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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hool Indoor Air Quality Surve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0 schools in each location, such as

industrial areas, roadsides, clean area of the Jeonbuk province.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75% were

not suitable for an environmental standard, and five schools were inadequate in both the upper and

the second half. Compared to the multi-use facility survey conducted by the Jeollabukdo Institute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for 2016, the concentration of CO2, total airborne bacteria(TAB),

and PM10, except HCHO, was higher in school classrooms than in any facility in multiple use

facilities. The correlations between pollutants and test items that total airborne bacteria(TAB)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ventilation, and the PM10 with the cleaning status

respectively.

Other items of indoor air quality in the school were measured in the same way as the multiple use

facility measurement method, but the PM10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simplified metho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ment methods, the results were compared at

the same point at the same time. Comparing the concentrations of PM10, the gravimetric method,

which is a multi-use facility measurement metho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light

scattering method, which is a method of measuring PM10 in school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ight scattering method was measured lower than the gravimetr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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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ght scattering method is useful for confirming the change of the particulate matter, but it is

considered that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concentration of the particulate matter in the classroom by

the instantaneous measurement because the potential error caused by a high humidity etc. Secondary

pollution ions was 17.1% ~ 40.5% in the industrial area schools, 7.4% ~ 27.4% in the roadside schools

and 8.1% ~ 21.8% in the clean area schools, they were not clearly distinguished by location. In

addition, heavy metals in the PM10 detected in the classroom were mainly composed of natural origin

heavy metals such as Al, Fe, and Zn, and there was no concern about hazardousness and no

specific heavy metals were detected at each site.

Key words : Indoor air quality, School, PM10, Gravimetric method, Light scattering

method, Ionic elements concentration, Heavy metals

요약문

전북지역 학교 중 공단지역, 도로변, 청정지역 등 입지별 총 10개교에 대해 학교 실내공기질 특성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10개교 중 입지와 관계없이 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상·하반기 모두 부

적합한 학교는 5개교 였다. 2016년 1년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다중이용시설 검사결과와 비교

했을 때 폼알데하이드를 제외한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미세먼지(PM10) 모두 학교 교실이 다중이용시설

의 어떤 시설군 보다도 농도가 높았다. 오염을 일으키는 인자와 검사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 부

유세균은 환기정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미세먼지(PM10)는 청소상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학교 교실 실내공기질 중 미세먼지를 제외한 항목은 다중이용시설 검사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나

미세먼지는 간이법을 준용하며, 광산란법이 사용된다. 이에 미세먼지의 측정방법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미세먼지(PM10) 농도를 비교하면 다중이용시설 측

정방법인 중량법이 학교 미세먼지 측정방법인 광산란법과 유의미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광산란법이

중량법보다 낮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산란법은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 하는데는 유용하나

습도 등에 의해 오차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순간측정으로 교실 미세먼지 농도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석연료 등에서 배출되어 대기 중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이온이 공

단지역 학교는 17.1% ~ 40.5%, 도로변학교는 7.4% ~ 27.4%, 청정지역 학교는 8.1% ~ 21.8% 범위로 조사

되었고 입지별 뚜렷한 경향은 없었다. 또한 교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은 Al, Fe, Zn 등 주로 자연기

원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이들 금속의 농도는 유해성이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입지별 특이 중금속

은 검출되지 않았다.

