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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this study, we started to develop an indoor garden integrated IoT solution based on IAQ (indoor

air quality) and interconnection with an environmental database for smart management of indoor gard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apply an integrated solution for customized air purification from an

indoor garden through big data analysis using IoT technology.

Methods: An IoT-based IAQ monitoring system was established in three households within a new apartment

building. Based on real-time and long-term data collected, PM2.5, CO2, temperature, and humidity changes were

compared to those of indoor garden applications and the analyzed results were index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installation, all three households had no results exceeding the standard for indoor air

pollution on average PM2.5 and CO2 indices. In the case of indoor garden installation, the IAQ index increased

to the “Good” section after the installation, and readings in the “Bad” section shown before the installation

disappeared. The comfort index also did not dip into the “Uncomfortable” section, where it had been pre-

installation, and significantly lowered the average score from “Uncomfortable for sensitive groups” to “Good”.

Overall, the IAQ composite index for the generation of installations decreased the “Good” interval, but “Bad”

did not appear.

Conclusions In this study on developing an integrated solution for IAQ based on IoT indoor gardens, big data

was analyzed to determine IAQ and comfort indexes and an IAQ composite index. Through this process, it

became understood that it is necessary to monitor IAQ based on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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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악화 녹지감

소가 나타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밀폐

화로 인해 실내환경마저 재실자의 건강에 위험을 끼

치고 있다.1) 실내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은 미

세먼지, 라돈(radon), 석면, 오존(O3),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등이 있다.2-4) 그 중 미세먼지는 대

기 중 떠다니는 입자를 말하며, 입자의 지름이 10 μm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2.5 μm 이하인 미세먼지

(PM2.5)로 구분된다.5)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침투하여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조기 사망률

을 높이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7) 미세먼지

는 2013년 국제암연구기관(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1급 발암물질

로 규정되었으며,8) 미세먼지 중에서도 PM2.5는 호흡

기 질환 뿐 아니라 후각세포를 통해 뇌로 직접 들

어가 치매까지 일으키기도 해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

정하였다.9) 16년도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55개소 측

정 결과 PM2.5는 WHO 가이드라인의 24시간 기준

(25 μg/m3)보다 높은 15.9~113.5 μg/m3의 농도 분포

를 나타냈고 평균 오염도는 42.5 μg/m3로 조사되었

다.10-11) 다른 오염물질인 CO2는 자체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기 대신 농도가 높을 시 신진대사 장애를 일

으켜 병든건물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

등 고농도 노출시 인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12-13)

이러한 실내공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식물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떠오르

고 있다.14) 식물기반 시스템을 거주지에 적용한 사

례는 실내 정원으로, 이는 건물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물의 내부에 바닥이나 벽체 등 인공

지반에 잔디나 초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15) 실

제로 실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관엽식물(벤자민 고무

나무, 테이블 야자, 인도 고무나무 등)의 경우 CO2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관엽

식물 10종(아이비, 네프로네피스, 스킨답서스, 넉줄

고사리 등) 및 메단틸란드시아 3종(수염 틸란드시아

등)의 경우 PM10, PM2.5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통해 정보

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여 가공된 데이

터를 이용한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였지만, 최근엔

IoT의 발달로 웹, 모바일 환경 내에서 능동적으로 데

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을 통해 사용

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18) 새

로운 가치로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지능형 차량서비

스, 스마트 그리드 등의 서비스가 있다.19) 식물기반

시스템을 IoT와 결합시켜 사용자에게 분석된 새로

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새로운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신축건물 내 거주자가 느끼는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졸음, 눈의 자극, 집중력감퇴, 아토피성 피

부염 등의 증상을 느끼며 SBS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 식물기반을 시스템을 통해 실내 오염물질

의 농도를 파악하고 데이터화 하여 재실자 및 거주

자에게 건물 내 오염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

시 IoT를 통한 새로운 가치이다.20)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식물기반 공기정화 시스

템을 바탕으로 식물의 실내적응성 및 환경요구도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IoT 핵심 요소 중 하

