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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AL ABSTRACT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door to outdoor ratio (I/O ratio) of time activity
patterns affecting PM2.5 concentrations in homes in Korea through a simulation.

Methods: The time activity patterns of homemakers were analyzed based on the ‘Time-Us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4. From September 30 to October 2, 2019, the experimenter lived in multi-
family housing located in Guro-gu, Seoul. The I/O ratio of PM2.5 concentration was measured by installing
sensor-based instruments.

Results: The average indoor and outdoor PM2.5 concentrations during the three days were 33.1±48.9 and
45.9±25.3 μg/m3, respectively. The average I/O ratio was 0.75±0.60. The indoor concentration tended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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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PM2.5 source activity such cooking and cleaning was present and outdoor PM2.5 was supplied through
ventilation.

Conclusions: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imating indoor PM2.5 concentrations with personal
activity pattern and weather conditions using outdoor concentrations. 

Key words: Fine particulate matter, indoor air quality, indoor to outdoor ratio, time-activity pattern

I. 서 론

공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을 고려할 때 사람

들은 실내환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노출평가 측면에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 내에서

오염된 공기가 내부순환하게 되면 공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상승할 수 있어 실내공기는 실외 대기오염보

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1) 주요 실내 오염

물질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

질소, 중금속, 석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이 있다.

초미세먼지(PM2.5)는 국제 암 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1급 발암물질

로 분류하였으며, 암을 비롯하여 다양한 건강 악영향

을 일으키는 공기오염물질이다.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Di 등은 PM2.5의 농도

가 10 µg/m3 상승할 때마다 심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률의 위해도가 6~13%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3,4)

주택의 실내환경은 조리 등으로 인한 연료의 연소

가 주요한 PM2.5의 발생원이며, 청소로 인한 침적먼

지의 비산도 주요한 발생원으로 알려져 있다.5) 따라

서 주택에서의 PM2.5 농도는 재실자의 행위의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은 1일 중 대략 60% 이상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주택에서의 PM2.5 노

출은 재실시간과 재실 동안 행위를 나타내는 시간활

동양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6-8)

주택을 포함한 실내환경 공기오염물질의 농도는

실외 공기오염물질의 농도와 환기를 통한 실외공기

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도 변화가 높을 수 있

다.9,10) 주택에서의 PM2.5 노출은 보건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실내환경지만, 주택은 개인적인 공간(private

space)이기 때문에 PM2.5 농도 측정의 접근성이 낮

아 주택에서의 노출평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측

정이 어려운 실내환경에 대한 공기오염물질의 농도

는 실외 공기오염물질의 농도를 기반으로 통계적 방

법 또는 물질수지 모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11,12)

이 중 비교적 간단한 방법은 실내 공기오염물질 농

도를 실외 공기오염물질로 나눈 비인 실내·실외 농

도비(indoor to outdoor concentration ratio, I/O

ratio)를 적용하는 것이다.13,1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일반 주택에서 PM2.5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화된 시간활동양상을 실

제 모의(active simulation)하여 행위에 따른 시간대

별 I/O ratio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역학연

구 및 위해성평가에서 주택 실내환경의 PM2.5 농도

를 실내·실외 PM2.5 농도비를 적용하여 재실시간과

함께 노출평가를 수행할 때 이용될 수 있다.

II. 연구 방법

1. 시간활동양상

주택에서 PM2.5 발생과 관련된 조리 및 청소 등을

포함한 전업주부의 시간활동양상은 통계청의 2014

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15) 총

32,427개의 평일 데이터 중 서울시에 거주하고, 조

사 당시 근무 또는 수학 중이지 않으며, ‘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자녀보육’ 또는 ‘가사’를 선택한

19~64세의 기혼 또는 이혼 상태의 여성 397명의 데

이터를 추출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행위분류 코드 중 PM2.5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준비(D1)와 청소 및 정

리(D3)를 선정하였다.16,17) 음식준비는 식사준비(D120)

와 간식·비일상적 음식만들기(D140)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조리에 해당하지 않는 설거지·식후정리(D160)

및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D180)는 제외하였다. 또

한 청소 및 정리의 경우 쓰레기 버리기(D360)를 제

외한 청소(D320)와 정리(D340)만을 분석하였다.

