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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최근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건강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들의 실내 거주시간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한국 사람들은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 실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실내 거주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향 한 증가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부분의 주거건물에서 기계환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기와 침착에 의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건물 기부 의 크기와 침착률,침입계수,침기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하며,이에 한 연구들이 선진국에서는 꾸 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기부 의 크기와 같은 물리 인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 변형이 되거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 손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통해

간단히 구할 수 있지만 침착률이나 침입계수와 같은 값들은 복합 인 환경에

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 시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단순화한 후 분석을

통해 알아낸다.그러나 분석 과정에서의 가정이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기

힘들거나,가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첫째,침착률과 침입계수의 분석 과정에서 일정한 외기상태를

가정하지만 실제로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

실제 연구자들이 일정한 외기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하게

되는데,이 때 일정한 외기에 한 기 이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연구자별로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도출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둘째,외기 데이터뿐만 아니라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상수들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도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하나의 값이 아닌 여러 가지 값을 구할 수

있는데,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오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침착률과 침입계수의 산정방법에서,기존방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외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분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구체 으로 측정을 통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데이터를 얻어낸 후

실외 미세먼지 농도데이터를커 피 을 이용하여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낸

후,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입력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개선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에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던

방법에 비해 간소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어 상 공간에 한 분석이 훨씬 수월해지므로,

추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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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연구의 배경 목

최근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건강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1)

인들의 실내 거주시간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한국 사람들은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 실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실내 거주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향 한 증가하 다.

미세먼지는 실내 공기질의 지표가 되는 표 인 오염물질 하나며,

공기 부유하고 있는 고체와 액체성분이 섞여 만들어진다.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입자를 PM10이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입자를 PM2.5라고 정의한다.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

공장 배기,요리 의 연기 등의 경로로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자연 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직 으로 미세먼지가 만들어져 공기 에 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공기 의 가스상 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하여 미세먼지가

될 수 있으며,후자는 부분 입자 크기가 2.5 이하인 작은 크기의 미세

먼지를 형성한다.PM10은 호흡기에 직 인 타격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오염물질이다.PM10에 노출될 경우에는 폐나 심장에 이상을 불러

올 수 있고,노약자는 일반 성인보다 큰 향을 받으며,PM2.5가 입자 크기

2.5~10의 입자보다 건강에 악 향을 미친다.3)미세먼지는 아직 알려

지지 않은 사실이 많아 미세먼지 농도의 황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발생원,

화학 특성 거동 특성 등 여러 가지 성질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연  학 실 (2007), 미 지  건강 향

2) 립 경과학원 (2009), 민  동시간 양상에 따른 개 출평가 연

3)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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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연구 결과 PM1020
 이상의 농도나 PM2.510

 이상의

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95%의 확률로 심장 폐에 암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우리나라의 경우 외기 PM10의 농도가 20

보다 높게 지속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실내로 유입되거나 실내

에서 발생된 미세먼지의 농도를 효율 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는 꾸 히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부분의 주거건물에서 기계환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기와 침착에 의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건물 기부 의 크기와 침착률,침입계수,침기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하며,이에 한 연구들이 꾸 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5)6)7)8)

미세먼지의 침착은 성,확산,응집력, 력 등에 의해 미세먼지가 축

되는 것을 의미하며9),입자의 크기별로 각 힘에 의해 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 약 1크기의 입자가 가장 침착이 빠르게 일어난다.미세먼지의

침착률은 공기 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지를 의미하는

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particulate matter, 

ozone, nitrogen dioxide and sulfur dioxide

5) Lai, A.C.K., Byrne, M.A. and Goddard, A.J.H. (2002) Experimental studies of the effect 

of rough surfaces and air speed on aerosol deposition in a test chamber, Aerosol Sci. 

Technol., 36, 973–982

6) Fogh, C.L., Byrne, M.A., Roed, J. and Goddard, A.J.H. (1997) Size specific indoor 

aerosol deposition measurements and derived I/O concentrations ratios, Atmospheric 

Environ., 31, 2193–2203

7) Offermann, F.J., Sextro, R.G., Fisk, W.J., Grimsrud, D.T., Nazaroff, W.W., Nero, A.V., 

Revzan, K.L. and Yater, J. (1985) Control of respirable particles in indoor air with 

portable air cleaners, Atmospheric Environ., 19, 1761–1771.

8) Thatcher, T.L., Lai, A.C.K., Moreno-Jackson, R., Sextro, R.G. and Nazaroff, W.W. 

(2002) Effects of room furnishings and air speed on particle deposition rates indoors, 

Atmospheric Environ, 36, 1811–1819.