주제어 : 실내공기질, 학교, 미세먼지, PM10, 중량법, 광산란법, 이온성분,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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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이용형태의 변화 및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오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는 가운데,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한 관리는 필수

적이다.1)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80%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은 개인의 공기 오염물질 노출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2) 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 내 공기는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수 있어 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

도심 학교의 경우 단위면적당 재실자 밀도가 높고 설비가 노후화된 학교가 많으며 교실당 

30명 안팎의 학생들이 하루 중 5시간에서 많게는 10 시간 이상을 공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혼탁해진 공기로 인해 학습능률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3)는 보고가 있고 CO2 농도가 1000

ppm 증가할 때 학생들의 결석률이 10 ~ 20% 증가했고4) 프랑스 학교 교실에서 HCHO,

VOCs, bioaerosol, 불충분한 환기가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5) 는 연구가 진

행된 바 있다. 또한 학교가 도로변 또는 유해물질 배출 사업단지에 위치하는 경우 실외 공기오

염물질이 환기를 통해 교실 실내로 유입되어 학생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6) 는 연구결과는 학교 

실내공기, 특히 도심지역의 학교 실내 공기 질에 관심을 갖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 해 준다.

우리나라 학교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과는 다르게 학

교 보건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의무 유지기준을 두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규정을 두지만 학교는 시설들을 세분하여 검사항

목과 검사주기 등을 차별화 하여 관리하며 자체 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리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자칫 소홀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과 자체점검에 의존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을 비교하여 도내 학교 실내공기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특히 도로변,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학교의 실내공기질 상태를 조사하여 실외 

환경이 실내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1.1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우리나라 실내공기질은 3개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25개 다중이용시설

군은 환경부에서, 사무실은 고용노동부, 학교의 실내공기질은 교육부에서 각각 관할한다(표 1).

항목별 기준은 유사하나 다중이용시설은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과태료 부과로 강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자체 관리기준 이다. 특히 폼알데하이드 등 타 항목은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법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지만 미세먼지(PM10)등 몇 가지 항목은 일부 간이법

이 허용되고 있다. 즉, 미세먼지(PM10)의 경우 타 부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주 시험법인 중

량법을 적용하여 검사토록 하고 있지만 학교 보건법에서는 간이측정법인 광산란법으로 측정 

후 기준 초과 시에만 중량법으로 재검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표 2).

중량법은 1 ~ 30 L/min 유량으로 6시간 이상 공기를 채취하여 채취전후의 여과지 중량차로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분보정이 이루어지므로 미세먼지 농도를 정량하는 데 

정확한 방법인 반면 측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현장에서 결과를 즉시 알수 없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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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광산란법은 대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상물질에 빛을 조사하면 입자상 물질에 의하여 빛

이 산란하게 되고 이 때,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입자상물질의 산란광 양은 질량농도에 비례하

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산란광의 양으로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광산란법

의 장점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간편하게 측정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입

자의 개수농도를 질량농도로 전환하는 과정과 광 산란에 수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알려져 있다.

표 1. 우리나라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 분

대 상

관련법

항 목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다중이용시설 25개군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사무실 학교

실내공기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학교보건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관리방법 유지기준 준수 실내공기질관리 환경위생점검

미세먼지(PM10) 100 ~ 200 ㎍/㎥ 150 ㎍/㎥ 100 ㎍/㎥

CO 10 ~ 25 ppm 10 ppm 10 ppm

CO2 1,000 ppm 1,000 ppm 1,000 ppm

HCHO 100 ㎍/㎥ 0.1 ppm 100 ㎍/㎥

총부유세균 800 CFU/㎥ 800 CFU/㎥ 800 CFU/㎥

NO2 0.05 ~ 0.3 ppm(권고기준) 0.05 ppm 0.05 ppm

라돈 148 Bq/m3(권고기준) - 148 Bq/㎥

VOCs
400 ~ 1,000
㎍/㎥(권고기준)

500 ㎍/㎥ 400 ㎍/㎥

PM2.5 70 ㎍/㎥(권고기준) - -

곰팡이 500 CFU/㎥(권고기준) - -

석면 - 0.01 개/cc 0.01 개/cc

오존 - 0.06 ppm 0.06 ppm

진드기 - - 100 마리/㎥

낙하세균 - - 10 CFU/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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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법령별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비교

법 령

대 상
항 목

실내공기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다중이용시설 25개군 사무실 학교

미세먼지(PM10)
중량법(6시간 이상),

베타선흡수법
중량법(6시간 측정) 광산란법(필요시 중량법)

