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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AL ABSTRACT

ABSTRACT

Objectives: Indoor air qual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aspeople spend most of their times indoors. Since

students spend most of their times at home or at school, they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indoor air

pollutants. Ventilation in school classrooms can affect health and learning performance. In this study, ventilation

deficiency was evaluated in school classrooms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s: This study used sensor-based monitoring for six months to measure carbon dioxide (CO2)

concentrations in classroom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volume of the classroom and the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Daegu Catholic University, Hayang-Ro 13-13, Hayang-Eup,

Gyeongsan-si, Gyeongbuk 38430, Rep. of Korea, Tel: +82-53-850-3739, E-mail: whyang@cu.ac.kr

Received: 17 September 2020, Revised: 15 October 2020, Accepted: 16 October 2020

원 저 Original articles

http://orcid.org/0000-0002-6943-6852
http://orcid.org/0000-0002-9181-6739
http://orcid.org/0000-0003-1137-7316
http://orcid.org/0000-0002-7294-9579
http://orcid.org/0000-0003-2565-1814
http://orcid.org/0000-0002-7747-6387
http://orcid.org/0000-0001-5813-2055
http://orcid.org/0000-0003-2776-5989


628 최영태 · 박진현 · 김은채 · 류현수 · 김동준 · 민기홍 · 정다영 · 우병렬 · 조만수 · 양원호

J Environ Health Sci 2020; 46(6): 627-635 http://www.kseh.org/

number of students were investigated, and the students’ body surface area was used to calculate the CO2

emission rate. The distribution of ventilation rates was estimated by measured CO2 concentration and a mass-

balance model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average CO2 concentrations exceeded 1000 ppm,

indicating that the ventilation rates were insufficient. The ventilation rates were deficient from July to August

and in December, but showed relatively high ventilation rates in October. Forty-three percent of elementary

schools, 56% of middle schools, and 62% of high schools showed insufficient ventilation rates.

Conclusions: The ventilation rates calculat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found to be quite

insufficient. Therefore, proper management is needed to overcome the lack of ventilation and improve air quality.

Key words: School, carbon dioxide, ventilation rate, Monte Carlo simulation

I. 서 론

현대인들은 하루 중 87.5%를 실내에서 보내기 때

문에 대부분의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은 실내공

기질의 영향을 받는다.1) 또한 실내공기는 한 공간

내에서 오염된 공기가 외기로 배출되지 않으면 오염

된 공기가 내부순환하면서 오염도가 누적되어 실외

공기오염물질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2)

특히 동일한 장소의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주택이나 사무실, 학교 교실 등과 같은 특정 시설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내 공기오염물질에 대

한 노출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코로나19 바이

러스 전염 등과 같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지속적

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전략 중 하나로

환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오

염물질을 제거하고 감소시킴으로써 실내공기질을 개

선시킬 수 있다.3) 환기는 온도와 압력 차이에 의한

자연환기와 동력을 이용하여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적 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환

기는 창문의 개폐여부, 계절적 특성, 날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기계적 환기에 비해 변동

이 크고 환기량 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기계

적 환기는 임의로 환기장치를 조절하여 환기량을 조

절할 수 있지만 주택과 학교와 같은 일반적인 실내

에서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 소음,

시설 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공기를 접하고자 하

는 욕구가 있으며, Ring 등(2008)에 따르면 창문을

통해 환기할 경우 쾌적하지 않은 외부 공기가 유입

되더라도 실내공기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4) 하지만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배

출되지 않는 등 환기상태가 불량할 경우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해 사람의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또한, 실내에서 환기가

부족할 경우 실내 거주자들에게 불쾌감과 졸음을 유

발하거나, 두통과 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기

에 관리가 필요하다.

