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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gether with the concern about the indoor air quality as sick house syndrom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Indoor Air Quality Control Law for the Multi Purpose Facility," which made the interests to be focused

in the urgent understanding of current condition and preparation of measures about the indoor air pollution. The law

was revised to obligatorily notify the amount of Formaldehyde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the case of newly

constructed apartments with more than 100 houses. School also have its own indoor air quality guideline. Indoor air

quality in school is very important because, children who very weak to indoor pollutants reside long time in the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o survey indoor air quality in school by field measurement. Fiel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in 11 schools which were selected from 3 major cities(Incheon, Dae-jeon, chuncheon) in korea, Totally

concentration of indoor pollutants were determined in 32 classroom. Target air pollutants were TVOC, formaldehyde,

dust, CO, CO2. For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Indoor air quality in classroom was very poor and it was found

that some pollutants(TVOC, float bacteria) exceed the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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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의 에너지 절약개념과 더불어 발전한 건물의 실내

외 개구부의 기밀도 향상 기술로 인하여 상업용 건물내

에서 오래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새집증후군이라 불리기

도 하는 빌딩증후군(SBS:Sick Building Syndrome)과 같

은 질병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학교시설물의 경우도 다중

이용시설이나 신축공동주택보다는 늦어졌지만 2006년 1

월 학교 대상 실측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

리법”에 근거하여 학교보건법에 유지기준 및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학교 시설물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성장기 청

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로 성장과정의 학생들의 신

체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교 시설물의 경우는 학교시설물의

관리상의 이유 그리고 수업이 진행중인 교실내의 측정의

필요성, 또한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실태

측정을 위하여는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정부기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등 실태측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다. 또한 측정결과 공개 역시 협

의를 거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논문은 각

지역의 시, 도 교육청 및 각 학교장의 협조와 허가를 통

하여 지난 9월 중부지역 3개 도시의 학교 교사내 실내환

경의 실태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학교보건법상의 유지기준 오염물질

을 중심으로 조사한 실측자료이며, 유아나 청소년기의 학

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학교 시설물내에서의 실내공기오

염물의 측정자료로 계절별 추후연구를 위한 데이타 제공

과 학교교사내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학교교사내 실내공기환경 실태조사

2.1 측정 개요 및 분석조건

측정기간은 지난 가을철인 9월 한달 동안 측정하였으

며 인천 4개(초등2개, 중등1개, 고등1개) 및 춘천 4개(초

등2개, 중등1개, 고등1개), 대전 3개(초등2개,중등1개) 학

교 총 11개 학교 32개 교실(교실, 컴퓨터실, 과학실)을 대

상으로 실측하여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측정대상이 학교시설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교육청과도 측정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학교와 많은 교실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측정협조

의 어려움과 측정결과에 대한 거부감등으로 많은 수의

학교와 교실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교실의 특성상 수업

과 쉬는 시간의 진행 등, 신축공동주택과 같이 일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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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밀폐한 후 측정이 가능하지 않아 평상시의 일반 환

경상태에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등

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중부지역 3개 도시의 11개 학교 측정 대상은 표1 에

정리된 바와 같다.

측정대상 학교의 실내공기질 종합측정을 위하여 표 2

와 같은 측정법과 측정기자재를 이용하여 교실내 실내

환경을 측정하였다. 교사내 환경은 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학교에 마루바닥이 적용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동일하

게 콘크리트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측정지역 인 천 대 전 춘 천

학 교 4개 학교 3개 학교 4개 학교

교 실 4 개 3 개 4 개

컴퓨터실 3 개 3 개 4 개

과 학 실 4 개 3 개 4 개

표 1. 전체 측정 지역 및 학교

측정항목 측정방법 및 기자재

TVOC와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유속
100mL/min로 30분간 측정

Personal Air Sampler 를 이용한 TENAX
-TA tube 포집
Total flow range: 1~5,000cc/min
High flow range: 850~5,000cc/min
Low flow range:  1~500cc/min

포름 알데히드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유속
500mL/min로 30분간 측정

Personal Air Sampler(위와 동일) 를
이용한 DNPH cartridge 포집

온도, 습도, 기압,
CO, CO2, NO2,

주간시간대에(오전8시~오후7시) 1시간 측정

실내 환경 측정기( BABUC )
오차범위:온도(±0.2℃),습도(±1.5%),
CO(±1%), CO2, NO2,(±2%)

