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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ir pollutants affecting indoor air quality in a 

small nursing homes under 1,000m2 floor area in Jeonbuk and carry out consultancy for 

maintaining a comfortable indoor air quality.  The measured pollutants are PM10, CO, CO2, 

Formaldehyde, total airborne bacteria(TAB), total organic compounds(TVOCs) and radon. 

And the influence factors are temperature, humidity, location of nursing homes, floor area, 

occupants and outer PM10.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PM10 in indoor was 23.0 ug/m3(5.5 ~ 60.0 ug/m3)  lower 

than the standards and the ratio of survey/standards was 0.23.  Carbon dioxide was 

measured  417.0 ~ 919.0 ppm.  In the case of small-scale space, if the facility does not 

ventilated it is expected to be difficult to maintain 700ppm recommended standards of 

public lif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n periodic ventilation and mechanical ventilation.  

The total airborne bacteria(TAB) is likely bred in many that the lack of ventilation and the 

place piled up with chairs, sofas, tables, etc.  Formaldehyde was measured 17.4 ug/m3 

which is lower than the indoor air quality standards in most facilities.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such as limonene also was also detected with the use of fragrances in 

some nursing homes and considered relatively good condition.  Radon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9.8 ~ 274.0 Bq/m3 and higher than standard 148 ug/m3 in two nursing homes.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indoor air pollutants and the effect 

parameters, we calculate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pearson correlation is 

higher in PM10 and outer PM10, relative humidity and carbon dioxide, total air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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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 and formaldehyde, carbon dioxide and formaldehyde.  This phenomenon is thought 

to be because not the humidity affected each components but humidity increases and 

carbon dioxide, formaldehyde, TAB increases in the case of no ventilation.  In conclusion, 

indoor air quality was found to be most affected by the ventilation. In order to keep a 

comfortable indoor air quality, it is essential to carry out planned and periodic ventilation .

Key words : Indoor air quality, Nursing home, PM10, Carbondioxide, Radon

요약문

전북지역 내 연면적 1,000m2 미만인 노인요양시설 20개 시설에 해 미세먼지 등 7개 항목

의 실내공기를 조사하고 각 시설이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 다.

조사결과 미세먼지는 평균농도는 23.0 ug/m3(5.5 ~ 60.0 ug/m3)으로 유지기준보다 낮게 조

사되었으며 유지기준과 농도비도 0.23으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이산화탄소는 417.0 ~ 

919.0 ppm으로 조사되었고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공간이 협소하여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 권장기준인 700 ppm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기적인 

환기 및 기계식환기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부유세균은 환기설비가 

없어 환기량이 부족하고 실내에 의자, 쇼파, 테이블 등 살림집기가 많은 곳에서 청소가 상태

가 완전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폼알데하이드는 평균 17.4 

ug/m3 으로 부분 시설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보다 낮게 나타났고, 총휘발성유기물도 

일부 요양원에서 방향제의 사용으로 리모넨 등이 검출되기도 하 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

로 조사되었다.  라돈은 측정결과 평균 81.2 Bq/m3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도범위는 9.8 ~ 

274.0 Bq/m3으로 조사되어 20개 요양시설 중 부분의 시설은 권고기준 이하로 조사되었지

만 2개 요양원에서 권고기준 148 ug/m3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실내공기질과 향인자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상 습

도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및 폼알데하이드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이산화탄소와 폼

알데하이드의 상관계수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습도가 각 항목에 직접적으로 향

을 주었다기보다는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습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

유세균도 같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실내공기질은 환기에 의해서 가장 많

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외에도 계획적

이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주 제어  : 실내공기질, 노인요양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1. 서론

맑은 공기로 호흡한다는 것은 안전한 음식과 물을 섭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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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

다.  현재 부분의 인간들은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하루중 

부분의 시간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산업화된 사회의 경우 사람들은 실내에서 하루 평균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도권 주민들이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22시

간 54분(95.4%)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진화된 국가들과 비슷한 상황이다1).  특히, 어린이, 노인, 그

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도시 지역 주민들은 하루 중 거의 부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고 있다.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외부로부터 오염된 공기의 유입, 실내 재실자의 활동, 건축물

을 구성하는 건축자재에 의한 오염물의 발생 및 자연발생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오염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주요 실내공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중금속, 석면, 난방 및 취사로 

인한 연료연소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 사람의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건축자재 등 실내건축 구성물에서 발생되는 총휘발성유기화

합물, 지질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방사능 발암물질인 라돈 등이 있다.