실내공기질에 노출되는 인구 중 보건학적으로 중

요한 집단으로 성장기의 학생이 있다. 한국의 학생

들은 하루 중 대부분을 주택과 학교 내에서 생활하

기 때문에 주택과 학교 실내 공기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6) 성장기의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체중에 비해 호흡량이 높고 신장이 낮아 공기보다

무거운 공기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7) 따라

서 학생들이 재실하는 교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

해 전국에서 공기청정기의 설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

지만,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CO2)를 제

어하지 못하며, 미세먼지 제어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교 교실의 CO2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름과 겨울의 경우 냉·난방 시설 이용으로 인

해 창문을 닫은 밀폐상태가 되어 CO2는 평소의 2배

이상의 농도로 상승할 수 있으며,8)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창문을 밀폐하여 CO2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9) 환기가 부족한 교실의 CO2 농도는

4,000 ppm을 초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주의집중

력을 방해하여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10) 또

한, CO2 농도가 증가하면 아침을 먹지 않았을 때 나

타나는 주의력 감소 효과와 유사하게 5%의 주의력

감소를 보였다.11)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6개월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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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CO2 농도를 몬테카를로 모의실험(Monte-Carlo

Simulation, MCS)에 적용하여 학급별 환기량을 예

측하였다. 그리고, 학교 교실의 부족한 환기를 개선

하기 위한 교실 내 활발한 환기 및 CO2 농도 관리

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학교의 특성

본 연구는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개

월 동안 D광역시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내 CO2 농도와 온도를 측정하였다. 15개교의 학교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5개의 학

교씩 측정하였다. 초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 교실,

중학교는 여학생 교실 2곳과 남녀공학 교실 3곳을

고등학교는 남학생 교실 3곳, 남녀공학 교실 2곳을

측정하였다. 학급에는 CO2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학급내의 요인들을 파

악하기 위하여 교실의 체적, 재실인원, 남녀 비율,

창문의 개수 및 유형, 교실의 층수를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작성하였다. 실제

학생들이 재실하는 시간을 고려하기 위해 학교별 방

학기간, 주말 및 공휴일 등 학생들이 재실하지 않은

빈 교실의 측정값을 제외하였다. 학급별 측정시간은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는 오전 8시~오후

3시, 중학교는 오전 8시~오후 5시, 고등학교는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의 IRB (CUIRB-2019-0044)

승인을 받았다.

2. 학급별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추정 및 센서를

이용한 측정

6개월간의 CO2 연속측정을 위하여 측정기기는 센

서 기반의 측정기(IAQ Station-T2 LTE, K-weather)

를 이용하였다. 측정기기의 CO2 센서 모듈은 S-300-

3V으로 측정범위는 0~10,000 ppm, 측정방식은 비분

산적외선방식(NDIR) 이었다. 측정 간격은 1분 단위

로 CO2를 측정하였으며, 설치 위치는 교실의 앞쪽

또는 뒤쪽 중앙 벽면의 천장 아래 30~50 cm 부근에

설치하였다. 실외의 CO2 농도는 기상청에서 제공하

는 CO2 평균농도인 407 ppm을 적용하였다.12)

CO2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표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학생들의 신장과 몸무게를 비대면 설

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체표면적 계산식은 Lee

(2008)의 모델을 이용하였으며,13) Lee(2008) 모델은

다른 계산식들에 비해 어린이 체표면적 기준 오차

값이 적고 한국 어린이 예측에 용이하기에 적절할

수 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14)

BSA=0.007331*Wt0.425*Ht0.725 (1)

여기서, BSA: Body surface area (m2), Wt: Weight

(kg), Ht: Height (cm)

CO2 발생량 추정식은 David(2002)의 남학생과 여

학생의 호흡량을 구하는 계산식을 이용하여 예측하

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15)

(2)

(3)

(4)

여기서, VCO2
=carbon dioxide generation (L/hr), a =

pupil age (years), m=metabolic rate (W/m²) of the

standard adult, tr =temperature (oC), 식 (2)는 남학생,

식 (3)은 여학생의 CO2 발생량을 구하는 식이며, 식

(4)는 k값을 나타낸다.