라 돈

Detector를 바닥에서 1.2m높이에 설치후
4시간 측정

RADON WL METER
Minimum Readings : 0.001WL
Flow Rate : 60 l/h

부유세균

샘플링 장소별로 500L를 각각 포집한다

Air sampler( Merck, MAS100 )
특별한 strip, plate, filter가 필요없음. 표준 
9cm petridish 사용

미세먼지

주간시간대에(오전8시~오후7시)
5L/min으로 4시간 측정

MINI-VOLUME sampler
5-liter bag module 가능 
다양한 유량 조정 :1-7LPM 

기 타 소음계 및 조도계

표 2. 측정법 및 측정기자재

VOCs 분석에는 질량분석계 부착 가스크로마토그래프

(GC/MS)를 포름알데히드 분석에는 고속액체 크로마토그

래프(HPLC)를 사용하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검량선

작성을 위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검량선 작성을 위해

서 각 성분별 100ppb의 농도를 가진 TO-14 표준기체를

사용하였다. 알데히드류 분석을 위한 검량선 작성은 구입

한 HCHO 표준용액(carb carbonyl-DNPHmix, 200 ppm)

을 아세트니트릴 용액으로 희석해 가면서 검량선 작성에

필요한 표준용액을 제조하였고, 각 표준용액을 HPLC에

의해 분석하여 각 성분별 면적을 기준으로 검량선을 작

성하였다.1)

3. 학교 교사내의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및 분석

다음 표는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휘발

성 유기화합물과 관련된“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과 학교보건법상의 학교교사 환경유지기준이다.

HCHO 210 μg/m3

Benzene 30 μg/m3

Toluene 1,000 μg/m3

Ethylbenzene 360 μg/m3

Xylene 700 μg/m3

Styrene 300 μg/m3

표 3.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 준 적용 시설 비 고

미세먼지(㎍/㎥)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CFU/㎥)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
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
는 사무기기(복사
기 등)가 있는 경
우

진드기(마리/㎡) 100 보건실

표 4. 학교 보건법상 유지기준

항 목 기 준 적용 시설

소 음(dB(A)) 55 이하

교 사

조도(lx) 300 이상

온도 (℃)
섭씨 18～28도 (난방온도 : 18～20℃,

냉방온도 : 26～28℃)

습도(%) 비교습도 30~80%를 유지

표 5. 학교 보건법상 처리기준

① 측정결과의 전체평균과 교실유형에 따른 분석

9월에 실시한 총 11개 학교 32개 교실(교실, 컴퓨터실,

과학실)의 현재 전체측정결과를 평균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6, 7와 같다. 표4 과 표5의 학교 보건법상의 유지기준

및 처리 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TVOC와 총 부유세균 그

리고 소음의 경우 평균 측정값이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를 보여주며 다른 오염물질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모

두 만족하는 측정 결과값을 보여준다.

다음의 그림1은 측정결과를 학교 교실 유형별로 비교

한 그림이다. TVOC의 경우는 9월에 측정된 교실 전체적

1) 환경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연구(l),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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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교보건법상 유지기준인 400㎍/㎥을 초과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평균값으로 비교할 때 교실보다 과학

실이 약 14% 정도 높고 컴퓨터실의 경우는 교실과 비교

하여 약 70% 정도 높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TVOC는 유

지기준치인 400㎍/㎥를 초과한 반면 HCHO의 경우 평균

값으로 기준인 100㎍/㎥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HCHO의

경우 교실과 과학실보다 컴퓨터실에서 많이 검출되었다.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m,p-xylene)

계통의 물질들은 학교보건법에는 비교지표가 없어 표3의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비교해 보면 모

두 기준치에 비교하여 낮은 값이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교사별로 측정된 값을 비교해본다면 교실보다는

과학실이나 컴퓨터실에서 측정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분석 목록 최고값 최저값 평 균 표준편차 외기평균