9) http://www.sbfilter.co.kr/d_file/download.php?file=%C1%FD%C1%F8%BD%C3%BC%B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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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입자의 크기,공기의 유동,표면의 거친 정도에 향을 받는다.10)

기부 의 크기와 같은 물리 인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 변형이 되거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 손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통해

간단히 구할 수 있지만 침착률이나 침입계수와 같은 값들은 복합 인 환경에

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 시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단순화한 후 분석을

통해 알아낸다.그러나 분석 과정에서의 가정이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기

힘들거나,가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첫째,침착률과 침입계수의 분석 과정에서 일정한 외기상태를

가정하지만 실제로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

실제 연구자들이 일정한 외기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하게

되는데,이 때 일정한 외기에 한 기 이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연구자별로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도출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둘째,외기 데이터뿐만 아니라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상수들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도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하나의 값이 아닌 여러 가지 값을 구할 수

있는데,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오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침착률과 침입계수의 산정방법에서, 술한 단 을 보완

하기 해 외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분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구체 으로 측정을 통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데이터를 얻어낸 후 실외

미세먼지 농도데이터를커 피 을 이용하여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낸 후,

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입력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Lai, A.C.K (2002) Particle deposition indoors: a review, Indoor air, 12,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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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범 방법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환기를

많이 시키면 손쉽게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미세먼지의 농도를 기 농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 미세먼지 기 농도

보다 높을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방법에는 실내로 유입되거나 실내

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를 필터를 통해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실내에

미세먼지 생성원이 없고,기 한 건물의 경우 실외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덕트에 필터를 설치하여 유입되는 공기의 미세먼지 낮춘 상태로 유입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 미세먼지 기 농도보다 높을 경우에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해 필터를

이용하여야 하는데,이러한 장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재정 인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1년 365일 고효율 필터를 이용하여 실내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면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기 농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으나,

고효율 필터를 이용할 때 팬의 에 지 소비량이 높아져 운 비가 비싸지게

된다는 문제 이 있다.양질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면서 에 지 소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 지 소비량과 실내공기질의 타 을 찾기 해서는

기본 으로 실내 미세먼지의 거동에 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실내 미세먼지의 거동을 이해하고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값들 하나가 침착률과 침입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하기 한 연구 범 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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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세먼지의 거동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재 하기 해서는 먼 미세먼지의 거동에

해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거동을 이해하는 데 기 가

되는 질량보존법칙을 악하고,실제 건물을 모사할 때 수식을 어떻게

변형하여야 하는지 검토하 다.그리고 미세먼지의 거동을 이해하는 데

요한 요소인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정의에 해서도 검토하 다.

미세먼지의 거동을 수식 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론 으로 명확하지만

이를 이용해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모사하기 해서는 수식에 포함된

상수들의 값을 알아야 한다.이 상수들의 값을 구하기 해서는 실험을

통해 실내 실외의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얻은 후 이를 수식과 비교해

상수들의 값을 구할 수 있다.선행논문의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했는지 검토하 다.

(2)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에 해 침착률과 침입

계수를 구할 수 있었지만,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수식을 단순화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선행연구에서의 침착률과 침입계수

산정방법에 한 문제 을 살펴보고,이를 해결하기 한 개선 방법에

하여 검토하 다.

(3)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하기 해서는 실제 건물에 한 미세먼지

농도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실측을 실시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 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하기

하여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커 피 을 통해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구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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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  흐름도

술한 연구의 진행순서 주요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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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미세먼지의 거동과 침착률 침입계수

2.1미세먼지의 거동

미세먼지는 공기 부유하고 있는 입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실내 미세

먼지의 농도를 알기 해서는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공기 에 부유하고

있는지 알아야한다.이를 해서 질량보존법칙을 이용하여 미세먼지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다.

2.1.1.질량보존법칙

질량보존법칙은,[그림 2]의 실내 미세먼지 거동을 생각할 때,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계의 질량 변화량(kg/s)

 :계로 유입되는 질량(kg/s)

 :계에서 유출되는 질량(kg/s)

 :계에서 생성되는 질량(kg/s)

 :계에서 제거되는 질량(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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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내 미 지 거동

식 (1)로부터,하나의 시스템에서 질량이 변하는 정도는 유입되는 양,

유출되는 양,생성되는 양,제거되는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계”는 연구자가 분석하고 싶은 공간을 뜻하며,“계”의 경계 역시

연구자가 임의로 결정 가능하다.

2.1.2.공기유동 해석 모델

식 (1)을 이용하여 실내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농도

자체의 값도 요하지만,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역시 분석과정에서

요한 요소 하나이다.모델링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건물에서의 공기

유동 해석방법을 구분하며,해석 목 에 따라 알맞은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공기유동 해석 모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A.경험 모델11)

주로 실험을 통해 얻은 측정값과 경험값을 토 로 개구부의 형태나 치에

따라 유체계수를 용하며,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 모델이다.건물계획

기단계에서 개략 인 평가 정도는 가능하지만,소수의 존으로 이루어진

11) F.Allard, M Santamouris (1998), Natural ventilation in buildings: a design handbook, 

James&James,  p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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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 간단한 건물에서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경험 모델로는

공기의 유량을 추정하는 방법과 기류의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a.공기 유량을 추정하는 방법의 :TheBritishstandardsmethod

TheBritishStandardsmethod는 singlesidedventilation 는 cross

ventilation에서의 공기 유량을 추정할 수 있으나,이 방법은 단일 존 해석만

가능해 건물 내부에서의 존 구획은 무시하여야 한다.

[그림 3] 공 량 추정(single sided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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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 량 추정(cross ventilation)

b.기류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의 :Givonni'smethod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 평균 기류속도와 개구부의 면 ,풍속 간의

계를 간단한 식으로 표 한 방법이며,개구부가 바람이 부는 방향의 벽과

바람을 등지는 방향의 벽의 동일한 치에 있을 때 용이 가능하다.

