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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울산지역의 79개 고등학교 238개 교실을 대상으로 측정한 미세먼지(PM10)의 농도를

학교, 교실, 지역별로 평가하였다. 울산지역 고등학교 미세먼지(PM10)의 평균농도는 63.8 ㎍/㎥이었고

일반계가 64.9 ㎍/㎥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미세먼지(PM10)의 평균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

고등학교가 공립 고등학교 미세먼지(PM10)의 평균농도 보다 높았다. 또한, 남녀공학 교실의 미세먼지

(PM10) 평균농도가 남고와 여고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학생들의 활동이 많은 일

반교실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특별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유지기준 초

과율도 특별실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교실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2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1. 서론

일반적으로 미세먼지(PM10)는 입자직경 크기가 10

㎛ 또는 그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서 대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부유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미세

먼지(PM10)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에 의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심장혈관 계통의

질병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도 시계를

저하시키고 건물 손상 등 재산상의 피해를 초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세

먼지(PM10)에 대한 급성 및 만성적인 영향으로 노인

과 심장질환 및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낮은 농도의

미세먼지(PM10) 노출에도 급성 폐기능 감소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본 연구에서는 울

산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측정한 미세먼

지(PM10)의 농도를 학교, 교실, 지역별로 평가하였으

며, 특성별 농도 분포를 규명하고 월별 노출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7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는 일반계와 전문계, 공립과 사립, 남녀

공학 여부를, 교실은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2 연구방법
미세먼지(PM10) 농도는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한

광산란방식의 분진측정기 LD-3B(SIBATA, Japan)

를 이용하였다. 한편, 매 측정 전 zero filter로 보정

을 하였으며 유량은 1.7 L/min으로 10분 동안 2회

이상 측정하였고, 각각의 도출된 농도는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시료의 채취는 중앙지점을 원칙으로 하

였으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뒷 벽면에서 1m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바닥으로부터 약 1.5m 높이에

측정기를 위치시켜 주변으로부터 미세먼지(PM10)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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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석은 SAS 프로그램(Version 9.1, USA)

을 사용하였으며 학교와 교실 특성별 두 군의 농도

차이는 Student t-test를 활용하였고 학년, 지역 및

월별 미세먼지(PM10) 농도 비교는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량을 0.05의 유의수준으로

Duncan의 사후검정도 실시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PM10)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의 단계선택(Stepwise)을 활용하

여 최적을 모델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표 1] Concentrations of PM10 by type of high school

Types N
Mean

(㎍/㎥)
S.D

Excess

Rate*(%)
p-value

General 189 64.93 42.14 17.99

0.301

Professional 49 59.17 32.27 8.16

Public 166 62.53 42.42 16.27

0.071

Private 72 66.55 35.10 15.28

Men 45 60.51 44.43 22.22

0.533Women 36 58.72 35.07 13.89

Coeducation 157 65.83 40.29 14.65

Total 238 63.75 40.31 15.97

[표 2] Concentrations of PM10 by type of classroom

Contents N Mean
(㎍/㎥) S.D Excess

Rate(%) p-value

General 158 68.40 42.03 19.62

0.008

Multi-purpose 80 54.56 35.16 8.75

Art 16 68.61 39.12 12.50

0.619

Language 7 55.45 31.71 14.29

Computer 9 54.81 39.59 11.11

Science 33 49.31 34.97 6.06

Library 5 46.91 36.67 0.0

Others 7 58.82 26.31 14.29

울산지역의 79개 고등학교의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는 63.8 ㎍/㎥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

우 손종렬 등(2006)이 제시한 77 ㎍/㎥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농도를 보였고 유사한 측정장비를 사용한

조태진 등(2008)의 결과 49.1 ㎍/㎥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세먼지(PM10)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 독일 학교(64개)는 64.9∼91.5 ㎍/㎥, 그리이스

학교(40개)는 평균 118 ㎍/㎥으로 전반적으로 본 연

구결과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국

가 및 지역적인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Gemenetzis et al, 2006; Fromme et al, 2007). 한

편, PM10 농도에 대한 국내외 다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는 측정장비 등의 차이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울산지역 고등학교 미세먼지(PM10)의 평균농

도는 63.8 ㎍/㎥이었고 일반계가 64.9 ㎍/㎥으로 전

문계 고등학교 미세먼지(PM10)의 평균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 고등학교가 공립 고등학교

미세먼지(PM10)의 평균농도 보다 높았다. 또한, 남녀

공학 교실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남고와 여

고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학

생들의 활동이 많은 일반교실의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가 특별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고 유지기준 초과율도 특별실에 비해 약 2

배 이상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교실의 미세먼지

(PM10) 농도가 2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등학교를 학년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신

체적 활동이 많은 1학년 교실의 PM10 농도가 73.3

㎍/㎥으로 2학년 67.6 ㎍/㎥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고 앉아서 학습하는 시간이 많은 3학년

은 51.5 ㎍/㎥으로 2학년에 비해 낮은 농도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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