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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traditional type of residence in used in Mongolia, called a ger, is an important residential form

and applies coal combustion for cooking and heating. The combustion of coal in ger is the major source of indoor

air pollu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 indoor air pollution in ger and determine the effect of

cooking and heating activities. 

Methods: Indoo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µm (PM2.5) and black carbon

(BC) were continuously measured for 24 hours in eight ger. The measurements were conducted in January or

February 2015. Heavy metals in PM2.5 filter samples were analyzed by ICP-MS. 

Results: Average in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were 19.6 ±4.6°C and 21.4±5.2%, respectively. The

average indoor PM2.5 concentration in the eight ger was 119.8 µg/m3 and ranged from 69.4 to 202.7 µg/m3. The

peak concentrations of PM2.5 and BC during cooking and heating periods were several times higher than the 24-

hour average concentration. 

Conclusion: The major contributor to indoor PM2.5 and BC concentrations in the ger was coal combustion for

cooking and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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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개발도상국가의 주요 실내오염원은 석탄, 장작, 바

이오 매스와 같은 고체 연료들의 실내 연소에서 발

생하며, 약 28억명 이상의 인구가 고체 연료의 연소

를 통하여 난방과 조리를 해결하고 있다.1) 전세계

인구의 52%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프리

카의 77%, 남아메리카의 16%, 중앙 및 동유럽의

16%, 동남아시아의 74%, 서태평양의 74%의 인구가

가정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2) 2003년 조사 된 중국의 고체연료 중 약 80%는

바이오 매스 였으며, 약 10%는 석탄으로 조사되었

다.3) 몽골에서는 약 8만-10만 가구가 실내에서 석탄

을 연소하여 조리와 난방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4) 몽골의 울란바토르지역의 가구 조사에 의하

면 (N=116) 87%가 석탄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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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69%는 나무를 같이 사용하였으며 21%는 전

기를 실내 난방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5)

실내에서 난방, 조리 시에 사용되는 석탄의 연소

는 초 미세먼지 (PM2.5), 일산화탄소(CO)와 같은 유

해물질을 비교적 높은 농도로 방출시킨다.6) 특히

PM2.5의 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국 Xuanwei

와 Fuyuan 지역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216가

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중 PM2.5를 측정한 결과

평균값이 최소 85 µg/m3 에서 최고 658 µg/m3 농도

범위를 나타냈다.7) 중국 Yunnan 지역의 30가구의 실

내 공기 중 PM2.5의 평균 농도는 150-750 µg/m3이었

다.8) 실내에서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실내 공기 중 PM2.5의 농도는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NAAQS)의 대기 기

준인 35 µg/m3을 모두 초과하였다. 

WHO 가이드 라인 에서는 석탄을 가정 내 연료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IARC 에서는 실

내 석탄연소 시 인체 발암물질인 1,3-Butadiene(2A),

Styrene(2B), Formaldehyde(1), Acetaldehyde(2B) 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9) 또한 석탄은 As, Pb, Hg

등과 같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건강

악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실내석탄연소에 따른 폐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중국에서 실시 되었으

며,10) 그 결과 바이오 매스 연소로 인한 건강영향과

비슷한 건강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

다. 몽골의 0세-19세 인구 중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00만명당 44.29명 이었으며, 실내에 오랫

동안 머무는 어린아이, 노인과 여성들은 더 많은 노

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11)

몽골, 울란바토르의 게르 지역은 난방과 조리의 에

너지원으로 석탄을 난로에 직접 연소시켜서 사용한

다. 몽골 인구의 50% 이상이 게르라고 불리는 전통

가옥에 거주하고 있으며, 게르는 둥근 움막 구조로,

나무를 사용해 기본 골격을 짓고 섬유와 비닐을 겹

겹이 쌓아 내구성을 갖춘 몽골의 전통가옥이다. 침

실과 주방의 구분이 없는 원룸형태의 공간으로 중앙

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굴뚝은 지붕의 중앙으로

설치되어 있다. 울란바토르의 게르 지역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연료는 석탄이다.12) 또한, 울란바토르는