3.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을 이용한 환기량 산출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은 정의된 확률분포에서 임의

의 수를 반복대입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계산

알고리즘이다.16) 또한, 단순성과 일반적인 적용 가능

성으로 유용한 접근 방식 중 하나로 효율적인 계산

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모의실험

을 이용하여 6개월간 측정한 초·중·고등학교의 CO2

의 농도와 발생량을 이용하여 환기량을 1,000,000번

의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Risk (Palisade

Co,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학교의 특성

학급별 교실의 평균 체적은 초등학교는 약 168.9

m3, 중학교는 약 167.6 m3, 고등학교는 약 167.0 m3

V
CO

2

0.78 a 5–( )– 53+

40
--------------------------------------------k=

V
CO

2

1.1 a 5–( )– 51.6+

40
----------------------------------------------k=

k 0.148BSAm
273 t

r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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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전체 교실의 평균 체적은 대략 167.85 m3

로 학급별 교실 체적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학교들의 재실 학생 수는 15~34명 이

었으며, 초등학교는 약 23명, 중학교는 약 25명, 고

등학교는 약 27명이었고 전체 교실의 평균 재실인

원은 약 25명이었다. 창문의 개수 및 유형은 모두

미닫이였으며 창문의 개수는 평균 6개로 실외 측 4

개의 창문 복도 측 2개의 창문이 대부분 이었다. 교

실의 층수는 1~4층이었으며 초등학교 평균 4층, 중

학교 3층, 고등학교 2층 그리고 전체 교실의 평균

층수는 평균 3층이었다. 학급별 교실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학급별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추정 및 센서를

이용한 측정

각 학급별 CO2 발생량 추정을 위해 비대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급의 남녀 평균 체표면

적은 1.57 m2이었으며 초등학교는 1.44 m2, 중학교는

1.56 m2, 고등학교는 1.77 m2로 체표면적은 학급별로

증가하였고 성별에 따른 체표면적 결과 또한 같았

다. 1인당 CO2 발생량의 경우 표준상태의 온도 25oC

를 가정하였을 때 전체 학급의 남녀 평균 CO2 발생

량은 19.91 L/hr이었으며 초등학교는 18.67 L/hr, 중

학교는 19.18 L/hr, 고등학교는 21.89 L/hr이었다. 성

별에 따른 CO2 발생량은 고등학교의 여학생을 제외

하고 모두 학급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량 또한 증가

하였다. Table 2에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 체표면적

결과를 나타내었다.

6개월간의 CO2 농도 평균값을 학급별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초등학교는 약 1,275 ppm, 중학교는 약

1,535 ppm, 고등학교는 약 1,657 ppm을 나타냈으며,

모두 학교보건법 기준농도인 1,000 ppm을 초과하였

다. 10월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가장 낮

은 농도를 보였으나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

Table 1. Characteristics of school classrooms and the number of students in this study

Grade
Volume

(m3)

No.* of student No. of

window

No. of

floorsMale/ (%) Female/ (%)

Elementary 168.9
23

7.2 3.8
12/ (52%) 11/ (48%)

Middle 167.6
25

6.4 2.8
6/ (24%) 19/ (76%)

High 167.0
27

6.4 2
20/ (74%) 7/ (26%)

Average 167.8
25

6.7 2.8
13/ (52%) 12/ (48%)

*Number

Table 2. Estimation of carbon dioxide generation using body surface area by questionnaire

Grade
Body surface area (m2) Carbon dioxide generation per person (L/hr)

Male (m2) Female (m2) Male (L/hr) Female (L/hr)

Elementary
1.44 18.67

1.45 1.44 19.42 17.86

Middle
1.56 19.18

1.61 1.53 21.17 18.25

High
1.77 21.89

1.84 1.59 23.16 17.75

Average
1.57 19.91

1.64 1.50 21.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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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는 CO2 농도가 1,000 ppm을 초과함을 보였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12월에 가장 높은 농도를, 중학

교는 8월, 고등학교는 7월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

였다. 월별에 따른 CO2 평균 농도를 Table 3에 나

타내었다.

