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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ulate matter made from daily cooking at a Korean residential apartment house with three 
dwellers had been investigated for about 3 months. All data were recorded by an optical particle counter every minute 
at the kitchen. Types of cooking such as boiling, frying, and grilling that performed in the house were listed. Boiling 
only was used in 32% cases among total 234 meals. Frying and grilling were 14% and 11%, respectively. From an 
initial indoor particulate matter smaller than 10 μm in diameter, the increases due to cooking are reported by size. In 
case of boiling, PM at 1-10 μm size and under 1 μm size little increased. Normally, particles from oil or combustion 
in a process of frying or grilling increased indoor PM. In a case of grilling, particle mass concentration in a region of 
1–10 μm in diameter increased as much as 295 μg/m3. Mass concentration of particles smaller than 1 μm increased 
as much as 33 μ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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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세계적으로 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017
년을 기준으로 하여 490만명이며 그 중 458만명이 

2.5 μm 이하의 직경을 가진 미세먼지(PM2.5)에 대

한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GBD 2017 Risk 
Factor Collaborators, 2018). 한국 사람들은 하루 중 

21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고, 그 중 주택에 체

류하는 시간은 15-17시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Yoon et al., 2017). 주택 내 미세먼지의 농도는 실

외에서 침기에 의해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내부에

서 실내 활동에서 의해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더해

져 결정된다. 창과 문이 잘 닫혀있는 상태라도 대

기 PM2.5는 외기 풍속에 따라 40-70% 범위에서 실

내로 유입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Joo and Ji, 
2019). 실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실내 미세먼

지의 주요 원인으로 사람의 활동과 크게 관계가 

없다. 반면 흡연, 조리, 청소, 사람의 움직임 등은 

사람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실내 미세먼지를 증가

시킬 수 있다. 이 중 조리는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고농도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인체 영향

이 염려되는 실내 활동이다. 조리 과정 중에 발생

하는 PM2.5에 대한 노출로 사망하는 사람은 164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GBD 2017 Risk Factor 
Collaborators, 2018).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는 다

양하게 진행되었다. Li et al. (1993)은 대만의 22.5 m3 

공동주택에서 스크램블 에그, 닭튀김, 스프를 조리했을 

때 발생되는 입자의 크기분포 및 시간에 따른 농도변

화를 조사했다. Buonanno et al. (2009)은 실험실에서 

조리재료와 조리법에 따른 발생입자의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해 여러가지 재료를 굽거나 기름에 튀겨서 

발생되는 입자의 입경분포를 보고하였다. He et al. 
(2004)은 호주의 주거용 주택 14채에서 48시간 동

안 실내 미세먼지를 관측하여 볶음, 구이, 가스 스

토브 사용 등에 의해 증가되는 농도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의 연구결과는 국내와 조리방법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의 조리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조리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먼

지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실제 일상생

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조리가 실내 공기질에 미

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평가한 경우를 찾기 어려

웠다.
본 연구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의 크기분포 특성을 국내 아파트에서 측정하였다. 
3인 가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3달 동안 미세먼

지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인 가구의 식사종류를 

‘끓이기’, ‘볶기’, ‘굽기’, 혹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

지 않고 조리를 했거나 식사를 거른 경우로 구분

했고, 조리가 발생하는 빈도와 각 조리사례들로 인

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된 정도를 정량적으

로 제시하였다. 일부 조리사례에 대해서는 상세하

게 입경분포를 분석하여 조리사례별 특성을 확인

하였다. 조리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

된 경우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미세먼지 실내

농도의 변화를 미세먼지의 크기 범위를 나누어 노

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리와 환기를 비롯해 주

택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는 거주자들이 분 

단위로 기록하였고, 조리 종류와 조리를 할 때 가

스 레인지를 사용한 시점과 종료한 시점을 모두 

기록지에 적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실험 방법 

실내 미세먼지의 측정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2004년 완공된 아파트에서 진행되었다. 측정 세대

는 3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20층 아파트의 20층에 

거주하며 주택의 전용면적은 84.9 m2이다.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거실과 주방의 면적은 40.3 m2이