TVOC (㎍/㎥) 2842.8 413.7 814.5 446.5 477.1

HCHO (㎍/㎥) 227.0 13.0 55.9 46.8 8.6

benzene (㎍/㎥) 12.3 0.0 2.5 2.9 0.9

toluene (㎍/㎥) 771.8 6.3 101.7 182.0 19.6

ethylbenzene(㎍/㎥) 57.4 1.1 7.9 10.6 4.8

m,p-xylene (㎍/㎥) 214.3 1.4 16.9 38.3 8.7

건구 온도(℃) 31.1 22.3 26.7 1.9 26.3

흑구 온도(℃) 31.2 24.5 26.4 4.3 27.6

습 도(%) 65.5 44.2 54.9 6.5 52.1

조 도(lux) 1518.0 297.0 675.5 256.6 -

기 압(hPa) 1018.5 1004.1 1010.8 5.1 1010.7

소 음(dB(A)) 78.3 41.4 56.1 11.2 140.9

TBC (CFU/m3) 5256.0 90.0 1014.6 1258.8 200.7

CO (ppm) 5.0 3.7 4.2 0.3 3.4

CO2 (ppm) 1336.5 493.3 699.6 244.8 453.4

라 돈 (pci/l) 1.6 1.0 1.1 0.2 1.1

표 6. 학교교사 9월 전체 측정값의 결과

* TBC 기기의 최대계측범위 5256CFU/m3

분석 목록
교실 ( 11개 )

최고값 최저값 평 균 표준편차

TVOC (㎍/㎥) 1067.4 456.5 675.5 188.8

HCHO (㎍/㎥) 77.0 17.0 29.8 17.1

benzene (㎍/㎥) 4.1 0.0 1.1 1.3

toluene (㎍/㎥) 201.2 6.3 46.9 55.1

ethylbenzene(㎍/㎥) 16.1 1.1 6.2 5.4

m,p-xylene (㎍/㎥) 41.1 1.5 10.1 11.4

건구 온도(℃) 31.1 22.3 27.1 2.7

흑구 온도(℃) 31.2 24.7 27.7 2.1

습 도(%) 65.2 46.7 54.0 6.6

조 도(lux) 1518.0 330.0 730.6 310.0

기 압(hPa) 1017.9 1004.6 1010.9 5.2

소 음(dB(A)) 78.3 43.5 63.6 11.6

TBC (CFU/m3) 5256.0 232.0 1391.6 1458.6

CO (ppm) 4.6 3.7 4.1 0.3

CO2 (ppm) 1215.7 522.3 708.7 198.8

라 돈 (pci/l) 1.6 1.0 1.1 0.2

표 7. 학교교사 유형별 7월 전체 측정값
a) 교실의 측정값

* TBC 기기의 최대계측범위 5256CFU/m
3

분석 목록
과학실 ( 11개 )

최고값 최저값 평 균 표준편차
TVOC (㎍/㎥) 1191.4 413.7 729.3 267.7
HCHO (㎍/㎥) 107.0 13.0 53.3 29.8
benzene (㎍/㎥) 12.3 0.0 3.5 3.6
toluene (㎍/㎥) 386.3 12.2 75.9 105.8

ethylbenzene(㎍/㎥) 57.4 1.3 11.4 17.0
m,p-xylene (㎍/㎥) 214.3 1.4 30.5 63.8
건구 온도(℃) 27.3 24.7 26.1 0.9
흑구 온도(℃) 27.4 24.8 26.1 1.0
습 도(%) 65.0 44.2 56.2 6.7
조 도(lux) 992.0 297.0 687.4 210.9
기 압(hPa) 1018.5 1004.1 1011.1 5.5
소 음(dB(A)) 62.8 41.4 49.0 6.8
TBC (CFU/m3) 5256.0 90.0 903.5 1469.2
CO (ppm) 4.5 3.8 4.1 0.3
CO2 (ppm) 1336.5 493.3 631.3 241.8
라 돈 (pci/l) 1.6 1.0 1.1 0.2

b) 과학실의 측정값

* TBC 기기의 최대계측범위 5256CFU/m
3

분석 목록
컴퓨터실 ( 10개 )

