의 입자)의 경우 입자의 직경이 작고 표면적이 크
며, 대기 중에 수일에서 수개월정도 체류하기 때문에 많은 유해물질을 흡착하
여 위해성이 크다.24) 이렇듯 미세먼지를 입자의 크기, 입경에 따라 분류하는
이유는 입경에 따라 입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건강에의 위해성이 상이하기 때
문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제어 및 관리방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세먼지의 입경별 분포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4) 김용표, 2006, 서울의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2(5), pp.5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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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의 인체에 대한 영향
미세먼지는 사람이 호흡할 때 숨으로 들이마시는 공기와 함께 흡입되어 폐
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미세먼지는 주로 세기관지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 등을 유발하거나 악
화시키는 등의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폐 조직에서
박테리아의 불활성화 혹은 제거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
킬 수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급사 등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
다.25)
실내외 공기 중 미세먼지는 입자의 부유시간, 호흡기의 침착 위치, 제거속
도, 분진의 개수와 성분 등에 의해 위해성이 결정된다. 이 인자들은 입자의 크
기와 관련이 크므로 미세먼지의 입경은 인체 위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다.26) 전술한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입경에 따라 물리·화학적 성질과 발생
원 및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체위해의 정도가 다르다. 기존 연구결과
에 따르면 입경이 작을수록 부유시간이 길어 노출 시간이 길어져 호흡을 통한
인체로의 유입량이 많아지며, 생체독성이 큰 물질로 구성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표 2.2>27)에서 확인 할 수 있듯 미세먼지의 입경에 따라 호흡기에서
의 거동특성이 상이하며 체내로 유입된 미세먼지의 제거속도 역시 입경이 작
을수록 느려28), 미세먼지의 인체위해성은 입경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미세먼지의 입경별 인체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오염도가 동일할

25) 신동천, op. cit.,, pp.175-182
26) 설경, 2008, IIAQ 모형을 이용한 실내 미세먼지 관리 방안,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원
27) 김윤신, 2002, 미세먼지의 인체영향, 공기청정기술, 15(1), pp.29-37
28) 이종태, op. cit.,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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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경이 큰 입자에 비해 작은 입경의 입자의 표면적이 넓어 오염물질들을
많이 흡수 할 수 있으며, 폐에서의 침착률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입경에 따
른 분진의 개수농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2> 미세먼지 입경별 호흡기에서의 거동 특성
미세먼지의 입경(㎛)
호흡기에서의 거동 특성
< 0.5
폐포에 부착된 후, 호흡운동에 의하여 밖으로 배출
0.5 ∼ 5
> 5.0

폐포를 통하여 혈관 또는 임파선에 침입
거의 모든 입자가 인후 또는 기관지 점막으로 흡입된 후,
섬모 운동에 의해 객담과 함께 배출되거나 식도를 통해
위속으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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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개요
대도시의 경우 오염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공기 오염을 가중
시키게 되므로, 실내공기는 실외공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29)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 형성 메커니
즘을 이해하여,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2.2.1.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형성 메커니즘

[그림 2.2]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 형성 메커니즘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는 [그림 2.2]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의 생성
과 제거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실내 농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의
한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는 물질보존(material conservation)에 근거한 물질
농도 보존 방정식 (material-balance equation)의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식(2.1)과 같다.

29) 차동원, op. cit.,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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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기서,
k, j :
i

:

compartment (zone)
particle size, ㎛

  :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k, #/㎥


:

the change rate of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due to
processes l, #/㎥·h

이 때, 미세먼지 농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1)Indoor-Outdoor air
exchange

(Infiltration,

Natural

Vent,

Mechanical

Vent)

Process,

2)Internal air exchange Process, 3)Deposition and Re-suspension
Process,

4)Indoor

generation

Process,

5)Other

Aerosol

Dynamic

Process(Condensation, Evaporation, Coagulation, etc.)로 구분 할 수 있
다. 각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의 생성과 제거는 후술하는 바와 같다.

(1) Indoor-Outdoor

air

exchange

(Infiltration,

Natural

Vent,

Mechanical Vent) Process
실내·외 공기의 교환 과정에서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생성과 제거는 식
(2.2)30)와 같이 표현 된다. 실내·외 공기교환에 기인하는 미세먼지의 유출입
경로는 크게 ①침기 시, 건물의 외피틈새, 연결부, 균열 등의 개구부, ②자연
환기 시, 열린 창이나 문 등의 의도적 개구부, ③기계환기 시, 기계장비를 이
용한 강제적 급배기 통로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30) Tareq Hussein, Markku Kulmala, 2008. Indoor Aerosol Modeling : Basic Principles and
Practical Application. Water Air Soil Pollut Focus, 8,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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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기서,
k, j

:

compartment (zone)

i

:

particle size, ㎛

m

:

particle pathway
the change rate of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k due to processes l, #/㎥·h
volume of compartment k, ㎥
air flow rate that brings outdoor particles with
outdoor concentrations via pathway m, ㎥/h
removed air flow rate, ㎥/h





:



:



:

  :
 
: outdoor particles concentrations, #/㎥


: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k,
#/㎥

식(2.2)를 통해 공기교환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 및 그 양은 실내
외 미세먼지 농도와 각 경로(m)에 대한 공기교환량(Q), 그리고 그 때의
Penetration Coefficient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Penetration Coefficient란 공기 중의 입자상 물질이 외피나 환기시
스템을 통해 실내로 침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31) 자연환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침투계수를 1로 보지만, 침기에서의 침투계수는 건물 외피, 문 사
이, 창문 프레임 등의 틈새로 침투하는 비율로 입자 직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며, 실제 건물에서의 측정과 챔버 실험에 의한 측정을 통해 추정 가능하다.
31) William J. Riley. Thomas E. McKone, Alvin C. K. Lai, William W. Nazaroff, 2002, Indoor
Particulate Matter of Outdoor Origin: Importance of Size-Dependent Removal Mechanisms,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onolgy, 36(2),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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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의 경우 환기시스템의 필터효율(유입된 입자를 포집하여 걸러내는
능력)로 부터 침투 계수 추정이 가능하다.

(2) Internal air exchange Process
풍압, 온도차에 의한 압력, 팬구동에 의한 압력차이가 구동력이 되어 실 간
공기유동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생성과 제거는 식 (2.3)과 같
은 실 간의 미세먼지의 유·출입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 또는
모델링을 통한 실내공기질 평가에 있어 실간 공기유동에 의한 오염물질의 유·
출입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2)



 
  ∑      




(2.3)

여기서,
k, j

:

compartment (zone)

i

:

particle size, ㎛

m

:

particle pathway
the change rㅑㅏate of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k due to processes l, #/㎥·h
volume of compartment k, ㎥



:




:

 

:



:

air flow rate from compartment j into compartment k, ㎥/h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k,
#/㎥

32) Tareq Hussein, op. cit.,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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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position and Resuspension Process
전술한 (1), (2)의 과정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 미세먼지는 Deposition(침착)
과 Resuspension(재부유)의 과정을 통해 실내에서 제거되거나 생성된다. 식
(2.4)를

통해

deposition(침착)에

의한

미세먼지의

제거는

침착계수

(Deposition rate, h-1)에 기인함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실
내 미세먼지를 예측함에 있어 침착계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resuspension(재부유)의 의한 생성의 경우, 재부유 관련 인자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이며 실제 실측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재부유에 의한 영
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많은 연구에서 재부유에 의한 생성은 없는 것
으로 가정하고 있다.





  
  ∑   ∑ 




(2.4)

여기서,

k, j

:

compartment (zone)

i

:

particle size, ㎛

m

:




:



:

particle pathway
the change rate of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k due to processes l, #/㎥·h
total area of the deposition surface j in compartment k.
the aerosol particle concentration (m−2) accumulated on
an indoor surface j of area 

 :

 : deposition rate, h-1
 

:

   :

a fraction of the accumulated particles are available for re
suspension from the surface
re-suspension rate,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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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 of compartment k, ㎥

:

 

:

air flow rate from compartment j into compartment k, ㎥/h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k,
#/㎥

(4) Indoor generation Process
실내의 경우 조리, 흡연, 프린트 기기 등의 사용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원
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내 발생원 의한 미세먼지의 생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내 발생원에 의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정확하게 분석하
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는 semi-empirical 방법을 이용하
여 추정한 실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사용하며, 이때 semi-empirical 방법이란
측정농도와 실내 발생원을 무시한 상태의 시뮬레이션 결과농도의 차이를 실
내 발생량으로 추정하는 등의 방법을 의미한다.

(5) Other Aerosol Dynamic Process
응축/증발, 입자의 응고, 각종 화학적 반응과 같은 입자의 동적 거동에 의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생성 또는 제거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의 경우 그
물리적 거동을 해석학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으
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는 생성 또는 제거 될 수 있으며,
각 과정의 농도변화량을 식(2.1)에 대입함으로써, 실내 미세먼지 농도 형성에
대한 최종 식(2.5)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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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5)

여기서,

k, j

:

compartment (zone)

i

:

particle size, ㎛

m

:




:



:



:



:


 


:

particle pathway
the change rate of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k due to processes l, #/㎥·s
volume of compartment k, ㎥
air flow rate that brings outdoor particles with outdoor
concentrations via pathway m, ㎥/h
removed air flow rate, ㎥/h
air flow rate from compartment j into compartment k,
㎥/s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k, #/㎥

:

outdoor particles concentrations, #/㎥

:

 

:

total area of the deposition surface j in compartment k.
the aerosol particle concentration (m−2) accumulated
on an indoor surface j of area 

  

:



:



:

  :

deposition rate, h-1
a fraction of the accumulated particles are available for
re suspension from the surface
re-suspension rate,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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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미세먼지 침투 영향인자
2.2.1의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형성 메커니즘을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목
적 및 범위에 해당하는 침기 시 미세먼지 실내 침투에 관련된 형성 과정에서
의 주요 미세먼지 침투 영향인자를 도출하려 한다. 또한 각 영향인자의 개념
및 특징을 조사하여 실내 미세먼지 침투의 분석에 활용한다.

