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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인

구의 55%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심 인구 비

중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81.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

다. 고소득 국가에 속하는 한국 역시 수도인 서울에 2020년 

기준 9,985,652명으로 약 1,0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

울 인근 도시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역에 위치한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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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

Background:  Particulate matter (PM10, PM2.5) and black carbon contribute to poor air quality in urban 
areas, and can also affect indoor environments. Exposure to PM can be associated with respiratory and lung 
diseases.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door and outdoor concentration distribution patterns of PM10, 
PM2.5, and black carbon at an apartment building, a typical residential space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South Korea, by season, day of the week (weekday vs. weekend), and time of the day. It aims to obtain 
foundational data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pollutants and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pollution levels 
between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Methods: Indoor and outdoor concentrations of PM and black carbon were measured at an apartment 
building located in Namyangju, Gyeonggi-do Province, using dust sensors and an Aethalometer AE51 
(AethLabs, San Francisco, CA, USA) over the course of a year from June 2020 to May 2021.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patterns were analyzed by season and time of day.

Results: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in the outdoor environment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indoor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season. By contrast, the indoor black carbon concentration was higher than 
that in the outdoor environment during summer and autumn. The concentrations of PM10, PM2.5 and black 
carbon were found to be higher on weekdays than during weekends, especially during rush hour, with 
concentrations of 25.92~56.58 μg/m3, 21.12~44.82 μg/m3, 0.63~3.40 μg/m3.

Conclusions: The outdoor concentrations of PM10, PM2.5, and black carbon were higher during the weekdays, 
especially during rush hour, than during weekend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health 
management of apartment occupants because it is measured over a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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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ㆍ PM10 and PM2.5 were higher out doors 

than indoors regardless of the season.
ㆍ Black carbon varied with the season.
ㆍ PM10, PM2.5 and black carbon were 

higher during the week than the 
weekend.

ㆍ Air pollutants were higher both indoors 
and outdoors during commut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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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체 인구 중 5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들의 경우 다양한 도시 생활활동과 산업

활동 등을 통해 배출되어지는 다양한 대기유해물질에 직간접

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 대기유해물질 중 입자상 물질은 

대도시 거주 인구들에 대해 심각한 건강 영향을 야기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2) 세계보건기구(WHO)는 입자상 물질 중 PM10

와 PM2.5를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

으로 지목하였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 

PM2.5로 인해 연간 18,200명이 사망하는 등 PM10와 PM2.5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 경고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

련하지 않는다면 2060년 OECD 회원국 중 조기사망률 및 경

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 발표하였다.3)

미세먼지 중 직경이 2.5 μm 미만인 PM2.5는 조기 사망, 폐 염

증, 가속화된 동맥경화증 및 심장 기능 변화를 포함하는 심각

한 건강 영향과 관련이 있고,4) 단기간의 대기 오염 노출에서 만

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의 악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천

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첩 증후군(asthma-COPD overlap 

syndrom)은 PM2.5 노출 시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5) 흔

히 알려진 PM10와 PM2.5 뿐 아니라, PM10와 PM2.5의 주요 구성

요소인 초미립자(직경<100 nm, Ultra Fine Particle)는 동일한 

질량 기준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고 표면적이 넓어 동물과 인간

에게 PM10와 PM2.5보다 더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6) 초

미립자 중 PM2.5 질량의 약 23%를 차지하는 블랙카본(Black 

Carbon)은 화석 연료의 불완전 연소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 

연료의 연소로 인해 종종 배출된다.7) 또한 블랙카본은 광흡수 

특성으로 인해 대기경계층을 안정화시켜 고농도 PM2.5 사례

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8) 국제배출량 인벤토리

를 살펴보면 산업부문과 경제활동을 통한 연소원에서 배출되

는 블랙카본은 산업부문을 제외하면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9) 디젤자동차 후단에서는 약 

50 nm 이하의 탄소 입자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와 유사한 나노(nano) 수준의 블랙카본 입자가 증가하면 유전

독성(DNA 손상)이 증가한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 되었다.10) 또

한 블랙카본이 농후한 대기에서 숨을 들이켰을 경우 염증반응

을 유발하며 호흡기 질병, 천식, 심혈관 질환, 폐기능 저하, 지

능 지수 감소 등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11)

Fig. 1. Location of the measur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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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대기환경 중 PM10, PM2.5 및 블랙카본의 주요 발생원

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 도로, 건설현장 등의 영향이 크며, 요

리나 양초 연소와 같은 실내 발생원도 있어 실내환경에서도 이

들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12,13) 

국내의 경우 이러한 PM10, PM2.5 및 블랙카본에 대한 저감 대

책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기 중 이들 유해물질의 분포 

특성 및 노출량 평가를 위한 지자체 측정망 확충 및 다수의 연

구가 수행되고 있으나,14,15) 실내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노

력은 부족하다. 또한 최근 들어 PM10와 PM2.5에 대한 연구들

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블랙카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에 있다.16)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주택 비중의 62.3%를 차