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로 국내 가장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유형의 주택이며, 면적 역시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면적대이다(Joo and Ji, 2019). 주택의 구

조와 측정 장치의 위치는 그림 1에 나타냈다. 측정

은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 10월 1일부터 21
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미세먼지의 농

도와 크기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OPC 
(Optical particle counter, Model 11A, Grimm, Germany)
를 이용하여 1분 단위로 미세먼지를 연속 측정하

였다. 주방에서 재실자가 식탁에 앉았을 때의 호흡

기 높이를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약 1.0 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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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세먼지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레인지 후드

의 풍량은 총 4단계로 조절 가능했다. 레인지 후드

의 정격풍량은 4단으로 11.3 m3/min이었지만, 풍속

계(VelociCalc air velocity meter, Model 9515, TSI, 
USA)를 이용한 간이 측정 결과, 설치된 주방 후드

의 실제 풍량은 정격 풍량에 비해 40% 이하였다. 
이것은 레인지 후드가 실제 주택에 설치되었을 때,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압력손실

이 걸리며 팬모터의 성능이 감소하여 풍량이 감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레인지 후드는 보통 수동으로 

2단이나 3단의 풍량을 지정하여 운전하다가 가스 

레인지 사용을 종료하면서 자동 모드로 바꾸었다. 
자동 모드는 주로 2단 풍량으로 운전되었고 5분에

서 15분 정도 작동하다가 멈추었다. 2단의 경우 정

격 풍량의 약 20% 수준이었다. 4단 풍량은 소음과 

진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침기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측정 결과 분석에 사용했던 외기 풍속은 대상

주택으로부터 약 12 km 떨어진 수원 기상대의 값

을 참고했다.

Figure 1. A project of an apartment house where 
indoor particulate matter had been 
observed and an arrangement of the 
optical particle counter and the other 
appliances.

3. 결과 및 고찰

3.1. 3인 가구에서의 조리 특성

3인 가구에서 78일 간 관측된 조리사례를 통계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냈다. 아침, 점심, 저녁

으로 하루에 3번 식사를 했다고 할 때, 가스 레인

지 사용을 기준으로 조리 종류를 나누어 각각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가스 레

인지를 사용하지 않은 조리, ‘끓이기’, ‘볶기’, ‘굽
기’로 구분하였는데,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끓
이기’와 ‘볶기’, ‘굽기’를 모두 사용하여 조리한 경

우 ‘굽기’로 나타냈다. 미세먼지의 발생량과 크기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의 조리법 중 ‘굽기’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마찬가

지 이유로 ‘볶기’와 ‘끓이기’를 통해 조리한 경우

는 ‘볶기’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 하루 3번 식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78일 간 총 234번의 식사가 가능

했다. 이 중 32%의 조리방법은 ‘끓이기’였다. 식사

를 위한 ‘끓이기’는 면류를 삶을 때, 야채를 데칠 

때, 국, 찌개, 죽을 끓일 때, 고구마나 계란을 삶을 

때,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일 때, 식은 음식을 데

울 때 등에 관측됐다. 나머지 조리 방법 중 ‘볶기’
는 14%, ‘굽기’가 11%였다. ‘볶기’로는 새우볶음밥, 
돼지고기김치볶음, 동그랑땡, 스크럼블에그, 스팸야

채볶음 등의 조리가 관측됐다. 북어국의 경우는 조

리 시 북어를 끓이기 전에 참기름에 미리 볶았다

는 기록이 있어 ‘끓이기’가 아닌 ‘볶기’에 포함시

켰다. ‘구이’로는 갈치구이, 돼지목살구이, 햄구이 

등의 조리가 포함되었다. 나머지 경우는 식사를 거

르거나, 조리에 가스 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로 약 43%였다. 주먹밥 같이 가스 레인지가 필요 

없는 조리를 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해둔 음식을 전

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배달음식을 이용하거나 

외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3.2. 조리로 인한 주택 내 미세먼지의 크기 분포 특성

가스 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고 조리를 하거나 식

사를 거른 경우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이 없

었기 때문에, 나머지 ‘끓이기’, ‘볶기’, ‘굽기’ 등의 

조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증가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재실자는 분석한 모든 조리사례에서 

레인지 후드를 사용했다. 조리사례의 상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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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of occurrence according to types of 
cooking when preparing a meal during 78 days. 