겨울 평균기온은 -20oC 이며, 온도가 낮은 겨울에

사람들은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

이 길다. 따라서 24시간 난로를 가동시켜 난방과 조

리에 사용하는 게르에서 석탄 연소 시 배출물질에

대한 노출의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게르

는 기계환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내 공

기 오염물질의 발생 시 더욱 심각한 건강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시행된 게르의 실내공기 질 측정 연구결과들

을 살펴보면, 2005년 실시된 몽골의 게르(N=58) 실

내 공기 중 PM2.5의 24시간 평균 농도는 0.7±0.4 mg/m3

로 고농도의 PM2.5가 검출되었으며, 일산화탄소의 평

균농도는 9.5±6.2 ppm 으로 WHO의 CO 대기기준

인 8.6 ppm을 초과하였다.12) 또한 2003년에서 2004

년에 걸쳐 조사된 주거 형태 별 실내공기 질 오염

실태 조사결과에서 게르 실내의 24시간 평균 PM10

의 농도는 0.46 mg/m3로 조사되었으며, SO2의 평균

농도는 0.4 ppm, CO의 평균농도는 6.77 ppm으로 조

사되었다. 과거 조사결과에서 PM2.5과 PM10농도는

미국의 EPA 대기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이후의 최근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게르의 석탄 연소를 통한 실내

난방과 조리활동이 실내 공기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내 공기 중 PM2.5, 블랙카본, 그리고 공

기 중 PM2.5 내 중금속 농도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II. 재료 및 방법 

이 연구는 2015년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몽

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게르 8곳의 실내 온습도,

PM2.5, 블랙카본을 측정하였다. 8곳의 샘플 가구는

울란바토르의 4곳의 게르 지역에서 각각 2가구씩 거

주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섭외하였다. 실내 온습도 측

정에는 HOBO Data Logger UX100-003 (Onset

computer co, MA, USA)가 사용되었으며, 실내 공

기 중 PM2.5 농도는 광 산란 방식의 실시간 측정기

SidePak model AM510 (TSI Inc, MN, USA)으로

측정되었다. 실시간 PM2.5 측정기의 임팩터는 측정

기간 동안 기기 매뉴얼에 따라 매일 관리되었고, 측

정 펌프의 유속은 1.7 L/min으로 유지시켰다. 실내

공기 중 블랙카본의 농도는 aethalometer Model

AE51(AethLabs,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모든 실시간 측정기의 측정 간격은 1분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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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측정기의 위치는 출입문에서 1.5 m 이

상의 거리, 바닥에서 1 m 이상의 높이에서 24시간

연속 측정되었다. 실시간 PM2.5는 8곳의 모든 가구

에서 측정 되었으며 실시간 BC는 측정기기 수의 한

계로 3가구에서만 측정되었다.

실내 공기 중 중금속의 농도는 Personal Exposure

Monitors model 200(SKC Ltd, Dorset, UK)에

sampling pump Aircheck samplers model 224-

PCXR8(SKC Ltd, Dorset, UK)를 타이곤 튜브로

연결하여 Teflon 필터에 포집 된 PM2.5 중 중금속

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Aircheck samplers는 측정

전, 후 Defender 510-SERIES (Bios international

corporation, USA)를 사용하여 유량을 보정하였다.

PEM model 200은 펌프의 유량이 4 L/min 일 때 직

경이 2.4 µm 이하인 입자만 걸러내도록 설계된 측

정기이다. Teflon 필터는 초 미세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 전후의 무게를 재어 질량농도를 구하였으며, 습

도 조절을 위하여 측정 전후 24시간동안 데시케이

터에 보관하였다. 

24시간 실내 공기 중 PM2.5이 포집 된 필터는 비

이커에 담아 질산:불산:과염소산 (7 ml:2 ml:1 ml)의

비율로 넣은 다음 hot plate 180oC에서 10시간 반

응시킨 후, 증류수를 넣어 산을 모두 휘발시킨 뒤

다시 질산: 불산: 과염소산 (7 ml:2 ml:1 ml)의 비율

로 넣고 180oC 가열 판에서 6시간 반응시킨다. 시

료를 식힌 뒤 증류수를 넣고 15 ml가 남을 때까지

산을 휘발시킨 후 ICP-MS (ELAN 6100/ICP-MS)

로 분석한다.