(1) Penetration coefficient
전술 한 바와 같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는 건물외피나 문, 창문 프
레임 등의 틈새를 통해 일어나는 공기 유동, 즉 침기를 통해 실내로
penetration(침투)된다. Penetration coefficient 또는 Penetration factor
(P, 침투계수)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침기를 통해 실내로 침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parameter로 정의할 수 있다.33)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Penetration coefficient는 창, 개구부, 벽체 등과
같은 건물 요소의 누기면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건물의 특성이며, 입자의 직
경 또한 Penetration coefficient 값의 증감에 관계하는 주요 인자로 제시하
고 있다. 즉, Penetration coefficient은 건물요소의 특성과 입자 직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림 2.3]34)과 같이 실제 건물에서는 0.05-2㎛ 범위에서
0.6-1.0의 값을 가지며, 직경이 2㎛ 이상인 경우는 중력의 영향에 따라
penetration factor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Penetration coefficient의 추정에 대한 통일된 방법은 아직 미비하나,
Penetration

coefficient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Thatcher et al.35)와 Tung et al36)의 경우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을
33) Liwei Tian, Guoqiang Zhang, 2009, Mathmatical model of particle penetration throgh
smooth/rough building envelope leakages, Building and Environment, 44, pp.1144-1149
34) Chun Chen, Bin Zhao, op. cit., pp.275-288
35) Thatcher, T.L., Layton, D.W., 1995, Depostion resuspension, and penetration of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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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를 유추하였다. Mosley et al.37)은 챔버
를 사용하여 일정 압력에서의 Penetration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0.03㎡
의 유효 누기면적을 가지는 창을 대상으로 0.01∼1㎛의 입경범위에서 최대
Penetration Coefficient가 산출됨을 밝혔다. 이외에도 Christopher et al.38)
은 그의 연구를 통해 Indoor particle model을 활용하여 Penetration
Coefficient과 Deposition rate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추후 본 연구
에서는 Christopher et al.의 연구에 제시된 추정 방법을 통해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을 산출 하고자 한다.

[그림 2.3] 실제Penetrati
건물에서의
통해 도출한
미세먼지의 입경별
on coeffi실험을
cient (Chun
Chen, 2011)
within a residence. Atmospheric Environment, 29, pp.1487-1497
36) Thomas C.W. Tung, Christopher Y.H. Chao et al., 1999, A methodology to investigate the
particulate penentration coefficient through building shell, Atmospheric Environment, 33,
pp.881-893
37) R. B. Mosley, D.J. Greenwell, L.E. Sparks, Z.Guo, 2001. Penetration of ambient fine
particles into the indoor environment, Aerosol science and techonology, 34, pp.127-136
38) Christopher Y.H. Chao et al. 2003, Penetration coefficient and deposition rate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in non-smoking naturally ventilated residences, Atmospheric
Environment, 37, pp.423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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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position rate
대기 중 미세먼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내로 유입된 후, 브라운 운동(0.1
㎛ 이하의 입자) 또는 중력(0.1㎛ 이상의 입자) 및 관성충돌, 건물 내 표면 간
의 온도 차이로 인한 열확산 효과 등의 이유로 바닥, 벽, 가구 등의 표면에
deposition(침착)되게 된다. Deposition rate는 단위시간당 대기 중의 미세먼
지가 외력에 의해 건물 내 표면에 침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rameter로 정
의 할 수 있으며,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값을 가진다.39)40)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실내 Deposition rate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에는
입자의 입경, 실내 기류, 표면의 거칠기가 있다.
즉, Deposition rate 역시, penetration coefficient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특성과 입자 직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림 2.4]41)과 입경에 대해
V-shape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입경에 따른 입자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으
로, 0.1㎛이하의 입자는 브라운 확산이나 난류 확산에 영향을 많이 받고, 1㎛
이상의 입자의 경우 중력에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축적되는 반
면, 0.1~1㎛ 사이의 입자들은 확산이나 중력에 의한 영향이 작아 Deposition
rate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상 실의 Deposition rate의 경우 Penetration coefficient의 추정과 마찬
가지로 규정된 추정방법이 아직 부재하나, Deposition rate 역시 크게 실측을
통한 추정과 Indoor particle model을 활용한 추정으로 구분된다.

39) Shansan Shi, Yin L, Bin Zhao, 2014, Deposition velocity of fine and ultrafine particles
onto manikin surfaces in indoor environment of different facial air speeds, Building and
environment, 81, pp.388-395
40) Lai, A.C.K, 2002, Particle Deposition indoors : a review, Indoor air, 12, pp.211-214
41) Ibid.,.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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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실험을 통해 도출한 미세먼지의
2011) 입경별 Deposition rate (Chun Chen,
(3) 침기량(Q) 영향인자
침기란 건물외피 등을 통하여 의도하지 않은 외기가 실내로 침입하는 현상
으로, 자연환기, 기계환기와 함께 외기 유입 형태 중 하나이다. 건물에서의 외
기유입은 풍압과 온도차에 의한 부력, 기계환기 시스템에 의한 실내외 압력차
에 기인하며, 이러한 압력차는 외부환경 요소(기후요소, 지형요소), 건축적 요
소(건물의 형상, 외피와 내부 칸막이의 위치 및 기밀성), 설비적 요소(공조시
스템), 재실자 요소(스케쥴, 행동패턴) 등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침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 중 환경 관련 인자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김효진42)은 침기의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계절별 건물 내 공기유동을 분
석함으로써 영향인자에 의한 공기유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기존연구 고찰을
통하여 침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환경 관련 인자(실내외 온도차, 풍속, 풍
향), 건물관련인자(건물외피 요소의 누기면적, 실내 요소의 누기면적)로 구분
42) 김효진, 2015, 건물 공기유동특성을 고려한 침기 저감방안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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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인자별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인자를 분리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외기온 > 풍속 > 풍향의 순으로 침기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외기 미세먼지 농도 및 입경분포
또한 본 연구는 침기 시 미세먼지의 입경별 실내 침투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내에 침투되는 실외 미세먼지(인접 공간 및 대기 중 미세먼지)의 입경
별 농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의 풍하 측에 위치해 있어 대륙으로부터 장거리 수송되는 토양기원의 미
세먼지 뿐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인위적 기원의 미세먼
지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43) 특히, 미세먼지의 성질 및 미세
먼지가 유발하는 다양한 현상은 대기 중 미세먼지의 입경분포나 수 농도와 직
결하므로, 대기 중 미세먼지의 입경별 농도와 그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림 2.5] 계절에 따른 입경별 미세먼지 개수농도 분포 (김창환,2010)
43) 김지영, 최병철, 2002, 한반도에서 측정된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와 지역별 특성, 한국기상학회지,
38(2),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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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MOUDI(Micro-Orifice Uniform Deposit Impactor), 광학입
자계수기(OPC, Optical Particle Counter), APS(Aerodynamic Particle
Sizer), SMPS(Scanning Mobility Paricel SIzer), EAA(Electrical Aerosol
Analyzer)를 통해 대기 중의 에어로졸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다
양한 지역의 미세먼지 입경분포 특성이 연구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 이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미흡하여 서울시 대기 중의 미세먼지 입경 분포, 특히 개수
농도 분포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입경에 따른 미세먼지의 특성 파악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관련 연구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배귀남 et al.44)은 겨울철 서울 대기 미세먼지의 입경별 수농도를 측정하여
그 특성을 살펴 보았으며, 정창훈45)은 OPC를 활용하여 1년간 서울지역의 대
기 중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각종 기상요소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일 변화의 경향을 입자크기 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김지
영 et al46)은 국내 도시, 해안, 섬 그리고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OPC를 통해
미세먼지의 입경별 수농도를 관측하였으며, 각 지역별 미세먼지의 입경별 농
도 분포 특성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창환47)은 중량 농도 측정법과 개
수 측정법을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밀도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개수 측정법
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의 중량농
도와 입경별 개수농도를, β-ray와 SMPS-APS system을 이용하여 2년간의
2차례에 걸친 장기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2.5]와 같은 4계절에
44) 배귀남, 김민철, 임득용, 문길주, 백남준, 2003, 2001년 겨울철 서울 대기 에어로졸의 입경별 수
농도 특성, 한국대기환경학회지, 19(2), pp.167-177
45) 정창훈, 2003, OPC(광학저 입자 계수기)로 측정한 2001년 서울지역 에어로졸의 입경 분포, 한국
대기환경학회지, 19(5), pp.515-528
46) 김지영, 최병철, 2002, 한반도에서 측정된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와 지역별 특성, 한국기상학회지,
38(2), pp.95-104
47) 김창환, 2009, 서울시 미세먼지(PM10)의 입경별 밀도추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
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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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 및 질량농도 데이터를 확보 및 제시하고 있
다.

2.3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관계 관련 기존연구 현황
국내·외에서는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수의 기존 연구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재
실자 활동, 환기조건 및 환기율, 실내발생원조건, 기후조건 등의 인자가 실내·
외 미세먼지의 농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측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실측
을 통한 미세먼지 농도 평가의 한계로 인하여 모델링을 통한 미세먼지의 예측
및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material-balance model에 기반한
다양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 해석모델이 개발·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절
에서는 국내·외의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관계 분석을 통한 실외 미세먼지의
침투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측정 및 모
델링 연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2.3.1. 측정을 통한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관계 분석 연구
실내·외 공기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오염물질의 실외, 실
내 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I/O ratio(Indoor-Outdoor concentration
ratio)의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I/O ratio는 실내외 미세
먼지의 농도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여러 연구에서 측정과 데이터 분
석의 지표로 활용되며, 아래 <표 2.3>은 I/O ratio를 활용한 선행연구 및 그
개요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I/O ratio를 활용하여 실내외
미세먼지의 농도관계를 분석하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미세먼지의 실내·외 농도 및 그 관계에 관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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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는 PM10 및 PM2.5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 농도 측정 또는
영향인자에 따른 실내·외 미세먼지의 농도관계 대한 현상 분석을 주요 골자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혼합물의 일종인 미세먼지의 입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고, 측정의 경우 인자의 영향이 복합적이므로 특정 인자가 실내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측정 당시의 환경조건 임의 설정 및 조
정이 어려우므로,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적 요소가 실내·외 미세먼저
농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제약이 존재한다.