표 2에 표시했다. 미세먼지를 발생원에 따라 분석하

기 위해 1-10 μm 크기의 미세먼지(PM10-1)와 1 μm 

이하 크기의 입자(PM1)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OPC

로 기름 입자의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경우 크기분

포의 추정에 주의해야 한다. OPC의 크기분포의 원

시자료는 표준입자인 Polystyrene latex sphere (PSL)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되는 입

자의 광학적 특성이 PSL 입자의 크기와 같으면 실

제로는 크기가 다르더라도 같은 직경으로 인식한다. 
즉, OPC에 측정되는 물질은 광학적 특성에 따라, 물

리적인 기하학적 크기나 공기역학경과 다른 크기로 

인식될 수 있다. Sang-Nourpor and Olfert (2019)는 

OPC와 공기역학 에어로졸 분류기(Aerodynamic aerosol 
classifier, AAC)를 사용하여 시험입자의 광학등가입

경과 공기역학경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는데, 기름 입

자의 경우 OPC에 의해 측정된 광학등가입경이 실제 

기름 입자의 공기역학경에 비해 작게 측정되었다. 
즉, 실내에서 OPC를 사용한 입자의 주성분이 주방

에서 생성된 기름인 경우 측정 결과는 실제 무게농

도의 크기분포를 추정하는 공기역학경과 다르기 때

문에 결과가 다소 왜곡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는 측정 입자의 크기를 광학등가입경으로 표현

하였다.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하게 유지되던 실내 미세

먼지 농도는 조리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순간 

급격히 증가하였고, 조리가 끝나는 순간 거의 최대 농

도를 형성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 때, 조리 시작 후 측정된 최대 농도와 조리 시작 

전 배경 농도의 차이를 실내 미세먼지의 최대 증가량

으로 나타냈다. 그림 2는 ‘끓이기’, ‘볶기’, ‘굽기’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미세먼

Table 2. Detail information of cook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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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creases in indoor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according to types of 

cooking (a), and the detailed distribution of frying and grilling in a 

logarithmic sca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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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크기 범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농도까지 상승했던 조리 방법은 ‘굽기’

였다. 돼지목살을 구울 때 실내 PM10-1과 PM1의 

최대 농도 증가량은 각각 286, 33 μg/m3 였다. ‘볶

기’ 조리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는 돼지김치볶음으로 PM10-1과 PM1이 각각 73, 
17 μg/m3만큼 증가했다. 무게농도 기준으로 조리과

정에서 PM10-1이 PM1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굽기’

와 ‘볶기’ 중에 미세먼지가 기름 입자로부터 다량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굽기’나 ‘볶기’로 인

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증가량은 동일한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다양한데, 이것은 재료의 양과 재료

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이나 볶는 조리에서 사용하

는 식용유의 양, 조리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보인다. ‘끓이기’로 인한 미세먼지의 실내 무

게농도 증가는 거의 없었다. PM10-1이 일부 증가한 

것은, 입경분포 분석 결과 조리 과정에서 재실자의 

움직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측

정기 주위에서 재실자가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농

도가 변한 것이 분석 결과에 나타났다. 누룽지와 

떡볶이를 조리할 때도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크지 

않았는데, 누룽지를 조리할 때는 압력밥솥에서 밥

을 바삭하게 만든 후에 물을 붓고 끓였다. 중간에 

밥을 가열하는 과정이 있지만 조리 중에 밥이 타

지 않도록 조심했다. 떡볶이를 조리할 때도 떡을 

기름에 튀기지 않았고 재료를 기름에 볶는 대신 

국물에 끓여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낮은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림 3은 각각 ‘끓이기’, ‘볶기’, ‘굽기’ 조리에 

의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상승 전후의 크기 분

포를 광학등가입경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조리 

전의 미세먼지의 입경분포와 조리가 진행된 후 미

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시점의 입자의 크기분

포를 비교했다. 그림 3(a)는 고구마 삶기로 일반적

인 ‘끓이기’ 조리과정을 대표하여 보여준다. 조리 과

Figure 3.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boiling (a), frying (b), and grilling (c and d) before and after indoor 

particulate matter increased due to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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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기름이 튀거나 타는 등의 발생원이 없기 때