오염된 공기가 인체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 또는 만성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EPA가 인정한 사실이고, 실내공기 오염에 의

한 사망자가 실외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의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오염물질보다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 가량 높기 때문에 실내오염

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질환 사망률을 최소한 4~8%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2).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증가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건

강상 취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하여 본 조사에서는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운 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이 1,000 m2 

이하인 시설을 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 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전북지역에는 2014년 12월 현재 152개소가 등록되어 

운 되고 있고, 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점검 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규모가 작은 노인요양

시설에 한 일부 조사결과가 있지만, 전북지역에 있는 조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전북지역 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여 해당 노

인요양시설에 해서는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오염도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정책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 및 실험방법

2.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 상 노인요양시설은 전북지역 내 연면적이 1,000 m2 이하인 시설중에서 14개 시군에서 

1~3개소를 선정하여 20개소를 상으로 하 다.   

각 시군별 조사 상 노인요양시설 및 조사 시기는 Table 1.과 같다. 여름철 및 겨울철에도 

조사하여 계절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변화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5월말에 발생한 메르스 향

으로 여름철에 시료채취가 어려워 계절에 따른 변화는 분석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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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ing location and time in nursing home 

No Location
Building area

(m2)

Inhabitants

(capita)

PM10(outer)

(ug/m3)

Buliding Age

(year)
Season

1 city 399 22 27 9 spring

2 city 806 24 13 3 spring

3 city 604 17 40 5 spring

4 city 466 33 55.5 11 spring

5 country 612 37 67.1 9 spring

6 country 384 23 87 3 spring

7 country 165 10 33 4 spring

8 country 429 24 18 1 autumn

9 country 262 29 5 11 summer

10 country 156 16 15 13 autumn

11 country 750 71 42 8 autumn

12 country 656 41 19 9 autumn

13 city 213 20 46 10 autumn

14 country 989 16 21 9 autumn

15 country 474 27 42 4 autumn

16 city 266 19 14 20 autumn

17 country 199 16 35 5 autumn

18 country 980 16 11 8 autumn

19 country 190 14 34 5 autumn

20 country 393 28 6 6 autumn

2.2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포름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

합물질 등 건강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선정하 고, 이외에도 온

도, 습도, 청소상태 등 실내공기질에 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 으며 환기여부, 방향제사용 

여부,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하는 지역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각 항목별 분

석방법은 Table 2.와 같다.

모든 분석방법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실시하 다.  미세먼지는 베타선흡수법

을 이용하는 Turnkey사의 OSIRIS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3시간 평균값을 기록하 다.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3M사의 EVM-4를 이용하여 1시간 평균값으로 조사하 다.  이

산화탄소는 비분산적외선법을 일산화탄소는 전기화학식센서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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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는 오존의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존스크러버를 상단에 부착한 2,4-DNPH

로 코팅된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30분간 2회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 다.  채취한 시료는 분석

까지 냉장 보관하 으며 아세토나이트릴로 용출하여 HPLC(Agilent 1200)로 분석하 다.

총부유세균은 공기를 배지에 충돌시켜 공기 중 부유세균을 채취하는 충돌법을 이용하 다.  

