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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recommended for the public to stay at home and to close the doors and windows when a 
high-particulate-matter environment such as a yellow sand event occurs outside. However, there are lack of empirical 
studies describing how much outdoor PM infiltrates into a closed house and how much indoor PM an inhabitant is 
exposed to during the period. In this study, the PM10 and PM2.5 were measured at the kitchen in an apartment house 
by an optical particle counter for 3 days including a yellow sand event. The outdoor PMs and the outdoor wind 
speeds were referred from surrounding weather stations. We analyzed the penetration of PM10-2.5 and PM2.5 at the test 
house against the outdoor wind speed supposed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air exchange rate. In addition, the 
effect of an indoor activity on change in the indoor PM was investigated. In result, the indoor PM10-2.5 was very low 
even a yellow sand event occurred outside; rather, a contribution of indoor activities to increase in PM10-2.5 was 
higher. In contrast, the indoor PM2.5 fluctuated following the outdoor PM2.5 trend at high wind speeds or remained 
almost constant at low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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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계질

환, 폐암의 원인이 되어 사망률을 증가시킬 뿐 아니

라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yong, 2016).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내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

는 2018년까지도 각각 41, 23 μg/m3으로 세계보건

기구(WTO)에서 권고하는 연평균 20 및 10 μg/m3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황사나 초미세먼지 주

의보에 해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해

당하는 일평균 농도나 시간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

도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러나 대기 중에 고농도 미

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황사는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

기현상 중 하나이다. 이는 강풍에 의해 흙먼지와 모

래가 이동하는 현상으로서 흙먼지의 크기는 보통 

0.1에서 10 μm 사이이고 평균 직경은 2 μm이며, 
크기에 따라서 부유시간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

다(Wang, 2017). 우리나라에서는 황사가 발생할 때 

미세먼지 중 상대적으로 큰 먼지(PM10-2.5)의 질량농

도가 매우 높게 증가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Lee et al., 2004; Kim et al., 2006; Choi, 
2008). 기존 황사 연구는 실내에 있는 사람이 실제 

미세먼지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보다는, 황사의 성분 

조사나 발생지역 및 이동경로 파악, 발생원 저감 등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Kim et al., 2007). 
실내 미세먼지는 조리나 흡연, 청소 등의 사람의 활

동에 관련된 실내 발생원과, 환기 과정 중에 혹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창과 문틈의 침기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

는 대기 미세먼지로 구성된다(Bae et al., 2017). 이 중 

실내유입의 경우 입자 크기, 입자 성분, 건물 요소, 대
기 기상상태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

져 왔다(Bang et al., 2018). 그러나 대기에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했을 때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실내에

서 농도변화를 분석한 실증 연구자료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주택으로서 3인 가구가 거주하는 공급면적 117.69 m2

의 일반형 아파트를 측정 주택으로 선정하였으며, 
황사발생이 포함된 3일의 측정기간 동안 미세먼지 

변화 특성을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미세먼지를 크기

별로 측정하여 무게농도의 변화와 실내외 농도비를 

분석하였다. 특히, 측정 주택이 언덕 위 20층 아파트

의 20층이었기 때문에 외기의 바람속도의 변화와 

침기의 상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외기 바람

속도와 실내외 농도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
한 실외 미세먼지 조건이 황사와 같은 고농도 시기

와 일상 농도 조건 시기를 비교하였고,  재실자 활

동이 없는 외출이나 취침 시간과 재실자 활동에 나

타나는 일상 조건을 구분하여 미세먼지의 실내 농

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측정 개요 및 장소

실증 측정은 2004년 준공된 경기도 용인 지역에 

위치한 20층 아파트의 20층에서 수행했는데, 실증 

측정 주택은 국내 가장 일반적인 주택으로 2016년 

통계청 자료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자료에 따르

면, 일반가구 중 49%의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파트 연면적을 40 m2 이하, 
40~60 m2, 60~85 m2, 85~130 m2, 130 m2 초과로 나

눴을 때 60~85 m2에 속하는 아파트가 42%로 제일 

많았다. 60~85 m2 연면적 아파트의 노후기간을 살펴

보았을 때, 누적비율이 50%가 되는 노후연수는 10
년~15년 미만 구간에 속했다. 빈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 모든 아파트의 평균 거주인 수는 2.9명으로 나

