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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Cooking activity in indoor environments can generate particulate matt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s of ultrafine particles (UFP), PM2.5, and PM10 in cooking and non-cooking

areas of major department stores in Seoul.

Methods: Eighteen department stores in Seoul, Korea were measured for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Using real-time monitors, concentrations of UFP, PM2.5 and PM10 were simultaneously measured in cooking and

non-cooking areas on the floor with a food court and a non-cooking floor. 

Results: The concentrations of UFP, PM2.5 and PM10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cooking areas than in non-

cooking areas and non-cooking floors (p<0.05). UFP and PM2.5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in cooking areas

and non-cooking areas but not in non-cooking floors. PM2.5 were consisted of approximately 81% in PM10 and

highly correlated with PM10 in all places. 

Conclusion: A higher correlation between UFP and PM2.5 was shown on cooking floor than on non-cooking

floor in department stores. High levels of fine particles were caused by cooking activities at food courts. The

further management of PM is needed to improve the indoor PM levels at food courts in department stores.

Keywords: cooking, department store, PM2.5, PM10, ultrafine particle (UFP), indoor air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외식업

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증가되어 다양한 상권을 구

성하는 추세이다. 백화점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업 시설로,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 휘발성유기

화합물,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실내에 축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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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대부분의

백화점에는 푸드코트(food court)가 입점하여 방문객

들이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푸드코트란 쇼핑센터, 백화점, 경기장 등의 건

물 내에 여러 종류의 식당들이 모여있는 구역이나

편의시설을 말한다. 푸드코트에서는 도시가스, 프로

판 가스 등을 이용한 조리활동이 이루어지며, 이 때

사용되는 연료의 연소로 인해 ultrafine particle(UFP)

나 PM2.5, PM10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입자상 물질

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4-6)

UFP는 공기역학적 직경이 0.01 µm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상대적으로 입경이 큰 PM2.5, PM10

과 더불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물질 중 하

나로 알려져 있다.7-9) UFP는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흡입 시 폐에 염증 및 혈관에 혈전증

을 유발할 수 있다.10-12) 또한 PM2.5는 노출 시 호흡

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PM10은

노출 시 폐 기능 장애 및 폐질환을 유발하고 사망

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3-15)

국내에서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에서 실내공기 중의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

이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서 PM10, 이산화탄소, 폼알

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에 대한 유지기준

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존, 휘발성유기화합

물(VOCs), 라돈, 석면, 이산화질소에 대해서는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6)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측정지점 수가

결정되며, 복수의 층으로 구성된 건물일 경우 각 층

당 1 지점만 선택되기 때문에 발생원이 다양하다면

측정값이 그 층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백화점과 같이 층별, 그리고 같은 층 내에서도 다

양한 유해물질 발생원이 존재하는 경우, 공조시설 및

국소환기 시설이 있더라도 구역에 따라 실내의 유해

물질 농도수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백화점의 내 조리 구역과 비조리 구역의 입

자상 물질의 농도수준과 입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여 구역별 차별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지역

내의 18곳의 대형백화점을 대상으로 입자상 물질 농도

수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말 동안 백화점이 운영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UFP, PM2.5, 그리고 PM10을 측정하였다. 

백화점 건물의 지하 식당가가 있는 층(조리층)에서

조리 행위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조리구역’과 ‘비조

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

였다. 비조리구역의 경우 조리 행위 발생 경계 지점

에서 최소 5 m 이상 떨어진 지점부터 측정하였다. 그

리고 조리층에서 3개 층 이상 떨어져 있는 의류매장

을 ‘비조리층’으로 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많은 유

동인구와 조리 형태(튀김, 삶기, 끊이기 등)에 따른

다양한 발생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구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정한 경로를 다니며10분 동안 측정하였다.

UFP는 입자를 isopropyl-alcohol 로 감싼 후 레이

저 빔을 분사해 입자의 수농도(PN/cm3)를 측정하는

P-Trak(Model 8525, TSI Inc., MN, USA)을 이용하

였다. PM2.5와 PM10 측정은 광산란 측정 방식의 직

독식 기기인 Sidepak(Model AM510, TSI Inc., MN,

USA)을 이용하여 입자상 물질의 질량 농도(µg/m3)

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대의 Sidepak에 PM10

과 PM2.5 impactor를 각각 장착하였고, 측정 기간 동

안 Sidepak 공기 유량을 1.7 L/min으로 유지하였다.