CO 비분산적외선법 비분산적외선법
현장측정(필요시 
비분산적외선법)

CO2 비분산적외선법 비분산적외선법 비분산적외선법

HCHO
2,4-DNPH 카트리지와 

HPLC
2,4-DNPH 카트리지와 

HPLC
2,4-DNPH 카트리지와 

HPLC

총부유세균 충돌법 충돌법 충돌법

NO2 화학발광법 분광광도법
현장측정(필요시 

화학발광법)

라돈 연속측정법 - 연속측정법

VOCs 고체흡착관, GC/MSD 고체흡착관 GC 고체흡착관, GC/MSD

PM2.5 중량법 - -

곰팡이 충돌법 - -

석면 - 위상차현미경법 위상차현미경법

오존 - 분광광도법
현장측정(필요시 
자외선광도법)

진드기 - -
현미경계수법, 또는 
효소면역측정법

낙하세균 - - 표준한천배지사용

2. 조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도내 초·중 학교 중 학생수 25명 내외의 학교로 공단지역 4개교, 도로변지역 4개

교, 청정지역 2개교를 선정하였다(표 3).

표 3. 조사대상 학교

구분 공단지역(I) 도로변(R) 청정지역(C)

학교 초등 3개교, 중등 1개교 초등 2개교, 중등 2개교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

지점은 선정된 학교의 교실 1곳과 학교 옥상 등 학교별 2지점씩 상·하반기, 즉 봄과 가을철

에 2회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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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항목

2.2.1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조사항목은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항목인 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변화와 시

험법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학교에서 측정하는 방법인 광산란법으로 교실 내·외의 

PM10과 PM2.5 를 측정하였다. 입지별 미세먼지 성분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실과 옥상에

서 포집된 PM10 에서 이온성분과 중금속을 분석 하였다. 교실 내·외의 항목별 측정방법 및 장

비 등은 표 4와 같다.

표 4. 실내·외 측정항목

구분 항목 방법 장비 유량 및 측정시간

실내(교실)

PM10

중량법 Micro Vol. 3 L/min, 6시간

광산란법 Dusttrak 6시간

PM2.5 광산란법 Dusttrak 6시간

CO2 비분산적외선법 3M 1시간

HCHO
2,4-DNPH 카트리지와 

HPLC
Agilent

1200Ssries
1 L/min, 30분씩 2회

총부유세균 충돌법 MAS-100NT 100 L/min, 2.5분 3회

실외(옥상)
PM10

중량법 Micro Vol. 3 L/min, 6시간

광산란법 Dusttrak 6시간

PM2.5 광산란법 Dusttrak 6시간

2.2.2 미세먼지(PM10) 중 이온성분 및 중금속

학교 미세먼지(PM10) 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온성분과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시료채취는 3 L/min의 유량으로 흡입된 공기 중의 입자가 Micro Volume Air Sampler 내

부의 impactor를 통과하면서 공기역학직경(Aerodynamic diameter)이 10 μm보다 큰 입자는 관

성력에 의해 공기의 흐름을 벗어나 충돌판에 부딪혀 제거되고, 통과한 10 μm 이하의 입자는 

필터에 채취되는 원리를 이용하였고, 시료채취 후 필터는 다시 데시게이터에서 48시간 동안 항

량한 후 중량을 측정하여 PM10 농도를 구하였다.7) 필터는 직경 47 mm, 공극크기 2 μm의 필

터(Zeflour, PAll Corp., USA)로서 PM10 무게 측정 후 전처리 하여 이온성분과 중금속을 분석

하였다.

