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 미세먼지(PM10)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ㅇ 예보내용이 “약간 나쁨“ 이상이거나 실시간 농도(민감군영향 등급 

이상)가 높은 경우

- 대기오염 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등)의 경우

가급적 외출시간을 줄이고, 외출시는 마스크(황사마스크 인증상품) 착용

-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외 체육보다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권고됨

PM10 농도등급 구분 좋 음 보 통 약간 나쁨 나 쁨 매우 나쁨

예측 농도(㎍/㎥․일)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

행동 
요령

노약자 - -
장시간 실외 
활동 가급적 
자제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요청
(특히 호흡기, 
심질환자,노약자)

실외활동 
제한

실내
생활

일반 - - - 장시간 무리한 
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실외활동 
자제

※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 24시간 100㎍/㎥, 연간 50㎍/㎥

ㅇ 장시간 외출 시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 확인 요망

ㅇ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등 오염저감노력에 동참

< 참고 :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

▸ 등산, 축구 등 오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및 심폐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 자제

▸ 학교나 유치원은 실내 체육수업으로 대체 권고

▸ 실외 활동시에는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 착용

▸ 창문을 닫고,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

▸ 세면을 자주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야외 바비큐 등 자제



☐ 부문별 생활수칙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 최소화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가동,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예보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 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 (필요시) 상비약 비치

- 외출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

- 천식 등 호흡기 및 심폐질환 학생에 특별 고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실외공기 차단

- 쉬는 시간마다 손 씻기

축산․
농가 등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참 고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 인체 영향

ㅇ 미세먼지에는 먼지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입자가 작을수록 유해함

-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 유발

ㅇ 유병률 관련 연구 결과('06, 국립환경과학원․연세대)

- (PM2.5) 농도가 36∼50㎍/㎥ 경우 급성 폐질환 유병율 10% 증가,

51∼80㎍/㎥ 경우 만성천식 10% 증가 유발

- (PM10) 농도가 120∼200㎍/㎥경우 일반인의 만성천식 유병율 10% 증가,

201∼300㎍/㎥의 경우 급성천식 유병율 10% 증가 등

ㅇ 사망률 관련 연구 결과('09, 국립환경과학원․인하대)

- (PM2.5) 서울 PM2.5 농도가 평상시 보다 10㎍/㎥ 증가하면 일별 

조기사망율이 0.8% 증가하며 노인(65세이상) 등 민감집단의

사망율은 1.1% 증가 추정

- (PM10) 서울의 10㎍/㎥ 증가당 일별 조기사망율이 0.3% 증가,

노인(65세이상) 등 민감집단의 사망율은 0.4% 증가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