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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공기질 일반  

 ◯1  실내공기 오염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라돈 등이 있습니다. 그 형태나 

특성에 따라 입자상/가스상 물질, 화학적/생물학적 물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어디서 발생하나요?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에 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456&orgCd=&boardId=938630&boardMasterId=738&boardCategoryId=&r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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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발생원을 알려주세요.

☞ 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주요 발생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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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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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차이가 뭔가요?

☞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초미세먼지의 지름은 머리

카락 두께의 20분의 1 정도이며,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6  라돈은 인체에 왜 유해한가요?

☞ 라돈 기체, 또는 미세먼지 등에 달라붙은 라돈자손(라돈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간 후 방사성 붕괴를 하며 알파 

입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알파 입자가 지속적으로 폐포나 기관지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라돈에 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7  라돈 같은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를 가진다는데, 반감기가 뭔가요?

☞ 반감기를 쉽게 말하면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양(예 : 원자 수)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감기가 3.82일인 

라돈(222Rn) 원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라돈 원자 100개가 50개로 줄어

드는 데 3.82일이 걸리고, 방사성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알파 입자를 방출

하게 됩니다. 

https://iaqinfo.nier.go.kr/leinfo/radon_defin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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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층이나 지하에서는 라돈을 주의하라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라돈은 가스 형태의 자연방사성 물질로, 토양이나 지반의 암석으로부터 

건물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새를 통해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이나 지하처럼 지표면에 가까운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과 라듐이 많이 들어있는 화강암 분포 지역

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라돈의 실내 유입경로에 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9  어린이가 성인보다 오염물질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린이는 몸무게에 비해 호흡량이 크고(어른의 2배 이상), 호흡기를 포함한 

신체가 발달하는 중에 있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 상 적으로 오염물질에 취약합니다. 즉, 같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같은 시간 동안 노출되더라도 어른에 비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https://iaqinfo.nier.go.kr/leinfo/radon_rou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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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군 발암물질이 무엇인가요?

☞ 통상 발암물질의 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기준에 따르는데, 크게 

1군, 2A군, 2B군, 3군, 4군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분은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고 그 근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질에 한 실험과 연구가 추가되

면서 발암물질 분류가 재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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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총부유세균이란 무엇인가요?

☞ 총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 세균(인체에 무해)과 병원성 세균 

등을 모두 합해 부르는 이름입니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세균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개체수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 총량의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12  부유세균은 인체에 유해한가요?

☞ 주거공간에 존재하는 부분의 부유세균은 제1위험군으로 건강한 성인

에게 무해합니다. 다만, 일부 부유세균은 제2위험군에 속하는데 사람에게 

발병한 경우 경미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 내 부유미생물 연구에 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체 위험군 분류에 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webbook.me.go.kr/DLi-File/NIER/06/011/5512297.pdf
http://www.cdc.go.kr/CDC/together/CdcKrTogether0302.jsp?menuIds=HOME006-MNU2804-MNU3027-MNU2979&cid=13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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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향수는 몸에 나쁜가요?

☞ 건강한 성인이 적절한 용법·용량을 지켜 향수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향수에 사용되는 향료의 종류, 

개인의 민감도 등에 따라 알레르기, 천식, 비염 등의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수를 선택할 때에는 원료 성분을 꼭 확인하고, 사용

할 때에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향수에 한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궁금하다면?

 ◯14  반려동물도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나요? 

☞ 공기 중에 날리는 반려동물의 털에 진드기나 세균이 붙어있을 수 있어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배설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세균이나 기생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자주 씻기고, 배설물 처리와 청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⑮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궁금합니다.

☞ 간접흡연은 관동맥성 심장병과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임신부의 

조산, 유아 돌연사 증후군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인구의 약 3분의 1이 정기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http://www.kca.go.kr/brd/m_46/view.do?seq=1820&itm_seq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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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역사, 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해 10가지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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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의 차이는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꼭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지자체가 

점검했을 때 유지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최  1천만원)와 같은 행정처

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권고기준은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초과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③ 미세먼지(PM10)보다 위해성이 더 크다는 초미세먼지(PM2.5)가 권고

기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초미세먼지 기준은 2018년 1월 처음 도입되었고, 새로운 규제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은 권고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과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초미세먼지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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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요즘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

한데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해야하지 않을까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라돈의 

관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폭 강화됩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과 

같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민감시설*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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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WHO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 WHO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기와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WHO의 미세먼지 가이드

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⑥ WHO는 어떤 원칙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나요?