배지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TSA(Tryptic Soy Agar)를 구매하여 이용하 으며, MERCK사의 

MAS-100NT에 배지를 장착한 다음 100L/min 속도로 250L의 공기를 흡입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35 ℃에서 배양하고 24시간 후와 48시간 후 2회 계수하여 공기 중 단위용량 당 집락수를 

계산하 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MARKES사의 Tenax TA(150 mg) + Carbopack B(130 mg)가 

충전된 흡착관으로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335 ℃에서 2시간 동안 conditioning을 한 후에 사용

하 다. 시료를 채취한 고체흡착관은 열탈착농축장치(UK, Markers)에서 290 ℃에서 30ml/min

의 유량으로 7 분간 탈착하면서 –10 ℃의 cold trap에 흡착시킨 후 300 ℃에서 5 분 동안 탈

착시켜 GC/MSD로 도입시켰다. GC(USA, Agilent 6890N)의 컬럼은 DB-1(60 m, 0.25 mm, 1 μ

m)을 사용하 으며, 승온조건은 35 ℃(5 min)에서 5 ℃/min의 조건으로 260 ℃까지 승온시키

면서 분석을 마친 후 300 ℃(5 min)에서 Postrun을 실시하 다. MSD(USA, Agilent 5973 inert)

의 스캔범위는 40~250 amu이었으며 ion source 온도는 230 ℃이었다.  정량과 정성에 사용된 

표준물질은 52 component Indoor Air Standard(Supelco)를 사용하 다.

라돈은 DURRIDGE사의 RAD-7을 사용하여 안정화한 후 48시간동안 측정하 다.  측정장소

는 요양원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여 환기를 자제하도록 하 으며, 마땅한 설

치장소가 없는 요양원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설치하여 생활하는 공간의 라돈농도를 측정하 다.

Table 2. Sampling and analyzing conditions of indoor air pollutants

Pollutants Sampling/Analyzing method Sampling Time
Sampler id 

analyzer
Maker

PM10 β-ray absorption 3hr OSIRIS Turnkey

Carbon monoxide
Non-dispersive Infrared 

spectrometer(NDIR)
1hr EVM-4 3M

Carbon dioxide Electrochemical sensor 1hr EVM-4 3M

Formaldehyde 2,4-DNPH cartridge/HPLC 30min×2times MP-Σ100 SIBATA

Total Airbone

Bacteria
Impactor 2.5min×3times MAS-100NT MERCK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enax TA tube/GC-MS

30~60min

×2times
MP-Σ30 SIBATA

Radon
Continuous radon monitors

(CRM)
24hr RAD-7 DUR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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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전북지역 내 1,000m2 미만의 점검 상 외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하여 실내공기질을 조사

하고 각 노인요양시설이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 다.  조사한 7

개 항목에 한 략적인 결과를 기술하고, 각 항목별 특성을 분석하 다.  실내오염물질과 이

에 향을 주는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을 시골과 도

시로 나누어 선정하 고, 요양시설의 연면적, 재실자의 수, 실내공기 측정시 외부공기의 미세먼

지농도, 요양시설의 건축년도 등도 조사하여 실내오염물질과의 관계를 조사하 다.  분석은 공

개 통계프로그램인 R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그림은 ggplot2 패키지를 이용하 다.

3.1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특성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오염물질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최 값 및 최소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평균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최 값도 라돈을 제외하면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유지 및 관리기준으로 나눈값을 

보면 일산화탄소가 0.02로서 최소로 나타났고, 이산화탄소가 0.62로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외 라돈 0.55, 부유세균 0.48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The result of measurement from a small nursing home in Jeonbuk province

3.2 실내공기질 항목별 특성

3.2.1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기 중에 떠다니면서 기도를 통해 체내에 들어와 폐에 향을 주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표적인 질환은 기침, 호흡곤란, 만성기관지염, 천식 등이고, 중금

속의 농축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다양하지만 주로 제

실자의 활동, 침구 및 가구 등으로부터 재 비산, 외부공기에 의한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균농도는 23.0 ug/m3(5.5~60.0 ug/m3)으로 유지기준 보다 낮게 조사되

었으며 유지기준과 농도비도 0.23으로 낮게 조사되어, 미세먼지의 향은 낮게 나타났다.