2.3.2. 모델링을 활용한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관계 분석 연구
실측을 통한 미세먼지 농도 평가의 한계로 인하여 모델링을 통한 미세먼지
의 예측 및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2.1절에서 고찰한
material-balance model 기반의 다양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예측·해석모델
이 개발·연구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material-balance equation의 형태와
구현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며, IAQM(Indoor Particle Quality Model)48),
Indoor Aerosol Model, Indoor Particle Model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
되고 있다.
<표 2.4>을 통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모델링을 활용한 기존 연구는 크게
모델을 활용한 미세먼지 농도의 예측에 관한 연구와 모델 자체의 개발 및 그
평가에 주목적을 두는 연구로 구분 될 수 있다. 전자의 모델을 활용하여 미세
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평가한 연구의 경우 연구의 목적, 가정 또는 평가대상
공간의 특성에 따라 모델링에 포함하거나 제거할 항을 연구자가 선택하여 각
연구자 별 모델의 형태가 상이하므로 Indoor Particle Model을 활용함에 있

48) S. R. Hayes. (1989). Estimating the effect of being indoors on total personal exposure to
outdoor air pollution, Air&Waste management association. 39(11), pp.1453-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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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목적과 공간 특성을 고려한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모델링을 활용
한 연구의 경우 아직 평가 대상의 범위가 단일실(single zone)에 국한되어 있
어 평가 대상 공간을 설정함에 있어 제약이 있다는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표 2.3> PM I/O ratio 관련 선행연구 사례
저자 (년도)
연구 개요
Gruber
실내·외 공기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I/O
(1954)
Ratio에 대한 개념을 사용
24시간 샘플링을 통해 실내·외 공기질 관계의 특징 설명하여
Anderson 했으며,
방 크기, 외벽재료, 실내가구, 환기율에 따라 I/O Ratio를
(1972)
도출
Kamens
비흡연 가정을 대상으로 I/O ratio를 분석하여, 흡연의 실내
(1991)
발생량을 추정
자연환기상태의 17주택에서 재실자 활동이 PM I/O Ratio에
Monn 끼치는
영향을 실측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1995)
끼치는 재실자 활동은 흡연과 조리임을 확인
Lee
여름철 대한민국(충주)의 실내외 PM2.5 농도의 상관관계를 I/O
(1997)
ratio를 통해 분석
Jone
블로어 도어를 이용한 가감압법으로 기밀도를 측정하여,
(2000)
기밀도가 PM I/O Ratio에 미치는 영향을 실측
Freijer and
Bloemen
환기 시스템, 실내·외 오염원에 따른 PM I/O Ratio 분석
(2000)
환기시스템, particle 크기와 PM I/O Ratio의 상관관계 분석을
Koponen 통해,
PM I/O Ratio와 환기율의 상관관계는 적고 particle 크기와
(2001)
상관관계가 큼을 확인
온도, 상대습도, 기압, 풍속, 일사량 등 다른 기후조건과
Chan
RSP(Respi
rable Suspended Particle: PM2.5)의 I/O Ratio의
(2002)
상관관계 분석
Chen I/O ratio, infiltration factor and penetration factor로 나타낸 PM2.5과
(2011)
PM10의 I/O Relationshi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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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모델링 활용을 통한 선행연구 사례
저자 (년도)
연구 개요
J.Alzona et 실내외 미세먼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Indoor Particle Model의
al. (1979)
개발
Douglas W.
Dockery et
Indoor Particle Model을 활용하여 영향인자에 따른 실내
al.
미세먼지와 황산염의 농도를 예측
(1981)
S. R. Hayes 재실자가 실내에서 실외 발생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1989)
평가하기 위해 Indoor Particle Model을 개발
MarkkuKulm 오염물질의 실내농도, 실표면에의축적량, 실내외 농도 상관관계를
alaet al.
분석하기 위해 simple model을 개발
(1999)
M. Jamriska Indoor Particle Model을 활용하여 도로변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을
et al.
대상으로 실내 농도에 대한 외기의 영향을 평가
(2000)
Wil iam J.
Particle Model과 실측을 활용해오피스와 주거건물을
Riley et al. Indoor대상으로
외기농도에 따른 실내PM농도를 분석
(2002)
NakornTippa
yawong et Indoor Particle Model을 활용하여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실을
al.
대상으로 실내농도와 실외농도의 관계를 밝힘
(2007)
RadhaGoyal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실을 대상으로 실내 PM농도 분석을 위해
et al.
Single compartment model을 개발,평가
(2011)
M.L. Pereira Indoor Particle Model을 활용하여 수술실의 필터시스템과 실내
et al.
발생원이 실내/외 농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평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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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본 장에서는 입경에 따른 미세먼지 분석 및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건
을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특성과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형성 메커니즘을
고찰하고,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사례를 검토하였
다. 본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액체 또는 고
체 입자상의 다양한 성분과 입경의 입자들로 구성된 혼합물이다. 미세먼
지는 그 입경에 따라 발생원, 구성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인체에 미
치는 위해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관계
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관리대책의 마련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영향에
대한 영향, 즉,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를 평가함에 있어 미세먼지의
입경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는 실내외 공기교환을 통한 미세먼지의 유출입,
건물 내 실간 공기교환을 통한 미세먼지의 유출입, 실 내 미세먼지의 침
착 및 재부유, 실내 미세먼지 발생 및 기타 동역학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
다. 이 때, 각 과정은 물질보존(material conservation)에 근거한 물질
농도 보존 방정식 (material-balance equation)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
며, 각 과정의 수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들은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간주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침기를 통한 실
내외

공기교환에

관련된

과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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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ion

coefficient,

Deposition rate, 침기량(Q) 및 외기 미세먼지 농도 및 입경분포를 주요
영향인자로 도출하였다.

3)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크게 측정을 통한 것과 모델링을 통한 실내·외 미
세먼지 농도관계 관련 연구로 분류 할 수 있다. 측정을 통한 연구의 경우
단순 현상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의 필요성
을 재고하였다.

4) 또한 측정을 통한 연구에서는 측정 당시의 환경조건 임의 설정 및 조정
이 어려우므로, 실측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적 요소의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 분석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 33 -

제 3 장 침기 시, 실내·외 미세먼지 입경별 농도 분석
3.1 개요
본 장에서는 침기 시, 실내·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농도 분석을 통해 미세먼
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다른 계절에 비해 침기량이 큰 겨울철, 국내 사무공간을 대표하는 1개의
실(single zone)을 대상으로 실내·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를 측정했
다. 측정결과를 통해 실내·외 미세먼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I/O ratio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입경별 침투와 그 정도
를 평가했다. 또한 본 측정의 결과는 4장의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의 추정에 함께 활용 될 예정이다.

3.2 실내·외 미세먼지 입경별 농도 측정
3.2.1. 측정 대상건물 및 공간
실내외 입경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적정 규모로 오염물질
의 침투와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다하지 않으며, 2)공간 구조 및 건
물의 구성요소가 반복되기 때문에 건물요소의 기밀성능 등의 측정이 용이하
고, 3)실내·외 건물구성 요소 및 재료가 일반 오피스 건물을 대표할 수 있다는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대상건물 및 공간을 선정하였으며 그 개요는 후술하는
바와 같다.
(1) 대상건물 및 대상실 개요
대상건물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중규모 사무소 건물로 단일동이며, 지
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물의 높이는 약 23m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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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외벽이 설치되어 있다. 본 건물은 지하 2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주
차장 및 다중이용시설로,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
으며 대상건물의 개요는 <표 3.1>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실내 미세먼지 개수농도의 측정은 대상건물의 남측면에 위
치하고 있는 크기 3.8×6.0×2.4m의 실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실
의 경우, 틸트(tilt)식 창호가 설치 된 커튼월 외피로 구성된 한 면이 외기에
면해 있다. 그 외에 국내 일반 사무 공간에 주로 사용되는49) 페인트 마감 벽
면과 흡음텍스 마감 천장, 디럭스타일 바닥이 시공되어 있어 건물구성 요소
및 재료가 일반 오피스 건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위치
규모
구조
용도
주차방식
연면적
건축면적
위치
규모
용도
마감재

<표 3.1> 대상건물 및 대상실 개요
대상건물 개요
서울시 관악구
지하 2층 ∼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커튼월 구조
사무소 및 판매시설
램프진입 지하주차장, 자주식 주차장(Drive-in parking)
약 17,000㎡
약 4,815㎡
대상실 개요
대상건물 4층 남측면
3.8 × 6.0 × 2.4 m
일반 사무공간
페인트 마감 벽면, 흡음텍스 마감 천장, 디럭스타일 마감
바닥

49) 이경훈, 김은중, 2001, 최근 서울시 대형 사무소건물의 실내마감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7(3), p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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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상건물 전경

sampling room

[그림 3.2] 대상건물 및 대상실의 평면도(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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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 개요
실내·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 측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
무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건물을 대상으로 2015년 1
월, 2월 중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이 이
루어지는 공간은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의 실시를 제한하여 침기에 의해서만
공기교환이 이루어지며, 기타 외란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유지하였다. 또한
대상실 내에는 재실자를 비롯한 기타 발생원이 존재하지 않아 실내 미세먼지
발생량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내·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는 Optical Particle Counter(OPC,
AEROTRACK TSI 9306-v2)를 이용해 체적 약 62㎡의 단일 실과 대상건물
의 옥상에서 각 각 10분 간격으로 측정되었다. OPC는 입자에 의해 산란된 빛
의 강도가 입자크기에 의존한다는 가정 하에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기
로써, 각각의 개별적인 입자는 기기의 산란 장치로 유입되어 빛이 광 검출기
(photo detector)에 의하여 산란된다. 이 때, 광 측정부는 각각의 입자가 산란
장치로 유입될 때마다 전압 신호를 발생시키며 이 광 측정부에서의 신호는 입
자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각 각의 입자에 의해 산란되는 빛의 산란세
기는 Mie의 scattering code에 의해 계산되어지며, 각각의 입자는 신호에 따
라 계수되는 동시에 그 크기가 전기적으로 처리되어 적당한 보정식에 의하여
입자의 크기로 환산된다.50)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클린룸의
클래스를 평가51)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입경을 참고하여, 0.3㎛, 0.5㎛, 1㎛,
3㎛, 5㎛, 10㎛의 6가지 크기의 미세먼지 대한 개수농도를 측정하였다. 이외
에도 온습도계를 활용하여 측정 당시의 온습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종합적인
50) Wei, Ling, J. N. Chung, T. R. Troutt, C. T. Crowe, 1998, Direct numerical simulation of a
three-dimensional temporal mixing layer with particle dispersion, Journal of Fluid
Mechanics, 358, pp.61-85
51) ISO. 「ISO 14644-1 Cleanroom Standards」. IS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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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요는 <표 3.2>과 같으며, 측정에 활용된 OPC의 사양에 대한 정보는
<표 3.3>에 서술하는 바이다.