나인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식물적용을 통한 실내

환경 제어의 효용성을 파악하고, CO2, PM2.5 및 온

습도를 측정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 맞춤형 공기정화 실내정원 통합솔루

션을 위한 스마트 지수를 개발하여 실내 재실자에게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실자가 정보

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

안 평택시 내 신축공동주택(아파트) 3가구를 섭외하

여 실내정원 설치가구 1가구(A)와 미설치가구 2가

구(B, C)로 나누어서 센싱(PM2.5, CO2, 온도 및 상

대습도) 등 IoT기반 IAQ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였

다. 3가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구 및 동일

면적(115.7 m2)를 선정하였고, 신축공동주택의 준공

일은 2016년 12월이었다.

2. 센서 설치 및 정보

가구별로 실내는 거실과 주방 설치하여 5분 단위

로 PM2.5, CO2, 온도 및 상대습도 측정하였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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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d 2). 또한 신축 공동 주택의 외부 환경을 파악

하기 위해 실내정원 설치가구 외벽에 외기 설치하였

다. 설치에 사용된 센서는, PM2.5, CO2, 온도 및 습

도 측정이 가능하고, 센서별 세부사항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3. 실내정원 설치

실내정원 설치가구의 경우 약 한 달간 식물 없이

가구 내부 센서를 통해 실내정원 적용 전 기초자료

데이터 수집 후 실내 정원 설치하였고, 주방과 거실

의 면적 대비 3%내외의 식물을 배치하였다. 대형 화

분 5개와 2대의 바이오 월(Bio Wall), 4개의 위즈팟

(Wiz-Pot)을 설치하였으며, 실내정원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Table 4).

가정 내 설치된 식물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나 자일

렌 및 톨루엔 제거에 효과가 있는 관음죽, 대엽홍콩

및 밸갈 고무나무를 배치하였고, PM10제거에 효과가

있는 스킨답서스는 Bio Wall에 설치하였다.17,21) 이

를 통해 실내 정원 설치 전과 후의 실내공기질 변

화를 분석하였다.

4. 빅데이터 분석 및 지수 산정

실시간, 장기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정

원 적용여부에 따른 PM2.5와 CO2, 온도 및 상대습

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고, 분석된 결과에 대해

가시성을 높이고 현 실내공기가 재실자 건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역학자료, 유병률 자료 및 현 유지, 권고기준

을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를 민감군(sensitive

population) 재실자와 일반인 재실자에게 각각 어떠

Table 1. Garden-built household sensor installation location

Table 2. Non-Garden households sensor installation location

Table 3. IoT device hardware specifications

Compose Detail content

PM2.5 0~1,000 µg/m3 (±15%)

CO2 0~2,000 ppm (±2%)

Temperature -40~125oC (±0.4%)

Humidity 0~100%RH (±3%)

Network ETHERNET

Size (W×H×D) 110×90×33

Power 5V/1A

Operation Temperature -10~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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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수

로 나타내었다. Sensitive population은 환경보건법

제14조의 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서 명명한 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22) 즉,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 같은 노출이라도 일반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약자를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

도 민감계층군 지수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지수는 쾌

적지수와 IAQ지수, IAQ 종합지수로 분류하였으며,

쾌적지수는 온도와 상대습도를 반영하였고 IAQ지수

는 PM2.5, CO2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IAQ 종

합지수의 경우 쾌적지수와 IAQ지수를 종합하여 산

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측정 · 분석 데이터

6월부터 10월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가구

별 데이터 통계 결과는 표로 나타내었다(Table 5).

PM2.5의 범위는 설치세대에서 설치이전은 23.4~81.2

μg/m3이고, 설치 이후는 2.6~69.6 μg/m3이며 미설치

세대에서는 각각 17.5~47.1 μg/m3과 1.1~56.3 μg/m3

로 나타났고, PM2.5의 평균농도는 실내정원 설치와

미설치가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CO2의 범위는 설치세대에서 설치이전은 384.6~823.1

ppm이고, 설치 이후는 401.2~1092.7 ppm이며 미설

치세대에서는 각각 440.6~1676.1 ppm과 430.6~

982.1 ppm로 나타났고, 설치세대가 미설치세대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농도를 보이는 경향으로 나타났