이온성분은 채취한 필터를 추출용기에 넣어 초순수 10 mL를 가하고 초음파 추출기에 넣어 

2시간 추출 후 공극크기 0.45 μm의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분석하였다. 추출한 수

용성 이온성분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IC (Thermo Fisher Scientific, Integrion)를 사용하여 5

개의 양이온(NH4
+, Na+, K+, Ca2+, Mg2+)과 4개의 음이온(SO4

2-, NO3
-, F-, Cl-)을 분석하였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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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분석을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방법으로 마이크로파 산분해 후 ICP(Agilent

Technologies, 5100 ICP-OES) 및 ICP/MS(Agilent Technologies, 7900 ICP-MS) 장비로 Pb 등 

18종을 분석하였다.

3. 결과 

3.1 학교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학교 실내공기질을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공단지역 학교를 I1~I4,

도로변 학교를 R1 ~ R4, 청정지역 학교를 CI, CM 으로 표시하였다.

표 5.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1차 측정 시 총 8개 학교가 부적합 하였고 2차 측정 시는 7개 학교가 부적합 하였다.

HCHO를 제외한 전 항목이 고루 부적합 하였으며 상·하반기 모두 부적합한 학교도 5군데나 

있었다. 공단지역, 도로변, 청정지역 구분 없이 부적합한 학교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8) 등이 인근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건물구조상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교실, 바

닥재가 나무로 된 학교에서 PM10 농도가 높았다고 하였고 창문을 잘 열지 않는 겨울철에 실내

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실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PM10, CO2, CO, 알데하이드 등의 농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Lee9) 등이 학생들의 활동에 

따라 PM10 농도가 최고 800 ㎍/㎥ 를 초과하기도 하였다고 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공단지

역, 도로변, 청정지역 등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친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실내

공기와 외부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내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구  분 1차 측정 2차 측정

항 목
PM10

(ug/㎥)
CO2

(ppm)
총부유세균
(CFU/㎥)

HCHO
(ug/㎥) 판 정

PM10

(ug/㎥)
CO2

(ppm)
총부유세균
(CFU/㎥)

HCHO
(ug/㎥) 판 정

기 준 100 1,000 800 100 100 1,000 800 100

공단
지역　

I1 (초등) 65 632 902 13 부적합 66 654 662 14 적 합

I2 (초등) 101 831 850 19 부적합 74 611 714 9 적 합

I3 (중등) 115 1,368 874 12 부적합 137 1,621 1,244 11 부적합

I4 (초등) 124 916 603 13 부적합 149 718 404 10 부적합

도
로
변

R1 (중등) 95 1,206 543 6 부적합 95 1,375 1,169 11 부적합

R2 (초등) 93 603 792 12 적 합 80 951 911 18 부적합

R3 (중등) 98 1,263 1,034 10 부적합 50 521 638 6 적 합

R4 (초등) 101 1,097 985 21 부적합 58 1,471 1,220 10 부적합

청정
지역

CI (초등) 158 1,202 1,363 12 부적합 79 789 1,197 6 부적합
CM

(중등)
90 466 495 8 적 합 39 668 911 7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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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2.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실내공기질 비교

금번 학교 실내공기질 검사결과와 2016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다중이용시설 

검사결과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그림 1).

그림 1. 항목별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실내공기질 비교

PM10 은 다중이용시설들 보다 높은 수치 분포를 보였다. 학교와 비슷한 농도 수준의 다중이

용시설은 실내주차장으로 기준은 200 ㎍/㎥ 이다. 총 부유세균도 학교가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다중이용시설중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는 어린이집 보다도 높았고 중

앙값도 1,000 CFU/㎥ 이상이었다. CO2 역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비슷한 시설

군은 도서관으로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도서관은 기준이 1,500 ppm 인데 중앙값이 도서관 보다 

낮았지만 비슷하게 높은 분포를 보였다. HCHO는 타 시설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대

상 학교가 신축학교가 아니고 시설이 노후화 된 학교가 많아서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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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목별 학교 실내공기질 특성

3.3.1 폼알데하이드(HCHO)

폼알데하이드는 조사대상 학교 모두 실내공기질 기준인 100 ㎍/㎥을 넘지 않은 낮은 값이었

다(그림 2). 공단지역 학교(I), 도로변 학교(R), 청정지역 학교(CI, CM) 모두 지역별 특별한 경

향은 없었다.