각 학교의 교실 별 학생들의 체표면적과 남녀 성

비, 온도를 이용하여 CO2 발생량을 계산하였다. 초

등학교의 평균 CO2 발생량은 약 116 cm3/sec이었고,

중학교는 약 136 cm3/sec, 고등학교는 약 154 cm3/

sec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 평균값은 약 135 cm3/

sec으로 나타났다. CO2 발생량은 교실에 재실하는

학생들의 신체적 특성과 성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며, 해당 공간의 온도 차이로 변화한다. 하지만 교

실 내 온도는 비교적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월별에

따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월별에 따른 CO2

평균 발생량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3.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을 이용한 환기량 산출

초·중·고등학교 학급별 6개월의 평균 CO2 농도와

발생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에

적용하여 예측 환기량을 산출하였다. 학급별 평균 예

측 환기량은 초등학교가 약 613.19 m3/h의 환기량을

보이며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약 583.04 m3/h, 고등

학교는 약 560.48 m3/h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 학급별 표준편차는 각각

348.49, 363.23, 295.98로 나타났다. Table 5에 몬테

카를로 모의실험을 통한 학급별 환기량을 나타내었다.

환기 부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약 43.4%의 확률

로 환기가 부족할 가능성을 보였으며 중학교는 약

56.5%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약 62.8%의 확률로 환

기가 부족할 가능성을 보였다. Fig. 1에 몬테카를로 모

의실험을 통한 초·중·고등학교의 환기량을 예측하였다.

Table 3.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of classrooms in school according to season

Grade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ppm)

Jul Aug Sep Oct Nov Dec

Mean±S.D.†

Elementary 1361±423 1264±460 1203±459 0924±235 1287±363 1711±385

Middle 1680±604 2023±692 1743±786 1086±423 1382±513 1654±599

High 2246±879 2181±628 1826±723 1187±381 1493±437 1605±448

Average 1746±742 2009±694 1592±724 1068±372 1387±449 1654±496
†Standard deviation

Table 4. Carbon dioxide generation of students according to season

Grade

Carbon dioxide generation (cm3/sec)

Jul Aug Sep Oct Nov Dec

Mean±S.D.†

Elementary 116±25 114±26 117±23 115±23 115±22 118±20

Middle 135±24 137±24 137±23 136±23 134±23 134±23

High 154±15 156±15 155±15 154±15 152±15 152±14

Average 134±27 144±25 136±26 135±26 134±25 135±24
†Standard deviation

Table 5. Estimation of ventilation rates (m3/h) by using of monte-carlo simulation

Grade Mean S.D. Median Min Max

Elementary 613.19 348.49 533.02 37.10 6,634.40

Middle 583.04 363.23 495.32 31.62 9,479.24

High 560.48 295.98 495.57 47.56 4,828.37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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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on of ventilation rate in classrooms by using of monte-carl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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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학급별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기 위해

15개의 학교의 CO2 농도를 6개월 동안 측정하였다.

환기량을 산출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을 진

행하였으며 학급별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였다. 학교

보건법에서 권고하는 1인 환기량은 환기의 조절기준

인 창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시간당 1인 환기량이 21.6 m3/h 이

상이 되어야 한다.17) 이것은 25명의 학생들이 재실하

는 교실의 경우 약 540 m3/h 이상의 환기량이 충족

되어야 한다. 조사된 5개 교실의 초등학교 평균 재

실학생은 약 23(22.6)명으로 교실에 약 496.8(488)

m3/h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학교는 약

25(25.2)명으로 약 540(544) m3/h 이상의 환기가, 그

리고 고등학교는 약 27(27)명이므로 약 583(583) m3/

h 이상의 환기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

등학교로 갈수록 필요 환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며 환기의 부족 또한 높아짐을 나타내었다.