지만, 의미 있는 경향성을 띄진 않았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PM2.5

와 CO2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2.5

35 μg/m3(민감계층 이용시설), CO2 1000 ppm)에 따

르면 PM2.5는 설치 및 미설치 가구 모두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CO2의 경우 마찬가지로 두

가구 모두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3)

상대습도의 범위는 설치세대에서 설치이전은

22.4~55.5%이고 설치 이후는 25.8~61.2%이며 미

설치세대에서는 각각 27.6~53.6%와 22.3~66.2%로

나타났다. 온도의 범위는 설치세대에서 설치이전은

26.6~36.0oC이고, 설치 이후는 29.7~37.6oC이며 미

설치세대에서는 각각 20.5~35.8oC과 27.4~36.2oC로

나타났다. 평균 상대습도는 38~48% 범위로 미국

국가 표준 연구소(ANSI: American Nation Standards

Institute) 중 하나인 미국냉난방공조기술자학회

(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에서 권장하는 여

름철 실내 상대습도 범위인 50%를 넘지 않았으며

, 온도는 29~35oC로 ANSI/ASHRAE에서 권장하는

Table 4. Comparison before and after installing indoor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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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실내 온도범위인 24~27oC보다는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24) 상대습도가 실내정원 설치 이

전보다 이후에 높아진 것은 설치된 Bio wall의 자

동습도능력에 의해 상대습도가 상승한 것으로 사

료된다.25)

2. 실내환경 통합 IAQ지수 산정

실내 환경기준은 현재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항

목을 대상으로 하며, 인체영향을 기준으로 다음과

Table 6과 같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민감군 영

향은 현재 실내 환경기준을 포함하여 기준 역학자료

등 건강과 관련한 농도대별 건강영향을 기준삼아 지

수 구간을 설정하되 실내공간별 배경농도, 노출빈도,

준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간을 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외 환경관련 지수점

수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공기질이

오염되어 있는 경향성으로 지수구간을 설정하는 것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하

며, 1-100점의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실

내공기질이 좋지 않으며, 인체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최종 설정하였다.

2.1. PM2.5 지수 산정

PM2.5의 경우, 인체영향 중 유병률을 고려한 지수

를 중심으로 고려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주요 대상

군인 ‘민감군 영향’의 지수구간의 경우 어린이 만성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유

병률 10% 증가수준인 80 μg/m3 (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QI)을 기

준으로 하여 일반인 급성 COPD 유병률 10% 증가

수준인 120 μg/m3의 농도 범위 내에서 통합지수구

간을 설정하였다. ‘나쁨’과 ‘위험’의 경우는 국내 대

기기준의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기준을 적용

하였다. ‘위험’에 대한 상한값은 인체영향에 대한 자

료가 없으며 US EPA AQI 의 상한값은 600 μg/m3

으로 산정되어 있다.

2.2. CO2 지수 산정

CO2는 ‘좋음’~‘보통’은 역학 자료에 얻어진 상대

위험도자료 활용하였으며 ‘민감군 영향’은 상대위험

도 및 ASHREA 자료 중 effects baseline을 기준으

로 하였고 ‘나쁨~위험’ ASHREA 자료 내 고농도 인

체영향자료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Table 5. Data statistics of monitoring households

Location PM2.5 (mg/m3) CO2 (ppm) TEMP (oC) HUMI (%)

Out side
MEAN±SD 36.53±38.64 454.43±29.87 29.16±5.33 44.73±10.09

(MIN~MAX) (0~469) (0~988) (0~44.11) (0~73.88)

A

(Living)

MEAN±SD 17.83±22.36 597.69±388.20 31.28±1.70 45.75±8.24

(MIN~MAX) (0~429) (0~2253) (0~35.42) (0~78.63)

A

(Kitchen)

MEAN±SD 19.53±22.98 704.11±263.94 32.85±2.01 42.61±7.25

(MIN~MAX) (0~796) (0~6443) (0~37.22) (0~62.88)

B

(Living)