그림 2. 상·하반기 학교 입지별 폼알데하이드 농도

이는 정 등10)은 공단주변 학교와 매립지 주변 학교가 건축년도가 1990년대 이전임에도 실내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타 학교에 비해 높아 주변 대기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교실내 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공단지역이 약간 높은 경향은 보였으나 학교별 차이일

뿐 지역별 특이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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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12

그림 3. 청소상태와 폼알데하이드 농도

p=0.237 p=0.453

그림 4. 입지별  폼알데하이드 농도            그림 5. 환기와 폼알데하이드 농도

청소상태와 폼알데하이드 농도의 상관관계는 청소상태가 좋을수록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높

아보였으나  분산분석결과 p-value 는 0.212 였고(그림 3), 입지별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공업단

지에 위치한 학교가 가장 높은 데이터 분포를, 도로변 위치 학교가 중간분포, 청정지역 학교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그림 4). 분산분석 결과는 p-value 0.237 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

웠다. 환기와 폼알데하이드 관계는 환기가 안될수록,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폼알데하

이드 농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p-value 0.453 으로 마찬가지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

려웠다.

3.3.2 총부유세균

총부유세균은 60%가 기준을 초과였다(그림 6). 조11) 등의 연구결과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

해 높게 조사되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 중등 구분 없이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표 

6). 김12)이 총부유세균의 경우 모든 유형의 교실에서 기준 800 CFU/㎥ 을 초과한다고 하였고,

비 수업중일 때 보다 수업중일 때 총부유세균이 높게 측정된다고 보고였는데, 금번 조사도 모

두 학생이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였고 총부유세균도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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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교별 총부유세균 농도

표 6. 초·중학교 부적합 건수                                                  (단위: 개교)

청소상태와 총부유세균과의 상관관계는 청소상태가 안 좋은 학교들이 대체로 총부유세균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p-value는 0.394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는 없었고(그림 7), 입지별로는 오

히려 청정지역 학교가 총부유세균이 높게 측정된 학교가 있어, 입지별로 뚜렷한 경향은 없었다

(p-value 0.410)(그림 8). 다만 그림 9와 같이 환기가 안 될수록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총부유세균 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유의한 결과로 판단된다(p-value 0.0029).

p=0.410 p=0.394

그림 7. 청소상태와 총부유세균                 그림 8. 학교 입지와 총부유세균

구 분 조사대상 상반기 부적합 하반기 부적합

초 등 6 4 3

중 등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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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29

그림 9. 이산화탄소와 총부유세균

3.3.3 이산화탄소(CO2)

주로 학생들의 호흡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이라기 보다는 환기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측정한다. 본 조사에서 상·하반기 2회 측정 중 1시간 측정 평균값이 기준을 초

과한 학교가 많았다. 측정당시 창문이 조금씩 열린 상태였지만 재실 인원이 많고 공기 순환이 

좋지 않은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도로변 학교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학교가 많았고 일부 학교는 소음으로 인해 수업시간에는 창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자연환기

가 아닌 기계식 환기필요성이 있었다.

그림 10. 학교별 이산화탄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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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26

p=0.347

그림 11 청소상태와 이산화탄소 농도          그림 12. 학교 입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청소상태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는 청소상태가 안 좋을수록 이산화탄소는 높은 경향이었고

(p=0.126)(그림 11), 입지별로는 그림 12와 같이 도로변 학교가 높은편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p=0.347). 선행연구를 보면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교

실에서 1,000 ppm을 초과하는 양상이었고 홍콩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공조장치와 천장 송풍기

가 있는 교실에서도 자주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 ppm을 초과하였다고 하였다.13),14) 또한 불량