타났으며, 대표 연면적인 60~85 m2 아파트의 평균 

거주인 수는 3.1명이었다. 그림 1과 같이 측정 주택

은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일반형이었으며, 공급면

적 117.69 m2, 전용면적이 84.9 m2, 거실 및 주방을 

포함하는 중앙공간의 면적은 40.3 m2였다. 대기 미

세먼지의 추정 유입 경로는 화살표로 나타냈다. 시

험주택에는 성인남성, 성인여성, 남자아이로 구성된 

3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국 CA인증 기준 적

용면적 90 m2 공기청정기 1대를 거실에 설치한 것 외

에는 실험을 위한 별도의 지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며 실내 활동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거주자들은 

시험기간 중에 보통 창문과 방문을 닫고 생활하였으

며, 공기청정기 사용은 자동모드로 재실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첫째날인 4월 6일에는 

황사 때문에 출입 외에는 창과 문을 열지 않았고, 둘



황사 발생시 아파트 실내에서 미세먼지 크기별 농도 특성  39

Part. Aerosol Res. Vol. 15, No. 1(2019)

째 날인 4월 7일에는 15시경 단시간의 재실을 제외

하고는 10시부터 23시까지 구성원 모두가 외출하였

다. 그 이후인 4월 8일과 4월 9일에는 재실자는 일상

적으로 생활하였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은 

OPC (Optical particle counter, model 11A, Grimm, 
Germany)를 사용하였고, 자연환기와 재실자 유무와 재

실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측정기(Model 
IQ-610xtra, GrayWolf Sensing Solutions, USA)를 사용

했다. OPC는 주방에서 식탁에 앉았을 때의 호흡기 

높이인 1.3 m에,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는 거실 소파

에 앉았을 때 호흡기의 높이인 0.9 m에 설치하였다. 

Fig. 1. A layout of the test house showing the sampling 
points and the location of an air purifier.

OPC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를 이용한 실내 

공기 측정은 황사가 발생했던 2018년 4월 6일부터 4
월 9일까지 66시간 동안 1분 단위로 관측하여 분석

하였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자연환기, 외출 등 에피

소드의 참고 자료로 사용했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 

값으로는, 각 방위의 영향을 반영하고 특정 측정소

에서의 이상 값으로 인한 데이터 공백을 피하기 위

해, 측정 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2.3~6.7 km 이내 위

치한 한국환경공단 관측소 5곳(기흥, 김량장동, 동

탄, 영통동, 중부대로)의 평균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이 값들은 매 5분마다의 베타선법을 이용하여 측정

된 PM2.5, PM10의 시평균 값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에서 얻

었다. 시험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자료 측정소는 

수원 서둔동에 위치한 수도권기상청으로 측정 아파

트로부터 약 22 km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 측정한 

여러 기상자료는 분 단위로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에서 얻을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실외 풍속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측정 주택이 

언덕 위 20층에 위치하므로 풍속 데이터의 변화가 

침기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 실내외 미세먼지의 크기별 농도 변화

먼저 미세먼지 측정은 황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점차 줄어들던 날, 황사가 

Fig. 2. The time-series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PM10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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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날까지 이루어졌다. 그림 2는 시험기간 중의 

대기와 실내의 PM10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기 

PM10 농도는 측정이 시작된 4월 6일 12시경 이미 급

격하게 상승 중이었다. 이 때 PM10은 측정 시작점으

로부터 초기 3시간 동안 시간당 70 μg/m3씩 급격히 

증가하여 300 μg/m3를 초과하였다. 실외에 비해 실

내에서의 미세먼지 노출은 매우 낮았다. PM10 농도

는 실외에서 약 300 μg/m3까지 증가했지만, 실내에

서는 약 50 μg/m3 이하를 유지하였다. 이를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OPC에서 측정한 PM10 농도를 크기

에 따라 PM2.5와 PM10-2.5 로 구분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 역시 

환경공단 측정소의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PM10 농

도를 PM2.5와 PM10-2.5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은 시험기간 중에 측정된 실내외 PM10-2.5 

농도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전후에 관측된 PM10의 

대부분은 PM10-2.5 농도로 일반적인 황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날 대기의 PM10-2.5 농도는 최고 

시간당 325 μg/m3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황사가 시

작되어 끝나는 동안 전체적으로 실내 PM10-2.5 농도

는 대기 농도에 비해 매우 낮았다. 황사가 가장 심

했던 4월 6일 18시에도 실내 PM10-2.5는 15 μg/m3로 

실외 대비 5%에 불과하였다. 특히 거주자들이 집을 

장시간 비웠던 둘째 날 12~24시까지 PM10-2.5는 0 μ
g/m3에 가까웠다. 잠시 거주자가 출입했던 15시에 

소폭 증가했던 농도도 1시간 이내에 0에 수렴하였

다. 즉, 2.5~10 μm 크기 입자의 경우 실외 입자들의 

실내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으며, 발생한 입자도 금

방 제거된다. 이것은 이 영역대의 입자들의 관성이 

크기 때문에 실내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

거되고, 실내로 유입된 먼지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 

금방 침착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 재실자의 활동이 많았던 셋째 날의 데이터