MEAN±SD 16.06±22.69 982.69±521.91 32.45±1.83 46.07±7.14

(MIN~MAX) (0~1350) (0~5146) (-42~35.84) (0~ 60.66)

B

(Kitchen)

MEAN±SD 17.39±23.49 916.69±491.12 31.87±1.72 47.04±6.96

(MIN~MAX) (0~985) (0~6443) (-42~36) (0~66.34)

C

(Living)

MEAN±SD 21.63±26.40 566.23±264.00 34.11±1.78 38.61±7.70

(MIN~MAX) (0~469) (0 ~1987) (0~38.45) (0~62.25)

C

(Kitchen)

MEAN±SD 24.31±35.80 630.66±310.43 31.25±2.07 44.00±8.92

(MIN~MAX) (0~4099) (0~2387) (0~40.74) (0~75.67)

Table 6. 1-100 Point scale and color-coded index interval

Index A (0-20) B (21-40) C (41-60) D (61-80) E (81-100)

Sort Good Normal Uncomfortable for sensitive group Bad Very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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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내환경 통합 IAQ 지수 구간 최종 산정

본 연구에서의 실내환경 통합 IAQ 지수 평가 항

목별(PM2.5, CO2)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및

위험의 지수 구간의 종합제시(안)은 다음 Table 7과

같고 등급을 구분하는 컬러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5개 등급으로 동일하게 분류하여 0~100점의 척도

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IAQ 즉, 온도 및 상

대습도 등 쾌적성과 실내유해물질 중심의 실내유지

기준 및 권고기준을 중심으로 한 안전성이 좋지 않

은 것으로 설정하였다. 좋은 구간은 WHO에서 제시

한 배경농도 15 μg/m3을 기준으로 0~15 μg/m3로 구

분하였고, 보통 구간은 어린이 폐기능 감소 수준인

20 μg/m3과 국내 일평균 대기기준 35 μg/m3을 기준

으로 16~35 μg/m3로 구분하였다.26~28) 민감군영향 구

간은 어린이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 유병율이 10%가 증가하는 40 μg/m3을 기준

으로 36~50 μg/m3, 나쁨 구간은 일반인 만성 천식

유병율 10% 증가한 55 μg/m3을 기준으로 51~79 μg/

m3로 구분하고, 위험 구간은 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 기준인 300을 기준으로 80~300 μg/m3로 설정

하였다.28-30) 실내환경이 민감계층에게도 좋은 수준일

때 지수를 파란색으로 구분하였고, 일반인에게 좋은

수준일 때 초록색, 민감계층에게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때 노란색으로 설정되었다. 민감계

층에게 불쾌감 및 건강영향이 나타날 때는 주황색으

로 표시하였고, 실내환경이 재실자 모두에게 불쾌감

및 건강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3. 쾌적성지수 산정 기준

실내공기 IAQ종합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쾌적

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된 실내공기 측정 센

서 빅데이터 결과를 활용한 쾌적 온도, 쾌적 상대습

도 지수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지수의 총합은

100점 만점으로 하였으며, 등급은 쾌적성과 안전성

의 통합지수개발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여

Table 9에 나타내었다. 쾌적성(온도, 상대습도) 지수

의 점수구간은 국내외 환경관련 지수점수의 경향성

을 살펴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공기질이 오염되어 있

는 경향성으로 지수구간을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점수구

간은 0-100점의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쾌적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설정하여 색깔로 구분하

였다. 지수구간은 윤정숙 등(1996)의 연구에서의 설

문조사와 ASHRAE(1993)의 연구를 근거로 민감계

층과 일반인이 느끼는 온열환경을 정리하여 지수를

구분하였다.31-32) 실내환경에서 민감계층이 쾌적함을

느낄 때 파랑색으로 설정하였고, 일반인이 쾌적감을

느끼는 수준일 때 초록색, 민감계층이 경미한 불쾌

감을 느낄 때 노란색으로 설정하였다. 실내환경이 민

감계층에게 불쾌감을 주는 수준일 때 주황색으로 표

시하였으며, 재실자 모두가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4. 실내공기 IAQ종합지수 개발(안)