  
 (2)

여기서,

 :실내 평균 기류속도

 :벽 면 에 한 개구부 면 의 비

 :풍속 (referenceexternalwind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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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네트워크 모델

네트워크 모델은 다수의 존에 한 공기유동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존을 통한 공기유동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

이다.네트워크 모델은 공기가 비 성,비압축성인 유체이며,존의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다.네트워크 모델에서 건물은 다수의 존으로 구성

되며,각 존과 외기의 존은 하나의 노드로 표 된다.각 노드는 항을 가지며,

서로 airflowpath로 연결된다.각 노드간의 공기 유동은 압력차에 발생하며,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여기서,

 :airflow rate[m3/s]

 :flow coefficient[m3/sPan]

∆ :pressuredifference[Pa]

 :flow exponent[무차원]

C.존 모델

네트워크 모델이 하나의 존을 하나의 노드로 해석하는 모델이라면 존 모델은

실내의 존을 온도나 도의 변화 등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작은 존으로

나 어 해석하는 방법이다.실내 공간에서 온도나 습도, 는 기류 분포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다.네트워크 모델과

CFD모델의 간 인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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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D모델

하나의 공간을 상으로 복잡한 기류에 련하여 온도,기류 속도,압력

등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다.CFD모델은 상 공간을 수많은 control

volume으로 나 어 미소체 간의 계를 Navier-Stokes방정식을 이용

하여 수치 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비압축성 유체의 Navier-Stokes

방정식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 도(kg/m3)

 : 력가속도(m/s2)

 :압력(kg/s2m)

 : 성계수(kg/sm)

비압축성 유체의 Navier-Stokes방정식은 2계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통한 근사 값을 추정하여 해를 구한다.CFD 모델은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의 실내 온도,기류 분포 압력 분포를 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다른 모델에 비해 모델링하기 어렵고,계산시간이

길어진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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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기존 논문에서 질량보존법칙의 변형

질량보존법칙은 연구자가 어떤 가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식에서 무시

할 수 있는 항이 생길 수 있다.기존 연구에서는 술한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질량보존법칙을 분석하 다.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므로 식 (1)

에서 계의 크기는 실의 크기이고,계의 물질은 균일하게 퍼져 있어 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뒤 실내 미세먼지의 해석을 해 식 (1)의 각 항을 입

하면 식 (5)를 얻을 수 있다.






  (5)

여기서,

 :환기량(h-1)

 :침착률(h
-1)

 :실내 미세먼지 농도(μg/m3)

 :실외 미세먼지 농도(μg/m3)

 :침입계수(dimensionless)

 :시간(h)

 :실의 넓이(m3)

식 (5)를 살펴보면,좌변은 식 (1)의 좌변과 같이 계의 질량변화를 의미

하며,본 연구에서는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질량 변화를 의미한다.

우변은 계로 유입되는 질량,계에서 유출되는 질량,계에서 생성되는 질량,

계에서 제거되는 질량의 합을 의미하는 항이다.첫 번째 항은 침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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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양을 의미하며,침입계수에 의해 침기로 인해

유입되는 양이 어짐을 알 수 있다.두 번째 항은 실내에서 유출되는 미세

먼지의 양을 의미하며,유출될 시에는 침입계수에 상 없이 모두 실내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침입계수에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세 번째

항은 실내에서 제거되는 항으로,본 연구에서는 실측 시 강제 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지 않았으므로 자연 으로 제거되는 양만 고려하 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은 실내에서 발생되는 항을 뜻하며,실측 시 실내

미세먼지 농도 발생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측을 진행하 기 때문에

의 식에서 실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0이라고 가정한 뒤 실내 미세먼지

발생량 항을 제거하여 식 (3)을 얻게 된다.




 (6)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식 (6)을 기 로 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 15 -

2.2침착률과 침입계수

2.2.1.침착률과 침입계수 산정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단기간 노출될 경우 기도의 자극으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12)천식이 있을 경우 악화될 수 있다.이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에 만성 으로 노출될 경우 만성 기 지염이 생길 수 있으며,

사망률이 증가한다.심장이나 폐질환자 노약자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향이 더 크므로 미세먼지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13)

와 같이 미세먼지는 건강과 한 계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거동에 한 연구는 과거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침착률과 침입계수 등의

상수가 없다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외기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실제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분석하기 해서는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값을 알아야 한다.

식 (6)을 이용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분석하기 해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정 하게 산정하려고 하는 연구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다.상수들의

값을 구하기 해서 실험을 통해 실내와 실외의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얻은 후 이를 수식과 비교하여 상수들의 값을 구하는데,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과거 연구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 는지

검토하 다.

12) Ecowatch (2012), U.S. EPA Sued for Failure to Issue Air Pollution Standards

http://ecowatch.com/2012/02/14/u-s-epa-sued-for-failure-to-issue-air-pollution-standards/

13) 울 학 병원 건강칼럼, 미 지  험 과 ?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columnAndFaqDetail.nhn?columnFaqTypeCode=faq&c

olumnFaqCode=SNU_F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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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침착률과 침입계수 선행연구

A.MindiXu외 4명(1994)14)

담배연기를 일정하게 내뿜어 기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고농도로 만든

뒤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 으며,OPC(OpticalParticleCounter,

모델명 : LAS-X), DMPS(Differential Mobility Particle Sizer),

EC(ElectrostaticClassifier,모델명 :TSI3071),그리고 UCPC(Ultrafine

CondensationParticleCounter,모델명 :TSI3025)를 이용하여 실내 미세

먼지 농도를 측정하 다.해당 실의 침기량을 도출하기 해 SF6를 이용한

추 가스법으로 침기량을 도출하 다.실내 기류에 따른 침착률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실내에 팬을 [그림 5]와 같이 배치한 후 측정하 다.