구분
측정일시
측정장소
측정요소
측정장비
측정간격

<표 3.2>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 개요
개요
2015.01.14. ∼ 2015.01.15.
측정 1
(16:55 ∼ 15:45, 약 11h)
2015.01.15.
∼ 2015.01.16.
측정 2
(18:17∼ 17:27 약 11h)
2015.01.16. ∼ 2015.01.18.
측정 3
(22:15 ∼ 18:15, 약 20h)
2015.02.23.
∼ 2015.02.24.
측정 4
(12:40 ∼ 14:30, 약 13h)
대상실 (<표 3.1> 참고) 및 대상건물 옥상
온도 및 습도
PM0.3, PM0.5, PM1, PM3, PM5, PM10
온습도 데이터로거(MCH-383SD)
Optical Particle counter(TSI 9306-v2)
10분 간격 측정 (1분 측정, 9분 대기 반복)

<표 3.3> Optical Particle Counter의 기기 사양
구분
개요
Particle
0.3 to 10㎛ (user-selectable)
channel sizes
factory-calibrated at 0.3,0.5,1.0,3.0,5.0,10.0㎛
< 15% at 0.5㎛
Size resolution
(per ISO 21501-4 requirements)
50% at 0.3㎛
Counting
100%
for
particles > 0.45㎛
efficiency
(per ISO 21501-4 requirements)
Flow rate
0.1CFM (2.83L/min)
Light source

Long life laser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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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 결과를 통한 실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실내 영향도 분석

3.3.1. 실내·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농도 측정 결과
측정기간(겨울철) 동안 OPC를 이용하여 측정된 미세먼지의 입경별 평균 및
최대, 최소 개수농도를 <표 3.4>과 [그림 3.3], [그림 3.4]에 나타냈다. 전체
측정기간에 대한 0.3, 0.5, 1, 3, 5, 10㎛ 입경의 평균 개수농도의 경우 각 각
실내는 1.5×109, 2.1×107, 2.1×106, 0.9×105, 0.3×105, 0.2×104 이며, 실
외는 2.2×109, 3.5×107, 4.4×106, 0.6×106, 0.3×106, 0.2×105이다.
모든 측정결과에서 0.3과 0.5㎛의 입경을 갖는 입자의 경우 평균 개수농도
가 108에서 109 단위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 이상의 입경 범위의 개수
농도는 106 단위로 측정되었다. 1㎛ 부근을 기준으로 개수농도의 차이가 매
우 커 [그림 3.3]와 [그림 3.4]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1㎛ 이상의 입경범위에
서는 상대적으로 개수농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림 3.3]와 [그림 3.4]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측정기간에 따라 입경별 개
수농도의 차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입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수농도가 감
소하는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 중 미세먼지는 입경에 따라 농도비
가 상이하여 입경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농도비를 보이고, 전체 농도에 대
한 입경별 개수농도의 비는 계절 또는 지역에 따라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는 사실은 다수의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며 본 연구 또한 동일한 결과
를 얻었다. 추가적으로 실내 미세먼지의 입경분포 역시 실외의 것과 동일하
며, 입경에 따라 농도비가 일정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입경에서 실외 개수농도가 높을수록 실내 개수농도 역시 높은 값을 가졌
다. 이를 통해, 침기를 통한 외기 미세먼지의 건물 내 유입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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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실내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 측정 결과

[그림 3.4] 실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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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실내·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 측정 결과
측
정
#
측
정
1
측
정
2
측
정
3
측
정
4

입경
농도
(x 106
#/㎥)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min

0.3㎛
In
244.21
302.66
146.16
196.85
254.00
120.53
101.37
237.26
43.23
67.03
87.83
33.25

0.5㎛
Out
345.48
487.20
99.78
268.20
355.57
169.25
135.03
389.64
35.10
135.69
210.41
84.26

In
Out
29.92 59.97
38.09 83.24
20.31 22.49
28.87 39.23
39.91 56.55
18.81 20.73
16.74 22.40
51.58 105.27
5.15 5.05
12.31 21.06
21.82 26.27
8.32 13.15

1㎛
In
1.32
1.83
1.03
1.12
1.58
0.88
0.74
3.83
0.20
5.42
21.85
1.02

3㎛
Out
In
4.09 0.034
5.70 0.060
2.47 0.017
1.92 0.008
2.58 0.022
1.07 0.001
1.87 0.005
9.09 0.036
0.49 0.0004
9.91 0.31
23.12 1.19
3.12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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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ut
0.174
0.271
0.100
0.037
0.055
0.021
0.119
0.323
0.038
2.01
5.13
0.55

In
0.012
0.024
0.003
0.003
0.011
0.002
0.013
0.120
0.471
0.017

10㎛
Out
In
Out
0.127 0.001 0.018
0.221 0.002 0.045
0.055
- 0.005
0.009 0.0002 0.0003
0.020 0.002 0.002
0.001
0.070 0.0001 0.012
0.118 0.001 0.024
0.024
- 0.002
1.125 0.006 0.106
2.860 0.025 0.278
0.337
- 0.036

<표 3.5> 시간에 따른 전체 개수농도(ΣPM)에 대한 입경별 농도비
측
정
#
측
정
1
측
정
2
측
정
3
측
정
4

입경
농도
(x 106
#/㎥)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min

0.3㎛

0.5㎛

In
Out
0.886 0.843
0.890 0.856
0.871 0.787
0.869 0.868
0.878 0.886
0.849 0.843
0.867 0.862
0.892 0.919
0.801 0.766
0.781 0.788
0.883 0.886
0.462 0.615

In
Out
0.109 0.146
0.121 0.177
0.105 0.135
0.126 0.126
0.145 0.149
0.118 0.107
0.128 0.126
0.184 0.212
0.104 0.074
0.147 0.127
0.254 0.175
0.105 0.093

1㎛
In
0.005
0.007
0.004
0.005
0.007
0.004
0.005
0.014
0.003
0.067
0.264
0.011

3㎛
Out
0.0102
0.0336
0.0080
0.006
0.008
0.005
0.011
0.021
0.006
0.064
0.15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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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0.0001
0.0002
0.0001
0.00004
0.00013
0.00001
0.00004
0.00014
0.00000
0.004
0.015
0.0005

5㎛
Out
0.0004
0.0014
0.0003
0.00012
0.00023
0.00006
0.00083
0.00147
0.00041
0.013
0.034
0.003

In
0.0000
0.0001
0.0000
0.00001
0.00006
0.000000
0.00001
0.00005
0.00000
0.001
0.006
0.0002

Out
0.0003
0.0011
0.0002
0.00003
0.00009
0.000004
0.00053
0.00112
0.00019
0.007
0.019
0.002

10㎛
In
0.000003
0.000010
0.000000
0.000001
0.000010
0.000000
0.00000
0.00001
0.00000
0.0001
0.0004
0.0000

Out
0.000043
0.000145
0.000015
0.000001
0.000008
0.000000
0.00009
0.00023
0.00001
0.0007
0.0019
0.0002

3.3.2. 미세먼지 입경별 I/O ratio
측정 실내·외 미세먼지 개수농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입경별 I/O ratio는
<표 3.6>과 [그림 3.5]에 요약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입경별I/O ratio의
변화의 예시로 측정 4의 결과를 [그림 3.6]에 나타냈으며, 나머지 측정 케이
스 역시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본 측정은 재실자 및 기타 실내 발생원
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측정 3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기간의 I/O
ratio가 대부분의 경우 1이하의 값을 보였다. 실험 3의 경우 실내 미세먼지농
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반면 외기의 농도가 급격히 하강하는 구간이 발생하
여, I/O ratio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0.3과 0.5㎛
입경의 입자 간의 I/O ratio는 크게 상이하지 않으며, 다른 입경의 I/O ratio에
비해 비교적 1에 근접한 값을 가졌다. 0.5㎛ 초과의 입경을 갖는 입자는 입경
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I/O ratio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 입경 이상
의 입자의 경우 그 값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hatcher, T.L. et al.52),
Morawska et al.53)은 I/O ratio를 활용하여 건물의 외피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막지 못하여 필터로써 외피의 역할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
렸으나, 두 연구 모두 입경에 따른 분석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실외 미세먼지는 입경 크기 및 범위에 따라 실내로 침투
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작은 입경의(1㎛ 이하)입자에 대해서 기존 연구
와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큰 입경의 범위(3㎛ 이상)의 입자에 대해서
건물 외피가 필터로써 높은 제거효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를 통해, 실외 미세먼지가 실내에 침투되는 정도는 입자의 입경에 관계하므
로,

입자의

입경에

따른

특성에

기인할

것을

예상하는

바이다.

52) Thatcher, T.L., op.cit., pp.1490-1497
53) Guo, H., Morawska, L., He, C., Zhang, Y. L., Ayoko, G., & Cao, M. 2010. Characterization
of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s and PM2. 5 in a school: influence of outdoor air
pollution on indoor air.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17(6), 1268-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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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측정 미세먼지의 입경별 I/O ratio

[그림 3.6] 시간에 따른 입경별 I/O ratio 변화 예시 (측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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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x 106 #/㎥)
0.3㎛
max
min
avg.
0.5㎛
max
min
avg.
1㎛
max
min
avg.
3㎛
max
min
avg.
5㎛
max
min
avg.
10㎛
max
min
avg.