실내공기 IAQ종합 지수(IAQ지수+쾌적지수)(안)의

Table 7. Integrated IAQ index calculation

Component
Good Normal Uncomfortable for sensitive group Bad Very bad

A (0-20) B (21-40) C (41-60) D (61-80) E (81-100)

PM2.5 (μg/m3) 0~15 16~35 36~50 51~80 >81

CO2 (ppm) 0~450 451~700 701~1,000 1,001~3,000 >3,000

Table 9. Classification of Indoor Air Comfort Index

Rating Index Score Color

A Very comfortable 0~20 Blue

B Comfortable 20.1~40 Green

C Uncomfortable for sensitive group 40.1~60 Yellow

D Uncomfortable 60.1~80 Orange

E Very uncomfortable 80.1~100 Red

Table 8. Classification of IAQ index

Rating Index Score Color

A Good 0~20 Blue

B Normal 21~40 Green

C Uncomfortable for sensitive group 41~60 Yellow

D Bad 61~80 Orange

E Very bad 81~100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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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쾌적성 지수(안)과 IAQ

지수(안) 대상으로 각 지수에서 사용된 5개 등급으

로 동일하게 분류하여 1-100점의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IAQ의 질 및 온도 및 상대습도 등

쾌적성 및 안전성 등이 좋지 않은 것으로 설정하고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실내정원용 IAQ종합지수는 아래의 두 가지 요소

에 대하여 대입하였다.

index = ω1 IAQ index + ω2 comfort index

IAQ지수는 PM2.5, CO2 두 구성요소로 쾌적성 지

수는 온도와 상대습도의 구성요소로 100점 만점으

로 산출되었으며 ω1과 ω2는 종합지수 산출에서 IAQ

지수와 쾌적성 지수의 가중치를 1:1 비율로 산정하

면 다음식과 같다.

Composite index

= 0.5*IAQ index + 0.5*comfort index

= (PM2.5 + CO2) index +  comfort index
1

2
---

1

2
---

Table 10. Classification of IAQ composite index

Rating Index Score Color

A Good 0~20 Blue

B Normal 21~40 Green

C Uncomfortable for sensitive group 41~60 Yellow

D Bad 61~80 Orange

E Very bad 81~100 Red

Fig. 1. IAQ index by measurement month.

Fig. 2. IAQ index by installat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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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AQ지수, 쾌적성지수와 IAQ종합지수 측정결과

실내정원 설치세대에서 설치이전 시기의 IAQ 지

수 범위는 11.9~44.7이었으며 평균 30.1이고 설치이

후 시기는 4.5~45.2이고 평균은 25.5로 나타났다. 미

설치세대에서는 설치 이전시기는 21.3~43.2이고 평

균은 33.9이며 설치이후시기에서는 1.02~48.2이고 평

균은 27.1로 나타났다. Fig 1와 2을 보면 설치세대

와 미설치세대 IAQ 지수 평균이 설치 이후에 줄어

들어 ‘좋음’ 구간이 생기거나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

고, ‘나쁨’ 구간의 경우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세대가 미설치세대보다 더 넓은 ‘좋

은’ 구간이 나타났다. 설치된 식물 중 스킨답서스 및

고무나무의 경우 설치하였을 때 PM2.5와 CO2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실증된 상황이고,15-16) 오근숙

(2010) 등의 선행연구에서 2010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작업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보면

CO2 농도가 증가할수록 직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작업공간 및 학

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 교실 및 사무실

등 실내 식물기반 IoT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33-35)

실내정원 설치세대에서 설치이전 시기의 쾌적성

지수 범위는 26.9~95.0이었으며 평균 50.2이고 설치

이후 시기는 10.9~82.0이고 평균은 13.1로 나타났다.

미설치세대에서는 설치일 이전시기는 26.1~45.1이고

평균은 15.7이며 설치일 이후시기에서는 26.2~95.3

이고 평균은 14.0로 나타났다. Fig 3와 4를 보면 설

치와 미설치 세대 모두 실내정원 설치 이후에 상대

습도가 일부 ‘불쾌한 상태’ 구간으로 나타났지만 평

균적으로 대부분은 ‘쾌적한 상태’ 구간으로 나타났

다. 관엽식물의 경우 실내 배치방식과 공간대비 식

재량(부피)에 따라 실내 온습도에 영향을 주지만 대

Fig. 3. Comfort Index by measurement month.