지하는 대표적 주거환경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ㆍ외 PM10, 

PM2.5 및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실내외 

농도 분포 특성 차이의 분석을 통한 계절 및 시간에 따른 아파

트 재실자 건강관리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한

으로 수행되었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 동안 경기

도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PM10, PM2.5 및 블랙카본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농도 데이터를 주중과 주말, 실내와 

실외, 계절별로 분류하여 시ㆍ공간적 농도분포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측정이 이루어진 측정대상 아파트의 주변환경은 측정장소로

부터 약 100 m 떨어진 곳에 도농역 경의 중앙선이 위치하고 있

으며, 약 700 m 거리에는 공사현장이 있다. 그리고 약 2 km 떨

어진 거리에는 소각시설인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며, 약 1 

km의 거리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위

치하고 있다(Fig. 1). 

사용된 실내ㆍ외 PM10, PM2.5 및 블랙카본의 농도 측정기에 사

용된 측정기기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 실시간 Particulate Matter (PM10, PM2.5) 측정
PM10 및 PM2.5는 광산란법을 이용한 실외형 공기질 측정기 

Dust Mon (Ssentry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

한 재현성 검사를 수행하여 90% 이상의 효능을 보인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유량은 0.5 L/min로 고정하여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1분 단위로 24

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Long Term Evolution 

Category M1 (LTE Cat M1)을 통한 데이터 수신 및 측정기 자

체 SD Card에 저장되며, 저장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1. Specifications of measuring device for PM10, PM2.5

Device Dust Mon, sentry Co. Ltd

Appearance 300(W)* 150(D)* 430(H) mm, 9 kg

Metrics PM PM10, PM2.5

Other Temperature, humidity
Measurement range PM 0~100,000 µg/m3

Flux 0.5 L/min
Measuring interval 1 minute
Operating range –30~60oC, 0~99% RH
Working power 220 VAC/60 Hz
Power 144 kW/month
Communications LTE Cat M1
Data storage SD CARD

Table 2. Specifications of measuring device for Black Carbon

Device microAethⓇ AE-51, Aethlabs

Apearance 66(W)*38(D)*117(L) mm, 0.25 kg

Metrics Black Carbon
Measurement range 0~1 mg BC/m3

Flux 0.05~0.15 L/min
Measuring interval 5 minutes
Operating range 0 to 40 oC, non-condensing
Working power 100~240 VAC (50/60 Hz)
Power Internal 3.6 V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y
Communications USB Connectivity to Windows-based PC
Data storage 4 MB flash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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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블랙카본 농도 측정
공기 중 블랙카본은 휴대용 측정기인 Aethalometer AE51 

(AethLabs, San Francisco,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유량은 0.05~0.15 L/min로 측정되었다. 계절별로 여

름(2020.08), 가을(2020.10~11), 겨울(2021.01~02), 봄

(2021.03~04)에 2주 동안 5분 단위로 24시간 동안 연속 측정

하였다. Aethalometer를 이용한 블랙카본 농도 측정결과 대기 

중 블랙카본 입자의 질량흡수단면은 520~550 nm의 가시광

선 파장범위에서 8~14 m2/g의 값을 가지며, 측정 파장에 따라 

다양한 값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블랙카본 입자의 오염원, 혼

합 상태, 산란 코팅 셀 및 광 흡수 파장에 따라 광흡수단면 값

이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7) 본 연구에서 사용

된 AE51 모델은 입자에 의한 빛의 소멸을 측정하기 위해 880 

nm의 근적외선 단일파장을 이용하며 실내 및 작업환경의 블랙

카본 농도를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장비이며, Total 
Suspended Particulate (TSP) 중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한다.

4. 통계분석 방법
측정을 통해 획득된 농도 자료의 분석은 주중, 주말 및 실내, 

실외로 구분하여 평균 농도의 차이의 경우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고, 계절별 시공간적 평균 농도의 차이는 ANOVA를 

통해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주중 및 주말의 농도, 실내ㆍ외 

농도, 계절별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ANOVA를 이용한 계

절별 평균 농도는 Scheffe의 사후분석을 통해 각 계절간 농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 19) 통계패키

지를 이용했다.