<표 3.6> 미세먼지 입경별 I/O ratio 결과
측정 1
측정 2
측정 3
측정 4

평균

2.12
0.47
0.72

0.98
0.40
0.74

1.58
0.24
0.82

0.79
0.34
0.51

1.37
0.36
0.70

1.12
0.34
0.51

1.11
0.44
0.75

2.15
0.22
0.87

0.90
0.42
0.59

1.32
0.36
0.68

0.48
0.21
0.33

1.05
0.46
0.60

1.36
0.12
0.43

1.08
0.30
0.49

0.99
0.27
0.46

0.38
0.08
0.20

0.59
0.04
0.21

0.12
0.00
0.04

0.27
0.07
0.13

0.34
0.05
0.14

0.28
0.02
0.09

1.00
0.00
0.27

0.13
0.00
0.02

0.20
0.03
0.09

0.40
0.01
0.12

0.17
0.00
0.04

-

0.11
0.00
0.01

0.11
0.00
0.05

0.13
0.0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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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침기시 입경에 따른 미세먼지 실내·외 개수농도 측정과 그 농
도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측정을 계획 및 실시하고,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
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농도 특성을 파악하고, I/O ratio를 산출·분석 하였다.
본 장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겨울철 미세먼지의 입경별 개수농도 측정 결과, 전체 측정기간에 대한
0.3, 0.5, 1, 3, 5, 10㎛ 입경의 평균 개수농도의 경우 각 각 실내는
1.5×109, 2.1×107, 2.1×106, 0.9×105, 0.3×105, 0.2×104 이며, 실외는
2.2×109, 3.5×107, 4.4×106, 0.6×106, 0.3×106, 0.2×105 으로, 실내·
외 모두 입경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개수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입경 0.3과 0.5㎛ 입자의 개수농도는 1㎛ 이상의 입경을 갖는 입자
의 개수농도에 비해 평균 102에서 10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기 중 미세먼지는 입경에 따라 농도비가 상이하여 입경의 크기가 작
을수록 높은 개수농도 분포를 보이고, 전체 농도에 대한 입경별 개수농
도의 비는 계절 또는 지역에 따라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했다. 실내 미세
먼지의 입경분포 또한 실외의 것과 동일하게 작은 입경의 농도비가 월등
히 높았으며, 입경에 따라 농도비가 일정했다. 이렇듯 실외 뿐 아니라 재
실공간(실내) 내의 공기 중 인체의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입경 범위
의 입자 분포 비율이 높으므로 작은 입경의 입자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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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 발생원이 부재한 공간에서 측정된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를 활용
하여 I/O ratio를 산출한 결과, 0.3과 0.5㎛ 입경의 입자는 1에 근접한 값을
가졌으며 0.5㎛를 초과하는 입경의 입자의 경우 입경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I/O ratio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오직 실외의 미
세먼지에 기인하므로 산출된 I/O ratio를 통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impact)가 미세먼지의 입경에 관계하며, 입자의 입경
이 작을수록 실외의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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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세먼지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의 추정
4.1 개요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의 추정
방법을 고찰하고, 3장에서의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대상실의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을 산출하였다.

4.2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 산출 방법 고찰
2.2.2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은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기존연구의 고찰
을 통하여, 미세먼지의 질량농도 보존법칙을 이용해 Penetration coefficient
와 Deposition rate을 추정하는 Christopher, Y.H. Chao et al.1)의 방법을
본 연구의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 산출 방법으로 선정
하였다.
Christopher는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을 정의하기 위
해, 아래 식(4.1)의 Simplified indoor particle model을 제시하였다.

1) Christopher, Y.H. Chao, 2003, ~ , Penetration coefficient and deposition rate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in non-smoking naturally ventilated residences, Atmospheric environment,
37, pp.423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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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Volume of the room, m3
Indoor particle concentration, μg/m3 or #/m3



:

Penetration coefficient. dimensionless



:

Volumetric airflow rate, m3h-1

 :

Outdoor particle concentration, μg/m3 or #/m3

 :

Volumetric airflow rate due to deposition, m3/h

 :

Source generation of indoor particle at time t, μg/h

위의 지배방정식에서 실내 발생원은 존재하지 않다고 가정하였으며, Q=λV,
  =  V이므로, 이를 대입·정리하여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식(4.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Air change rate, h-1

 :

Deposition rate, (h-1





:

initial Concentration(μg/m3 or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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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실내 미세먼지 농도(  )는  에 다다르며, 이
   


를 정상상태 미세먼지 농도인  

   

           

(4.3)

이로부터 Deposition rate과 Penetration coefficient를 각 각 식 (4.4), 식
(4.5)와 같이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공기교환율(  )와 외기 미세먼지 농도
(  ) 일정하다 가정한다.

    

     ln   

    

(4.4)

  
       
  

(4.5)

위의 식(4.1)은 질량농도가 보존됨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나, 입자가 완전
한 구형이며 각 입경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개수농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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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상실의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 산출
본 연구에서는 식(4.4), 식(4.5)를 활용하여, 침기 이외의 공기교환 경로가
차단 된 대상실의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3장의 실내·외 입경별 미세먼지의 개수농도 측정 데이터와 대상실
의 누기면적 측정 데이터, 서울시표준기상데이터 및 공기유동해석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추정한 대상실의 침기량(  )을 사용하였다.
입경별 측정 데이터는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한 구간을 임의로 추출하
여 활용 하였으며, 정상상태 미세먼지 농도( 

침기량 추정을 위한 누기면적의 측정과 모델링을
통한 침기량의 추정은 5장에서 상세히 서술하는 바이며,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 산출에 사용된 데이터의 분석조건은 <표 4.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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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

(b) 0.5㎛

(c) 1㎛

(d) 3㎛

(e) 5㎛

(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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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조건을 활용한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의 산
출 결과는 각 각 <표 4.2>, <표 4.3> 같다. 산출 된 Penetration coefficient
와 Deposition rate의 값은 각 측정 케이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입
경별 추정값이 대체로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Penetration coefficient은 입자의 입경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며, 0.3㎛와
0.5㎛의 입경 범위에서 가장 높은 Penetration coefficient을 (약 0.7)을 가진
다. 또한 1㎛를 기준으로 Penetration coefficient의 대·소의 차이가 확연하
여, 큰 입경 범위의 입자(1㎛ 초과 입경)에 비해 작은 입경 범위(1㎛ 이하의
입경)의 입자가 건물외피를 통해 쉽게 침투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입자의 입경
이 클수록 Penetration coefficient가 감소하는 것은, 입경이 커질수록 외피의
틈을 통과하며 차단되거나 충돌하여 박히는 등의 입자의 물리적 거동에 의한
입자의 손실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표 4.3>에 요약된 추정 Deposition rate은 Penetration
coefficient와 동일하게 입자의 입경에 따른 경향을 나타냈다. 약 1㎛ 입경을
기준으로 입경이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Deposition rate 역시 함께 증가
하였으며, 10㎛ 입경의 입자에서 가장 큰 Deposition rate의 값이 추정되었
다. 입자는 그 직경이 감소함에 따라 브라운 확산계수가 증가하므로 입경이
감소할수록 표면에 침착되는 속도가 증가한다. 또한 입경이 증가할수록 입자
가 받는 중력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입경이 커질수록 공기 중의 입자는 더
빨리 제거되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이에 반해, 0.5㎛에서 1㎛ 부근의 입자는
중력과 확산에 의한 침착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으므로, 1㎛를 축으로 하는
V-shape의 형태의 Deposition rate이 추정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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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세먼지 입경별 특성이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에 미치는
영향
앞선 3.2장에서는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입경별 I/O ratio를 도
출하고, 이를 통해 입경에 따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를 확인했다.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는 입자의 입경 크기범위에 깊게 관계하며, 1㎛를
기준으로 입경 범위를 구분 하였을 때, 작은 입경범위와 큰 입경 범위 입자
간의 침투 정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입경 범위에 따른 침투 정도의 차이는, 입경의 특성인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에 기인함을 [그림 4.3]에서 [그
림

4.6]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추정된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은 약 1㎛를 기준으로 역비례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를 통
해, 1㎛ 이하의 입경 범위를 갖는 입자의 경우 Penetration coefficient의 값
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여 실내로 침투되는 미세먼지의 비율이(I/O ratio)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 초과 입경을 갖는 입자의 경우 I/O ratio가 낮아,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 이상의
입경 범위에서는 입경이 증가할수록 Deposition rate이 함께 증가하여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가 감소하지만, Penetration coefficient의 경우 입경이 증가
할수록 감소되어 침투로 인한 미세먼지의 증가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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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앞 장에서 살펴본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의 결
과가 입자의 입경에 따른 특성에 기인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의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의 도출 방법을 고찰하고, 실측결
과를 활용하여 대상실의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
을 추정하였다.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에 따른 I/O ratio
를 분석함으로써,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의 원인
을 규명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내 미세먼지 농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Penetration coefficient
와 Deposition rate의 경우 아직 규정된 추정 방법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의 기존연구를 고찰을 통해, Christopher, Y.H.
Chao가 제시하고 있는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을 추
정 방법을 선정하였다.

2)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을 추정하고자 미세먼지의
질량 보존법칙을 기반으로 simplified indoor particle model을 수립하
고,

이로부터 발생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침기량 및 외기농도가 일정할

때의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 산출식을 유도했다.

3) 대상실의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을 추정을 위해, 3
장의 실내·외 입경별 미세먼지의 개수농도 측정 데이터와 대상실의 누기
면적 측정 데이터, 서울시표준기상데이터 및 공기유동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정한 대상실의 침기량(  )을 활용하였다. 산출된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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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는 입자의 입경에 관계하여 값의 대·소에
일정한 경향을 가졌다. 이를 통해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이 미세먼지의 입경별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미세먼지의 입경에 따른 물리적 거동이 상이함에 따라,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은 1㎛ 기준으로 역비례하는 형태를 보였
다. 이러한 입경 별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 추정값
의 특성과 입경 별 I/O ratio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입경이
감소할수록 침투되는 정도는 증가하는 현상이 미세먼지의 입경별 특성
에 기인함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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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환경조건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
평가
5.1 평가개요
실내·외 미세먼지의 농도 관계는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외기교환량(침기량)과 외기 미세먼지 농도 등 환경적 인자의 영향에 기
인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적 인자의 변화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 농
도 변화를 통하여, 각 인자가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
향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환경적 인자가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통한 방법으로 그 관
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측정의 경우, 다양한 환경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인자만을 선별하여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관계에 미
치는 영향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측정 당시의 환경조
건을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
한 이유로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적 요소가 실내·외 미세먼저 농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적
인자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 영향인자로 2.2.2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실외 미세먼지 농도와
침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외기온, 풍속 및 풍향을 환경적 인자로 정의하였으
며, 실제 외기 관측자료 및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발생 가능한 환경조
건 내에서 영향인자의 평가 범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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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건물 공기유동 및 오염물질 농도 해석 모델
5.2.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선정
미세먼지의 실내외 유출입은 건물 내 공기유동에 기인하므로 건물 내 공기
유동