　 N Mean

Mean/

Standards 

ratio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of mean minimum maximum

lowest upper

PM10 20 23.04 0.23 15.411 3.446 15.83 30.25 5.5 60.0

CO 20 0.16 0.02 0.268 0.060 0.03 0.29 0.0 0.8

CO2 20 617.99 0.62 164.401 36.761 541.04 694.93 417.0 919.0

TAB 20 384.70 0.48 226.564 50.661 278.67 490.73 134.6 776.0

HCHO 20 17.43 0.17 13.342 2.983 11.19 23.67 0.0 46.1

Radon 20 81.15 0.55 65.635 14.677 50.43 111.87 9.8 274.0

TVOCs 20 75.49 0.19 71.439 15.974 42.06 108.92 0.0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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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of nursing home

and group of facilities in Jeonbuk province.

Fig. 1.의 오른쪽 그림은 2007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목욕장, 화관, 전시시설, 규모점포, 도서관, 의료시설,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PC방, 

노인요양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시설군을 분류하여 상자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소

규모노인요양시설은 각 시설군과 비교해볼 때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실내 미세먼지는 재

실자의 활동으로 인해 증가하기도 하지만 실내와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비가 0.8로서 실내미세

먼지의 부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시설에 한 미세먼지의 책

으로 1일 1회 이상 진공청소 후 물걸레를 이용한 마무리와 외부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을 때 1

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 이상의 환기를 제안하 다.

3.2.2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실내의 일산화탄소는 주방에서의 요리 등 연소과정에서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는 주로 재실

자의 호흡에 의해서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조사결과 농도범위가 불검출~0.8 ppm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이에 한 분석이나 컨설팅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산화탄소는 조사시 환기 및 재

실자의 활동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실내기온이 높아 환기를 실시할 때는 600 

ppm 이하로 조사되었고, 부분의 요양시설에서 실내기온이 낮아 환기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다수가 거주하는 곳의 공동생활권장기준인 700 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ean. Sd. Min. Max.

23.0 15.41 5.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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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variation of Carbondioxide concentration of nursing home

and group of facilities in Jeonbuk province.

일부 요양원의 조사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환기 후 1시간동안의 평균농도 값으로 60분 후 

최고농도는 731 ppm으로 조사되었다.  공간이 협소한 경우 환기상태에서는 양호한 결과를 나

타냈지만, 겨울철 등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재실자의 활동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높아질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에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2.3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는 건축자재, 함성섬유, 목재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물질로서 실내에서 폼알데하

이드는 온도와 습도, 건축물의 수명 실내 환기율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인체에 미치는 향

은 독성정도에 따라 흡입, 흡수, 피부를 통한 경로로 침투되고 이중에서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도가 1ppm 또는 그 이하에서 눈, 코, 목에 자극 

증상을 보이며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폼알데하이드는 평균 17.4±13.3(0.0 ~ 46.1) ug/m3 으로 부분 시설에서 실

내공기질 유지기준 보다 낮게 나타났다.  fig. 3.의 왼쪽 노인요양시설의 상자그림을 보면 비교

적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른쪽 각 시설군 그림과 비교하여 보면 각 시설

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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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variation of Formaldehyde concentration of nursing home

and group of facilities in Jeonbuk province.

3.2.4 총부유세균

총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배양 가능한 세균의 총 수로서, 세균배양용 배지가 

장착된 채취기에 실내공기 중 미생물이 배지에 충돌시켜 측정하는 방법이다.  세균은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 환자 및 노약자에 주로 향을 주는 오염물로서 우리나라 실내공기관리법에서는 

어린이집,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에 하여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평균 384.7 CFU/m3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도범위는 134.6 ~ 779.0 CFU/m3 

로 조사되어 비교적 양호하게 조사되었다.  총부유세균은 환기설비가 없어 환기량이 부족하고 

실내에 의자, 쇼파, 테이블 등 살림집기가 많은 곳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생활하는 실내공간에 

집기들이 있으면 청소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이게 되고 이곳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유세균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공간의 불필요

한 물건을 치우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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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variation of Total airborne bacterid concentration

of nursing home and group of facilities in Jeonbuk province.