문에, 고구마를 삶기 전과 후의 입경분포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1-10 μm 영역에서는 미세먼지의 크기

가 커질수록 OPC에 측정되는 미세먼지의 수가 조금

만 변해도 무게농도는 크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림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소폭 변동되는 것

은 재실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1-10 μm 영역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의 수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으

로 파악되었다. 그림 3(b)는 ‘볶기’를 대표하는 경

우로 북어를 볶는 조리과정을 나타낸다. 조리 과정

에서 미세먼지의 농도는 1-20 μm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μm 이하 입자의 경우

도 7에서 17 μg/m3으로 10 μg/m3 증가하였는데, 볶

는 과정에서 일부 북어 재료나 기름이 타서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c)는 갈치구이의 크기분

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10 μm 사이영역에서 

농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3.5 μm 부근에서 최고농

도를 보였다. 갈치구이의 경우는 그림 3(b)나 그림 

3(d)에 비해서 0.45 μm 이하의 입자의 농도가 변화

하지 않았는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태우지 않고 조

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생성이 많았던 

돼지목살구이의 경우 그림 3(d)에서 1-10 μm 크기 

영역의 무게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갈치구이와 비슷한 크기분포 특성을 보였

다. 1 μm 이하 영역 입자들도 전반적으로 증가했

는데 고기가 타는 과정에서 생성된 입자로 보인다

(Morawska and Zhang, 2002). 상승 전 농도가 낮은 

것은 대기 PM10이 9.1 μg/m3 정도로 깨끗한 조건

이었기 때문이다. ‘볶기’와 ‘굽기’는 다량의 기름입

자가 공통적으로 발생됐었지만, 음식을 태우지 않

으면 1 μm 이하 영역 입자의 발생이 크지 않았다. 
그림 4는 돼지목살구이 조리 과정에서 시간 경

과에 따른 크기 범위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 그림 3(d)에 크기분포를 나타냈다. 자

연 환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를 대기 농도로 추정한 결과 대기 미세먼지의 농

도는 PM10-1이 3.2 μg/m3이었고, PM1이 7.7 μg/m3, 

PM10이 10.9 μg/m3로 매우 낮았다. 조리 과정에서 

가스 레인지를 26분간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찬을 준비하다가 14분 정도부터 고기를 굽기 시작

했다. 레인지 후드는 고기를 굽기 전에 수동으로 3

Figure 4. Mass concentration change of particles 

during grilling a raw pork neck for a meal.

 

단 풍량으로 작동하다가 가스 레인지 사용을 멈추

면서 자동 운전으로 전환했다. 고기를 구운지 6-7
분 경부터 미세먼지 발생량은 급격히 늘어났다. 
1-10 μm 사이 영역의 입자는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팬에서 가열되어 공기 중으로 튀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1 μm 이하 크기의 입자들도 증가

했는데,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일부가 타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 레인지의 사용을 종료한 후

에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가 최고로 높아져서, 

PM10-1은 102 μg/m3까지 높아졌다. PM1도 PM10-1
과 비슷한 시점부터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3 

μg/m3까지 증가하였다. 가스 레인지의 작동을 멈추

면서 팬과 고기의 온도가 감소하면 미세먼지의 발

생원이 사라지므로, 실내 농도는 최고 농도에서 일

정시간 유지하는 현상을 보인 후 감소했다. 농도가 

감소한 이유는 외기로부터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

입되는 침기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레인

지 후드가 일정 시간 자동으로 운전된 것 외에도, 
조리 과정 중 외부 풍속은 평균 약 3.7 m/s로 침기

가 활발한 조건이었다. 바깥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

았고 PM10-1은 실내로 거의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

에 실내 농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반면, 침기 과정

에서 외기의 먼지 중 대부분 창틈이나 문틈에서 걸

러지지 않고 유입되는 PM1은 실내 농도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내 농도가 천천히 감소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Joo and Ji, 2019). 실내 농도는 약 