Table 5. Concentrations of PM10 in weekdays and weekends by season (μg/m3)

Season Site Weekday/weekend n Mean±S.D. Max p-value

Spring Indoor Weekday 4,379 10.74±20.67 497.67 <0.001
Weekend 1,871 8.41±13.64 272.08

Outdoor Weekday 4,530 46.29±34.55 282.61 <0.001
Weekend 1,872 29.65±22.11 204.67

Summer Indoor Weekday 9,487 13.21±10.76 275.91 <0.001
Weekend 3,740 10.77±9.32 256.16

Outdoor Weekday 8,640 24.57±17.41 257.89 <0.001
Weekend 2,448 21.81±15.10 78.63

Fall Indoor Weekday 8,615 9.42±16.02 515.36 0.847
Weekend 4,185 9.36±21.52 490.53

Outdoor Weekday 8,712 23.27±24.22 696.24 <0.001
Weekend 4,462 21.37±26.87 500.37

Winter Indoor Weekday 6,278 11.51±14.17 238.09 0.246
Weekend 2,767 11.94±19.95 509.33

Outdoor Weekday 8,019 31.98±21.88 136.74 <0.001
Weekend 3,902 30.94±20.92 111.51

Table 3. I/O ratio of PM10 in weekdays and weekends by season

Season Weekday/
weekend I/O ratio p-value*

Spring Weekday 0.23 <0.001
Weekend 0.28 <0.001

Summer Weekday 0.54 <0.001
Weekend 0.49 <0.001

Fall Weekday 0.40 <0.001
Weekend 0.44 <0.001

Winter Weekday 0.36 <0.001
Weekend 0.39 <0.001

*Verification of indoor and outdoor concentration difference.

Table 4. I/O ratio of PM2.5 in weekdays and weekends by season

Season Weekday/
weekend I/O ratio p-value*

Spring Weekday 0.13 <0.001
Weekend 0.17 <0.001

Summer Weekday 0.29 <0.001
Weekend 0.37 <0.001

Fall Weekday 0.26 0.517
Weekend 0.27 0.908

Winter Weekday 0.25 <0.001
Weekend 0.27 <0.001

*Verification of indoor and outdoor concentration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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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아파트 실내ㆍ외 PM10과 PM2.5 농도 비교 

1.1. 주중/주말 및 계절별 PM10과 PM2.5 농도 비교

PM10 및 PM2.5 농도는 가을철 PM2.5 농도를 제외하고 사계절 

모두 실외 농도가 실내농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Table 3, Table 4). 각 계절별 주중, 주

말별 실내외 농도비(I/O concentration ratio)의 범위는 PM10은 

0.23~0.54, PM2.5는 0.13~0.37로 실외농도가 실내농도에 비

해 약 2.5~4.5배 이상의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M10 및 PM2.5의 경우 계절 및 주중/주말에 따른 시간적 

변수와는 관련 없이 실외 농도가 실내농도에 비해 높게 분포하

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중 및 주말별 PM10 및 PM2.5 농도의 경우 PM10의 경우 겨

울철 실내, PM2.5의 경우 가을과 겨울철 실내를 제외하고 사계

절 모두 주중의 농도가 주말의 농도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

냈고, 이는 가을과 겨울철의 실내 PM10 농도를 제외하고 공간

적 변수와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5, Table 6). 즉, 실내 PM10 및 PM2.5 농도는 실외 PM10 및 

PM2.5 농도와 같이 주중이 주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높은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가을철 PM10 농도의 경우 주중이 

주말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겨울은 다른 계절의 결과와는 달리 주

말의 농도가 주중의 농도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이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절별 PM10 및 PM2.5 농도의 차이는 실내 및 실외 모두 계

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농도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7, 

Table 7. Seasonal difference of indoor and outdoor PM10 concentration (μg/m3)

Site Season N Mean±S.D. Max p-value

Indoor Spring 6,250 10.05±18.87 497.67 <0.001
Summer 13,227 12.52±10.43 275.91
Fall 12,800 9.40±18.00 515.36
Winter 9,045 11.64±16.16 509.33

Outdoor Spring 6,402 41.42±32.82 282.61 <0.001
Summer 11,088 23.96±16.97 257.89
Fall 13,174 22.62±25.17 696.24
Winter 11,921 31.64±21.57 136.74

Table 6. Concentration of PM2.5 in weekdays and weekends by season (μg/m3)

Season Site Weekday/
weekend n Mean±S.D. Max p-value

Spring Indoor Weekday 4,396 4.82±10.13 225.72 <0.001
Weekend 1,871 4.26±6.79 91.65

Outdoor Weekday 4,433 37.19±26.07 193.05 <0.001
Weekend 1,872 25.24±19.09 159.56

Summer Indoor Weekday 6,348 6.52±5.69 157.83 <0.001
Weekend 3,740 5.55±4.57 120.11

Outdoor Weekday 3,296 22.30±12.76 102.37 <0.001
Weekend 3,168 14.83±11.99 61.73

Fall Indoor Weekday 8,615 4.40±7.23 222.80 <0.001
Weekend 4,185 4.52±13.61 445.01

Outdoor Weekday 8,712 16.79±18.63 244.43 <0.001
Weekend 4,318 16.83±24.78 549.90

Winter Indoor Weekday 6,278 6.52±8.00 170.28 <0.001
Weekend 2,767 6.95±11.54 359.26