최고값 최저값 평 균 표준편차
TVOC (㎍/㎥) 2842.8 437.7 1061.1 683.6
HCHO (㎍/㎥) 227.0 20.0 87.5 65.4
benzene (㎍/㎥) 9.0 0.0 2.8 3.0
toluene (㎍/㎥) 771.8 30.1 190.3 291.6

ethylbenzene(㎍/㎥) 14.5 2.2 5.9 3.6
m,p-xylene (㎍/㎥) 23.2 2.2 9.4 6.4
건구 온도(℃) 29.8 24.4 27.0 1.8
흑구 온도(℃) 30.4 24.5 27.4 1.9
습 도(%) 65.5 44.8 54.4 6.6
조 도(lux) 1203.0 322.0 601.9 246.2
기 압(hPa) 1017.4 1004.2 1010.3 5.0
소 음(dB(A)) 72.2 43.3 55.5 9.7
TBC (CFU/m3) 2418.0 244.0 722.0 642.0
CO (ppm) 5.0 3.9 4.3 0.4
CO2 (ppm) 1331.8 529.3 764.6 294.9
라 돈 (pci/l) 1.6 1.0 1.1 0.2

c) 컴퓨터실의 측정값

* TBC 기기의 최대계측범위 5256CFU/m3

분석 목록
교사 운동장 측면 외기( 11개 )

최고값 최저값 평 균 표준편차
TVOC (㎍/㎥) 719.2 348.2 477.1 121.8
HCHO (㎍/㎥) 18.5 4.0 8.6 4.3
benzene (㎍/㎥) 2.1 0.0 0.9 0.9
toluene (㎍/㎥) 34.3 6.2 19.6 9.9

ethylbenzene(㎍/㎥) 18.4 0.0 4.8 5.0
m,p-xylene (㎍/㎥) 47.9 0.9 8.7 13.2
건구 온도(℃) 31.5 22.1 26.3 3.1
흑구 온도(℃) 33.1 23.0 27.6 3.2
습 도(%) 61.8 43.5 52.1 7.6
조 도(lux) - - - -
기 압(hPa) 1017.8 1004.4 1010.7 5.1
소 음(dB(A)) 548.0 57.3 140.9 179.8
TBC (CFU/m3) 590.0 24.0 200.7 203.3
CO (ppm) 4.5 2.2 3.4 0.7
CO2 (ppm) 479.0 421.7 453.4 15.6
라 돈 (pci/l) 1.6 1.0 1.1 0.2

d) 외기 측정값

* TBC 기기의 최대계측범위 5256CFU/m3

총부유세균(TBC)의 경우는 모든 유형의 교실에서 대부

분 표4의 기준치(800CFU/㎥) 이상의 값이 측정되었다.

특히 과학실이나 컴퓨터실보다 재실자가 많은 교실에서

평균값으로 부유세균의 수치가 기준치의 약 2배 정도의

많은 측정 결과치를 보여주었다.

CO는 유지기준을 만족하였으나 CO2는 평균값은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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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사유형별 측정 결과 최대, 최소, 평균값 비교

이하이나 교실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음 역시 학교보건법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있었다.

② 측정 결과의 수업유무에 따른 평균 분석

표 8과 그림 2는 측정대상 전체 교사들중 수업유무에

따른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나타낸 표와 그림

이다. 측정결과를 보면 TVOC, HCHO, BTEX 계통의 물

질들은 모두 개구부의 개페여부를 통제한 비수업중일때

분석 목록6
수업중 (13개교사)

최고값 최저값 평 균 표준편차

TVOC (㎍/㎥) 1067.4 456.5 686.0 186.3

HCHO (㎍/㎥) 59.0 17.0 30.2 14.1

benzene (㎍/㎥) 9.0 0.0 1.9 2.4

toluene (㎍/㎥) 201.2 6.3 50.7 49.8

ethylbenzene(㎍/㎥) 16.1 1.1 6.3 4.8

m,p-xylene (㎍/㎥) 41.1 1.5 10.1 10.3

건구 온도(℃) 31.0 22.3 26.7 2.2

흑구 온도(℃) 30.4 24.7 27.3 1.9

습 도(%) 65.2 44.8 54.1 7.2

조 도(lux) 992.0 330.0 679.2 183.0

기 압(hPa) 1017.3 1004.6 1011.0 5.2

소 음(dB(A)) 78.3 43.5 63.7 11.1

TBC (CFU/m3) 5256.0 232.0 1759.8 1723.9

CO (ppm) 4.6 3.7 4.2 0.3

CO2 (ppm) 1215.7 522.3 732.6 206.6

라 돈 (pci/l) 1.6 1.0 1.2 0.2

표 8. 수업유무에 따른 전체 측정값
a) 수업중일때 교실의 측정값

* TBC 기기의 최대계측범위 5256CFU/m3

분석 목록
비수업중 (19개교사)