한 실내공기질이 결석률을 증가시키고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며 환기율과 수학시험성적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p<0.10).15)

3.3.4 미세먼지(PM10)

그림 13에 학교별 미세먼지(PM10) 농도를 나타내었다. 공단지역 학교가 기준에 부적합한 학

교가 많았고 상·하반기 모두 부적합한 학교도 공단지역 학교로 두 군데 있었다. 대기 중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았던 상반기에는 수치가 기준보다는 낮았어도 기준인 100 ㎍/㎥ 에 근접한 학

교가 대부분 이었고 청정지역 학교도 한군데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 해당학교는 교실

과 복도가 모두 오래된 나무 재질이었으며 조사대상 학교 중 가장 학생들 활동성이 높은 초등

학교 였다. 선행연구에서 신 등16) 은 중·고등학교 중 여학교의 PM10 농도가 낮았고 이보다는 

초등학교 농도가 더 높았으며 활동성 높은 남학생 교실의 PM10 농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등8) 이 교실 또는 복도의 바닥재가 나무로 되어있는 학교에서 PM10 농도가 유지관리 기준

을 훨씬 초과하였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입지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그림 14와 같이 입지별 큰 차이는 없었다. 공업단지 위치 학

교가 가장 농도범위가 넓었고 도로변 학교는 비슷한 데이터 분포를 갖고 있었다. p-value는 

0.150으로 입지별 차이를 유의성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림 15와 같이 환기가 안 될수록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는 양의 상관관계는 보였으나 몇몇 벗

어나는 학교가 있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못했고(p=0.093) 외부 미세먼지(PM10) 농도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도 그림 16과 같이 양의 상관관계는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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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다(p=0.164). 그러나 청소상태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는 청소상태가 좋지 않

을수록 농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p=0.0272)를 보여주었다(그림 17).

그림 13. 학교별 미세먼지(PM10) 농도

p=0.150 p=0.093

그림 14. 입지별 미세먼지(PM10) 농도          그림 15. 환기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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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64

그림 16. 외부 미세먼지(PM10) 농도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p=0.0272

그림 17. 청소상태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3.4 학교미세먼지 원인과 특성

3.4.1. 학교 미세먼지 측정방법별 농도특성

그림 18과 그림 19는 상·하반기 광산란법과 중량법으로 교실 내·외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8. 상반기 실내·외 미세먼지(PM10)농도비교          그림 19. 하반기 실내·외 미세먼지(PM10)농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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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법, 광산란법 모두 대부분의 학교 교실이 같은 학교 옥상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또한 

중량법이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광산란법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20과 같이 이는 상당히 

유의한 결과(p=0.008)로 광산란법과 중량법으로 같은 지점을 동 시간에 측정하였을 때 상이한 결과

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0. 중량법과 광산란법 미세먼지(PM10) 비교

중량법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의 미세먼지 농도측정의 제1법으로, 인증된 시험법인 반면 광

산란법은 공정시험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방법이다. 광산란법의 오차 가능성은 그림 21로 설명할 수 

있다. 습도와 중량법대비 광산란법의 농도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습도가 높을수록 광산란법

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L/W(광산란법/중량법)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21. 광산란법/중량법과 습도관계

광산란법으로 교실에서 2시간 동안 측정한 미세먼지(PM10) 농도 변화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학생들의 움직임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수치가 많이 변함을 알 수 있다. 광산란법이 미

세먼지 농도 변화를 알아보기는 유용하나 순간측정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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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광산란법으로 측정한 교실내 미세먼지(PM10)농도

3.4.2. 교실내 미세먼지 중 이온성분 농도

학교별 이온성분 분포는 그림 23, 24, 25에 나타내었다.