를 통해서 실내 PM10-2.5 농도가 재실자의 실내활동

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내 미세먼지가 

없었던 둘째날에 비해, 셋째 날에는 실내활동이 있

는 시간 대에 시간당 PM10-2.5 농도가 5~10 μg/m3로 

유지되었다. 한편, 첫째 날 오후의 시간당 PM10-2.5 
농도는 10~16 μg/m3로 일반적인 실내활동이 있을 

때보다 소폭 높았다. 당시 강풍이 불어 베란다 창문

이 세게 흔들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 

틈이 벌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외기가 여과없이 집으

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내 PM10-2.5의 

원인은 주로 자연환기에 의한 실내 유입이거나 사

람활동에 의한 내부 발생이며, 창과 문이 닫힌 상태

에서 침기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림 4는 시험기간 중의 실내외 PM2.5 변동을 나

타낸 것이다. 직경 2.5 μm 이하의 입자들은 첫째 

날 황사가 발생한 시간대에 질량농도가 50 μg/m3까

지 상승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시험기간에 발생한 

황사에 초미세먼지도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

다. 실내의 PM2.5는 대기 PM2.5의 추이에 따라 함께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작은 먼지

의 경우 큰 먼지에 비해 실외로부터 실내 유입이 실

Fig. 3. The time-series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PM10-2.5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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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미세먼지 농도의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초미세먼지 입자 크기가 작아서 침기 과정에서 

문틈이나 창틈 등에서 모두 제거되지 않고, 상당부

분 통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실자가 주로 외출해 있던 둘째 날에는 실내 

PM2.5 농도가 약 7 μg/m3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

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기 PM2.5 농도가 

비교적 일정하여 침기에 의한 실내외 공기 교환이 

일어나는 중에 평형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 8일 새벽에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의 상

승과 달리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외부 풍속이 낮아져서 침기량이 감소하며 새로 유

입되는 입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력에 의해 일

부 먼지가 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 다시 농

도가 일정한 구간이 등장하는 것은, 2.5 μm보다 작

은 입자들 중 중력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입자들만 

남아 부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내 PM2.5 농도의 변동에는 자연환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 재실자들이 자연환기를 하자 실내 미세

먼지 농도가 실외 미세먼지 농도에 가깝게 증가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초미세먼지는 실내에서 중력

에 의해 제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침

기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한다. 측정 기간 중간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청정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4. 대기 바람 속도에 따른 실외/실내 

미세먼지 농도비 변화 

4.1 재실자 활동이 없을 때 미세먼지 실내유입 

특성

실내외 농도비는 여러 연구에서 실외 미세먼지의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활용되어 왔다(Back et al., 2015). 전체 측정기간 동

안 재실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기에 의한 대기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영향과 사람 움직임이나 조

리, 흡연 등 사람 활동에 의한 미세먼지의 실내 발

생이 모두 반영된 농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Kang 
et al., 2015). 반면, 재실자의 활동이 없는 외출이나 

취침 기간에는 주택의 침기에 의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변화 특성을 따로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a)는 재실자가 취침하거나 외출하여 주택 

내 인위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 시평균 값을 분류하

여 외기 풍속에 따른 실내외 농도비를 나타낸 것으

로 바깥의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상황에서 재실자의 

활동이 없는 경우이다. 미세먼지를 크기별로 분석해

보면, 실내 PM10-2.5 농도는 대기에 비해 매우 낮았는

데, 외기 풍속이 5 m/s로 바람이 강할 때에도 PM10-2.5 
농도는 실외대비 7% 이하였다. 