각 가구 당 1명의 거주자는 측정이 진행되는 24

시간 동안 연구진 측에서 제공한 서식의 행동일지를

작성하였으며, 행동일지에는 기상, 취침, 조리, 난방

(연료 연소시점 및 추가연소 시점), 외출, 청소 등의

행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III. 결 과

측정에 섭외된 8곳의 게르는 모두 지름이 약 5.6 m

인 원형의 형태이며, 모두 석탄을 주요 실내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초반 점화에는 종이와 나

무 장작을 사용하였다.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8곳 중 5가구 이었으며, 60세 이상

의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4가구 이었다. 8

가구의 실내 평균 온도는 19.6±4.6oC 이었으며, 실

내 온도는 측정이 실시된 24시간 내내 실외 기온

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평균 실내온도가 가장 낮았

던 곳은 13.4±7.2oC로 Ger2 였으며, 가장 높았던

곳은 26.2±4.9oC로 Ger3 이었다. 측정기간 동안의

울란바토르 시의 실외 온도는 일 평균 최저 -16oC

에서 최고 -11oC를 나타냈다. 평균 실내 상대습도

는 21.4±5.2% 이었으며, 평균 상대습도 가장 낮은

곳은 13.4±6.1% 로 Ger2, 가장 높은 곳은 30.2±5.1%

로 Ger7 이었다. 8가구의 24시간 실내 PM2.5의 기

하 평균 농도는 60.2 (GSD=0.9) µg/m3, 산술 평균

농도는 119.7±183.7 µg/m3 이었으며, PM2.5 농도가

가장 낮았던 가구는 Ger2로 기하 평균 55.7 (GSD=1.9),

산술평균 69.4±47.3 µg/m3 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가

Table 1. Mean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rithmetic and geometric mean of indoor PM2.5 and

black carbon

Temperature

(°C)

Relative humidity

(%)

Indoor PM2.5

(µg/m3)

Indoor BC

(µg/m3)

Ger Indoor Outdoor Indoor Outdoor AM GM (GSD) AM GM (GSD)

Ger1 22.6±9.0
-15±10.6

25.3±6.5
35

73.0±126.1 30.1 (3.2) - -

Ger2 13.4±7.2 13.4±6.1 69.4±47.3 55.7 (1.9) - -

Ger3 26.2±4.9
-14±11.0

22.4±10.3
27

202.7±228.8 132.2 (2.5) 7.3±4.9 5.8 (0.7)

Ger4 13.7±4.8 23.2±10.5 138.3±251.2 84.4 (2.4) - -

Ger5 18.1±4.2
-16±10.3

20.9±6.0
30

138.9±168.6 98.3 (2.1) - -

Ger6 20.9±5.7 16.5±4.4 117.9±83.4 98.8 (1.7) 4.9±4.7 3.5 (0.9)

Ger7 23.6±4.2
-11±11.5

30.2±5.1
42

90.0±41.1 81.7 (1.6) -

Ger8 17.9±8.4 19.5±7.5 127.8±264.3 66.3 (2.5) 5.7±22.8 2.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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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al-time PM2.5 and black carbon concentrations of 8 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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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Ger3으로 기하평균 132.2 (GSD=2.5) µg/m3, 산

술평균 202.7±228.8 µg/m3 이었다. BC의 24시간 평

균농도는 Ger3에서 기하평균 5.8 (GSD=0.7) µg/m3,

산술평균 7.3±4.9 µg/m3, Ger6의 기하평균 농도는

3.5(GSD=0.9) µg/m3, 산술평균 4.9±4.7 µg/m3, Ger8

의 기하평균 농도는 2.5 (GSD=0.8) µg/m3, 산술평균

값은 5.5±20.6 µg/m3 이었다 (Table 1).