Outdoor Weekday 8,019 25.79±17.73 100.52 <0.001
Weekend 3,902 25.42±17.73 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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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cheffe의 사후분석을 통해 각 계절간 농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봄과 가을철의 실내 PM10, PM2.5 농도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PM10 p-value=0.07, 

PM2.5 p-value=0.47)을 제외하고 모든 계절 간 농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실내의 경우 PM10은 여름, 겨울, 

봄, 가을의 순으로, PM2.5는 겨울, 여름, 봄, 가을의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낸 반면 실외의 경우 PM10과 PM2.5 모두 봄, 겨울, 

여름 가을의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즉, 실외의 경우 황

사 및 비황사 등과 같은 영향, 실내의 경우 계절에 따른 환기 및 

실내 거주자들의 생활환경 변화 등이 계절적 농도 분포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1.2. 시간대에 따른 PM10과 PM2.5의 농도분포

하루 중 시간대별 PM10과 PM2.5의 농도 변동을 파악하고자 1

시간 간격으로 평균을 구한 일 중 변화 양상을 실내, 실외로 구

분하여 각각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실내 PM10와 PM2.5 농도는 주중의 경우 봄과 겨울철에는 

7:00~8:00시에 각각 PM10은 18.63±26.33 μg/m3, 20.24±

11.66 μg/m3, PM2.5는 8.21±11.14 μg/m3, 12.31±12.82 μg/

m3로 최고농도에 도달했고, 여름과 가을철에는 21:00시에 각

각 PM10은 15.94±21.29 μg/m3, 17.69±28.04 μg/m3, PM2.5

는 7.71±9.77 μg/m3, 7.86±12.49 μg/m3로 가장 높은 농도

가 나타났다(Figs. 2a, 2b). 반면, 주말의 경우 PM10은 봄, 여름, 

겨울에는 8:00~9:00시에 각각 6.12±7.98 μg/m3, 9.52±6.37 

μg/m3, 16.84±17.83 μg/m3로 최고농도에 도달했고, 가을철

에는 10:00시에 18.13±37.82 μg/m3로 최고농도에 도달했다. 

PM2.5는 봄에는 13:00시, 가을은 18:00시, 여름과 겨울에는 

21:00시에 각각 6.71±9.04 μg/m3, 9.73±35.87 μg/m3, 7.04

±8.62 μg/m3, 11.65±32.62 μg/m3로 최고농도에 도달했다

(Figs. 2c, 2d). 즉, PM10와 PM2.5의 시간대별 농도 변화는 주중/

Table 8. Seasonal difference of indoor and outdoor PM2.5 concentration (μg/m3)

Site Season N Mean±S.D. Max p-value

Indoor Spring 6,267 4.66±9.26 225.72 <0.001
Summer 10,088 6.46±5.32 157.83
Fall 12,800 4.44±9.79 445.01
Winter 9,045 6.65±9.23 359.26

Outdoor Spring 6,305 33.64±24.81 193.05 <0.001
Summer 6,464 18.64±12.94 102.37
Fall 13,030 16.80±20.87 549.90
Winter 11,921 27.47±18.99 111.51

Fig. 2. Diurnal concentrations of PM10 and PM2.5 in indoor. (a) PM10 concentration in weekdays, (b) PM2.5 concentration in weekdays, (c) PM10 
concentration in weekends, (d) PM2.5 concentration in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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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주중 PM10와 PM2.5는 유사

한 일중 변화 양상을 보였으나, 주말 PM10와 PM2.5의 일중 변화

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실외 PM10와 PM2.5 농도는 주중의 경우 봄, 여름, 겨울철에

는 8:00~9:00시에 각각 PM10은 56.58±42.76 μg/m3, 25.92±

18.32 μg/m3, 37.72±20.16 μg/m3, PM2.5는 44.82±34.07 

μg/m3, 21.12±15.15 μg/m3, 30.67±16.18 μg/m3로 최고농도

에 도달했고, 가을철에는 21:00시에 PM10은 27.94±29.03 μg/

m3, PM2.5는 18.41±19.69 μg/m3로 최고농도에 도달했다(Figs. 
3a, 3b). 반면, 주말의 경우 실내 PM10과 PM2.5의 일중 변화 양

상과 같이 PM10은 봄과 겨울철에는 9:00~10:00시, 가을에

는 22:00시, 여름철에는 3:00시에 각각 33.55±26.90 μg/m3, 

38.08±23.33 μg/m3, 23.75±26.95 μg/m3, 22.75±15.62 μg/m3

로 가장 높은 농도가 나타났으며, PM2.5는 봄, 여름, 겨울철에는 

7:00~10:00시에 28.40±21.91 μg/m3, 15.99±12.86 μg/m3, 

30.28±μg/m3로 최고농도에 도달했고, 가을철에는 18:00시에 

16.23±μg/m3로 최고농도에 도달했다(Figs. 3c, 3d).