해석이

가능하며,

2.2.1절에서

고찰한

물질

농도

보존

방정식

(material-balance equation)의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형성 메커니즘을 구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선정이 요구되는 바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부과 건물의 존, 존과 존간의 공기유동 해석이
가능하며, 오염물질 농도 해석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CONTAMW3.0을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의해 개발된 네트워크
모델 기반의 공기유동 해석프로그램 CONTAMW는 건물의 실이나 존을 각각
의 결점(nodes)으로 고려하고 건물전체를 이러한 결점으로 구성된 격자시스
템으로 가정하며, 두 개의 결점간 연결은 주어진 저항을 갖는 공기유동 경로
(airflow path)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현재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국
제적 신뢰도를 인증 받은

CONTAMW는 다중 공기유동 해석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기본적인 오염물질의 확산 및 농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제어 체적 내의 오염물질의 질량보존을 근거로 하는 오염물질 농도
해석은 다음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다.28)










 



→      

    







 



 


→   



(5.1)

28) Dols, W. S.., Walton, G. N., CONTAMW 2.0 User manual, NISTIR 6921,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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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le concentration in i, μg/㎥



:

Particle concentration in j, μg/㎥

→

:

Rate of air mass flow from i to j, ㎥/h



:

Filter efficiency



:

Particle removal rate, μg/h



:

species generation at the rate, μg/㎥







Species may be added or removed by first-order chemical

:
reactions with other species at the rate, μg/h

이 때 제어 체적은 단일 실(single-room)를 의미하며, 단일 실 내의 오염물
질은 완전혼합(well-mixed)됨을 가정한다. 제어체적 j에서 제어체적 i로 유입
되는 오염의 질량을 → 라 하고, 제어체적i에서 제어체적 j로 유입되는 오염
의 질량을 →  라 하면, 시간변화에 대한 오염량의 변화는 식()과 같이 표현된
다. CONTAMW 상에서 Penetration coefficient를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 있
는 항은 없으나,




→  

 항에서  이 필터의 효율을 의미하므로   

이 penetration coefficient에 대응하는 값임을 알 수 있다. Deposition rate
은 Removal rate(R)을 통해 구현할 수 있으며,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은 입경에 따라 값이 상이하므로 프로그램 상에서 particle
size별 해당 값을 입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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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시뮬레이션 모델 및 검증
대상건물 구성요소의 누기면적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링이 완료되었
으며, 겨울철 실내외 측정 차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기유동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대상건물의 공기유동 모델링은 공기유동경로인 창, 현관문, 내부 출입문, 엘
리베이터 홀, 계단실, 수직 샤프트, 주차 출입구등을 통한 공기의 수평, 수직
이동이 구현되도록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델링 기밀성능 측정을 통해 도
출한 외기유입 구성요소의 누기면적을 데이터를 모델링에 반영하였다.

[그림 5.1] 건물 Airflow network modeling (4층)

구현한 공기유동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해석
한 주요 지점에서의 절대압과 건물에서 실측한 절대압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의 수직, 수평 압력분포를 절대압계를 통해 측정하고 외기와
홀, 홀과 엘리베이터의 차압은 차압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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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과 시뮬레이션에서의 실내·외 수직 압력분포는 [그림 30]와 같다. 실
측 시, 실측값과 시뮬레이션 결과 나온 실내·외 수직 압력분포의 경향성을 볼
때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실내·외 수직 절대압 분포의 측정값과 시뮬레이션 결과값의 비교

– ℃

* 측정 일시 : 2015년 1월 8일
* 측정 기상조건 : 외기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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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 0.96m/s, 풍향 270°

5.3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 분석
5.3.1. 평가대상 영향인자의 변수 설정
침기 시, 미세먼지의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인자로는 앞서 2.2.2절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외기 미세먼지의 농도와 침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외기
온, 풍속, 풍향을 선정하였다. 단, 풍향의 경우 대상건물 및 대상공간의 위치
에 따라 그 영향이 매우 상이하여 일반화된 결론의 도출이 불가하므로 평가
대상 인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한다.
각 인자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외기 관측자료 및 기상 데이
터를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조건 내에서 영향인자의 평가 범위를 설정하
였다.

(1) 실외 미세먼지 농도
특별한 발생원이 없는 공간에서의 실내 미세먼지는 농도는 실내에 침투되
는 실외 미세먼지(대기 중 미세먼지 및 대기 인접 공간의 미세먼지)의 농도에
기인한다. 즉, 실을 기준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침기에 의
해 실내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유동을 따라 실내로 침투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
도를 형성하는 직접적인 발생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실외 미세먼지의 농도란 대기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평가 대상 실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인접실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인접실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기인하여 그
농도가 형성되므로, 본 논문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실외 미세먼지의 농도는 대
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는 시간과 공
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요소이나 대체로 계절과 그에 따른 이벤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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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e.g. 황사, 장마 등) 및 지역에 따른 특성을 보이므로, 이에 따라 대기 중
미세먼지의 오염정도가 구분되기도 한다.

<표 5.1> 오염 수준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 농도 분류

외기
미세먼지
오염수준

기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고농도 수준

저농도 수준

초저농도 수준

일평균 100 ㎍/㎥이상

일평균 100 ㎍/㎥

일평균 50 ㎍/㎥ 이하

미만, 50 ㎍/㎥이상

∼

2/1
2011년도
미세먼지
데이터
추출

2/9

10/6

∼

10/14

∼

7/8

7/16

(일평균 100㎍/㎥이

(강우 및 기타 기상

(장마기간에 해당하여

지속된 2/3~2/7

이벤트적 요소가

미세먼지의 농도가

없으며, 일평균

초저농도를 유지한

농도가 오염수준

9일)

데이터 기준 9일)

일시

기준을 만족하는 9일)

-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가능
조건

유입 시기(겨울철)
- 황사(봄/가을철)

- 봄, 가을철

- 여름철

- 주택가 인근

- 도심 외곽지역

- 도로변 인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환경 기준29)인 일평균 100㎍/㎥과 EU 기준30) 일
평균 50㎍/㎥ 기준으로 대기 미세먼지를 그 오염수준을 미세먼지 고농도, 저
농도, 초저농도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각 오염수준에 해당하는 대기 미세먼지
농도는 연간 PM10 초과 일수가 비교적 높고 겨울철 5일 이상의 미세먼지 고
농도 현상이 관찰되며, 봄철 황사특보가 발표된 2011년도의 외기미세먼지
PM10 확정자료에서 추출하였다. 각 오염수준을 대표하는 미세먼지의 농도
29)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1호
30) "Air Quality Standards - Environment - European Commission". Ec.europa.eu. Retrieved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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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와 각 오염수준이 발생 가능한 계절 및 이벤트적 요소를 <표 5.1>에 함
께 서술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 활용 될 오염수준 별 대기 미세먼지(PM10)
농도는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오염수준 별 2011년도 미세먼지 추출 데이터

본 연구는 입경에 따른 미세먼지의 침투 평가를 실시하고자하나, 앞서 추출
한 오염수준 별 미세먼지 관측 데이터의 경우 PM10의 질량농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량농도를 입경에 해당하는 개수농도로 변환, 분할하는 과정이 요구
된다. 식 (5.2)를 통해 PM10의 질량농도를 각 입경에 해당하는 개수농도로
변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입경에 해당하는 입자의 밀도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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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농도 ㎍㎥ 
입경별개수농도＃㎥  

×입자의직경 ㎥ ×입경별밀도× 



(5.2)

본 연구에서는 입자의 크기를 구분하여 입경 범위별 중량농도 측정 결과를
입경별 개수농도로부터 계산된 입자의 부피로 나누어 각 입경별 밀도를 추정
한 김창환31)의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각 오염수준에 해당하는 입경별
개수농도를 산출하였다. 김창환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정 밀도 중 본
연구의 평가 대상 입경32)인 0.3, 0.5, 1, 3, 5, 10㎛ 직경에 해당하는 입자의
밀도는 아래 <표 5.2>와 같으며, 고농도 수준은 겨울철의 밀도를, 저농도 수
준은 가을철 밀도를, 초저농도 수준의 경우 여름철 밀도를 활용하여 개수농도
로 변환하였다.

<표 5.2> 계절에 따른 입경별 추정밀도(g/㎤) (김창환, 2010)

입경(㎛)

봄

여름

가을

겨울

0.3

4.67

4.55

4.39

4.47

0.5

3.65

3.54

3.36

3.48

1

2.53

2.62

2.35

2.52

3

1.52

1.67

1.36

1.68

5

1.04

1.15

0.88

1.23

10

0.37

0.42

0.27

0.53

31) 김창환, op.cit., pp.133~136
32) 0.3, 0.5, 1, 3, 5, 10㎛는 ISO 14644-1의 클린룸 스탠다드 상의 평가 기준이 되는 입경을 참조
하여 평가 대상 입경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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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기량 영향인자
1) 외기온
건물 내 공기유동은 외부바람, 연돌효과, 공조 시스템으로 인한 압력차를
구동력으로 하여 발생한다. 이 때, 실내외 온도차는 실내외 공기의 밀도차에
의한 공기의 부력차를 발생시켜 건물의 수직적 공기유동을 유발한다. 즉, 실
내외 공기차에 의한 공기기둥의 밀도차이는 침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외기온의 변화
에 따른 침기량의 변화가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
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지역 표준기상데이터 상의 최저 외기온에서 최고 외기
온을 평가 범위로 설정하였다. 서울시 표준기상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표
5.3>과 같으며, 연간 외기온의 변화는 [그림 5.4]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2) 풍속
풍속은 바람에 의한 압력을 변화시켜 대상건물의 공기유동량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침기량 영향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외기온과 마찬가지
로 풍속의 변화에 따른 침기량의 변화가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서울지역 표준기상데이터 상의 최저 풍속에서 최고 풍속을
평가 범위로 설정하였다. 서울시 표준기상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표>와 같으
며, 연간 풍속의 변화는 [그림 5.4]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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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서울시 연간 외기온 및 풍속 데이터

[그림 5.5] 서울시 연간 풍향의 빈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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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구분

서울시 연간 외기온 및 풍속 조건 분석 결과

℃

외기온(

)

풍속(m/s)