학급별 CO2 농도와 CO2 발생량을 비교하여 보면

CO2 농도는 초등학교는 약 1,275 ppm, 중학교는 약

1,535 ppm, 고등학교는 약 1,657 ppm이었고, CO2 발

생량은 초등학교는 약 116 cm3/sec, 중학교는 약 136

cm3/sec, 고등학교는 약 154 cm3/sec이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CO2 농도와 발생량이 증가함을 보였으

며, 환기량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족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이러한 학급별 CO2 농도 차이에는 다

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는데, 교실에 재실하는 학생 수

의 차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체표면적 또

한 높아져 CO2 발생량이 높아지는 원인, 환기가 부

족한 학교 교실에 오랜 시간 재실하는 경우 CO2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 등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로 갈수록 재실인원이 증가하였고 학생들의 발생량

이 증가해 더 활발한 환기가 필요함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필요 환기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계절적

인 특성으로 인한 환기량의 차이도 보였는데 온도가

비교적 쾌적한 10월의 경우 낮은 CO2 농도와 높은

환기량을 보이는 반면 여름과 겨울 같은 특정 계절

의 경우 CO2 농도가 높고 환기량이 낮게 나타났다.18)

가을과 달리 여름과 겨울의 경우 냉·난방 시설의 이

용이 증가하였고 온도 유지를 위해 창문을 밀폐하여

환기량이 낮아졌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건물의 보

온유지는 실내 CO2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

기교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교육부의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교실의 자연환기는 1,000 ppm 이하를

유지하고 기계식 환기설비가 비치된 경우 1,500 pp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실의 환기상

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연 1회 이상

을 권고하고 있지만,20) 점검일자가 환기가 활발한 계

절에서 진행된다면 판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특정 계절에 점검하여 나타나는 오류를 감안하

기 위해 점검횟수 조정이나 점검일자를 통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 환기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창문을

통한 환기가 있는데 환기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는

교실의 실내 CO2 농도는 개선될 수 있지만 지속해

서 창문을 개방하는 것은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이

불가피하다. 또한, 교실 내 CO2 농도를 제어하기 위

해 개선방안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교실의 학생 수

를 줄이거나 환기횟수를 대략 2배 이상 증가하는 방

법 등을 시도하였지만 냉·난방 시설 사용이나 환기

가 불가피한 상황 등 환기를 시행하기에 힘든 요인

을 주는 요소들로 인하여 CO2 농도제어에 적합하지

못하였다.21) 교실 내 CO2 농도 상승과 환기량 부족

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창문을 통한 환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인 현재 학교는 환

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환기를 원활히 진

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기가 활발히 진행되면 코로

나 바이러스는 줄어들 수 있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특정 시설의 경우 살균

시스템을 구축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안 혹은 실

내에서 CO2를 제어하는 방법 개선이나 외부의 쾌적

한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는 공기순환기 등 다른 대

체 시스템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D광역시의 15개교의 학교 교실을

초·중·고등학교 3학급으로 구분하여 몬테카를로 모

의실험을 통하여 환기량을 산출하였다. 측정값의 신

뢰도를 위해 교실 내 학생들의 재실하지 않는 시간

인 방학기간,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하였지만 지

역적 특성,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 등 추가적인 요

소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각 학교 교실에 재실하는 학생들의 체표면

적과 CO2 발생량을 이용하여 초·중·고등학교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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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필요 환기량과 환기량이 부족할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광역시의 15개교 학교 교실을 대

상으로 CO2를 측정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필요 환기

량을 산출하였다. 초·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환기량

이 줄어들고 필요 환기량이 상승함을 보였으며, 중·

고등학교에서는 환기량 부족이 50% 이상을 초과함

을 나타내었다.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

들의 학습능력과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학교 교실의 CO2 농도를 제어하고 환기를 효

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정기능을 포함한 기

계식 환기설비나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순환기 등

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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