PM10과 PM2.5의 일 중 변화 양상은 주중의 경우 계절 및 실

내외에 따른 공간적 변수와는 관련 없이 출퇴근 시간대와 같은 

인위적인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에 높은 농도를 보였다. 주말의 

경우 봄의 PM10과 PM2.5의 농도가 주중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

나, 전체적인 일 중 변화 양상은 주중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PM10과 PM2.5은 실외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실내의 경우 

실내 거주자들의 생활활동 시간 등이 일중 농도 변화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아파트 실내ㆍ외 블랙카본의 농도 비교 

2.1. 주중/주말 및 계절별 블랙카본의 농도 비교

블랙카본의 농도는 봄과 겨울은 PM10과 PM2.5와 같이 실외 

농도가 실내농도에 비해 높은 농도로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 이는 겨울철 주말 농도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이었다. 반면, 여름과 가을은 실내농도가 실외농도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Table 9). 각 계절별 

주중, 주말별 실내외 농도비의 범위는 0.21~3.77으로 봄과 겨

울의 경우 실외 농도가 실내 농도에 비해 약 0.4배 높은 농도를 

보였고, 여름과 가을의 경우 실내 농도가 실외 농도에 비해 약 

3.3배 이상의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계절 

평균 약 1.9배 이상의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 Diurnal variation of concentrations of PM10 and PM2.5 in outdoor. (a) PM10 concentration in weekdays, (b) PM2.5 concentration in 
weekdays, (c) PM10 concentration in weekends, (d) PM2.5 concentration in weekends

Table 9. The I/O ratio of black carbon in and weekends by season

Season Weekday/
weekend I/O ratio p-value*

Spring Weekday 0.21 <0.001
Weekend 0.34 <0.001

Summer Weekday 1.48 <0.001
Weekend 1.97 <0.001

Fall Weekday 3.77 <0.001
Weekend 3.35 <0.001

Winter Weekday 0.39 <0.001
Weekend 0.32 0.079

*Verification of indoor and outdoor concentration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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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M10과 PM2.5의 농도 분포와는 다르게 블랙카본의 경우 

계절에 따른 시간적 변수가 실내외 블랙카본 농도에 영향을 끼

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중 및 주말별 실외 블랙카본 농도의 경우 주중의 농도가 주

말의 농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Table 10). 반면, 실내 블랙카본 농도의 경우 가을과 겨울은 주

중의 농도가 주말의 농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농

도로 나타났다. 봄의 경우 주중의 농도가 주말의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여름은 주말의 농도가 

주중의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 주거환경에서의 실외 블

랙카본의 경우 계절과 관계없이 주중이 주말에 비해 높은 농도

를 나타냈으나 겨울은 주중과 주말 간에 유의한 농도 차이가 없

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내 블랙카본의 경우 가을과 겨울은 

PM10과 PM2.5의 농도 분포와 다르게 봄, 가을, 겨울의 경우 주중

의 농도가 주말의 농도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지만 봄은 주

중과 주말 간에 유의한 농도 차이가 없으며, 여름의 경우 주중보

다 주말의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주중과 주말 간에 

유의한 농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계절별 블랙카본 농도의 차이는 실내 및 실외 모두 계절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농도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1). Scheffe의 사후분석을 통해 각 계절간 농도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 모든 계절간 농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05). 실내의 경우 가을, 여름, 겨울, 봄의 순으로 높은 농

도를 나타낸 반면 실외의 경우 봄, 겨울, 여름, 가을의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PM10과 PM2.5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블랙카본 농도가 황사 혹은 비황사, 계절에 따른 

환기 및 실내 거주자들의 생활환경 변화 등과 같은 공간별 계절

Table 10. The concentration of black carbon in weekdays and weekends by season (μg/m3)

Season Site Weekday/
weekend n Mean±S.D. Max p-value

Spring Indoor Weekday 2,005 0.46±0.38 5.47 0.379
Weekend 527 0.45±0.37 1.87

Outdoor Weekday 3,509 2.17±1.68 14.31 <0.001
Weekend 1,656 1.31±1.21 6.54

Summer Indoor Weekday 3,620 1.23±1.12 11.90 0.092
Weekend 1,152 1.34±2.04 25.48

Outdoor Weekday 3,560 0.83±0.51 4.65 <0.001
Weekend 1,083 0.68±0.52 4.77

Fall Indoor Weekday 2,872 2.45±1.62 11.35 <0.001
Weekend 1,135 1.84±6.37 1.05

Outdoor Weekday 2,845 0.65±0.55 4.57 <0.001
Weekend 1,107 0.55±0.39 2.34

Winter Indoor Weekday 2,949 0.61±0.46 2.85 <0.001
Weekend 1,056 0.48±0.40 2.33

Outdoor Weekday 2,813 1.57±1.14 7.72 <0.001
Weekend 1,208 1.50±1.07 5.99

Table 11. Seasonal difference of indoor and outdoor black carbon concentrations (μg/m3)

