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감염이 비말과 접촉 만에 의한 감염인

지, 에어로졸도 감염을 야기하는 기작인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이

해를 위해 먼저 비말과 에어로졸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비말(飛沫)은 표준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

는 물방울”로 정의되어 있고 그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WHO (2020)에서는 직경  5~10 μm 보다 큰 

것을 비말(respiratory droplets)로 정의하고, 직경이 5 
μm  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비말 핵(droplet nuclei) 
또는 aerosol로 정의 하고 있다.  아마도 respiratory 
droplets을 비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WHO에서 정의 하는 에어로졸은 기존의 에어로

졸 연구 분야에서 정의하는 에어로졸 입자 크기 범

위가 다른 것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에어로졸 연

구자들은 1 nm ~ 100 μm 크기의 액체 또는 고체상

의 물질이 기체상에 부유된 형태를 에어로졸로 정

의하고 있다. (Hinds, 1982)  에어로졸 입자의 상한

으로 100 μm 입자를 정의한 것은 공기 중에 부유

하여 관찰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를 100 μm 으로 

보았다. 밀도가 1 g/cm3 인 100 μm 구형입자의 침

강속도는 24.8 cm/s이다. 따라서 100 μm 보다 큰 

입자는 중력에 의한 침강 속도가 빨라 aerosol 형태 

즉, 기체에 입자가 부유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에어로졸 연구 분야에서는 1 nm ~ 
100 μm 범위의 입자가 부유 된 시스템을  에어로

졸로 정의 한다. 이와 같이 에어로졸의 입자 크기에 

대한 정의가 연구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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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Han et al.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재채기 시 발생

하는 비말의 크기는 첫 번째 GMD (Geometrical 
mean diameter)는 386.2 μm (GSD=1.8), 두 번째 

GMD는 72.0 μm (GSD=1.5)로 보고하였다. 일상적

인 대화시 발생하는 비말의 크기를 이들 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Fig. 1은 입자의 크기에 따른 입자의 중력에 의한 

침강 속도, 그 입자가 입에서 100 m/s (Tang et al., 
2006) 비산 될 때 도달할 수 있는 거리 (Stopping 
distance), 그리고 지상 1.5m 에 위치한 입에서 입자

가 토출 되었을 때 지상에 도달하는 시간(Settling 
time)을 나타낸 것이다. Tang et al. (2006) 연구에 의

하면 한번 재채기 하면 약 40,000개의 0.5 ~ 12 μm
의 입자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10 μm 입자의 

경우 재채기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 cm 이

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비말 입자는 공기 중에 오

래 부유할 수 있으며 주의 공기의 흐름을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다.  100  μm  입자(비말)인 경우 재채

기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m 이상 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감염자가 있으면 감

염자로부터 최소한 3 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

며,  100 μm 보다 큰 비말이 재채기시 발생하면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
10 μm 입자의 경우 중력에 의한 침강속도는 0.3 

cm/s 이다. 만약 10 μm 입자를 공기중 1.5 m 에서 

자유낙하를 시키면 지면에 도달하는 데는 약 8.2분

이 걸리게 된다. 이 수치는 공기의 움직이 없는 것

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람의 이동에 의한 

기류 발생, 체온과 주위 공기 온도차에 의한 자연대

류(약 0.3 m/s: 체온과 주위 온도 차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음) 등이 있어 10 μm 입자가 지면에 닿

아 바닥 면에 침착 되어 제거되는 데는 8.2분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수도 있다. 
Fig. 2는 천정고 2.5 m인 실내에서 입자가 중력 

침강에 의해 제거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

으로 실내공간의 공기는 완전 혼합되고, 입자의 밀

도는 1 g/cm3  구형으로 가정하였다. 단, 확산에 의

한 입자의 벽면/바닥면 침착 제거는 고려하지 않았

다. N Engl J Med. 2020에 의하면 SARS-CoV-2가 공

기중에서 3시간 정도 생존가능 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Fig. 2에 의하면 2 μm 보다 작은 바이러스

Fig. 1 Droplet settling speed, stopping distance and 
sedimentation time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Droplet density of 1 g/cm3 is assumed.

를 포함한 입자는 이론적으로 공기중에 50% 이상 

부유한 상태로 3시간 생존할 수 있게 된다. 5 μm 
입자의 경우 50% 침강에 의해 제거되는 데 약 37분, 
90% 제거되는데 약 2시간이 걸린다. 

실제 상황에서는 감염자가 계속 바이러스입자를 

방출하므로 대기중 입자의 농도는 매우 높을 수 있

다. 참고로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크기는 0.1 μm 정
도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바이러스만으로 1 μm
입자를 만들면 이론적으로 약 1,000마리의 바이러스

가 뭉친 크기와 같다. 현재 critical dose와 타액에 존

재하는 바이러스의 농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어떤 조건에서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이 가능할지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Fig. 2 Particle removal time in a room with ceiling 
height of 2.5 m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Diffusion to the wall or floor is not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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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 또는 에어로졸, 모두 타액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경우 자연스럽게 타

액 입자들이 발생되고, 이들 입자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움직일 수 있다. 이번 COVID-19는 무증상이면

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특징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끝나기 전까

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정확히(마스크가 얼굴

에 밀착, 콧등 옆 부분과 마스크 밀착) 착용하기 바

라며, 특히 식사나 음식물 섭취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하므로 이때는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좋을 것 같다. 특히, 공기중에 있는 먼지 및 미생

물 입자를 일정부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얼마 전 모 교수가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바이러

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 실험은 감염자가 공기청정기의 청정공기 

토출구 앞에 서있으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

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방송이나 인터넷 자

료를 본 많은 일반인들이 공기청정기 사용을 안하

고 있다고 한다. 이 논문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질병관리 본부에서 캠페인 하는, 일정 시간마

다 창문을 열어 환기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만

약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환기 창문 앞에 감염자

가 서 있으면 이 또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바이러스는 계속 유전정보를 변화시키면서 생존

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까지 바이러스에 다

리나 날개가 생기지 않아, 현재 바이러스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기의 흐름을 타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표면의 접촉에 의한 전파만 가능하다. 우리 모

두 이점 유의하여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충실히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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