최고값 최저값 평 균 표준편차

TVOC (㎍/㎥) 2842.8 413.7 902.4 547.8

HCHO (㎍/㎥) 227.0 13.0 73.5 53.2

benzene (㎍/㎥) 12.3 0.0 2.8 3.2

toluene (㎍/㎥) 771.8 12.2 136.5 228.5

ethylbenzene(㎍/㎥) 57.4 1.3 9.0 13.3

m,p-xylene (㎍/㎥) 214.3 1.4 21.6 49.0

건구 온도(℃) 31.1 24.4 26.8 1.8

흑구 온도(℃) 31.2 24.5 26.9 1.7

습 도(%) 65.5 44.2 55.4 6.1

조 도(lux) 1518.0 297.0 673.1 301.7

기 압(hPa) 1018.5 1004.1 1010.7 5.1

소 음(dB(A)) 70.3 41.4 50.8 7.7

TBC (CFU/m3) 1008.0 90.0 504.6 268.7

CO (ppm) 5.0 3.8 4.1 0.3

CO2 (ppm) 1336.5 493.3 676.9 270.9

라 돈 (pci/l) 1.6 1.0 1.1 0.2

b) 비수업중일때 교실의 측정값

* TBC 기기의 최대계측범위 5256CFU/m3

측정수치가 많이 나옴을 볼 수 있다. 부유세균과 소음은

수업중일때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CO2는 평균값으

로는 둘다 기준치 이하이나 교사에 따라 기준치를 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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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업유무에 따른 전체교사 측정 결과 최대, 최소, 평균값

비교

③ 측정 학교의 경년변화에 따른 결과분석

실내공기의 오염물질은 건물의 구조체 및 내장재, 재실

자 그리고 사용 기자재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로부터 유해공기의 유입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건물자체의 구조체

나 내장재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을 두고 미량의 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그로인한

영향을 실내 거주자가 단기간에 인지하지 못하지만 장기

간에 걸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건축 마감자재로부터 발생하는 실내공기 오염물

질은 일반적으로 시공이 얼마 안된 신축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어느 정도 시공년도가 지난후엔 건축마감재나

구조체로부터 발생하는 실내공기오염물질이 저감되는 것

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측정대상 학교건물의 경년변

화에 따른 측정항목의 결과값을 비교해보았다. 측정대상

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전체 측정 장소인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의 전체 평균값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은 5년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5년 미만의 7개 학교 20개 교사와

5년 이상의 4개 학교 12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중 TVOC 와

TVOC 포함 물질중 비중이 제일 큰 톨루엔과 벤젠은 평균값

비교로 각각 55%, 67% 정도 감소한 측정치가 검출되었다.

TVOC는 5년 이상의 건물에서도 표6의 유지기준인

4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목록
5년미만 (20개 교사)

최고값 최저값 평 균 표준편차

TVOC (㎍/㎥) 2842.8 437.7 844.3 518.4

HCHO (㎍/㎥) 157.0 18.0 53.8 36.2

benzene (㎍/㎥) 12.3 0.0 3.2 2.9

toluene (㎍/㎥) 711.4 12.2 104.8 166.0

ethylbenzene(㎍/㎥) 28.1 1.3 7.3 6.5

m,p-xylene (㎍/㎥) 67.6 1.4 10.9 14.0

건구 온도(℃) 31.0 22.3 26.6 2.0

흑구 온도(℃) 30.4 24.7 27.2 1.7

습 도(%) 65.5 44.8 54.7 6.2

조 도(lux) 1203.0 330.0 714.4 204.8

기 압(hPa) 1017.3 1004.1 1011.4 4.9

소 음(dB(A)) 78.3 42.1 56.8 11.7

TBC (CFU/m3) 5256.0 90.0 1210.5 1518.9

CO (ppm) 5.0 3.7 4.2 0.3

CO2 (ppm) 1336.5 499.5 719.1 258.5

라 돈 (pci/l) 1.3 1.0 1.1 0.1

표 9. 경년변화에 따른 7월 전체 측정값
a) 5년 미만 교실의 측정값

* TBC 기기의 최대계측범위 5256CFU/m
3

분석 목록
5년이상 (12개 교사)