시간활동양상 분석결과와 동일한 시간 동안 음식

준비와 청소 및 정돈을 재현하였으며(active simulation),

음식준비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첫

날에는 식용유를 이용한 음식준비(군만두), 둘째날과

셋째 날에는 동일한 시간 동안 식용유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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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토스트와 라면 등을 조리하였다. 음식준비 시

에는 모두 가스렌지(gas range)를 이용하여 조리하

였다. 또한 실험 셋째 날에는 강우로 인하여 실외

PM2.5 농도가 감소하여 비가 오지 않은 날과의 I/O

ratio를 비교하였다(Table 1).

2. 주택 실내ㆍ실외 PM2.5 농도비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험자는 서

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였다.

PM2.5 농도의 I/O ratio는 공동주택의 실내 및 실외

에 MicroPEM (RTI International, NC, USA)을 각

1대씩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실외는 베란다의 개방

된 창문 앞에 설치하였고, 실내는 거실에 설치하였

다. MicroPEM은 광산란법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

링과 중량법을 이용한 측정이 동시에 가능하며, 광

산란법으로 측정한 값을 중량법으로 측정한 값으로

보정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PM2.5

모니터링 장비이다.18) MicroPEM은 0.5 L/min의 유

량으로 72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하였으며, PM2.5

농도는 10초 간격으로 수집되었고, 측정한 PM2.5 농

도는 시간활동양상과의 비교를 위하여 10분 간격으

로 평균하였다.

시간에 따른 PM2.5의 I/O 농도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I/O ratio를 시간별 평균으로 분석하였으며,

실내의 PM2.5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업주부의

행위와 실외 PM2.5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수

등의 조건에 따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

석은 SPSS (ver. 19)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시간활동양상

서울시 전업주부 397명의 시간활동양상을 분석하

여 전업주부의 시간대별 집에서의 재실율과 하루 중

음식준비와 청소 및 정리의 각 시간별 비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전업주부의 1일 중 집 재실율은 1:00

부터 4:30까지 99.0%로 가장 높았으며, 8:30부터

Table 1. Activity and condition in relation to cooking during active simulation period

Day Cooking type Cleaning and arrangement Weather

1st With cooking oil With vacuum Sunny

2nd Without cooking oil With vacuum Sunny

3rd Without cooking oil With vacuum Rain

Fig. 1. The percentage of time spent at home, and rate of activity of cooking, cleaning and arrangement of house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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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미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4:00에 47.4%

로 최저였다. 음식준비는 오전 6:30부터 7:40까지와

오후 5:00부터 6:50까지 집중되어 있었으며, 청소 및

정리는 오전 9:00부터 10:50까지 집중되었다. 전업

Table 2. Time spent in house and activity of cooking, cleaning and arrangement of housewives (hour)

Time spent at home
Activity

Cooking Cleaning and Arrangement

Mean 19.20 1.46 1.04

Standard deviation 3.31 0.85 0.85

Percentile

25% 17.67 0.83 0.50

50% 19.67 1.33 1.00

75% 21.50 1.83 1.50

Table 3. Hourly variation of indoor to outdoor PM2.5 concentration ratio by the time of day