☞ WHO는 실내 오염원의 존재, 실제 오염 수준, 노출 정도,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공기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에서는 실내공기 오염 수준이 무관찰영향수준(NOAEL)* 

또는 최저관찰영향수준(LOAEL)**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관리 상

으로 선정하고, 각국의 경제적 수준, 활용할 수 있는 저감 기술 등 정책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수치를 결정합니다.

  * 무관찰영향수준(NOAEL, No-Observed-Adverse-Effect-Level) : 유해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수준

 ** 최저관찰영향수준(LOAEL, Lowest-Observed-Adverse-Effect-Level) : 유해 

영향이 관찰된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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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다른 나라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궁금합니다.

☞ 법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만 3개국이며 그 외

에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 시설, 물질, 

관리 수준은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상 ’19.7.1부터 강화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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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라돈 권고기준(148Bq/㎥)의 설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각 국가별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국가 라돈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는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0 Bq/㎥ 이내 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기준인 

148Bq/m3을 권고기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미국 EPA에서는 해당 수준의 

농도에 연간 7,000시간 이상 평생 노출될 때, 비흡연자 1,000명중 7명의 

폐암 발병 위험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⑨ 석면 권고기준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농도 권고기준(0.01개/cc)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석면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와 

곰팡이 권고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석면을 더 이상 법으로 관리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를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석면안전관

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건축물에 한 법적 관리는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  이산화탄소는 왜 법으로 관리하나요?

☞ 일상적인 실내 환경에서 관찰되는 수준의 이산화탄소는 인체 위해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에 한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법적 관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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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집 다음으로 오래 머무르는 곳이 사무실인데, 사무실에도 실내공기질 

기준이 있나요? 

☞ 일반적인 사무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적용받으며, 물질별 관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연면적이 3,000㎡을 넘는 업무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간주하며,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미세먼지(PM10)를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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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있나요?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및 권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3  지하철이나 고속버스에도 실내공기질 기준이 있나요?

☞ 지하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차량에 해 이산화

탄소와 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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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일반 승용차에도 실내공기질 기준이 있나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승용차, 화물차 등 신규제작 자동차에 하여 폼알

데하이드, 벤젠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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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정책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①주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②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③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고, ④‘실내’ 표지가 부착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①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1번,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번 측정하여야 

합니다. 측정은 스스로 하거나 측정 행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데, 전문

장비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은 측정 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유지기준 항목은 항상 준수하여야 하며,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에 시설을 방문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했을 때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새롭게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1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④ 다중이용시설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페인트, 벽지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실내’ 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벌금 최  천만원, 징역 최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업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복합용도건축물은 교육 이수와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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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언제?) 일반시설과 실내주차장(지하역사, 규모점포 등 17개 시설군)은 

상반기(1.1~6.30),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4개 

시설군)은 하반기(7.1~12.31)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반시설과 민감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의료기관+실내주차장 

등)에는 시기 구분과 관계 없이 1년 중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분석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고가의 전문장비를 모두 갖추어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는 환경부에 등록된 실내공기질 측정 행업체를 활용합니다. 

  ☺ 내가 사는 지역의 실내공기질 측정 행업체 정보가 궁금하다면? 

 ③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더니 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유지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가 불시에 실시

하는 오염도검사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측정 행업체 의뢰 포함) 그 

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

값을 그 로 기록‧보존하시되, 이를 참고하여 소관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76&seq=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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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3년마다 1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1회당 6시

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가 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수행기관이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내공

기질 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은 공짜인가요?

☞ 환경보전협회의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1일에 22,500원의 

교육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⑥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해서는 일반 다중이용

시설보다 엄격한 공기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강화될 관리기

준에 비하여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한 실내공기질 진단·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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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을 미리 알 수 있나요?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 개시 7일 전부터 60일 동안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

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 7종입니다. 

  * 라돈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일자가 ’18.1.1 이후인 공동주택에 적용됨

 ⑧ 정부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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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학교에 실시되는 미세먼지 대책이 있나요?

☞ 교육부는 2018년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신설(35㎍/㎥)되었고, 현행 100 ㎍/㎥인 

미세먼지 기준은 75 ㎍/㎥로 강화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확  설치되고,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되며, 유아와 미세먼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계질환, 천식 등)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⑩ 대기 미세먼지 수치는 에어코리아에서 볼 수 있는데 실내 미세먼지도 

확인 가능한가요?