[그림 5] 팬  치   샘플링 

14) Mindi Xu , Matty Nematollahi , Richard G. Sextro , Ashok J. Gadgil & William, W. 

Nazaroff (1994), Deposition of Tobacco Smoke Particles in a Low Ventilation Room



- 17 -

실험 결과,팬의 속도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결과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6] 실내 미 지 도

MindiXu의 연구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속도는 실내 미세

먼지에 비례한다고 가정한 후 식 (7)을 이용하여 침착계수를 분석하 다.




 (7)

여기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침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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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의 연구이기 때문에 침기에 의한 미세먼지 감소와 침착에

의한 미세먼지 감소를 구분하지 않고 침착계수라는 하나의 값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분석하 다.하지만 기 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기 해서는 재 사용하는 방법을 더욱 분석할

필요가 있다.

B.ChristopherY.H.Chao외 2명15)

ChristopherY.H.Chao의 연구에서는,MindiXu의 연구와는 달리,질량

보존법칙으로부터 도출된 식 (6)(


)을 이용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다.

구체 으로 식 (6)에서 침기량,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후 분석하 다.침기량과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식 (6)은 식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식 (8)의 양변을 분하면,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15) Christopher Y.H. Chao, M.P. Wan, Eddie C.K. Cheng (2003), Penetration coefficient 

and deposition rate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in non-smoking naturally ventilated 

res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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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를 에 해 정리하면 식 (10)을 얻을 수 있다.

 



  (10)

식 (10)에서 t=0일 때  라는 기조건을 입력하면 식 (6)은

최종 으로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식 (11)에 주목하면,외기 미세먼지가 일정할 경우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식 (11)에서 t=∞일 때

 


가 되는데,이 때의 농도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평형값이며,

침입계수를 구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을 하여 APS(AerodynamicParticleSizer,

모델명 :TSI3320)를 이용하 으며,추 가스법으로 실의 침기량을 도출

하 다.

ChristopherY.H.Chao의 연구에서는 식 (11)에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값을 입력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도출하 다.과거의 분석 방법보다

체계 으로 분석하 지만,실제로 일정하지 않은 값인 침기량과 실외 미세

먼지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함에 따라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산정에 있어

큰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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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소결

본 장에서는 미세먼지의 기본 인 거동과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정의

산정 방법에 해 검토하 다.동시에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정을 하고,어떻게 질량보존법칙을

변형하고 분석하 는지에 해 검토하 다.

본 장에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미세먼지는 질량보존법칙에 따라 거동하며,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해석하는 방법은 경험 모델,네트워크 모델,존 모델 CFD모델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거시 인 해석방법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

하여 실간의 미세먼지 이동을 해석한다.

2)미세먼지 농도를 산정하기 해 질량보존법칙을 해석할 때,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실내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내 발생항을 무시하 다.

3)침착률과 침입계수는 상 실의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데에 요한

값이며,본 연구에서는 ChristopherY.H.Chao외 2명16)의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 등을 참고하 다.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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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침착률과 침입계수 산정방법의 개선

3.1침착률과 침입계수 산정방법의 개선 방안

기존 연구에서의 침착률과 침입계수 산정법에서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험 결과에 오차를 야기하 다.

[그림 7]은 2015년 2월 13일 측정한 실외의 0.3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다.그림에서 실외 미세먼지 측정치는 일정한 값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과거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실외 미세먼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부분은 산정 결과에 큰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그림 7] 2015. 02. 13. 0.3 실  미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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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기존 분석 방법의 문제

기존 연구에서는 침기량과 침입계수를 구하기 해, 술한 것과 같이,

아래의 식 (11)을 이용하 다.

 






  (11)

기존 연구에서는 미분방정식 형태인 식 (6)을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해

풀어내어 식 (11)과 같은 형태로 만들기 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하다고 가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침기량과 실외 미세먼지가 일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함으로써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실험 데이터 극히 일부분만이 이용 가능하게 된다.

3.1.2.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기존 연구에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에서의

문제 을 개선하고자 외기 미세먼지 농도를 일정하게 가정하지 않고,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기 미세먼지 농도를 일정하다고 가정하지 않으면,식 (6)을 기존의

식 (11)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따라서 식 (6)을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해

해석하기 해서는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타내어야 한다.이를

해서 외기 미세먼지 농도를 수식으로 바꾸는 커 피 을 수행하 으며,

외기 미세먼지 농도를 수식으로 나타냄으로써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분석에

필요한 수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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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식으로 만드는 커 피 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히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인 smoothing

spline방법을 이용하 다.외기 미세먼지 농도를 수식화하여 미분방정식을

풀어낼 경우 측정 데이터의 제한이 어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커 피 을 이용하면 실외 데이터에 제한이 어들게 되어

데이터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측정한 실외 미세먼지 데이터마다 커 피 을

통해 시간에 따른 함수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수식이

복잡해 해석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 도 있다.하지만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 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이 크게 증가한

시 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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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커 피

3.2.1.커 피 의 정의

커 피 이17)란 커 를 만들거나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커

피 은 함수값 사이의 함수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며,정확한 값을 포함한

피 을 하는 내삽법(interpolation)18)과 정확한 값에 가깝게 피 하는

smoothing19)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오차도 포함하지 않는 정확

한 값이 아니더라도 그 경향이 요하기 때문에 smoothingspline방법을

이용하여 커 피 을 하 다.