봄 평균

10.5

1.2

여름 평균

23

2.4

가을 평균

14.3

2.2

겨울 평균

-0.4

3.1

연평균

11.8

2.25

최빈값
범위

19.2
-14.4∼34.7

2.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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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영향인자 조건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 변화
환경적 인자(실외 미세먼지 농도, 외기온, 외부 풍속)의 조건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였으며, 각 인자의 평가 조건은 후술하는 바이다.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하여
영향인자 설정 조건별 대상공간의 입경별 미세먼지 개수농도 변화를 해석하
였으며, 실내·외 미세먼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I/O ratio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
여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1) 실외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 변화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오염수준이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앞서 도출한 실외 미세먼지 오염수준에 해당하는 외기 미세먼지
농도를 활용하여, 동절기, 중간기, 하절기의 기상조건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각 기상조건은 절기를 대표하는 날(동지, 추분, 하지)를 기
준으로 전, 후 4일 씩 총 9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케이스는 아래 <표 5.4>와 같다. 이 외에 시뮬레이
션 시 실내 설정온도는 계절별 권장 실내 온도의 평균값인 23℃를 적용하였
으며, 입경 별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의 경우 4장을 통
해 추정한

<표 4.2>와 <표 4.3>의 대상 실의 산술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표 5.4>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영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케이스

실외 미세먼지농도
구분

상
조
건

저농도 수준(M)

초저농도 수준(L)

H_W

M_W

L_W

9/28 (I)

H_I

M_I

L_I

6/25 (S)

H_S

M_S

L_S

∼
∼
∼

12/17
기

고농도 수준(H)

9/20

6/17

12/25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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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상조건에 대하여 실외 미세먼지의 오염수준(H, M, L)을 상이하게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실외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미세먼지의 침투 정도를 평
가하였을 때, 각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른 입경별 평균 I/O ratio는 [그림 5.6]
및 <표 5.5>와 같다.
[그림 5.6]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 결과 산출된 I/O ratio
역시 3, 4장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즉, 1㎛ 이하 입경의 입자
가 침기에 의해 실내로 침투되는 정도(실내로 유입되는 비율)는 큰 값을 갖는
반면, 1㎛ 초과의 입경에서는 입경이 증가할수록 입자가 실내로 유입되는 비
율이 감소하여, 입경에 따라 그 값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실외 미세먼지의 오염수준(H, M, L)에 따른 I/O ratio를 비교했을 때, 동일
기상조건 내에서 실외 미세먼지의 오염수준에 따른 평균 I/O ratio의 값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표준편차가 또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냈다. 즉, 실외 미세먼
지의 오염수준과 무관하게 입경별 평균 I/O ratio의 값은 동일 기상조건 내에
서 매우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미세먼
지가 실내로 유입되는 비율)에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높고 낮음이 미치는 영
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한편 본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지
만, 동절기와 하절기의 I/O ratio가 중간기의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
됨을 통해 계절에 따른 미세먼지 침투정도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 74 -

<표 5.5> 실외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평균 I/O ratio

구분
입경(㎛)

기상조건

실외 미세먼지 농도

동절기(W)

중간기(I)

하절기(S)

고농도(H)

0.738

0.695

0.775

저농도(M)

0.768

0.694

0.778

초저농도(L)

0.761

0.688

0.776

표준편차

0.080

0.096

0.124

고농도(H)

0.637

0.599

0.687

저농도(M)

0.669

0.500

0.600

초저농도(L)

0.656

0.594

0.663

표준편차

0.077

0.045

0.109

고농도(H)

0.204

0.173

0.323

저농도(M)

0.178

0.140

0.270

초저농도(L)

0.232

0.211

0.321

표준편차

0.022

0.029

0.063

고농도(H)

0.070

0.053

0.082

저농도(M)

0.057

0.047

0.078

초저농도(L)

0.078

0.055

0.086

표준편차

0.013

0.005

0.005

고농도(H)

0.059

0.036

0.052

저농도(M)

0.051

0.031

0.050

초저농도(L)

0.070

0.039

0.056

표준편차

0.008

0.003

0.003

고농도(H)

0.026

0.020

0.031

저농도(M)

0.021

0.018

0.029

초저농도(L)

0.029

0.021

0.032

표준편차

0.003

0.001

0.001

0.3

0.5

1

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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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오염수준에 따른 기상조건과 입경별 I/O ratio

(2) 침기량 영향인자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 변화
침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외기온과 풍속 조건이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영향인자를 독립변수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상데이터 기준 최저~최고값을 범위로 그 값을 변화 시켰으며 대
상 영향인자가 아닌 인자는 단일값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때, 기상요소의 경우 연간 기상데이터 상의 최빈값(외기온:19.2℃, 풍
속:2.6m/s, 풍향:225°)을 단일값으로 활용하였으며, 실내 온도의 경우 계절별
권장 실내온도의 평균 온도인 23℃를 적용하였다. 또한 입경 별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의 경우 <표 4.2>와 <표 4.3>의 산술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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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기온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 변화
외기온의 변화와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의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외기온 이외의 기상 인자(풍향, 풍속, 실외 미세먼지 농도)는 단일값을 적용하
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5.7]과 같다.

[그림 5.7] 외기온 변화에 따른 입경별 I/O ratio 변화

℃

* 시뮬레이션 조건 : 풍속 2.6m/s, 풍향 225°, 실내 설정온도 23

외기온의 변화에 따른 I/O ratio 변화는 입경에 따라 그 변화율이 상이함을
확인 할 수 있다. 1㎛ 이하의 작은 입경 범위에서는 외기온의 변화에 따른
I/O ratio의 형태가 외기온 15~16℃를 기준으로 v-shape을 나타내어, 외기
온의 변화에 따라 I/O ratio의 값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반면, 3㎛ 이상의 큰 입경을 갖는 미세먼지의 경우 I/O ratio의 값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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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하여 외기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이와 같
이 외기온의 변화에 기인하는 침기량의 변화로 인해 입경의 크기와 무관하게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가 변화하지만, 큰 입경을 갖는 입자의 경우 실내
로 유입되는 비율 자체가 매우 작아 외기온 변화에 기인하는 침기량의 변화가
입자의 실내 침투 정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외기온의 변화에 전 입경의 미세먼지 침투 정도가 영향을 받으나, 입
경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영향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1㎛ 이하의 작은 입경 범위의 미세먼지는 외기온의 변화에 따
라 [그림 5.7]과 같은 v-shape의 I/O ratio를 가진다. 15~16℃를 기준으로
16℃ 이하의 외기온 범위에서는 외기온이 증가할수록 대상 실의 I/O ratio가
감소하여 미세먼지의 침투 정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6℃
이상의 외기온에서는 그 값이 증가할수록 미세먼지의 침투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띄었다. I/O ratio가 이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외기온과 실내 설정온도의 차이에 따른 건물 내 공기유동의 방향과 실외
미세먼지의 농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내 설정온도가 23℃인 대상실의 경우 평가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다.
대상 건물의 연돌효과와 역연돌효과의 중성대는 대략 3층에 형성되므로, 평
가 대상실이 위치한 4층의 경우 외기온 15~16℃를 기준으로 그 보다 낮은
외기온에서는 연돌효과에 의해 실내 공기가 [그림 5.8]의 (a)와 같이 유동하
며, 16℃ 보다 높은 외기온에서는 역연돌효과에 의하여 실내공기가[그림
5.8]의 (b)와 같이 유동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16℃ 이하의 외기온에서
는 연돌효과에 의해 복도로 부터 실 방향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이에 따라 외
부 복도의 미세먼지에 의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형성되는 바이다. 반면, 1
6℃ 이상의 외기온에서는 외기로부터 실 방향으로 침기가 발생하므로 실내

- 78 -

미세먼지 농도는 외기 미세먼지 농도에 기인한다. 16℃를 기준으로 외기온이
감소하거나 증가할수록, 연돌효과와 역연돌효과에 의한 복도로부터의 침기와
실외로부터의 침기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외기온 16℃를 기준으로 온도가 감
소하거나, 증가 할수록 외부(외기 또는 복도)로 부터의 실내 미세먼지 침투 정
도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실을 기준으로 실외 미세먼지
농도에 해당하는 복도의 미세먼지 역시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에 의해 형성
되므로, 대기 미세먼지에 비하여 낮은 농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외기의 침투에 의해 실내농도가 형성되는 16~32℃ 구간에서의 I/O
ratio가 복도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10~16℃ 구간의 I/O ratio 비해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결과는 대상건물의 중성대 상부에
위치한 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성대 하부에 위치한 실의
경우 외기온 16℃를 기준으로 <그림>의 그래프를 대칭시킨 결과의 그래프를
가질 것을 추정할 수 있다.

(a) stack effect

(b) reverse stack effect

(연돌효과)

(역연돌효과)

[그림 5.8] 연돌효과 및 역연돌효과에 의한 건물내 공기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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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풍속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 변화
외기온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풍속의 변화와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의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풍속 이외의 기상 인자(외기온,
풍향, 실외 미세먼지 농도)는 고정된 값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
과는 [그림 5.9]와 같다.

[그림 5.9] 풍속 변화에 따른 입경별 I/O ratio

* 시뮬레이션 조건 : 외기온 19.2

℃

, 풍향 225°, 실내 설정온도 23

℃

전체 입경에 대하여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I/O ratio 역시 증가하였으며, 이
를 통해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의 침투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의 입경이 작을수록(1㎛ 이하) 풍속 변화에 따른 I/O ratio의 변화량
이 큰 입경의 입자에 비해 크다. 이를 통해, 풍속의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역시 입경에 따른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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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기를 발생시키는 구동력 중 하나인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침기량 역시 증
가하기 때문임을 예상할 수 있다.

전술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분석을 통해 실외 미세먼지의 농도는 미세먼지
의 실내 침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미미한 반면, 침기량에 영향을 미치
는 기상요소인 외기온과 풍속의 변화가 미세먼지 입경별 실내 침투 정도의 변
화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풍속이 대체로 강한 동절기
의 경우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의 영향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어 실외 미세
먼지의 실내 침투가 심각한 수준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하절기의 경우
동절기와 마찬가지로 실내·외 온도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때에 따라 풍속이
강할 수 있어 실내 미세먼지의 침투 정도가 클 수 있으나,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강한 풍속은 강수를 동반하는 경우가 다수이
므로 실외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실내 침투의 영향력은 약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또한, 실내외 온도차와 풍속 모두 평이한 중간기의 경우,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 정도 역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황사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조건에 따라 여름철에 비하여 미세먼지 침투 영향력이 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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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결
본 장에서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와 외기온, 풍속과 같은 침기량 영향인자,
즉, 환경적 인자의 변화가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였다. 각 환경적 인자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뮬레이션을 통
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외기 관측자료 및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
제 발생 가능한 환경조건 내에서 영향인자의 평가 범위를 설정하였다.