☞ 환경부에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전국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 · 34개 지점 · 76  

측정기기, ’18년 기준)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http://info.inair.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확 하기 위해 ’19년 44억을 투자하여 

전국 주요 지하역사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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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지하철역의 공기질이 바깥보다 나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요?

☞ 환경부는 지하역사를 운영하는 철도기관과 합동으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책(’18~’22)’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책에 따라 지하역사의 

승강장, 합실, 터널 미세먼지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2019년도에는 합실,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환기설비를 교체하고, 주요 지하역사의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250여개 지하역사 승강장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⑫ 환기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http://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1%B4%EC%B6%95%EB%AC%BC%EC%9D%98%20%EC%84%A4%EB%B9%8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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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맑은 숨’ 인증마크는 무엇인가요?

☞ ‘맑은 숨’ 인증마크가 붙은 시설은 환경부의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이 시설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우수하게 

관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인증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환경부는 추후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⑭ 실내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꼭 철거공사를 해야 하나요?

☞ 실내 석면 발생원의 규모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실내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면함유 건축자재(텍스 등)의 손상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메꾸기처럼 

최소한의 보수를 통해서도 석면 노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26

4. 측정 및 측정장비

 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정확한가요?

☞ 간이측정기는 보통 광산란방식을 이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산출해내는 

기기로, 온·습도 등 주변 환경 변화와 오류에 취약하여 신뢰성이 낮아 국가 

측정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미세먼지 수치에 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휴 성이 높은 간이측정기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19년 8월 ‘초미세먼지(PM2.5)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② 초미세먼지(PM2.5) 간이측정기는 잘 맞고 미세먼지(PM10) 간이

측정기는 잘 안 맞다던데 이유가 뭔가요?

☞ 미세먼지(PM10)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에 비해 입자 크기가 크고 입자 

성분 조성이 다양해서 광산란 특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보다도 신뢰도·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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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우리 동네 에어코리아 수치와 우리 집 간이측정기 수치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 에어코리아(국가측정망)에 사용되는 미세먼지 측정장비는 중량법 또는 

베타선흡수법을 사용하는 기기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신뢰도·정확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이에 

반해 간이측정기는 주로 광산란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유량, 습도 등 

측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여러 번의 단위변환을 거치는 동안 오차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뢰도·정확도가 떨어져 국가측정망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에어코리아 수치는 이전 1시간의 미세먼지 

농도 평균인 반면, 광산란 방식의 간이측정기 수치는 실시간에 가깝

습니다. 

 ④ 앞으로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등급이 나누어지나요?

☞ ’19년 8월부터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됩니다. 간이측

정기의 실험실 챔버 측정평가 결과, 상 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등에 

따라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이드북에 따른 등급별 성능기준(안)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이드북이 궁금하다면?

http://webbook.me.go.kr/DLi-File/NIER/09/023/56686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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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구매하려는 간이측정기가 몇 등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19년 8월부터 측정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성능정보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향후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매하실 때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간이측정기의 등급이 낮으면 쓸 데가 없는 건가요?

☞ 등급이 낮은 간이측정기는 신뢰도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초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의 등급별 권장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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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라돈 간이측정기로 욕실 선반을 재봤더니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위험한 것 아닌가요?

☞ 욕실 선반과 같은 건축자재의 표면에 측정기기를 밀착하여 측정하는 경우, 

라돈(222Rn) 이외에 토론(220Rn)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3.82일로 

길어 공간에 축적되는 라돈과 달리, 토론은 반감기가 55.6초로 짧아 단기간에 

방사성 붕괴를 거쳐 사라지므로 폐로 흡입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습니다.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라돈과 토론을 구별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활용하거나, 건축

자재 또는 벽·바닥으로부터 50 cm 이상 떨어뜨려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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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라돈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는다던데, 그럼 측정을 바닥

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라돈의 밀도는 공기 밀도의 약 8배인 9.73 g/L 이지만 일상적인 생활환경

에서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거의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 실내 공간에서 높이에 따른 라돈 농도의 차이는 매우 적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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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 속 공기질 관리

 ① 구이나 튀김 요리를 하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나요?