3.2.2.연화 스 라인(Smoothingspline)

연화 스 라인이란 스 라인 함수를 이용하여 커 피 을 하는 방법으로,

스 라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0)

  ⋯∈

 


 










″

여기서,≥이고 →일 경우는 내삽법이 된다.

연화 스 라인은 함수를 본래의 함수와 가장 가까운 값으로 커 피

과정에서 근사한다.

17) Sandra Lach Arlinghaus (1994), PHB Practical Handbook of Curve Fitting. CRC Press 

18) Numerical Methods in Engineering with MATLAB®. By Jaan Kiusalaas. Page 24

19) Numerical Methods of Curve Fitting. By P. G. Guest, Philip George Guest. Page 349.

20) Hastie, T. J.; Tibshirani, R. J. (1990). Generalized Additive Models. Chapman and Hall. 

ISBN 0-412-3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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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FourierTransform,DFT)

푸리에 변환은 시간에 따른 함수를 그 진동수로 분해하는 작업이다.어떤

시간에 한 함수의 푸리에 변환 결과는 진동수에 한 복소함수로 얻을

수 있으며,그 값은 원래 함수에서 해당 진동수가 존재하는 양을 의미

한다.21)어떤 신호는 시간 역 혹은 주 수 역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시간 역에 있는 신호를 푸리에 변환을 통해 주 수 역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함수를 진동수로 분해할 경우 [그림 8]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22)

[그림 8]계단함수  리에 변  결과

계단함수의 푸리에 변환 결과를 보면 주기 1,3,5,7,⋯인 삼각함수의 합으

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https://ko.wikipedia.org/wiki/%ED%91%B8%EB%A6%AC%EC%97%90_%EB%B3%80%E

D%99%98

22) http://jitteryeye.blogspot.kr/2013/02/rise-time-bandwidth-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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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고속 푸리에 변환(FastFourierTransform,FFT)

고속 푸리에 변환은 이산 푸리에 변환과 그 역변환을 빠르게 수행하는

효율 인 알고리즘이다.고속 푸리에 변환은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편미분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한다.

고속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함수를 진동수로 분해할 경우 [그림 9]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9] 계단함수  고  리에 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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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실제 외기농도 데이터의 커 피

3.3.1.MATLAB

MATLAB은 Mathworks사에서 개발한 수치해석 로그래 환경을

제공하는 공학용 소 트웨어이다.행렬을 기반으로 한 계산 기능을 지원하며,

함수나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리는 기능 로그래 을 통한 알고리즘

구 등을 제공한다.MATLAB은 수치 계산이 필요한 과학 공학 분야

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23)

3.3.2.MATLAB을 이용한 커 피

가장 먼 채택한 방법은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데이터를 커 피 하는 방법이다.MATLAB을 이용하여 실제 외기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고속 푸리에 변환을 할 수 있으며,이를 한 코드는

AppendixA에 나타내었다.이 코드를 이용하여 4장에서 표기할 데이터

2월 13일의 입자크기 0.3 외기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고속 푸리에 변환

할 경우 [그림 1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3) https://ko.wikipedia.org/wiki/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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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  미 지 도  고  리에 변  결과

의 푸리에 변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외기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삼각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를 가장 표

인 아홉 가지 함수의 합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이와 같이 커 피 을 하 을 경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커 피 의 결과 자체는 수하지만,이 방법을 이용하여 커 피 을

할 경우 미분방정식 자체가 무 복잡해진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화 스 라인 방법을 이용하여 새롭게 외기 미세먼지 농도를

커 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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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리에 변  한 커브피팅 결과

외기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에 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경우 식 (6)은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여기서,

 :시간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 농도 함수

식 (12)에서  


로 놓은 뒤 근사하 기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식 (13)으로 가정하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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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에 입하면 (1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4)

 










 













의 계수를 식(13)에 입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수식을 구할 수

있다.식(14)를 에 해 정리한 후 양쪽 데이터에 해 같은 값을 가진다고

두면 식(15)와 같은 등식을 얻을 수 있다.










(15)

각 계수를 입력한 후 의 차수에 해 정리하면 식 (16)을 얻을 수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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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6)을 매트랩을 이용하여 에 한 3차 방정식을 풀면 실의 침입

계수를 구할 수 있다.침입계수를 이용하면 식(17)을 이용하여 침착률을

산출할 수 있다.

 








 (17)

연화 스 라인을 이용하여 커 피 을 할 경우 [그림 1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2] 연  스플라  한 커브피팅 결과

연화 스 라인을 이용할 경우 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푸리에 수로 커 피 을 하 을 경우보다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다.

연화 스 라인을 통한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커 피 과 침착률과 침입

계수의 값은 다음 장에서 나타냈으며,이를 이용하여 칩입계수와 침착률을

구하는 코드는 Appendix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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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소결

본 장에서는 기존 침착률과 침입계수 산정방법의 문제 한계에 해

고찰하 으며,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법을 실제로 수행하기 해 필요한 과정인

커 피 과정은 측정된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MATLAB을 이용하여 구

연하 으며,커 피 을 통해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장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기존의 침착률과 침입계수 산정방법에서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산정결과에 큰 오차를 야기

시킬 수 있다.이를 보완하기 하여 커 피 을 이용하여 실외 미세

먼지를 시간에 한 함수로 만들고,이를 미분방정식에 입하여 침착률

과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 다.