35분이 경과하여도 원래 조리 전의 수준으로 떨어



16  주상우 · 지준호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제 16 권 제 1 호

지지 않았고, 거주자가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하

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바깥 공기에 의해 희

석되어 짧은 시간에 농도가 감소하였다. 만약 ‘굽
기’ 조리를 시작하고, 고기를 올리기 전에 맞통풍 

자연환기를 시작했다면 미세먼지 노출을 효과적으

로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조리로 인해 미세먼

지 농도가 증가된 19분부터 61분 사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값은 PM10-1이 53 μg/m3, PM1이 17 μg/m3

이었다. 대기 미세먼지의 PM10-1 이 3.2 μg/m3, PM1

이 7.7 μg/m3로 유지되었다면 43분 동안 PM10-1에는 

50 μg/m3 만큼, PM1에는 9.3 μg/m3 만큼 노출을 감

소시킬 수 있었다. 조리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량

이 많을수록 자연환기의 효과는 커지며, 해당 조리

사례에서는 자연환기를 일찍 하였을수록 미세먼지

에 대한 노출은 감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기

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자연환기에 의

한 미세먼지 노출 감소의 영향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

령된 경우, 자연환기보다는 공기청정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노출 저감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리 중에 발생된 기름 입자 

등의 인체영향과 대기 미세먼지의 인체영향 중 기

름입자의 인체영향이 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조리 

과정 중에 자연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외기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경우와 공기청정기의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정리할 계획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의 크기분포 특성을 국내 아파트에서 측정하였다. 
3인 가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3달 동안의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조리를 4
가지로 구분하였다. 식사를 거르는 경우나 가스레

인지를 사용하지 않은 조리, ‘끓이기’, ‘볶기’, ‘굽
기’로 구분하였고, 조리가 발생하는 빈도와 각 조

리사례들로 인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된 정

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조리와 환기를 비롯

해 주택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는 거주자들

이 분 단위로 기록하였고, 조리 종류와 조리에 가

스 레인지를 사용한 시점과 종료한 시점을 모두 

기록지에 적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주택에서 측정한 78일의 데이터

를 분석한 결과 식사를 하지 않거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고 조리하는 경우가 43%였고, 가스레

인지를 사용하여 조리한 식사는 전체의 57%였고, 
32%는 ‘끓이기’, 14%는 ‘볶기’, 11%는 ‘굽기’였다. 
‘끓이기’의 경우 실내 미세먼지의 변화가 거의 없

었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노출을 제

어할 필요가 있는 조리는 ‘굽기’와 ‘볶기’로 전체 

식사 중 약 25%에 해당했다. 
조리 종류별로 미세먼지의 크기분포를 분석한 

결과, 주로 기름을 사용한 ‘볶기’와 ‘굽기’를 할 때 

기름 입자의 발생과 재료의 연소 때문에 비교적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였다. 특히, 1 μm을 기준

으로 1 μm 보다 작은 입자와 1-10 μm 영역의 입

자의 농도 변화가 발생원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름 입자가 생성된 경우에는 1-10 μm 영역의 무

게농도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고, 재료가 일부 타

는 경우 1 μm보다 작은 영역에서 입자의 무게농도

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굽기’의 경우 

1-10 μm 영역 입자가 최대 295 μg/m3 만큼 증가하

였고, 1 μm 이하 영역의 입자가 33 μg/m3 만큼 증

가하였다. 보통 기름입자의 발생 때문에 증가하는 

1-10 μm 영역 입자의 무게 농도가 재료를 태워서 

증가하는 1 μm 이하 영역 입자의 무게 농도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조리과정에서 연기가 나거나 기름이 

튀는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조리일 

경우는 자연환기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 기준인 미세먼지

의 무게농도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실내 조리과정에서 음식이 타거나 도시가스를 사

용하는 가스레인지의 불꽃에서 발생하는 입자는 

나노입자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무게농도보다는 개

수농도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OPC로 측

정하는 과정에서 기름 입자의 측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분

석 제시한 크기분포나 농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주택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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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실증 측정 결과이며, 상세한 조리 과정의 기

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로, 국내의 조리 특성이

나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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