Site Season N Mean±S.D. Max p-value

Indoor Spring 2,532 0.46±0.38 5.47 <0.001
Summer 4,772 1.26±1.40 25.48
Fall 4,007 2.27±1.51 11.35
Winter 4,005 0.57±0.45 2.85

Outdoor Spring 5,165 1.90±1.60 14.31 <0.001
Summer 4,643 0.80±0.52 4.77
Fall 3,952 0.62±0.51 4.57
Winter 4,021 1.55±1.12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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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에 의해 농도 분포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2.2. 시간대에 따른 블랙카본의 농도분포

하루 중 시간대별 블랙카본 농도 변동을 파악하고자 1시간 

간격으로 평균을 구한 일중 변화 양상을 실내, 실외로 구분하

여 각각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실내 블랙카본 농도는 주중의 경우 봄, 가을 겨울에는 출

근시간대(7:00~9:00)에 각각 0.63±0.34 μg/m3, 3.40±

1.18 μg/m3, 2.22±1.25 μg/m3로 최고농도에 도달했고, 

15:00~16:00시 이후 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4a). 여름에는 하루 중 농도 변화가 크게 없이 1.23±1.12 

μg/m3 농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반면, 주말의 경우 주중 일주변동과 다르게 큰 폭의 농도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계절마다 모두 다른 시간대에 최고농도

에 도달했다. 봄은 4시, 여름에는 14시, 가을에는 8시, 겨울에

는 20시에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났고, 각각 0.88±0.79 μg/

m3, 2.27±3.25 μg/m3, 3.26±1.05 μg/m3, 0.87±0.53 μg/m3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4b). 즉, 실내 블랙카본의 일중 농도 

변동은 계절 및 주중/주말에 따른 시간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외 블랙카본 농도는 주중의 경우 계절과 관계없이 모두 출

근시간대(8:00~9:00)에 최고농도(봄: 4.53±2.67 μg/m3, 여 

름: 1.02±0.70 μg/m3, 가을: 1.22±0.50 μg/m3, 겨울: 0.99±

0.48 μg/m3)에 도달했고, 오후에는 퇴근시간대인 18:00시 이

후 블랙카본 농도가 점차 증가하다가 22:00~23:00시 이후 감

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Fig. 5a). 반면, 주말의 경우 봄에는 주

중과 같이 8~9시에 1.99±1.71 μg/m3로 최고농도에 도달했으

나, 여름에는 1~2시, 가을에는 23~24시, 겨울에는 21~22시에 

각각 1.01±0.43 μg/m3, 1.06±0.45 μg/m3, 2.05±1.40 μg/

m3로 계절마다 다른 시간에 최고농도에 도달했다. 또한, 여름

의 경우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1.5~2.0 μg/m3정도로 타계

절 대비 큰 폭의 농도 변동이 발생했다(Fig. 5b). 즉, 실외 블랙

카본의 일중 농도 변동은 계절 및 사람들의 시간대별 활동 패

턴등과 같은 시간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블랙카본 농도의 일중 변화 양상은 PM10과 PM2.5와 같이 주

중과 주말 모두 계절 및 실내외에 따른 공간적 변수와 실외의 

경우 출퇴근, 실내의 경우 실내 거주자의 실내 활동과 같은 시

Fig. 4. Diurnal concentrations of black carbon in outdoor. (a) Weekdays, (b)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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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urnal concentrations of black carbon in indoor. (a) Weekdays, (b) Weekends

Fig. 6. Diurnal I/O ratio of PM10 and PM2.5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a) PM10 I/O ratio in weekdays, (b) PM2.5 I/O ratio in weekdays, (c) 
PM10 I/O ratio in weekends, (d) PM2.5 I/O ratio in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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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변수가 블랙카본 농도의 일주변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IV. 고    찰

1. 거주지 실내ㆍ외 PM10, PM2.5 농도 비교 

1.1. 주중/주말 및 계절별 PM10 농도 비교

PM10 농도는 계절 및 주중/주말에 따른 시간적 변수와 관계

없이 실외 농도가 실내 농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분

포하고 있다(Table 3). 이는 측정지점이 서울 외곽에서 4.1 km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로 왕래하는 인구가 많으며, 인근에 교통

량이 하루 평균 187,520대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위치

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 주거환경이 도

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 위치한 것이 실외 

PM10 농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1시간 간

격으로 PM10의 I/O ratio를 조사한 결과, 계절 및 주중/주말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간대 즉, 주중에는 출, 퇴근시

간대에 주말에는 9:00~11:00시, 22:00시 이전에 실외 PM10 농

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Figs. 6a, 6c).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외 PM10 농도는 국내 및 국제기구에

서 권장하는 농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봄과 겨울에는 권장 

농도와 가까운 수준의 높은 농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최댓값의 경우 696.24 μg/m3으로 국내 PM10의 하루 평균 