2)커 피 을 통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만들 경우

어떤 방식을 이용하던 높은 R2값을 보 지만,보다 간단한 수식을 가진

연화 스 라인을 통한 근사가 미세하게 더 정확한 함수임을 알 수

있었다.이는 푸리에변환을 통해 변환한 값을 8개의 표 인 사인항

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이며,더 많은 사인항을 추가할 경우 식은 더욱

복잡해지지만,보다 정확한 값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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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데이터의 측정 커 피

4.1데이터 측정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 은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침착률과 침입

계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과거 연구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기 한

분석과정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한 미분방정식을 풀기 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이러한 가정은 술한 미분방정식인

식 (6)을 단순하게 변형할 수 있게 하지만,실제로 외기 미세먼지 농도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이를 만족하는 실험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다는

단 이 있었다.

기존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산정방법에서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외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분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이를

해 측정을 통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데이터를 얻어낸 후 실외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커 피 을 이용하여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내어 식 (6)을

해석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낸 후,수식에 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입력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다.이러한

분석을 해 먼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실의 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와 CO2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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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실측 개요

분석을 한 데이터의 확보를 해 서울 학교 내 건물의 연구실에 해

실측을 실시하 으며,측정 개요는 다음과 같다.

측정 

• 도  습도

• PM0.3, PM0.5, PM1.0, PM3.0, PM5.0, PM10 개수 도

• CO2 도

측정 비
• IAQ Monitor(Kanomax 2211)

• Particle counter(TSI 9306)

측정 간격
• 개수 도 : 10  간격 측정(1  측정, 9   복)

• CO2 도 : 10마다 측정 당시  도를 측정

<  1> 측정 개

4.2.1.이산화탄소

본 연구에서는 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당시의 침기량을

측정하기 하여 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 다.실의 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만들어둔 후,실내의 이산화탄소 발생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 으로 농도가 감소하는 속도를 측정하 으며,10분 간격으로 순간 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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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산 탄  도 측정 (Kanomax 2211)

4.2.2.미세먼지

본 연구에서는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기 해 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 다.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를 모사할 실에서

측정하 으며,실외 미세먼지 농도는 옥상에서 측정하 다.미세먼지 농도

역시 10분 간격으로 측정하 다.

[그림 14] 미 지 도 측정 (TSI 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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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실측 결과

4.3.1.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 시에 실측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림 15]∼

[그림 16]과 같다.선행연구에서는 침기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 는데,실제로 침기량이 일정한지 확인하기 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측하 다.그 결과,실내 이산화탄소의 감소 형태가 지수함수의

형태로 거의 균일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침착률과 침입계수의

분석 과정에서 침기량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 다.

[그림 15] 2월 13  CO2 도 그래프

[그림 16] 2월 23  CO2 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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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미세먼지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기 해 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를

정리하여 [그림 17]∼[그림 20]에 나타낸다.

[그림 17]에 나타낸 2015년 2월 13일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에

주목하면,작은(0.3,0.5.1)크기의 입자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그림 18]에 나타낸 같은 크기 입자의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침기에 의해 실외 미세먼지의 향을

받아 함께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상 으로 큰(3,5.10)

크기의 입자들은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이는 큰 크기의 입자들은 침착률이

크기 때문에 침기에 의해 실외 미세먼지의 향을 받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그림 19]에 나타낸 2015년 2월 23일의 측정 데이터의 경우,2월 13일의

데이터와 다르게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입자에서도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크기 0.3의 입자는 외 으로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

하기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 농도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같은 시간에 측정하더라도 입자의 크기별로 변화의

양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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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내 0.3 b. 실내 0.5

c. 실내 1 d. 실내 3

e. 실내 5 f. 실내 10

[그림 17]실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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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  0.3 b. 실  0.5

c. 실  1 d. 실  3

e. 실  5 f. 실  10

[그림 18]실외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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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내 0.3 b. 실내 0.5

c. 실내 1 d. 실내 3

e. 실내 5 f. 실내 10

[그림 19]실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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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  0.3 b. 실  0.5

c. 실  1 d. 실  3

e. 실  5 f. 실  10

[그림 20]실외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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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실제 외기농도 데이터의 커 피 결과

[그림 21]∼[그림 25]는 [그림 18]에 나타낸 2015년 2월 13일의 실외 미세

먼지 농도 측정결과를 MATLAB을 이용하여 연화 스 라인 근사법으로

커 피 한 결과는 나타낸다.모든 경우에서 R2값은 0,9955이상의 높은

근사 값을 보이나,그림에 주목하면 상 범 외의 측정값에서는 발산하는

듯한 결과를 나타내며, 간의 몇 개의 값들은 추세선으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2월 13  실  미 지 0.3 커브 피팅 결과 ()

[그림 22] 2월 13  실  미 지 0.5 커브 피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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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월 13  실  미 지 1 커브 피팅 결과 ()

[그림 24] 2월 13  실  미 지 3 커브 피팅 결과 (  )

[그림 25] 2월 13  실  미 지 5 커브 피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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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그림 26]∼[그림 30]은 [그림 20]에 나타낸 2015년 2월 23일의 실외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를 커 피 한 결과는 나타낸다.앞의 경우와 같이

모든 경우에서 R2값은 0,9947이상의 높은 근사 값을 보이며,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6] 2월 23  실  미 지 0.3 커브 피팅 결과 ()

[그림 27] 2월 23  실  미 지 0.5 커브 피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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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월 23  실  미 지 1 커브 피팅 결과 ()

[그림 29] 2월 23  실  미 지 3 커브 피팅 결과 ()

[그림 30] 2월 23  실  미 지 5 커브 피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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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침착률과 침입계수의 산정 결과

4.5.1.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침착률 침입계수

본 연구에서는,침착률과 침입계수의 산정방법과정에서 외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분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제안하 다.구체 으로

측정을 통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데이터를 얻어낸 후 실외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커 피 을 이용하여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낸 후,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입력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하 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으로 산정한 침착률과 침입계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표 3>과 같다.