(1)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해석하기 위한 툴로써 CONTAMW 3.0을 선정
하였다. CONTAMW 3.0 미세먼지의 실내외 유출입 경로가 되는 건물 내 공
기유동

해석이

가능하며,

물질

농도

보존

방정식

(material-balance

equation)의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형성 메커니즘을 구
현 할 수 있는 contaminant analysis model이 탑재되어 있으며, penetration
coefficient 및 deposition rate과 같은 입경별 미세먼지 물성치의 개별적인
입력이

가능하여,

미세먼지

입경별

농도

해석이

가능하다.

선정된

CONTAMW 3.0을 활용하여 대상건물의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겨울철 실
내외 측정 차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예비적 고찰을 통해 침기 시, 미세먼지의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인자로 외기 미세먼지의 농도와 침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외기온, 풍속을 선정
하였다. 각 인자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외기 관측자료 및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조건 내에서 영향인자의 평가 범위를 설
정하였으며, 평가 대상인자 이외의 조건은 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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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 기상조건에 대하여 실외 미세먼지의 오염수준(H, M, L)을 상이하
게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실외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미세먼지의 침투 정도를
평가한 결과, 동일 기상조건 내에서 실외 미세먼지의 오염수준에 따른 평균
I/O ratio의 값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표준편차가 또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
냈다. 즉, 실외 미세먼지의 오염수준과 무관하게 입경별 평균 I/O ratio의 값
은 동일 기상조건 내에서 매우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외부 미세먼
지 농도 오염수준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
(impact)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4) 외기온의 변화와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
(impact)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 외기온을 기준으로 외기온의 변화에 따
라 I/O ratio의 값이 변화하며 v-shape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기온
변화에 따른 건물의 침기량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상건물에서 연돌 효과
및 역연돌 효과가 발생하는 외기온을 기준으로 외기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
여 침기량이 증가할수록 미세먼지의 침투 정도(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비
율)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내·외 온도차가 커 실
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가 크며, 외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겨울철의
경우 실내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실
내·외 온도차가 커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는 크나 외부 미세먼지의 농
도가 높은 여름철의 경우, 저농도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외기의 유입이 오히려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풍속의 변화와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
(impact)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풍속의 증가에 따라 전체 입경의 I/O rati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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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술한 외기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건물 내
침기를 발생시키는 구동력 중 하나인 풍속의 증가로 인한 침기량의 증가가 외
부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를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외기
온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평균 풍속이 높아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가 크
며, 외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겨울철의 경우 실내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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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최근 들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내 미세먼지의 적절한 관리
방안 제시를 위하여, 침기 시,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입경에 따른 영향도(impact)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전의 실내 미세먼지 관
련 연구의 경우 입경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순 현
상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효과적인 실내 미세먼지 저감·관리대책의
수립에의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측정
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농도 예측을 통하여 실외 미세먼지의 침투가 실내 농
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세먼지의 특성과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형성 메
커니즘을 고찰하고,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사례
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입경에 따른 실외 미세
먼지의 실내 영향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침기
량이 큰 겨울철, 실내 발생원이 부재하여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가 실외의
농도에 기인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실내·외 미세먼지의 입경별 농도를 측정
하였다. 측정 농도를 활용하여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I/O

ratio을

산출하고,

입경별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의 값을 추정함으로써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
세먼지의 입경별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시뮬레이
션을 활용하여 공기유동과 오염물질 농도 해석함으로써 환경조건변화에 따
른 실내 미세먼지 입경별 농도를 예측하고, 환경조건에 따른 미세먼지의 입
경별 영향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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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철의 실내·외 입경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침기 시, 입
경에 따른 실내·외 미세먼지의 개수 농도 특성을 파악한 결과, 겨울철 미세먼
지의 개수농도와 전체 입경에 대한 입경별 농도비는 실내·외 모두 입경의 크
기가 클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입경 0.3과 0.5㎛ 입자의 개수농
도는 1㎛ 이상의 입경을 갖는 입자의 개수농도에 비해 평균 102에서 103배
높았으며, 입경 0.3㎛ 입자가 실내 미세먼지 중 약 80%의 개수 농도를 차지
하고 있었다.

(2)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가 실외의 미세먼지에 기인하는 공간에서 측정된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를 활용하여 I/O ratio를 산출한 결과, 0.3과 0.5㎛ 입
경의 입자는 1에 근접한 값을 가졌으며 0.5㎛를 초과하는 입경의 입자의 경
우 입경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I/O ratio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실내 미세먼
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impact)가 미세먼지의 입경에 관계
하며 1㎛를 기준으로 입경이 감소할수록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3) 평가 대상실의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 값을 추정한
결과, 미세먼지의 입경이 감소할수록 penetration coefficient는 증가하는 반
면 deposition rate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경 1㎛ 미만의 입자는 입경이 감
소할수록 실내에 침투되는 비율이 증가하지만 실내로 유입된 입자가 제거되
는 속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실내에 부유하고 있는 비율이 입경 1㎛ 이상의
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 형성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impact)는 미세먼지의 입경 특성인 penetration
coefficient와 deposition rate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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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 기상조건(외기온, 풍속, 풍향) 내에서 외부 미세먼지의 오염수준
을 변화시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외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수록 실내 미
세먼지의 농도 역시 높게 예상되었다. 그러나 외부 미세먼지의 농도의 증감에
무관하게 입경별 평균 I/O ratio의 값은 매우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이에 따
라 외부 미세먼지 농도 오염수준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
의 영향도(impact)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5) 외기온의 변화와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
(impact)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기온 14℃(대상건물 기준)를 기준으로 외
기온의 증감에 따라 I/O ratio의 값이 증가하며 v-shape을 나타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외기온 변화에 따른 건물의 침기량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상건
물에서 연돌 효과 및 역연돌 효과가 발생하는 외기온을 기준으로 실내·외 온
도차가 증가하여 침기량이 증가할수록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비율이 함
께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큰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침기
량이 많아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가 크며, 외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
은 겨울철의 경우 실내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
다. 반면 실내·외 온도차가 커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는 크나 외부 미세
먼지의 농도가 높은 여름철의 경우, 저농도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외기의 유입
이 오히려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풍속의 변화와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지의 영향도
(impact)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풍속의 증가에 따라 전체 입경의 I/O ratio가
함께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술한 외기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건물 내
침기를 발생시키는 구동력 중 하나인 풍속의 증가로 인한 침기량의 증가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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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를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미세먼
지의 농도가 높은 겨울철의 경우 앞서 서술한 외기온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평
균 풍속이 높아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도가 크므로 실내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침기 시,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외 미세먼
지의 영향도는 미세먼지의 입경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므로 효과적인 미세
먼지의 저감 및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입경 특성에 대한 고
려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체의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은 입
경 범위의 입자가 실내·외 모두 높은 개수농도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작은 입
경의 입자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
도를 증가시키는 기상조건을 충족하는 겨울철의 경우 외기 미세먼지의 농도
역시 높아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실내
침투 방지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면, 실외 미세먼지의 농
도가 낮은 여름철의 경우 침기를 통한 외기유입이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실내공기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외로부터 침투되어 실내로 유입된 후 제거되지 않은 미세먼지는 공기 중
에 부유하며 재실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
관리에 있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침투를 막는 것은 1차적인 실내 미세먼지
의 농도 저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건물의 경우 침기 이
외에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통하여 외부의 미세먼지가 침투 될 수 있으므로,
환기 방식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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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ze-resolved Impact of Outdoor Particulate Matter on Ind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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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fog and asian dust storms from the arid of deserts
of Mongolia and China frequently hit the South Korea. In many
buildings, large amounts of ambient particles penetrate into the
indoor environment where most people spend roughly 90% of their
time. Consequently, individuals are chronically exposed to these
particles while they are indoors. Therefore, preventing the entry of
outdoor particulate matter is an important issue for indoor air quality.
In the absence of significant indoor activities, such as smoking,
cooking, etc., outdoor particles often penetrate buildings and increase
the

concentration

ventilated using

of

the

indoor

particles.

three mechanisms :

Buildings

are

mechanical

typically
ventilation,

natural ventilation and infiltration. All of these mechanisms ca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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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ransport of outdoor particles into the indoor environments.
Infiltration refers to the uncontrolled flow of air through cracks and
leaks in the building envelope, which can also result in the entry of
outdoor particles. However, infiltration cannot be controlled unlike
mechanical or natural ventilations. Therefore, it is need to assess the
impact of outdoor particles on the indoors when the air exchange
only occurred by infiltration. Also, the particulate matter consists of
various components and particle size as mixture. The health risk or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les are related to the
particle size and number of concentrations. Thu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of

indoor

and

outdoor

number

concentration

based

size-resolved particles is important in improving exposure estimates
and developing efficient control strategies to reduce health risk.
To analysis of size-resolved indoor particle concentrations by
infiltration

of

outdoor

particulate

matter,

size-resolved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indoors and outdoors of a
typical office room using the optical particle counter(OPC) in the size
range 0.3, 0.5, 1, 3, 5, 10㎛ with only infiltration occurr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oor and outdoor particles(I/O ratio) was used
as index for assess the impact of outdoor particles’ infiltr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s the particle size increase, so the number concentration of
particles decreased. The I/O ratios for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s
were generally below 1 and higher for fine particles which diameter
was lower than 1㎛. Consequently, the building shell was found to be
ineffective in removing infiltrated particles.
(2) Through the estimation of penetration coefficient and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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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of each particle size, it was identified that the increase of
infiltration rate of outdoor particles with decrease of particle size
wa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le size.
(3) The impact of environment conditions to I/O ratio were assessed
by simulation. As the result, the pollution level of outdoor particulate
matter were verified not to affect the I/O ratio. On the other hand,
as outside temperature and wind speed change, the I/O ratios were
influenced much.

Keywords : Particulate Matter, Infiltration, Penetration, Particle size,
Indoor Air Quualit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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