SO4
2-, NO3

-, NH4
+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2차 오염이온으로 공단지역 학교 교

실에서 SO4
2- 농도는 PM10 중 9.4 ~ 18.2% 분포를 보였고 NO3

- 농도는 1.8 ~ 25.8%를, NH4
+

는 1.2 ~ 2.0% 분포를 보였다. 특히 I2 학교에서 2차 오염이온의 합이 40.5%로 높은 분포를 보

였는데 같은 시기 외부 옥상의 2차 오염이온농도는 19.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외기에 의

해 높은 농도를 보였다기 보다 기존에 쌓여있던 실내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이나 기타 알수 없

는 내부 요인으로 2차 오염이온이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로변 학교는 SO4
2- 농도

가 PM10 중 5.1 ~ 16.0%, NO3
- 농도는 1.3 ~ 9.6%를, NH4

+는 1.5 ~ 2.5% 분포를 보였다. 공단

지역 학교보다 NO3
- 농도 분포가 크지 않았다. 또한 청정지역 학교는 PM10 중 SO4

2- 농도가 

4.8 ~ 12.3%, NO3
- 농도는 3.3 ~ 6.6%를, NH4

+ 농도 0.7 ~ 3.2%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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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I2>

<I3> <I4>

그림 23. 공단지역 학교 교실내 이온성분 분포

<R1> <R2>

<R3> <R4>

그림 24. 도로변 학교 교실내 이온성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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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CM>

그림 25. 청정지역 학교 교실내 이온성분 분포

표 7, 8에 교실내 미세먼지 중 PM10중 PM2.5의 비율과 PM10 중 2차오염이온 비율을 나타내

었다. 청정지역이었으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았던 CI 학교의 경우 교실 내·외 모두 PM10 중 

2차 오염이온 비중이 높지 않고 자연기원 이온인 Ca+, Na+ 등이 비교적 많이 검출되어 미세먼

지는 교실 바닥의 오래된 나무 등 자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27에 입지별 실

내·외 이온성분 분포를 나타내었다. 공업단지에 위치한 학교 교실에서 SO4
2-, NO3

- 가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실외에서는 오히려 청정지역에서 SO4
2- 농도가 높게 나타나 입지별 뚜렷

한 연관성은 찾기 어려웠다.

표 7. 교실내 PM10 중 PM2.5 비율과 PM10 중 2차 오염이온

구분 PM2.5/PM10 2차 오염이온(SO4
2-, NO3

-, NH4
+)/PM10

공단지역

I1 (초등) 92.4% 17.1%

I2 (초등) 88.4% 40.5%

I3 (중등) 68.0% 25.3%

I4 (초등) 58.1% 21.2%

도로변

R1 (중등) 90.6% 7.4%

R2 (초등) 69.7% 20.8%

R3 (중등) 88.8% 27.4%

R4 (초등) 80.9% 11.3%

청정지역
CI (초등) 82.1% 8.1%

CM (중등) 84.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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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외(옥상) PM10 중 PM2.5 비율과 PM10 중 2차 오염이온

구분 PM2.5/PM10 2차 오염이온(SO4
2-, NO3

-, NH4
+)/PM10

공단지역

I1 (초등) 94.4% 17.9%

I2 (초등) 99.1% 19.3%

I3 (중등) 98.4% 24.3%

I4 (초등) 83.2% 23.1%

도로변

R1 (중등) 72.0% 18.9%

R2 (초등) 89.6% 55.7%

R3 (중등) 92.2% 22.1%

R4 (초등) 95.7% 13.0%

청정지역
CI (초등) 74.6% 8.8%

CM (중등) 105.3% 10.9%

그림 26. 입지별 교실내 이온성분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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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입지별 실외(옥상) 이온성분 농도 분포

표 9에 학교별 교실내 중금속 농도를 나타내었고 그림 28에 입지별 교실내 중금속 분포를 

나타내었다. 입지별로 특이한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는 없었다. 대부분 자연기원 중금속으로 알

려진 Al, Fe, Zn 등이 많이 검출된 양상이었다.