☞ 기름을 이용하여 구이나 튀김 요리를 하면 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때

(찜, 삶기)에 비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아래 그래프는 다양한 방법으로 육류를 조리했을 때 오염물질별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②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리를 할 때에는 자연환기와 동시에 주방 레인지후드를 켜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 30분 이상 레인지후드를 켜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름을 이용해서 육류나 생선을 조리할 때에는 초미세먼지가 매우 많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기 미세먼지가 나쁘더라도 환기를 짧게나마 시키고 

레인지후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선구이 같은 요리를 할 때에는 종이

호일이나 팬 뚜껑을 덮고, 튀김을 할 때에는 재료가 기름에 완전히 잠기

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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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기레인지를 쓰면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나요?

☞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와 같은 전기레인지는 LNG와 같은 탄화수소계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주방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절반 이하(40% 수준)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④ 주방 레인지후드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할 사항이 있나요?

☞ 레인지후드를 사용할 때는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인지후드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창문을 열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레인지후드만 가동하면 압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인지후드 가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레인지후드를 자주 사용하면 기름때가 끼고 미생물 등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주 세척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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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레인지후드 소음이 거슬리는데 1단으로 켜도 효과가 있나요?

☞ 레인지후드 풍량이 셀수록 미세먼지가 잘 제거됩니다. 실험 결과 미세

먼지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레인지후드를 3단으로 가동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후드 2단 주방 PM2.5 후드 3단 주방 PM2.5

 ⑥ 효과가 좋은 환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장 효과가 좋은 환기 방법은 맞통풍 환기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

하는 요리를 할 때에도 맞통풍 환기를 함과 동시에 레인지후드를 사용

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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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집 구조상 맞통풍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환기를 해야 하나요?

☞ 맞통풍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으로라도 창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고, 

이와 함께 기계식 환기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의 레인지

후드나 환기팬, 신축아파트의 경우 환기시스템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⑧ 대기 미세먼지가 나쁠 때 환기와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바깥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환기를 전혀 실시하지 않으면 실내에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이 축적되어 

실내공기질이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기 미세먼지가 나쁘더라도 1~3분 

정도로 짧게나마 자연환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창문을 닫은 다음에는 

물걸레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⑨ 청소를 하면 미세먼지 줄이는데 효과가 있나요?

☞ 밀 를 이용한 물걸레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유지됩니다. 

 ☺ 청소와 실내 미세먼지 농도 간의 관계에 한 연구 결과가 궁금하다면?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e6e9406d49ced471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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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청소 방법에 따라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다른가요?

☞ 밀 를 이용한 물걸레 청소를 한 경우 진공청소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미세먼지(PM10, PM2.5) 제거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WHO

에서도 가정에서의 청소방법으로 물걸레 청소(wet mopping)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물걸레 청소의 경우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를 다시 날리게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⑪ 향초를 쓰면 건강에 안 좋나요? 

☞ 향초와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면 실내공기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벤젠 

농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향초를 2시간 사용했을 때에는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권고기준*의 최  5.6배, 인센스 스틱을 15분 사용했을 때에는 벤젠 

권고기준**의 최  6.2배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는 향초나 인센스 스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 향초와 인센스 스틱에 한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실태조사 결과가 궁금

하다면?

http://www.kca.go.kr/brd/m_46/view.do?seq=2159&itm_seq_1=3


36

 ⑫ 실내 라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라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를 자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강재를 활용하여 바닥이나 벽 등에 갈라진 틈을 밀폐

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

으로 환기를 실시한 주택의 경우 라돈 농도는 약 65% 저감되었습니다.

 ⑬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로는 주로 겨울철, 고온다습한 실내 공기가 베란다 벽 등 차가운 물체에 

부딪히면서 이슬이 맺혀 생기게 됩니다.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으로 환기하고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하며, 결로가 너무 심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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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결로가 생기면 실내공기질에도 영향이 있나요? 

☞ 결로가 생기면 곰팡이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결로를 

방치한 경우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퍼지는 포자가 천식,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는 

메스꺼움과 피로감의 원인이 되고, 일부 곰팡이는 가려움증, 습진, 피부

반점, 무좀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⑮ 베란다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맨손에 곰팡이가 닿거나, 눈과 코로 곰팡이나 포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에 생긴 곰팡이는 솔 등을 

이용하여 꼼꼼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곰팡이를 제거한 후에는 다시 서식

하지 않도록 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조적 문제로 

결로와 곰팡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열 

시공을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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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실내에서 흡연하면 미세먼지 수치가 얼마나 높아지나요? 

☞ 실험 결과 담배 2개비를 태웠을 때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현행 다중

이용시설 권고기준(70 ㎍/㎥)의 10~20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태우는 담배량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  전자담배는 냄새나 연기가 거의 없는데, 일반 담배처럼 미세먼지가 

배출되지는 않는 건가요?