기준인 100 μg/m3을 약 7배 정도 초과하였다(Table 5). 반면, 실

내의 경우 PM10의 평균농도는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외와 같이 최댓값은 일

반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인 100 μg/m3을 515.36 μg/m3

으로 약 5.2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실내의 

경우 조리 활동이나 그 외 실내 활동으로 인해 단시간에 고농도

에 도달할 우려가 있으며, 미국 환경청(US EPA)는 주방조리 행

위를 실내 PM10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18,19)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재실자가 음식 조리를 했을 것으로 추정

되는 7:00~9:00의 PM10 농도는 238.09~515.36 μg/m3으로 

고농도의 PM10이 발생하였다. 즉, 실내 PM10 농도에 주방조리 

행위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PM10 평균농도가 낮더

라도 단기간 고농도의 PM10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주중 및 주말별 실외 PM10 농도는 사계절 모두 주말보다 주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Table 5). 

Choi et al. (2008)20)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중의 농도가 주말보다 높았고, 이

는 주말의 감소된 에어로졸 배출량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영국 런던의 3개 지점(도로변, 도시 중심, 교외지역)의 

PM10과 PM2.5의 주중/주말 농도를 분석한 결과, 도로변과 도시 

중심의 PM10 농도는 주중이 주말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주

말의 경우 기관 및 산업체의 휴무로 인해 승용차나 트럭의 운

행량이 적어 그에 따라 PM10의 배출량과 기인 물질이 비교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21) 반면, 실내 PM10 농도는 봄과 여름의 

경우 실외 PM10 농도분포와 같이 주중이 주말에 비해 높은 농

도가 나타났지만, 가을과 겨울은 주중과 주말 간에 유의한 농

도 차이가 없었다. 실내환경은 실내ㆍ외 차압 및 실외 바람에 의

한 풍압, 실내ㆍ외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실외 대기 중의 PM10

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22) 실내 배출원에 직접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주로 비산먼지나 해염 등의 물리적 작용이 주요한 

발생원이며, 재실자의 이동, 실내 혹은 바닥에 가하는 충격, 파

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히 PM10의 농도가 증가한다.23) 

즉,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내 PM10 농도는 물리적 활동이 영

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계절에 따라 물리적 활동에 차

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절별 실내 주요 발생원의 

차이가 없으므로, 실내 PM10 농도는 실외 PM10 농도에 의해 주

말보다 주중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별 PM10 농도의 차이는 실외의 경우 봄, 겨울, 여름, 가을

의 순으로 높은 농도로 나타냈고, 실내의 경우 여름, 겨울, 봄, 

가을의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Table 7). 실외 PM10 농도는 특히 봄철에 41.42±32.82 

μg/m3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을철 PM10 농도에 

비해 1.5~2배 높은 수준이었다.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PM10 

및 블랙카본의 샘플링 기간 동안 발생한 12회의 황사 중 1월에 

2회, 3월과 4월에 총 7회가 발생하였으며, 3월 황사 발생 시 서

울의 일 평균 PM10 농도는 317 μg/m3, 최대 598 μg/m3로 황사 

발생 시 PM10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4) 이는 황

사 발생이 봄철 PM10 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봄철 주중의 PM10 농도는 주말에 비

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봄철 측정 기간 중 

발생한 7차례의 황사 중 하루를 제외하고 6차례가 주중에 발

생한 것이 주중 PM10 농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내 PM10 농도는 여름철에 12.52±10.43 μg/m3으로 가장 높

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을철 PM10 농도에 비해 약 1.3배 

높은 수준이었다. 홍콩의 가을과 겨울 사이 34개의 가정에서 

측정된 실내 PM10 농도는 69.5 μg/m3 이었으며,25) 폴란드의 아

파트 내에서 측정된 PM10 농도는 23.1~39.7 μg/m3으로 다른 

국가의 주거환경의 결과와 비교할 때 조사대상 주거환경에서의 

PM10 농도는 낮은 수준이었다.26)

1.2. 주중/주말 및 계절별 PM2.5 농도 비교

PM2.5 농도는 PM10 농도와 같이 계절 및 주중/주말에 따른 

시간적 변수와 관계없이 실외 농도가 실내농도보다 높게 분포

하고 있고, 이는 가을철 농도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Table 4). 이는 PM10와 같이 조사대상 거주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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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실외 PM2.5 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

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1시간 간격으로 PM2.5의 I/O ratio를 조

사한 결과 PM10에 비해 I/O ratio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PM10와 같이 계절 및 주중/주말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생활하

는 시간대에 실외 PM2.5 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Figs. 6b, 6d). 