모든 기기의 데이터 기록 간격은 30초로 설정하였

으며, 측정 전 zero 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백화점 내 UFP 입자 수농도, PM2.5와 PM10의 질량

농도는 모두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하

였기 때문에 로그(log) 형태로 치환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지역간 입자상 물질의 평균 농도 비

교를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단순 회귀분

석(Sim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해 각 측정 지역마다

PM2.5와 UFP, 그리고 PM2.5와 PM10 농도와의 상관관

계 여부를 평가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 Microsoft Office Excel 2007(Microsoft Corp.,

Redmond, WA, USA)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III. 결 과

1. 조리층 내 조리구역과 비조리구역 간 입자상

물질 농도

본 연구는 서울 지역 내 18개 백화점에서 UFP,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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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의 입자상 물질 농도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기기

오작동으로 측정되지 않은 백화점 1곳의 UFP 농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조리층의 조리구역과 비조리구

역의 UFP, PM2.5, PM10의 기하평균(geometric mean,

GM), 기하표준편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

GSD) 및 중간값(median)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조리구역과 비조리구역에서 UFP 기하평균 농도는

각각 61,546 PN/cm3 (GSD=1.8), 26,583 PN/cm3 (GSD

=1.7)로 구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조리구역의 PM2.5와 PM10의 기하평균 농

도는 각각 53.8 µg/m3 (GSD=1.7), 68.7 µg/m3 (GSD

=1.5)으로, 38.0 µg/m3 (GSD=1.9), 50.7 µg/m3 (GSD=1.8)

인 비조리구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2. 조리층 내 비조리구역과 비조리층 간 입자상

물질의 농도 분포

조리층의 비조리구역과 조리층에서 3개 층 이상 떨

어진 비조리층에서의 UFP, PM2.5, PM10 농도 분포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조리층 내 비조리구역에서 측정한

UFP의 기하평균 농도는 26,583 PN/cm3 (GSD=1.7)로,

비조리층 UFP 기하평균 농도인 9,266 PN/cm3 (GSD=1.5)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비조리

층의 PM2.5와 PM10의 기하평균 농도는 각각 21.9 µg/m3

(GSD=2.1), 32.1 µg/m3 (GSD=1.9)으로, 비조리구역보

다 통계적으로 낮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p<0.05).

Table 1. Concentrations of UFP, PM2.5 and PM10 in cooking and non-cooking area in the floor with food court at

department stores.

CAa NCAb

N GM (GSD) Median GM (GSD) Median p-value

UFP (PN/cm3) 17 61,546 (1.8) 70,199 26,583 (1.7) 27,172

<0.05PM2.5 (µg/m3) 18 53.8 (1.7) 53.0 38.0 (1.9) 31.2

PM10 (µg/m3) 18 68.7 (1.5) 64.2 50.7 (1.8) 49.2
aCA: Cooking area in the floor with food court; bNCA: Non-cooking area in the floor with food court

Fig. 1. Distributions of UFP, PM2.5 and PM10 in non-

cooking area in the floor with food court and non-

cooking floor at department stores(NCA: Non-

cooking area in the floor with food court; NCF:

Non-cooking floor).

Fig. 2. Relationships and regression equation between PM2.5 and UFP(a) and PM10(b) in 3 different sites(CA, NCA, NCF)

of department stores(CA: Cooking area in the floor with food court; NCA: Non-cooking area in the floor with food

court; NCF: Non-cooki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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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구역별 입자상 물질의 상관관계

Fig. 2는 UFP와 PM2.5, 그리고 PM10과 PM2.5 농도

수준에 대한 측정 구역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UFP

와 PM2.5의 상관성이 조리층의 조리구역(R2 = 0.93)

과 비조리구역(R2 = 0.93)에서 높았으나, 비조리층에

서는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낮았다(R2 = 0.71). PM2.5

와 UFP의 회귀직선의 기울기는 조리층의 조리구역

이 가장 높았고, 비조리구역, 그리고 비조리층 순으

로 낮았다. 