☞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 나노입자*는 일반담배의 41%, 지름이 

0.3 ㎛보다 큰 입자상물질은 일반 담배의 5.7%까지 배출되었습니다. 

   * 나노입자 : 지름이 10~1,000 nm(나노미터)인 입자상 물질

 ◯18  아파트 화장실 환기구로 담배 냄새가 자꾸 들어오는데, 원인은 아랫

집인가요?

☞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담배연기는 아파트의 환기 배관을 통해 윗세 는 

물론 아랫세 로도 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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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층간 흡연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해결 방법이 없나요?

☞ 우선, 공동주택에서 개별세 의 화장실 환기구와 주 환기 통로 사이에 

댐퍼와 같은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하여 다른 세 로부터의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에 기계환기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화장실 주 환기구의 오염물질을 바로 건물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0  새집증후군 예방 방법을 알려주세요.

☞ 새집증후군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베이크아웃(Bake-out)과 플러쉬

아웃(Flush-out)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베이크아웃은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실내온도 33~38℃ 8시간 이상 유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2시간 이상 환기를 통해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입주 전 실시하며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플러쉬아웃은 형 팬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실내온도 16℃이상, 상 습도 60% 이하로 

유지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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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DIY 창문필터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나요? 

☞ 시중에 판매 중인 창문필터 7종을 주거환경에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초미세먼지 차단율은 최소 11.4%에서 최  77.1%로 나타났습니다. 창문

필터의 제품 종류, 설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초미세먼지 차단율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면테이프나 간단한 고정틀로 창문에 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벽한 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창문필터를 부착하면 일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  새 차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새 차의 내부에 사용된 장식재와 마감재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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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자동차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새 차의 경우 구매 후 최소한 3개월은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합니다. 

운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차량에서도 내부온도가 높으면(여름철 노상주차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지속적으로 방출된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차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 안에서 

방향제를 사용하면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4  자동차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나요?

☞ 에어컨 필터를 교체한 경우 외기 유입 모드에서 차량 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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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자동차를 탈 때 내기순환 모드로 설정하면 미세먼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 일반적인 자동차 운행 조건에서는 내기순환 모드로 설정해두면 미세먼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처럼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는 사람의 호흡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됩

니다. 이 경우 졸음, 피로감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거나 외기 유입 모드로 전환하여 환기를 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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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환기설비 배관(덕트)을 청소하면 실내공기질이 좋아지나요?

☞ 일부 연구에서 환기설비의 배관 청소 전후 곰팡이 농도를 비교한 결과, 

배관 청소 이후 곰팡이 농도는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낮거나 청소 전 비 

50~70%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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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생활화학제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제품에 

한 정보를 미리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합니다. 구매 

후에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여 용법용량을 지키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합니다.

  ☺ 초록누리에서 얻을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정보가 궁금하다면?

 ◯28  일반 가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이 있나요?

☞ 환경부에서 발간한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조리 시 실내

오염물질 저감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주택 실내공기질의 오염원과 그 

인체영향, 각종 상황에 따른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방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외 

다양한 실내공기질 관련 가이드북과 매뉴얼은 생활환경정보센터 

(http://iaqinfo.ni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olife.me.go.kr/ec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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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는 정말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나요?

☞ 공기청정기는 공기 중 입자상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말고 다른 오염물질도 제거할 수 있나요?

☞ 공기청정기에 먼지필터 외에 탈취필터가 있다면 냄새를 포함한 가스상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탈취필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활성탄인데, 활성탄이 포화되면 기존에 흡착되어있던 물질이 다시 

떨어지면서 오히려 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필터는 반드시 주기적

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③ 라돈을 없애주는 공기청정기도 있나요? 

☞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중에서 라돈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라돈을 줄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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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기청정기에도 종류가 있나요?

☞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을 어떤 원리로 제거하느냐에 따라 기계식과 전기식, 

복합식으로 분류됩니다. 세부적으로 필터식, 습식,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식 및 UV 광촉매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쓰는 공기청정기의 부분은 필터식입니다. 

 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오염물질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 음이온식·전기집진식·플라즈마식 공기청정기에서는 제품 종류나 사용 

모드에 따라 오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꼭 오존발생

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 로 관리되지 않은 필터에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⑥ 공기청정기를 오래 켜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나요?

☞ 공기청정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부분은 

사람의 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환기를 실시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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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기청정기를 쓸 때 창문을 열어도 되나요?