Time
1st day 2nd day 3rd day

Average
I/O ratio Event I/O ratio Event I/O ratio Event

0:00 0.42±0.04 0.54±0.07 0.46±0.04 0.48±0.07

1:00 0.35±0.02 0.43±0.03 0.41±0.02 0.40±0.04

2:00 0.34±0.01 0.43±0.03 0.39±0.05 0.39±0.05

3:00 0.32±0.02 0.51±0.06 0.32±0.05 0.38±0.10

4:00 0.35±0.04 0.51±0.02 0.34±0.02 0.40±0.09

5:00 0.35±0.04 0.57±0.01 0.32±0.01 0.41±0.12

6:00 0.33±0.02 0.60±0.01 0.35±0.01 D1: 6:30~6:39 0.43±0.13

7:00 0.45±0.08 0.66±0.06 D1:7:40~7:49 0.48±0.10 0.53±0.12

8:00 0.73±0.30 D1:8:30~8:59 0.69±0.04 0.55±0.06 0.66±0.18

9:00 0.75±0.15 D3: 9:30~9:49 0.73±0.04 D3: 9:30~9:49 0.65±0.04 D3: 9:30~9:49 0.71±0.10

10:00 0.51±0.02 D3: 10:10~10:49 0.79±0.03 D3: 10:10~10:49 0.80±0.06 D3: 10:10~10:49 0.70±0.15

11:00 0.59±0.13 0.75±0.04 0.85±0.04 0.73±0.14

12:00 0.60±0.07 0.78±0.06 0.82±0.03 0.74±0.11

13:00 0.65±0.08 1.10±0.14 0.82±0.07 0.86±0.21

14:00 0.66±0.04 0.92±0.05 0.74±0.08 0.77±0.13

15:00 0.60±0.09 0.93±0.04 0.75±0.08 0.76±0.16

16:00 0.88±0.67 D1 with cooking 
oil: 16:50~17:49

1.08±0.08
D1: 16:30~17:49

0.69±0.10
D1: 16:40~17:59

0.88±0.41

17:00 4.65±1.46 1.02±0.17 0.84±0.07 2.17±1.98

18:00 2.26±0.49 0.63±0.09 0.91±0.06 1.27±0.78

19:00 1.14±0.21 0.42±0.03 0.99±0.05 0.85±0.34

20:00 0.73±0.09 0.51±0.03 1.15±0.03 0.79±0.28

21:00 0.64±0.04 0.62±0.06 1.23±0.09 0.83±0.30

22:00 0.55±0.02 0.66±0.03 1.34±0.24 0.85±0.38

23:00 0.64±0.04 0.51±0.06 1.69±0.18 0.94±0.55

Total 0.81±0.95 0.68±0.21 0.75±0.36 0.75±0.60

I/O ratio: indoor to outdoor ratio

D1: cooking

D3: cleaning and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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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1일 평균 집에서 보낸 시간은 19.20±3.31 hr

이었으며, 음식준비와 청소 및 정리 시간은 각

1.46±0.85 hr와 1.04±0.85 hr이었다(Table 2).

2. PM2.5의 실내·실외 농도비

Table 3에는 실험 3일 동안의 시간대별 PM2.5의 I/

O ratio를 제시하였으며, Table 4에는 날짜별 평균

실내 및 실외농도와 I/O ratio를 나타내었다. 3일간

의 전체 평균 실내 및 실외 PM2.5 농도는 각각

33.1±48.9, 45.9±25.3 µg/m3 이었으며, 평균 I/O ratio

는 0.75±0.60이었다.

시간에 따른 PM2.5의 실내 및 실외농도, I/O ratio

와 전업주부의 시간별 행위 및 강수 시간을 Fig. 2

에 나타내었다. 음식준비 시에 I/O ratio의 농도가 상

승(peak)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식용유를 이용한

조리 시에는 더욱 크게 상승하였다. 실험 3일 차 오

전 9시부터 강수가 시작됨에 따라 실외 PM2.5 농도

가 감소하였으며, I/O ratio는 증가하였다.

PM2.5의 실내 및 실외의 회귀분석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날짜에 따른 결정계수(R2)는 첫째날부터

0.160, 0.579, 0.782 순으로 나타났으며, 3일 전체 비

교 결과 R2 값은 0.170으로 나타내었다.