PM2.5와 PM10의 상관성은 조리층의 조리구역(R2 =

0.99)과 비조리구역(R2 = 0.99), 그리고 비조리층(R2

= 0.98)에서 모두 높았다. PM10 중 PM2.5가 차지하

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조리

구역, 비조리구역, 그리고 비조리층에서 각각 83%,

80%, 그리고 79% 이었다. 

IV. 고 찰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은 다수의 매장으

로 구획된 판매시설에서 다양한 상품을 품목별로 나

누어 진열하고 판매하는 대규모 종합 소매점이다. 우

리나라에는 여러 회사의 백화점이 있으나 시장점유

율 80% 이상의 대형백화점은 2012년 9월 현재 전

국 총 55개 지점이 있으며, 이 중 33%에 해당하는

18개 지점이 서울에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 내 대형백화점 18곳 전수를 대상으로 백화점

내 조리행위 여부에 따른 입자상 물질 농도 수준을

조사하였다. 

백화점 내 입점한 푸드코트의 조리구역에서 발생

한 UFP, PM2.5, PM10 농도 수준은 다른 측정 지점

에 비해 높았다. 조리층 내 조리구역에서 측정한 입

자상 물질의 농도는 일반 조리활동에서 발생한 농도

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일반 가정집에서 조

리행위 시 발생한 UFP의 농도 범위는 1.34×104 ~

6.04×105 PN/cm3 이었고, PM2.5의 농도는 10.0 ~

230.9 µg/m3 이었다.5) 조리층 내 조리구역에서의 입

자상 물질 농도 수준은 조리행위 발생 여부, 조리

시 사용하는 연료의 연소 및 조리형태에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호주의 15 가정에서 튀김, 구이, 오븐

등 다양한 조리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UFP 수농도와

PM2.5 농도에 차이가 있었다.17) 또한 미국 가정집에

서 UFP수농도는 물을 끊이는 조리형태에 비해 기름

을 이용한 튀김요리에서 그 농도 수준이 2.2배 높았다.5)

조리층의 조리구역에서 측정한 UFP 수농도는 동

일층 내 비조리구역의 3.3배, 조리층에서 3개 층 이

상 떨어진 비조리층에 비해 6.6배 높았다. 조리구역

의 PM2.5 농도는 비조리구역보다 1.4배, 비조리층에

비해서는 2.5배 높았으며, PM10 농도 역시 비조리구

역보다 1.4배, 비조리층에 비해서는 2.1배 높았다. 조

리층 내 비조리구역의 입자상 물질 농도 수준은 조

리구역보다 낮았지만 비조리층에 비해 UFP, PM2.5,

PM10 각각 2.9배, 1.7배, 1.6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조리구역에서 발생된 입자상 물질

들이 동일층 내 기류의 영향으로 비조리구역까지 영

향을 준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같은 공간일지라도

측정 구역에 따라 농도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콩의 비흡연 주택 12곳에서 측정한 UFP

수농도는 실내 조리행위 후에 주방이 거실보다 20

~40배 높았고, 거실에서의 농도는 실외보다 10배 높

았다. 그리고 PM2.5는 주방에서 최대 160 µg/m3까지

발생하였으며, 거실에서는 약 60 µg/m3 수준이었다.15) 

백화점 내 측정구역에 따른 PM2.5와 UFP 농도의

회귀분석 결과, 두 물질은 지역간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두 물질의 지역별 회귀식 기울기와 상관계

수는 조리층 내 조리구역에서 가장 크고 비조리층에

서 가장 작았다. 따라서 UFP와 PM2.5 발생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발생원이 조리구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리구역에서의 조리행위로 인해 두 물질

이 주로 발생한다고 간주된다.4,17) 또한 직접적인 조

리활동이 없는 조리층 내 비조리구역에서의 회귀식

기울기와 상관계수는 의류매장과 같은 비조리층에

비해 높았다. 조리행위, 연소 등의 입자상 물질 발

생원에서 거리상 다소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벽이나

유리 등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실내 공간이라면

동일 기류로 인해 입자상 물질 농도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15)

백화점 내 측정구역에 따른 PM2.5와 PM10 농도의

회귀분석 결과 역시 세 곳의 측정구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p<0.05). PM10 중 PM2.5