실시간 PM2.5와 BC의 농도는 24시간동안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오전과 저녁에 높은 농

도의 피크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Ger1(22:58-

00:56)에서는 늦은 밤시간 피크농도가 631.1 µg/m3까

지 상승하였고, Ger2(20:40-21:20)에서는 371.0 µg/m3,

Ger3(03:25-04:05)에서는 2270.1 µg/m3, Ger4(21:40-

22:50) 에서는 3715.6 µg/m3, Ger5(12:10-12:50)에서

는 2013.9 µg/m3, Ger6(18:40-20:15) 에서는 320.3

µg/m3, Ger7(10:05-11:05) 327.9 µg/m3, Ger8(14:00-

15:05)에서는 1926.8 µg/m3로 최고 농도가 측정되었

다. BC의 피크 농도는 Ger3(20:50-22:30)에서 63.5

µg/m3, Ger6(18:40-20:15)에서 53.1 µg/m3, Ger8(19:00-

20:25)에서 285.1 µg/m3 로 나타났다. 시간활동일지

자료와 PM2.5의 피크농도를 비교한 결과 Ger1의 농

도가 높아졌던 밤 시간(23:00-23:30)에 난방을 위해

석탄을 더 주입하였으며, Ger2의 피크농도 시간

(20:05-22:10)에는 조리 및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Ger4와 Ger5의 피크 농도 시간 중에는 청소

(22:10-22:20), (12:00-13:00)를 하였으며, Ger6과

Ger7의 피크농도 시간에는 조리 및 저녁식사 (17:00-

19:00), (18:00-19:00)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Ger3

과 Ger8의 피크 농도 시간대의 활동일지 결과는 기

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공기 중 PM2.5에서 Ti, Cr, Mn, Co, Ni, Cu, Zn,

Cd, Pb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i, Cr, Mn, Ni은 8곳 게르에서 모두 검출되었

으며, Zn, Pb는 7곳의 게르에서, Cu는 6곳 그리고

Cd는 두 곳의 게르에서 검출되었다. 8곳 모두에서

검출된 Ti의 평균 농도는 2.27±1.10 µg/m3, Cr의 평

균 농도는 0.67±0.32 µg/m3, Mn의 평균 농도는

0.83±0.35 µg/m3였으며, Ni의 평균 농도는 0.36

±0.18 µg/m3 이었다. 7곳의 게르에서 검출된 Zn의

평균 농도는 2.83±0.81 µg/m3, Pb의 평균 농도는 0.48

±0.18 µg/m3이었다. 6곳의 게르에서 검출된 Cu의 평

균 농도는 0.30±0.30 µg/m3 이었으며, 두 곳의 게르

에서 검출된 Cd의 평균 농도는 0.17±0.03 µg/m3 이

었다. Co는 8곳의 모든 게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활동일지를 기반으로 한 조리 및 난방 시 최고농

도를 구하였다 (Table 3). Ger1의 조리 최고 농도

32.9 µg/m3를 제외한 모든 조리와 난방 활동의 농도

가 24시간 평균 농도보다 높았다. Ger1의 난방 시

최고 농도는 656.3 µg/m3으로 24시간 평균농도 보다

약 9배 가량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Ger2의 조리 및

난방 시 최고농도는 24시간 평균농도인 69.4 µg/m3

보다 약 3.4배에서 3배 가량 높았다. Ger3와 Ger4

의 조리 시 최고농도는 556.9 µg/m3 와 389.2 µg/m3

였으며, 24시간 평균농도 보다는 각각 약 2.7배, 2.8배

높았다. Ger5의 조리 및 난방 시 최고농도는 998.9

µg/m3, 1183.4 µg/m3 였으며 24시간 평균 보다는 약

Table 2. The concentration and number of detection of

heavy metals in air samples (µg/m3)

Elements Mean SD Max Min No. of detection

Ti 2.27 1.10 4.03 0.64 8

Cr 0.67 0.32 1.15 0.10 8

Mn 0.83 0.35 1.51 0.43 8

Co ND ND ND ND ND

Ni 0.36 0.18 0.63 0.11 8

Cu 0.30 0.30 0.81 0.09 5

Zn 2.83 0.81 4.15 1.82 7

Cd 0.17 0.03 0.19 0.15 2

Pb 0.48 0.18 0.76 0.24 7

Table 3. PM2.5 concentration during cooking and heating

periods

Maximum concentration 

during activities (µg/m3)