최고값 최저값 평 균 표준편차

TVOC (㎍/㎥) 1215.1 413.7 764.7 305.3

HCHO (㎍/㎥) 227.0 13.0 59.4 62.3

benzene (㎍/㎥) 9.0 0.0 1.2 2.6

toluene (㎍/㎥) 771.8 6.3 96.4 213.7

ethylbenzene(㎍/㎥) 57.4 1.1 8.8 15.7

m,p-xylene (㎍/㎥) 214.3 1.5 26.9 60.2

건구 온도(℃) 31.1 24.6 27.0 1.9

흑구 온도(℃) 31.2 24.5 26.7 1.9

습 도(%) 65.2 44.2 55.1 7.3

조 도(lux) 1518.0 297.0 610.8 325.2

기 압(hPa) 1018.5 1004.7 1009.8 5.5

소 음(dB(A)) 75.3 41.4 54.7 10.6

TBC (CFU/m3) 2236.0 142.0 688.0 542.9

CO (ppm) 4.6 3.7 4.1 0.3

CO2 (ppm) 1215.7 493.3 667.0 227.1

라 돈 (pci/l) 1.6 1.0 1.2 0.2

b) 5년 이상 교실의 측정값

* TBC 기기의 최대계측범위 5256CFU/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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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년변화에 전체교사 측정 결과 최대, 최소, 평균값 비교

4. 결 론

9월 가을 기간에 총 11개 학교 32개 교실을 측정하였

다. 측정결과를 전체평균과 교실유형에 따라, 수업유무에

따라, 학교건물의 경년변화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측정결과를 종합해보면

- 측정한 전체 교사내 평균 환경 측정결과는 TVOC와

부유세균은 학교보건법상의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측정치

를 보여준다. 소음 역시 처리 기준을 초과하였다. 다른

BTEX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지기준에 못미치는 낮은 값

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BTEX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교실과 비교하여 과학실이나 컴퓨터실

은 일반 교실보다 평균값으로 2-3배 정도의 더 높은 측

정치를 보여준다.

-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중과 비수업중일때의 측

정결과치를 비교해보면 TVOC 와 HCHO 그리고 BTEX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비수업일떄 높게 나오고 부유세균

(TBC), CO, CO2, 라돈은 수업중일때 측정수치가 높게 나

왔다. 이것은 측정시 수업중일때는 출입문 및 창문의 개

방여부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통제하지 않았으며 비수업

중일 경우는 출입문 및 창문을 다 닫은후 측정하여 휘발

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측정수치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

료된다. 부유세균의 경우는 수업중 출입문 및 창문의 개

폐를 통제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임에도 상당히 높은

측정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학교가 시공된 년도에 따른 5년 미만의 학교와 5년

이상의 학교에서의 경년변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치

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TVOC, Benzene은 약 10%

Toluene은 약 60%정도 감소한 반면, HCHO, Ethylbenzene,

m,p-xylene의 경우는 평균값 비교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TVOC, Toluene은 신축주택의 경우 실내측정수치의 대략

적인 반감기가 2년에서 3년임을 감안할 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었으나, TVOC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BTEX

물질들중 일부가 증가하였다. 그것은 학교교사들중 일부

교사들이 부정기적으로 내부수리를 진행함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m,p-xylene)

이외의 TVOC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개별 휘발성 유

기화합물들도 교사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른 구성비의 실

내오염원을 가진다는 것도 유추해볼 수 있었으며, 학교의

시공 경년변화에 따라 건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

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할 수 가 있었다.

특히 부유세균의 경우 유지기준과 비교하여 높은 측정

치를 보여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교사내의 소

음부분과 TVOC와 부유세균의 측정치 역시 유지기준을

초과하었는데, 소음부분은 비수업중일 경우 외부 출입문

및 창문을 닫고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측정

치가 측정되었다는 점은 교사 시공시 방음시공의 개선과

교사내의 환기비중등, 교사의 사용목적과 특성에 맞게 환

기기준을 달리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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