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약 81%로 조리구역에서

가장 높았다. 홍콩의 한국식 바베큐 식당에서 측정

된 PM2.5 농도는 PM10의 80%를 차지하는 수준이었

으며, 이를 통해 조리 시 발생하는 입자 대부분이

PM2.5 라는 것을 알 수 있다.6) 비조리층에서 UF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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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의 상관관계보다 PM10과 PM2.5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공기역학적 직경이 큰 입자상

물질의 주요 발생원이 조리행위뿐만 아니라 인구밀

도가 높은 구역에서 쇼핑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재부유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18,1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환경부에

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PM10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

내공기질 유지기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 기준 저촉여부를 판단하는 농도 수준을 측정할

때 관련법에서는 측정지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실내공간을 대표

할 수 있는 곳에서 유해물질을 측정하며,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수의 유해물질 오염원이 간주되어

도 대표지점 한 장소만을 측정하므로 실제 PM10 농

도 수준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실내공간

에서 연소로 인해 발생한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PM2.5에 대한 기준 설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 층 내 유해물질 발생원이 있다면 같은 공간

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을 경우 기류의 영향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확산하여 다른 공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그러

므로 규제기준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치를

산출할 때에는 잠재적인 유해물질 발생원 수에 상응

하도록 측정 지점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화점 내 입자상 물질 농도를 측

정하기 위해 광산란 방식의 직독식 기기를 이용하였

다. 이 측정 방법은 중량분석법에 비해 기기작동이

쉽고 휴대하기 용이하며, 백화점 내 방문객들의 활

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20) 그러나 광

산란 방식은 발생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중량분석법에 비해 2-3배 수준으로 과대평가 된다.

이를 보정해주기 위한 계수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PM2.5의 경우 0.32,21) 광산 비산먼지는 0.38,22) 네팔

주택 실내 PM2.5 농도는 0.48-0.51로 보고되었다.2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 시간이 비교적 짧아서

필터에 충분한 입자를 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직독

식 기기로 측정함과 동시에 중량법으로 측정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PM2.5와 PM10 농도는 실제 수준보다 높

을 수도 있다. 

측정을 진행하는 동안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층간,

구역간 이동하는 백화점 유동인구 특성상, 측정 구

역의 인구밀도와 활동정보를 정량화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입

자상 물질 재부유 현상과 조리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각 측

정 구역간 입자 크기에 따른 상관성 결과를 통해 발

생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몇몇 선행

연구에서 실내에서 재실자 활동정보와 입자상물질

발생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

아의 한 주택에서 측정한 입자상 물질(PM2.5, PM5)

은 실내에서 걸어다닐 때보다 춤을 추는 격렬한 활

동을 할 때에는 7-9배 이상 높은 농도수준을 보였음

이 보고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담요나 옷을 개는 활

동도 조대입자 발생에 기여하였으며, 재실자가 2명

일 때가 1명일 때보다 대략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19)

조리층 내 조리구역에서 발생한 입자상 물질 농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 유무를 조사

한 결과, 설치 상태 여부 및 설비 형태가 다양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리 시설

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제한되었기 때문에 국소배기

장치의 환기 효율과 공조기 시스템의 급배기율 등의

요인을 고려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추후에는 국소배

기장치별 환기효율과 공조기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입자상 물질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전

체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 결과, 푸드코트가 입점한 조리층 내에서

조리구역과 비조리구역 간 UFP, PM2.5 및 PM10 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비조리구역은 의류매

장과 같은 비조리층에 비해 다소 높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 UFP와 PM2.5 농도 수준에 대한 측정 구역

별 회귀분석 결과 조리구역과 비조리구역보다 비조

리층에서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낮았던

것에 반해 PM2.5와 PM10 농도의 경우 세 곳의 측정

구역에서 모두 연관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입자의 크기가 작은 UFP는 주로 조리활동 및 조

리용 연소로 인해 발생하고, PM10과 같이 입경이 큰

입자상 물질의 발생은 대부분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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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부유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

므로 백화점 내 푸드코트의 입자상 물질 관리를 위

해서는 유리막, 문, 벽 등을 설치하여 백화점 방문

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푸드코트 매장과

조리설비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마련된 열

환기 위주의 국소배기시스템에서 미세입자 관리를

포함한 환기시스템으로의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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