Fig. 4. Comfort Index by installat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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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상대습도를 높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36)

또한 실내정원 설치세대의 경우 설치 이전 보다 평

균지수 등급이 ‘민감군 영향’에서 ‘좋음’으로 상당히

낮아졌다. 이를 통해 식물기반 시스템이 온습도 개

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습도의

경우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물(TVOC),

진균(fungi)의 실내오염물질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HCHO와 TVOC는 신축공동주택에서 사용하

는 건축자재에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다.37-38) 이 두

물질의 경우 독성이 있어 재실자에게 건강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실시간

IoT 모니터링을 통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3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장 내 센싱기술의 한

계점으로 인해 VOCs 등의 자료는 활용하지 못한 바

이후 센싱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IoT기반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fungi의 농도 역시 온습도에 영향을 받으며, 특

히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fungi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fungi를 포함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40)

실내정원 설치세대에서 설치이전 시기의 IAQ종합

지수 범위는 19.4~69.0이었으며 평균 40.2이고 설치

이후 시기는 15.4~60.2이고 평균은 34.8로 나타났다.

미설치세대에서는 설치일 이전시기는 24.6~62.2이고

평균은 39.5이며 설치일 이후시기에서는 19.2~66.3

이고 평균은 36.0로 나타났다. Fig 5과 6을 보면 설

치세대에서는 설치이후에 ‘좋음’ 구간이 일부 감소

했지만, ‘나쁨’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고, 미설치세대

에 비해서도 보통구간이 상당이 넓게 나타났다. 실

내정원의 부피를 실내공간 대비 5~10%일 때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평균 20%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본 연구에서도 재실자의 기호에

Fig. 5. IAQ composite index by measurement month.

Fig. 6. IAQ composite index by installat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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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식재량을 늘려서 실내정원을 설치하면,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지수의 개선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날 것으로 판단된다.41)

본 연구에서는 IAQ지수에 측정센서의 한계로 인

한 제한적인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온습도)

만을 모니터링한 점, 3가구의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

한 점 등 대표성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자료를 기초자료로서 신축공동주택 평가대상가

구의 확대를 통한 대표성있는 추가 검증, 다양한 실

내공간에의 실내정원 설치를 통한 적용 연구가 필요

하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실자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 정원

을 활용한 IoT 기반 실내정원용 IAQ 지수를 개발

하기 위해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측정센서를 통

해 빅데이터 양산 및 분석하여 IAQ 및 쾌적성 지수

를 각각 산정하고, 각 지수를 종합한 실내정원용 IAQ

종합지수를 산정하였다.

실내정원 설치유무에 따른 조사결과(주방과 거실)

3가구(실내정원 설치 2곳, 미설치 비교가구 1곳) 모

두 평균 PM2.5, CO2 지수에서 실내공기질 실내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내정

원 설치세대(2곳, 주방과 거실) IAQ지수의 경우 실

내정원 설치 이전보다 이후에 ‘좋음’ 구간이 증가하

였으며, 설치 이전에 보이던 ‘나쁨’ 구간은 사라졌

다. 쾌적성 지수에서도 설치 이전에 있던 ‘불쾌한 상

태’ 구간은 사라졌고, 평균지수 등급이 ‘민감군 영향’

에서 ‘좋음’으로 개선되었다. 전체적으로 설치세대의

IAQ종합지수는 ‘좋음’ 구간이 감소하였지만 ‘나쁨’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내정원 미설치 세

대와 비교하여 설치세대가 전체적으로 지수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IAQ종합지수 구간에서도 설치세

대에는 식물 설치일 이후에 ‘나쁨’ 구간이 없지만 미

설치세대에서는 ‘나쁨’ 구간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벽면녹화 등 실내정원 설치로 인해

신축공동주택 가구의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및 지

수를 활용한 실내정원의 긍정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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