표 9. 학교별 교실내 중금속 농도                                           (단위: ㎍/㎥)

지
점

Al Fe V Mn Co Ni Cu Mo Ba Zn Cr Pb Cd Si

I1 0.139 0.114 0.011 - 0.004 0.011 0.037 - 0.008 0.103 0.008 0.011 0.001 0.003

I2 0.461 0.041 0.010 0.055 0.047 0.008 0.021 - 0.012 0.239 0.015 0.037 - 0.158

I3 0.083 0.444 0.010 - 0.003 0.014 - 0.001 0.012 0.079 0.026 0.005 - 0.050

I4 0.336 4.270 0.013 - - 0.045 0.293 0.001 0.014 0.119 0.022 0.010 - 0.075

R1 0.250 0.804 0.010 - - 0.024 - 0.003 0.013 　 0.010 0.009 - -

R2 0.203 0.197 0.011 - 0.003 0.013 0.023 0.001 0.016 0.159 0.036 0.003 - 0.038

R3 0.127 0.324 0.011 - 0.001 0.017 - 0.002 0.014 0.153 0.010 0.017 - 0.024

R4 0.072 0.263 0.012 - - 0.009 - 0.001 0.006 0.106 0.007 0.006 - -

CI 0.216 0.371 0.012 - 0.003 0.013 0.039 0.003 0.015 0.263 0.007 0.050 - 0.034

CM 0.185 0.248 0.012 0.020 - 0.005 0.159 0.001 0.007 0.069 0.003 0.067 -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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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입지별 교실내 중금속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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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전북지역 공단지역, 도로변, 청정지역 등 입지별 총 10개교에 대해 학교 실내공기질 특성조사

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10개교 중 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상·하반기 모두 부적합한 학교는 5개

교 였다.

2. 2016년 1년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다중이용시설 검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폼

알데하이드를 제외한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미세먼지(PM10) 모두 학교교실이 농도가 높

았다.

3. 오염을 일으키는 인자와 검사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 부유세균은 환기정도와 유

의한 상관이 있었고 미세먼지(PM10)는 청소상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4. 측정방법간 미세먼지(PM10) 농도를 비교하면 다중이용시설 측정방법인 중량법이 학교 미

세먼지 측정방법인 광산란법이 유의미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측정했을때 광산란법이 낮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광산란법은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하는데는 유용하나 습도 등에 의해 오차발생 가능

성이 높으므로 순간측정으로 교실 미세먼지 농도를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6. 2차 오염이온이 공단지역 학교는 17.1% ~ 40.5%, 도로변학교는 7.4% ~ 27.4%, 청정지역 

학교는 8.1% ~ 21.8% 범위로 조사되었고 입지별 뚜렷한 경향은 없었다.

7. 교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은 주로 자연기원 중금속이 존재하고 유해가 우려되는 수

준은 아니었다. 또한 입지별 특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5. 제 안

학교 실내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검사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한 결과 부적합한 학교가 많았

다. 원인은 외부요인보다는 청소상태 등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학교별 특성은 

있었으나 입지별 큰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학생이 상주하는 학교는 내부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외부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진 않았다.

검사방법 측면에서 보면 학교는 간이법인 광산란법으로 교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자체 

관리하는데 중량법과 비교했을 때 오차가 큼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교실 특성상 측정에 장시

간을 요하는 중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광산란법을 보완하여 순간측정이 아닌 1 ~ 2시간 정

도 일정시간 측정후 평균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측정방법 개선보다 현재 교실내 실내공기질 실태가 좋지 않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을 권장하는데 학교는 외기보

다는 오히려 실내 오염인자로 공기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순이 있음을 알수 있다. 따

라서 보여주기식 점검보다는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실마다 기계식 

급·배기 장치를 갖추어 공기흐름을 유지하고 진공청소기로 청소방법을 개선하며 공기청정기 

등을 배치하여 자연 환기가 불가능할때 즉,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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