3.2.5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실내에서 500개 이상의 물질이 검출되지만 주로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으로써 건축자재, 유성페인트, 방향제 접착제 등에서 발생되며 인체에 호흡 및 피부를 통하

여 유입된다.  이러한 물질은 인체에 두통, 현기증, 피로 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에는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며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평균 75.5 ug/m3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도범위는 0.0 ~ 

279.6 ug/m3으로 조사되어 권고기준 400 ug/m3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조사한 부분의 노인

요양시설이 4 ~ 20년 정도의 건축년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실내자재 또한 친환경 자재를 이용

하 기 때문에 낮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돈(222Ra)은 자연환경 중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핵종의 하나로 지각의 암석이나 토양 및 

건축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238U)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된다4).  라돈가스는 무색, 무취의 

불활성기체로 인체에 높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발암물

질로 보고되고 있다.  라돈은 속이 빈 콘크리트의 벽, 벽과 바닥의 교차부분, 바닥재의 이음새, 

건물의 갈라진 틈 등으로 유입된다.

요양시설의 라돈은 시간 별로 연속모니터링이 가능한 능동형검출기인 RAD-7(Durridge)을 

사용하여 48시간동안 측정하 다.  측정결과 평균 81.2 Bq/m3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도범위는 

9.8 ~ 274.0 Bq/m3으로 조사되어 20개 요양시설 중 부분의 시설은 권고기준 이하로 조사되

었지만 2개소에서 권고기준 148 Bq/m3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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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variation of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radon of nursing home.

권고기준을 초과한 곳의 시간 별 농도변화를 Fig. 6~7.에 나타냈다.  Fig. 6.은 사용하지 않

는 입원실 중에 환기를 자제시킨 곳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곳으로 최고농도가 274.0 Bq/m3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도변화를 보면 13시에 97.8 Bq/m3으로 최저값을 

보인 후 점차 농도가 증가하여 9시 정도에서 최 값을 보인 것으로 보아 환기에 의해서 라돈

의 농도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기를 하지 않을 때는 거의 부분 권고기준을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동일 요양원의 환기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무실에서 

48시간동안 측정한 라돈농도 변화인데, 최고농도가 197.2 Bq/m3으로 권고기준을 초과하 지만 

평균 98.6 Bq/m3으로 권고기준 이하로 조사되었고 최저농도도 24.2 Bq/m3으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해당 요양원의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은 환기를 시키면 1/3수준으로 농도가 희

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양배기가스공법, 외부공유입법, 틈새막음공법 등 라돈저감설비가 

없는 시설도 충분한 환기만으로도 실내 라돈의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음을 보 다.

3.3 실내공기오염물질과 영향인자간 관계분석

실내공기오염물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향인자로서 온도, 습도, 요양시설이 위치하는 지

역을 도심과 도심 외 지역으로 구분한 요양원 위치, 요양시실의 연면적, 재실자의 수 및 미세

먼지 시료채취시 외부 미세먼지 농도를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를 공개패키지인 R을 사용하여 구한결과가 Fig. 8.과 같다.

상관계수 분석결과 실내 미세먼지와 외부미세먼지의 상관관계가 0.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비가 0.7 ~ 12)로 보고하고 있고, 본 조사에서도 평균 0.81, 범위 

0.5~1.3으로 조사되어 실내 미세먼지는 외부의 미세먼지에 가장 큰 향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실내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 외에도 외부미세먼지가 

높지 않을 때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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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variation radon concentration during time on place not in use.

Fig. 7. The variation radon concentration during time on place 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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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earson correlation between indoor air pollutants and their influence factor.