크 () 침착률(1/s) 침 계수(무차원)

0.3 -3.9193e+03 0.7838

0.5 27.7769  0.9684

1 2.1589e+04 0.6645

3 74.1472 0.8156

5 7.7461 1.0881

<  2> 본 연 에  제시한 에 한 침착률과 침 계수(02.13)

크 () 침착률(1/s) 침 계수(무차원)

0.3 40.2046 0.6798

0.5 10.2120 0.5802

1  6.1293 0.6837

3 -3.9993 0.7499

5 1.6211 0.8279

<  3> 본 연 에  제시한 에 한 침착률과 침 계수(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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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기존 방법으로 구한 침착률 침입계수

동일한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ChristopherY.H.Chao외 2명24)이 제안한

방법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하 으면 그 결과를 <표 4>,<표 5>에

나타낸다.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외기 농도는 일정하며

마지막 값에 도달한다고 가정하 다.

크 () 침착률(1/s) 침 계수(무차원)

0.3 5.06e-06 28.3

0.5 3.98e-06 16.3

1 -2.1e-06 -4.1

3 할수 없 할수 없

5 할수 없 할수 없

<  4> 존 에 한 침착률과 침 계수(02.13)

크 () 침착률(1/s) 침 계수(무차원)

0.3 2.26e-05 162.9

0.5 3.1e-05 127.5

1 5e-05 54.6

3 4.58e-05 9.9

5 4.42e-05 6.4

<  5> 존 에 한 침착률과 침 계수(02.23)

24)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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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기존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결과 비교

기존에 알려진 침착률의 범 는 약 10-3~10-6이며 침입계수의 범 는

0.5~1.0로 알려져 있다.이 값들을 고려할 때,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으로 산정한 침착률과 침입계수 결과를 비교하면,본 연구의

방법으로 산정한 값은 침착률이 비정상 인 값을 보이는 반면 기존 방법

으로 구한 값은 침입계수가 비정상 인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어떤 값을 먼 구하는지에

따라 정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방법의 경우 침착률을 먼 구한 뒤에 산정한 침착률 값을 입하여

침입계수의 방법을 구하지만,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경우 침착률을

구한 후 침착률을 수식에 입하여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의 값이 아닌 침착률이나 침입계수를 구한 결과를

입하여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하는 값은

실제의 값과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상기의 결과를 통해,기존의 방법으로는 침착률을 직 으로 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으며,본

연구의 방법은 침입계수를 직 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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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소결

본 장에서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하기 하여 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와 CO2의 농도를 측정하고

분석하 다. 한 측정한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커 피 을 이용하여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내고,수식에 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입력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하 다.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기존

방법으로 구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비교·검토하 다.

본 장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이산화탄소 농도의 측정 결과,침기량이 일정한 경우 나타나는 지수

함수의 형태로 농도가 감소하여,미세먼지 농도의 실측 당시에 해당

실의 침기량은 일정한 값으로 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 결과,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외기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에 크게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반면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외기 미세먼지 농도에 계없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3)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커 피 결과, 간에 추세선을 벗어나는 값을

제외하면 매우 높은 정확도로 수식화되었으며,모두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 커 피 결과가 매우 정확함을 알 수 있었다.



- 50 -

4)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한 결과,침입

계수는 정상 인 값을 보 지만,침착률은 기존에 알려진 값과 크게

벗어난 결과를 나타냈다.이는 새롭게 제시한 방법이 침착률을 구한 뒤

침입계수를 구하는 식에 입하여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기존 방법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한 결과,침착률은 정상 인

값을 보 지만,침입계수는 기존에 알려진 값과 크게 벗어난 결과를

나타내었다.이는 기존의 방법이 침착률을 구한 뒤 침입계수를 구하는

식에 입하여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이뿐만 아니라 기존 방법의 경우 실외 미세먼지의 농도

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지만,실제로 외기 미세먼지 농도는 일정하

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일

정할 경우 이론상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

나게 되는데,실제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데이터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큰 오차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6)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함에 있어,기존 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상 으로 정확한 침착률을 구할 수 있으며,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 방법보다 상 으로 정확한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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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미세먼지는 실내 공기질의 지표가 되는 표 인 오염물질 하나이며,

양질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면서 에 지 소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 지와 실내공기질의 타 을 찾기 해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측이 요하다.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값들

하나가 침착률과 침입계수이다.기존 연구에서의 침착률과 침입계수

산정법에서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나,일반 으로

실외 미세먼지 농도는 일정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침착률과

침입계수 산정결과에 큰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구체

으로 측정을 통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데이터를 얻어낸 후 실외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커 피 을 이용하여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낸 후,실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입력하여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개선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선행연구에서는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질량보존법칙을

해석하기 해 상 실에서의 침기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실외 미세

먼지 농도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침기량은 상 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측정 당시의 침기량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타당함을 확인하 으나,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는 측정기간 동안 일정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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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존의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고려해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이를 해 커

피 을 통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내었으며,이를

미분방정식에 입하여 수식을 풀어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커 피 의 경우 연화 스 라인 방법은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에 한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며,높은 정확도를 보여 이를

이용하 다.