PM2.5의 실내외 농도비는 풍속대에 따라 조금씩 

Fig. 4. The time-series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PM2.5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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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기의 풍속이 약 2 m/s 이하

로 낮아 침기에 의한 공기 실내 유출입이 거의 없을 

때 실내 초미세먼지의 절대 농도는 약간 감소하다

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외기 풍속이 낮은 조건에

서는 대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실내외 

농도비가 작아지고, 대기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

면 대기 농도 대비 실내 농도는 높게 나타난다. 그

림 5(a)에서 바람이 약할 때의 초미세먼지 실내외 

농도비가 낮은 이유는 측정 기간 중 대기의 풍속이 

약할 때, 주로 대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지되거

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반면 외기 속도 3 m/s 이상 구간에서는 대기의 초

미세먼지 농도가 변화함에 따라 실내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따라서 움직였다. 시험주택에서의 실내 초미

세먼지 농도는 대기의 풍속이 3~6 m/s일 때 대기 농

도의 약 66%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평소보다 초미

세먼지의 절대 농도가 높다고 해서 실외 초미세먼

지가 실내로 유입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6 m/s 이상의 강한 풍속 조건에서는 실외 

초미세먼지의 실내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강풍으로 인해 창 틈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외부의 미세먼지가 창 틈에서 제거되지 않고 일부 

침기와 함께 그대로 실내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

된다.

4.2 재실자에 의한 활동이 있을 때의 실내 미세

먼지 특성

그림 5(b)는 실내에서 거주자의 활동이 있을 때의 

대기 농도 대비 실내 농도비를 1시간 평균값으로 나

타낸 것으로, 공기청정기 가동의 영향을 받은 데이

터들은 제외하고 재실자의 행동이 포함된 데이터들

만 나타냈다. 
재실자가 없는 외출이나 취침 기간과 비교하여 

재실자 활동이 있는 경우, PM10-2.5의 실내 농도의 비

율이 대기 농도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M10-2.5의 실내외 농도비는 재실자 

활동이 없을 때 대략 7% 이하였으나, 재실자 활동

이 있을 때는 57%까지 상승했다. 측정이 이루어지

는 기간의 PM10-2.5의 주된 발생원은 자연환기와 재

실자의 움직임이었다. 
PM2.5의 경우 재실자의 움직임과 같은 활동의 영

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주로 대기 초미세먼지

의 침기에 의한 실내 농도 변화와 자연환기에 의한 

실내 유입의 영향이 컸다. 자연환기가 이루어진 동안 

초미세먼지의 실내외 시간평균 농도비는 77~139%로 

높았다. 4월 8일 13~14시의 경우 자연환기 후 실내

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아졌는데, 환기 

후 실내 농도는 천천히 떨어지는 반면, 실외 초미세

먼지 농도는 급하게 떨어진 경우였다. 즉, 대기의 농

도가 낮아지면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닫고 있

는 것보다 초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다. 

(a) (b)

Fig. 5. Indoor-outdoor ratio (I/O ratio) of the PM2.5 and the PM10-2.5 corresponding to wind speed without an 
indoor activity by the residents (a) and with on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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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주택으로서 3인 가구가 거주하는 공급면적 117.69 m2

의 일반형 아파트를 측정 주택으로 선정하여 실증 

측정을 진행하였다. 황사 발생이 포함된 3일 측정기

간 동안 미세먼지 변화 특성을 관찰하여 분석하였

다. 관측된 미세먼지(PM10)를 상대적으로 큰 먼지

(PM10-2.5)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누어 대기와 실내

의 먼지의 농도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재실자의 활동이 없는 외출이나 취

침 기간에는 주택의 침기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중 상대적으로 큰 PM10-2.5 크기 입자는 외

기의 풍속이 5 m/s까지 증가하여 침기량이 증가해

도 대기 농도 대비 실내 농도비가 7% 이하인 반면, 
PM2.5의 경우 외기 속도가 5 m/s까지 증가하면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황사가 심한 대기 상태에도 

본 연구의 측정 주택의 경우 실내 PM10-2.5는 시평균 

15 μg/m3로 대기 농도의 5% 수준으로 일상 조건과 

비슷했다. 
재실자의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중 초

미세먼지를 제외한 상대적으로 큰 먼지는 자연환기

와 실내 사람의 움직임과 같은 행동 영향이 지배적

이었다. 실내 PM10-2.5 농도는 대기 농도가 낮은 경우

에는 대기 농도의 약 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

다. 재실자의 활동 중, 초미세먼지의 발생이 클 것으

로 예상되는 굽기나 튀기기가 포함된 조리나 실내 

흡연이 없었기 때문에, 재실자가 없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초미세먼지는 실내 농도가 실외 농도의 추

이에 따라 함께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부공기

가 침기에 의해 창틈, 문틈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는 약 30~40% 정도가 제거되고 실내로 

많은 비율이 유입되기 때문에 실외 초미세먼지의 

실내에 대한 영향이 컸다.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측정이 이루어진 대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 지어진 기밀 성능이 

높은 신축 아파트나 침기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는 다른 특성이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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