이외에도 Fig. 8.을 살펴보면 상대습도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및 폼알데하이드의 상관관

계가 높게 나타났고, 이산화탄소와 폼알데하이드의 상관계수가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이산화

탄소와 온도를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fig. 9.와 

같이 산점도-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았다.

영향인자 중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은 습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습도가 각 항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습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폼

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도 같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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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atter-histogram of indoor air pollutants and their influenc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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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문을 닫고 있을 때 미세먼지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데 습도와의 상관관계가 

–0.39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내온도와 이산화탄소는 상관관계가 -0.51

로 역상관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내온도가 높은 경우 문을 열어놓아 실내의 이산

화탄소가 낮게 조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실내공기

질은 환기에 의해서 가장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전북지역 내 연면적 1,000m2 미만인 노인요양시설에 해 미세먼지 등 7개 항목의 실내공기

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미세먼지 등 7개 조사항목에서 부분 기준 이하

로 조사되었다.

미세먼지는 외부 미세먼지 농도와의 상관관계가 0.81로 외부환경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 등 내부에서의 

발생뿐만 아니라 환기시 외부의 미세먼지의 농도를 고려해야함을 보 다.  이산화탄소는 소

규모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공간이 협소하여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 권장기준

인 700 ppm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기적인 환기 및 기계식환기설비를 갖

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부유세균은 환기설비가 없어 환기량이 부족하고 실내

에 의자, 쇼파, 테이블 등 살림집기가 많은 곳에서 청소가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폼알데하이드는 평균 17.4 ug/m3 으로 부분 시설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보다 낮게 나타났고, 총휘발성유기물도 일부 요양원에서 향수의 사용으

로 리모넨 등이 검출되기도 하 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라돈은 측정결과 

평균 81.2 Bq/m3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도범위는 9.8 ~ 274.0 Bq/m3으로 조사되어 20개 요양

시설 중 부분의 시설은 권고기준 이하로 조사되었지만 2개 요양원에서 권고기준 148 

Bq/m3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실내공기질과 향인자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상 습

도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및 폼알데하이드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이산화탄소와 폼

알데하이드의 상관계수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습도가 각 항목에 직접적으로 향

을 주었다기보다는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습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

유세균도 같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실내공기질은 환기에 의해서 가장 많

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외에도 계획적

이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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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Descriptive statistics of indoor air pollutants in in Small Nursing Homes in JeonBuk

   Items 

sites
PM10 CO CO2 TAB HCHO radon TVOCs temp. humidity

1 17.5 0 851 724 22.8 40.9 88.2 25.5 72

2 9.5 0 661 151 0.1 9.8 279.6 22.4 47.6

3 31.4 0 798 148 16.7 89.6 117.5 20.3 57

4 34.1 0 582 377 11.8 18.2 72.8 24.6 46.7

5 40.2 0 584 258 0 96 60.4 27.1 38.3

6 60 0 417 154 6.4 214 69.2 25.2 31

7 23.7 0 810 134.6 27.2 119 53.4 25.3 55.5

8 7 0.5 905 554 41.9 109 76 22.1 62.4

9 6.5 0 420 550.9 11.3 81.2 156.7 25.8 49.2

10 19.2 0 548 712 20 43.8 116.4 31 57

11 24.2 0.1 473 176.4 5.6 115 22.9 27.1 37

12 19.6 0.8 531 322 8.1 46.4 35.1 25.5 38

13 20.1 0.2 479 188 14.7 28.2 17.7 30 54

14 24.7 0 628 263 46.1 274 91.9 28 43

15 22.2 0.2 678 776 28.1 54.8 0 24 60

16 9 0.1 424 588 9.2 24.9 0 27 48

17 56.7 0 617 476 18.9 46.5 196 24 48

18 5.5 0 420.7 292 2.6 54.8 17.7 27 40

19 22 0.8 919 688 19.9 50.9 38.3 24.8 58

20 7.7 0.5 614 161 37.2 106 0 22.3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