(3)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한 결과 침입

계수는 정상 인 값을 보 지만,침착률은 기존에 알려진 값과 크게 벗어난

결과를 나타내었다.이는 새로 제시한 방법이 침착률을 구한 뒤 침입계수를

구하는 식에 입하여 침입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

라고 생각되며,기존의 방법 역시 같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기존 방법

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한 결과 침착률은 정상 인 값을 보 지만,

침입계수는 기존에 알려진 값과 크게 벗어난 결과를 도출했다.이는 기존의

방법이 침입계수를 구한 뒤 침착률을 구하는 수식에 입하여 침착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침착률과 침입계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방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상 으로 정확한 침착률을 구할 수 있으며,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상 으로 정확한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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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에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하던

방법에 비해 간소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침착률과

침입계수를 구할 수 있어 상 공간에 한 분석이 훨씬 수월해지므로,

추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제안한 분석 방법에는 논리 인

오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을 히 해석 가능한 커

피 방법만 찾는다면 재 도출한 침착률과 침입계수보다 양질의 결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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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peopleareconcerningabouteffectofparticulatematteron

health because outdoor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has been

increased and interestin health increased.Modern people'sindoor

residence tim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Korean people are

stayingmorethan20hoursaday.Asindoorresidencetimeincreases,

impactofparticulatematteronhealthhasincreased.

MostofKorean buildings are notusing mechanicalventilation

system,whichmakesdepositionrateandpenetrationfactorimportant

for understanding indoor particle concentration. Deposition rate,

penetrationfactor,infiltrationrate,etc.hastobeknowntocompletely

understandindoorparticleconcentration,andstudiesonthesefactors

arecarriedonforeigncountries.

Inthispaper,curvefittingmethodhasbeenusedtoconsideroutdoor

particleconcentrationondeductionofdepositionrateandpenetration

factor.Concretely,outdoorparticleconcentrationhasbeentransferredto

timedependentfunction,andsubstitutedintomassbalanceequationto

deductdepositionrateandpenetrationfactor.

Thenewlyproposedwayofanalysingdepositionrateandpenetration

factorhasacademicvaluesinceitmakesdeductionofdepositionrate

andpenetrationfactormucheasierandf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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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A

clear

clc

data2=load('0.3_o.txt'); 

n = length(data2); %number of samples

Fs = 1/600;

T = 1/Fs;

L = 1000;

t = (0:n-1)*T; 

for i = 1 : n

  x ( i ) = data2(i,1);

end

subplot ( 211 )

plot (t(1:n), x(1:n))

xlabel ( 't')

ylabel( 'x(t)');

title ( 'outdoor 그래프'), grid on

 

NFFT = 2^nextpow2(n);

Y = fft(x,NFFT)/n;

f = Fs/2*linspace(0,1,NFFT/2+1);

output = 2*abs(Y(1:NFFT/2+1));

 

subplot ( 212 )

plot(f,2*abs(Y(1:NFFT/2+1)))

xlabel('Frequency (Hz)')

ylabel('|Y(f)|');

title ( 'F|outdoor| 그래프'), gri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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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B

clear

clc

data=load('0.3_i.txt');

data2=load('0.3_o.txt'); 

n1 = length(data);

n = length(data2); %number of samples

Fs = 1/600;

T = 1/Fs;

L = 1000;

t = (0:n-1)*T; 

r = 0.2/3600;

 

for i = 1 : n

  x ( i ) = data2(i,1);

end

 

g = (0:n-1)*0;

rrut_sum = 0;

ram_sum = 0;

cs=csaps(t,x);

for i = 1:1:n-1

    

f(i)=cs.coefs(i,1)*600^3+cs.coefs(i,2)*600^2+cs.coefs(i,3)*60

0+cs.coefs(i,4);

    if i>1

        

C=[r^3*(cs.coefs(i,1)*600^3+cs.coefs(i,2)*600^2+cs.coefs(i,3)

*600+(f(i-1)-f(i))/f(i-1)*cs.coefs(i,4)) 

-r^2*(3*cs.coefs(i,1)*600^2+2*cs.coefs(i,2)*600+(f(i-1)-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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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1)*cs.coefs(i,3)) 

r*(6*cs.coefs(i,1)*600+(f(i-1)-f(i))/f(i-1)*2*cs.coefs(i,2)) 

-(f(i-1)-f(i))/f(i-1)*6*cs.coefs(i,1)];

        rut = roots(C);

        rut2 = abs(rut);

        rrut = rut2(rut2 == real(rut2));

        rrut2 = min(rrut);

        rrut_sum=rrut_sum+rrut2;

        ram = 

(r*rrut2*cs.coefs(i,4)-cs.coefs(i,3)+2/r/rrut2*cs.coefs(i,2)-

6/r/r/rrut2/rrut2*cs.coefs(i,1))/f(i-1)-r;

        ram_sum=ram_sum+ram;

    end

end

rrut_sum/n

ram_s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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