전업주부의 행위에 따른 PM2.5의 실내·실외 농도

및 I/O ratio의 평균 및 ANOVA 분석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10분 간격으로 분류된 3일간의 실

험 기간 중(n=432) 음식준비와 청소 및 정리는 각

270분과 180분이었으며, 행위에 따른 실외 농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p=0.063) 실

내 농도 및 I/O ratio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p<0.001).

조리 시 식용유 사용 여부에 따른 I/O ratio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용유를 사용한 첫째 날

저녁 음식준비와, 사용하지 않은 첫째날 아침, 둘째

날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로 나누어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6). 셋째 날은 강수로 인하여 I/O

ratio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ANOVA 분석결과 식용유 여부에 따른 실내·실외

농도 및 I/O ratio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7은 강수에 따른 실내·실외 농도 및 I/O

ratio를 제시하였다. 측정 셋째날 오전 9시부터 비가

Table 4. Indoor and outdoor concentration and indoor to
outdoor PM2.5 concentration ratio

Day
Concentration  (µg/m3) Indoor to 

outdoor ratioIndoor Outdoor

1st 54.0±79.6 60.3±21.6 0.81±0.95

2nd 29.9±8.3 48.6±22.8 0.68±0.21

3rd 15.2±5.9 28.9±20.9 0.75±0.36

Total 33.1±48.9 45.9±25.3 0.75±0.60

Fig. 2. Indoor and outdoor concentration and indoor to outdoor ratio of PM2.5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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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둘째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와, 셋째날 오

전 9시부터 자정까지를 비교하였다. ANOVA 분석

결과 강수 여부에 따른 실내·실외 농도 및 I/O ratio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Fig. 3.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oor and outdoor PM2.5 concentrations

Table 5. Variation of air concentrations and indoor to outdoor ratio according to the activity of housewives

N* Mean±S.D** p-value***

Outdoor concentration
(µg/m3)

Others 387 46.9±25.6

0.063Cooking 27 39.2±25.6

Cleaning & arrangement 18 35.4±11.4

Indoor concentration
(µg/m3)

Others 387 29.9±32.2

<0.001Cooking 27 83.3±146.1

Cleaning & arrangement 18 23.6±5.8

Indoor to outdoor ratio

Others 387 0.70±0.43

<0.001Cooking 27 1.50±1.59

Cleaning & arrangement 18 0.70±0.13

*Number of sample (10 min)

**Standard deviation

***One-way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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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전업주부의 시간활동양상 분석 결과, 하루 약 80%

(19.20±3.31 hr)를 주택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Lee 등(2014)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시간활

동양상을 연구한 결과인 19.15±3.31 hr와 유사하였

다.19) 전업주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음식준비 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PM2.5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

문에 집에서의 PM2.5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이 높을

수 있다.20)

일반적으로 실내 발생원이 없는 건물에서의 PM2.5

의 I/O ratio는 1 미만이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PM2.5

농도의 평균 I/O ratio는 0.75±0.60로 나타났다.21) 국

립환경과학원에서 150개의 단독주택과 226개의 다

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PM2.5의 I/O ratio는 0.7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2) 반면, 환경

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주택에 비하여 실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지

하상가, 실내 주차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PM2.5의

I/O ratio는 지하상가를 제외하고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다.23) 중국의 경우 주택에서 측정한 PM2.5의

평균 I/O ratio는 0.73±0.54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24) Massey 등(2009)이 인도에서 6개월간

도시지역에서 측정한 I/O ratio는 평균 0.92로 본 연

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것은 실내 흡연이 기여

한 것으로 판단된다.25)

날짜별 PM2.5의 I/O ratio는 둘째날, 셋째날, 첫째날

순으로 나타났는데, 둘째날의 경우 일반 주택 등에

서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강수로 인해

실외 PM2.5 농도가 감소하였던 셋째날과 식용유를 이

용한 조리로 인해 실내 PM2.5 농도가 증가하였던 첫

째 날에는 I/O ratio가 상승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Lee 등(2001)이 식당의 실내 PM2.5 농도를 측정한 결