☞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실내 공간의 기밀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세먼지 

제거 효율은 밀폐된 공간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환기를 전혀 실시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외에 다른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축적되어 실내

공기가 더욱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⑧ 공기청정기를 사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 한국기술표준원과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공기청정기에 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제거능력, 탈취효율, 오존 발생농도, 소음도 

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해 KS 및 CA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기청정기 CA 인증이 궁금하다면? 

  ☺ 공기청정기 KS 인증이 궁금하다면? 

http://air.kaca.or.kr/03/03_04.htm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menuId=919&topMenuId=502&upperMenuId=503&ksNo=KSC9314&tmprKsNo=KSC9314&reformNo=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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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공기청정기를 살 때 적정용량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 우선, 공기청정기의 성능 인증은 ‘실험실 환경에서 최  풍량으로 가동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환경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는 실험실과의 환경 차이, 운전조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하려는 면적보다 조금 더 넉넉한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사용면적에 한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용공간의 130%를 표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⑩ 공기청정기 필터 가격이 만만찮은데 꼭 교체해야 하나요? 

☞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포집된 먼지가 필터를 

막아 풍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풍량이 줄면 공기순환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공기정화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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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를 켜두면 안 되나요?

☞ 요리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곧바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기름 입자 등이 필터를 막아 필터 수명이 단축되고 냄새가 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리를 하는 동안은 공기청정기를 꺼두고, 요리가 

끝난 다음에도 환기를 충분히 실시한 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⑫ 공기청정기는 자동운전(오토)모드로 설정해두면 되나요?

☞ 공기청정기는 자동운전 모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예 : 기질이 나쁠 때 환기를 실시한 경우) 최  풍량으로 일정 

시간 가동한 다음 ‘중’ 또는 ‘약’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⑬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전기료 폭탄 맞나요?

☞ 공기청정기는 저에너지소비형 가전제품으로, 소비전력 30W인 제품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할 경우 추가 부담 전기료 규모는 월 2~3천원 수준

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가정용 선풍기의 소비전력은 

30~50W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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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 건축자재

 ① 실내용 건축자재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벽지,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이 방출되는데, 이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습

니다. 전문 시험기관의 검사에서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을 통과한 건축

자재는 ‘적합 확인’을 통해 실내 표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 표지가 붙어있는 건축자재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1

 ② 실내 표지의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6종의 건축자재에 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방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2

 ③ 건축자재 인증 종류가 많아 헷갈립니다. 쉽게 알려주세요.

☞ 건축자재의 환경성과 관련 있는 세 가지 인증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마크에 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HB마크에 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1
http://air.kaca.or.kr/03/03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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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실내 표지, 환경마크, HB 마크 중 어느 것이 제일 친환경적인가요?

☞ 표적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

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자재의 환경성은 HB 마크 > 환경마크 > 실내 

표지 순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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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산후조리원을 새로 인테리어하려고 합니다. 어떤 건축자재를 이용해야 

하나요?

☞ 연면적 500 ㎡ 이상의 산후조리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로, 시설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 

방출량이 법에 따른 기준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자재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생활하는 시설로서, 실내 

건축자재를 선택할 때에는 단지 법적인 의무만을 고려하여 ‘실내’ 표지만 

확인하기보다는 환경성이 더 높은 제품(환경마크, HB마크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내’ 표지 건축자재를 사용해야하는 시설의 종류가 궁금하다면?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B%A4%EB%82%B4%EA%B3%B5%EA%B8%B0%EC%A7%88%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20181018,29231,20181016)/%EC%A0%9C2%EC%A1%B0


55

 ⑥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실내’ 표지가 없는 건축자재를 쓰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 일반 가정에서 셀프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페인트, 벽지까지 법으로 규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이 ‘실내’ 표지가 없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실내’ 표지가 붙은 건축자재를 사용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걱정된다면 ‘환경 마크’나 ‘HB마크’ 등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⑦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실내공기질 개선에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아래는 한 어린이집의 내부를 친환경 건축자재(HB마크 최우수등급)로 

교체한 후 실내 오염물질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에 따라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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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 가구도 ‘친환경’이 맞나요?

☞ 합판,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자재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기준으로 

SE0, E0, E1, E2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E2 등급의 자재는 실내용

으로 사용이 아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E1 등급 자재는 실내에서 사용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 가구를 ‘친환경’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폼알데하이드에 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수준인 E0 또는 SE0 등급의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