Mean concentration 

(µg/m3)

Cooking 

period
Heating period 24 hr

Ger1 32.9 656.3 73.0±126.1

Ger2 241.5 209.3 69.4±47.3

Ger3 556.9 - 202.7±228.8

Ger4 389.2 - 138.3±251.2

Ger5 998.9 1183.4 138.9±168.6

Ger6 413.4 - 117.9±83.4

Ger7 100.5 195.3 90.0±41.1

Ger8 - 1926.8 127.8±264.3

-: Time activity diary was not recorded. 



123 이보람 · Dalaijamts Chimeddulam · Khishigt Jargalsaikhan · 이기영

J Environ Health Sci 2016; 42(2): 118-125 http://www.kseh.org/

7.2배, 8.5배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Ger6의 조

리 시 농도는 413.4 µg/m3로 24시간 평균의 약 3.5

배, Ger7의 조리 및 난방 시 최고농도는 100.5 µg/m3,

195.3 µg/m3 로 24시간 평균보다 약 1.1배, 약 2.1배

높았다. Ger8의 난방 시 최고농도는 1926.8 µg/m3으

로 24시간 평균보다 약 15.1배 수준을 나타냈다.

IV. 고 찰

측정이 실시된 8곳의 실내 평균 상대습도는 모두

40% 이하 이었으며, 실내 상대습도를 40-60%로 유

지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대습도가 40% 이상으로 유지되면 호흡기 감

염의 빈도가 감소될 수 있으며, 알러지와 천식반응

그리고 실내 오존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13) 4일간의

측정기간 동안 외기의 일 평균 상대습도도 30-42%

로 낮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실내에는 온도상승으

로 인하여 상대습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내에서 연소를 하는 가구의 공기 중 PM2.5의 24

시간 평균 농도가 가장 낮았던 가구의 농도는 NAAQS

의 24시간 산술 평균 대기 기준인 35 µg/m3보다 2

배 가량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 농도가 가장 높았

던 가구의 농도는 NAAQS의 대기 기준보다 6배 가

량 높았다. 과거 몽골의 58곳 게르의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했던 결과를 보면, 24시간 PM2.5의 평균 농

도가 700±400 µg/m3 로,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농도가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몽골

의 정부차원으로 시행된, 스토브 교체 지원으로 인

하여 구형인 스토브 (TT-03-type)를 회수하고 신형

스토브(G2-2000-type)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실

내 공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감소 했을 것 이라 사

료된다. 또한 2011년 이후 연료의 효율이 높고, 세

척이 용이한 터키산 스토브(Ulzi)의 보급이 시작되

었으며, 터키산 스토브는 기존의 스토브보다 난방 효

율이 높으며, 세척이 간편하다. 실내 공기 중 PM2.5

의 농도는 스토브의 연료교체와 관련이 있고, 연료

교체는 스토브의 난방 효율과 관련이 있다.17) 이로

인하여 신형 스토브를 사용할수록 실내 공기 중 PM2.5

의 평균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측정된 8가구의 사용 스토브는 7곳은 모두 신형 스

토브(G2-2000-type)였으며, 나머지 한곳은 터키산 스

토브였다. 

과거 몽골에서 실시된 게르의 실내 공기 질 실시

간 PM2.5의 측정결과를 보면, 실내 PM2.5의 실시간

농도 변화의 주요 요인은 조리 및 난방 시 석탄의

재 공급을 위하여 오븐의 문을 여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측정이 실시된 8가구의 피크 농도가 발생하

였을 시간대에, 조리 및 식사, 난방, 청소 등의 활동

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정 이후 최대

8시간 이상 석탄을 재 공급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실

내 PM2.5의 농도가 외기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자정

이후 석탄을 재 공급했던 가구의 실내 PM2.5 농도는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15) 본 연구의 Ger1, 2, 3,

4, 6, 7 에서 자정에서 오전 7시 사이 피크가 발생

한 것으로 보아 석탄을 재 주입하였을 것으로 사료

된다. Ger3, 6, 8 실내 공기 중 BC의 피크농도는

20:00-22:00 사이에 가장 높았으며, 일지의 공란으로

인하여 활동일지를 통한 오염원 확인은 어려웠다.