과, 조리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실내 PM2.5 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26) 실내 PM2.5 농도 추

정 시, 음식준비 등의 재실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조

리의 종류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Variation of air concentrations and indoor to outdoor ratio by usage of oil during cooking

N* Mean±S.D** p-value***

Outdoor concentration
(µg/m3)

Without cooking oil 12 34.6±10.3
<0.001

With cooking oil 6 81.1±2.3

Indoor concentration
(µg/m3)

Without cooking oil 12 35.0±9.7
<0.001

With cooking oil 6 365.9±143.4

Indoor to outdoor ratio
Without cooking oil 12 1.03±0.16

<0.001
With cooking oil 6 4.49±1.70

*Number of sample (10 min)

**Standard deviation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able 7. Variation of air concentrations and indoor to outdoor ratio by weather condition

N* Mean±S.D** p-value***

Outdoor concentration
(µg/m3)

Sunny day 90 38.1±11.2
<0.001

Rainy day 90 13.6±6.3

Indoor concentration
(µg/m3)

Sunny day 90 27.2±4.8
<0.001

Rainy day 90 11.5±3.3

Indoor to outdoor ratio
Sunny day 90 0.76±0.22

<0.001
Rainy day 90 0.95±0.29

*Number of sample (10 min)

**Standard deviation

***One-way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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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와 실외 PM2.5 농도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강

력한 실내 발생원인 식용유를 이용한 조리가 없었던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각 0.579와 0.782로 나타났으

며, 실내 PM2.5 농도가 높을 때 실내 및 실외의 PM2.5

농도의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내

PM2.5 농도는 I/O ratio를 이용하여 실내 농도의 추

정이 가능하지만, 강력한 실내발생원이 있으면 실내

농도 추정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위에 따른 PM2.5의 실내 및 실외농도와 I/O ratio

분석 결과 실외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던 반면, I/O ratio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

내어 실내 활동이 I/O ratio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기존 보고서에 따르면 PM2.5 농도의

I/O ratio가 1.2를 초과할 경우 발생원이 실내에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음식준비 시의 I/O

ratio는 1.50±1.59로 해당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7)

따라서I/O ratio를 이용한 실내농도 추정 시에는 재

실자의 행위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준비 시에 식용유 여부에 따른 PM2.5 농도의

I/O ratio의 차이가 관측되었다. 이것은 조리 시에 발

생하는 PM2.5로 인해 실내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에서 오랜 시간

을 보내며, PM2.5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전업주부

에 대하여 노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8)

본 연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실내외 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연속 측정하여 I/O ratio를 1시간

단위로 산출함으로써 대표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존

재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전업주부를 대상으

로 시간활동과 행위의 표준값을 모의실험하여 시간

대별 농도 변이 및 I/O ratio 값을 제시하였다. 추후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속 측정이 요구되겠

지만, 개인공간의 주택 실내ㆍ외의 실시간 농도 측

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실외 농도값을 이용하여

주택의 실내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실내에서 PM2.5

농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택에서의 재실자의 행위 및 기상

조건에 따른 PM2.5 농도의 시간대별 I/O ratio를 산

출하고자 하였다. 3일간 서울시 전업주부의 대표적

인 시간활동양상을 재현하며 주택에서 1시간 단위의

PM2.5 농도 I/O ratio를 평가하였다. 측정 3일 동안

전체 평균 실내 및 실외 PM2.5 농도는 각각 33.1±48.9,

45.9±25.3 µg/m3 이었으며, 평균 PM2.5 농도 I/O ratio

는 0.75±0.60이었다. 조리 및 청소 등으로 실내 PM2.5

발생원이 존재할 때, 그리고 실외 PM2.5이 환기를 통

해 유입될 때 실내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간대별 실외 PM2.5 농도값을 이

용하여 주택실내의 PM2.5 농도를 추정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역학연구 및 위해성평가에서 인구집단의

PM2.5 노출평가시 주택실내의 농도 측정이 현실적으

로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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