BC의 실시간 농도 변화는 PM2.5와 같은 양상을 나

타냈으며, 이는 같은 활동 또는 오염원에 의한 농도

증가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기 중 BC의 평균 농도는

중국, 미국, 유럽의 대도시 대기 중 평균 농도와 비

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BC의 대기 및 실

내 공기 중에서의 기준치는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

다. 대기 중 BC의 농도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며

대도시에서 9.3-14.2 µg/m3 의 평균농도가 검출되며,

외각 지역에서는 평균 0.3-5.3 µg/m3으로 검출되었

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도시에서는 연평균 0.2-2.7

µg/m3, 외각 지역에서는 0.1-0.7 µg/m3 이 검출 되었

다.18) 본 연구에서 3가구의 BC의 평균 농도는 4.9-

7.3 µg/m3으로 유럽과 미국의 도시 지역과 중국의 외

각 지역의 대기 중 BC의 농도 수준보다 높은 경향

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실내 공기 중 PM2.5중 중

금속의 주요 오염원은 산업지역, 도로 등의 오염원

에서 바람으로 인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독

일의 실내 석탄연소 가구의 경우 공기 중 PM10에

서 검출된 중금속의 농도는 Pb이 17±2 ng/m3, Cd

은 0.3±0.04 ng/m3, Ni은 0.2±0.03 ng/m3 이었다.

대기 중의 중금속 기준 농도는 Cd와 Ni이 5 ng/m3,

20 ng/m3 이며,19) Pb와 Mn의 기준은 500 ng/m3,

150 ng/m3 이다.18) 측정된 8게르의 평균 중금속 농

도는 Pb을 제외한 Cd은 34배, Ni은 18배, Mn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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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기 기준 농도보다 높게 검출 되었다. 8곳의 게

르 중 Ger1에서는 Co, Cu, Zn, Cd, Pb가 검출한계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측정 가구와는 다른 종

류의 스토브(터키산)를 사용하고 있었다. Ger1의

PM2.5 농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스토브의 종

류에 따른 차이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스토브 종

류와 실내오염물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

될 필요가 있다. 

실내에서의 조리와 석탄을 이용한 난방은 실내 오

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실내 공기 질 오염물질과 난방 시 석탄의 재 주입

을 위해 오븐의 문을 여는 활동 시의 최고농도를 분

석하였다. 시간활동일지의 미 기록 자료로 인하여 조

리 및 난방시의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불가능 하였

지만, Ger1의 조리 시 농도를 제외한 나머지 결과가

각 게르의 24시간 평균 PM2.5농도보다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게르의 실내 공기 중 PM2.5의 농도는

오븐의 입구를 열고 석탄을 재 주입하는 활동에 영

향을 받는 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12) 조리 시 오

븐과 전기 인덕션을 겸용하는 경우와 전기 인덕션

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실내 농도에 영향을 줄 것이

라고 사료되며, 측정이 이루어진 8가구 모두 전기

인덕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사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측정기기수의 부족으로 모든

가구에서 측정대상물질을 전부 측정하지 못한 점과

측정대상가구의 주인들의 의사소통과 이해력문제로

인하여, 시간활동일지의 작성과 실내환경조사에 어

려움이 있었다. 또한 외기의 PM2.5등의 기초자료 부

족으로 추가적인 내용고찰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자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한정된 측정일수

와 섭외 가구의 수 부족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점이 있었다. 

V. 결 론

몽골의 전통가옥인 게르의 실내 석탄연소는 PM2.5,

BC,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특히 조리 및

난방을 위하여 스토브를 열어 석탄을 더 주입한 후

실내 유해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실내 24시간

평균 PM2.5의 농도는 매우 높아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현황

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내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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