2018년 3월 기준 국내에서 권장하고 있는 연평균 PM2.5 농도

는 15 μg/m3이고, 미국, 일본도 역시 15 μg/m3, WHO의 경우 10 

μg/m3이다.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외 PM2.5 농도는 국내 및 국

제기구에서 권장하는 농도보다 1.0~2.5배 정도 초과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최고농도의 경우 549.90 μg/m3로 국내 24시간 

PM2.5 농도 기준인 35 μg/m3의 약 12.7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Table 6). 반면, 실내의 경우 PM2.5 평균농도는 PM10와 

같이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역시 최대 농도가 445.01 μg/m3으로 일반 시

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인 50 μg/m3을 약 9배 초과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리과정에서 

육류를 구울 때 188~2,524 μg/m3, 생선 조리 시 335~6,087 

μg/m3으로 상당히 높은 농도로 PM2.5가 발생하며, 조리 전(58 

μg/m3)보다 15~100배 높은 수준이었다.27) 본 연구에서도 재실

자가 음식 조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7:00~9:00시의 PM2.5 

농도는 91.65~445.01 μg/m3으로 고농도의 PM2.5가 발생했다. 

이는 실내 PM10와 같이 PM2.5도 역시 주방조리 행위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PM2.5는 오염물질 특성상 공기 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재실자의 활동 및 환기 시 재비산할 수 

있어 재실자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장기간 동안 고농도의 PM2.5 

노출이 우려된다. 또한, PM1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국내기준

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실내 PM2.5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중 및 주말별 실외 PM2.5 농도는 가을철 농도를 제외하고 

주말보다 주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Table 6).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중과 주말의 교통 통행량이 

많은 차이가 있는 업무상가지역의 도로변 PM2.5 농도는 주말

(20.5 μg/m3)보다 주중(44.3 μg/m3)에 약 2배 정도 더 높은 농

도로 나타났다.28) 즉, 차량 배기가스가 PM2.5의 주된 발생원인 

도심의 경우 교통 통행량이 PM10 및 PM2.5 농도에 상당한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실내 PM2.5 농도는 봄과 여름

에는 주말보다 주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농도로 나타

났으나, 가을과 겨울에는 주중보다 주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실외의 PM10은 공기 흐름, 자연 및 기

계 환기의 조합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며, 특히, 입자 직경 1~2.5 

μm 사이의 입자 중 70% 이상이 실내환경으로 침투한다.29) 또

한, PM2.5는 실내환경에서도 생성될 수 있는데, 조리 등으로 인

한 연료의 연소 및 청소로 인한 침적 먼지의 비산은 주거용 건

물의 주요 발생원이다.30) 이는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경우 목재

나 석탄 및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요리 활동에

서 발생한 PM2.5가 실내 PM2.5 농도에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

로 추정되나, 계절에 따라 요리 활동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PM10와 같이 계절 별 실내 주요 발생원의 차이가 

없으므로. 실내 PM2.5 농도는 실외 PM2.5 농도에 의해 주말보다 

주중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별 PM2.5 농도의 차이는 실외의 경우 봄, 겨울, 여름, 가

을 순으로 높은 농도로 나타났고, 실내의 경우 겨울, 여름, 봄, 

가을의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Table 8). 실외 PM2.5 농도는 PM10와 같이 특히 봄철에 

33.64±24.81 μg/m3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

계절 중 가장 낮은 농도가 나타난 여름철 PM2.5 농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황사는 대부분 토양 성분을 기원으

로 하는 조대입자(Coarse Particle Matters, CPM)로 입자의 직

경이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중국 동부의 산업발전

으로 연료 연소나 화학작용으로 생성되거나 대기 중 광화학 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입자가 황사에 포함되어 장거리 이동

된다.31) 즉, 황사 발생이 PM10뿐만 아니라 PM2.5 농도에도 영향

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봄철 높은 수준의 PM2.5 

농도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실내 PM2.5 농도는 겨

울에 6.65±9.23 μg/m3으로 사계절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가장 낮은 농도가 나타난 가을철에 비해 약 1.5

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유럽의 4개 도시(아테네, 바젤, 헬싱

키, 프라하)에서 측정된 실내 PM2.5 농도는 각각 35.6 μg/m3, 

21.0 μg/m3, 9.5 μg/m3, 34.4 μg/m3으로 다른 국가의 주거환

경과 비교할 때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내 PM2.5 농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2)

1.3. 시간대에 따른 PM10 및 PM2.5의 농도 분포

실내외 PM10 및 PM2.5의 일주변동은 입자 크기와 관계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Figs. 2, 3). 또한, PM10 및 PM2.5의 일주

변동은 실외에서는 계절 및 주중/주말과 같은 시간적 변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나(Fig. 3), 실내에서는 주

중과 주말의 일주변동이 다른 것으로 보아(Fig. 2), 주중/주말

에 따른 실내 거주자들의 생활환경 변화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 PM10 및 PM2.5는 주중의 경우 봄과 겨울철에는 7:00시

에, 여름과 가을철에는 20:00~21:00시에 가장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Figs. 2a, 2b). 반면 주말의 경우 주중의 일주변동과 

다르게 계절마다 다양한 시간대에 최고농도에 도달했으며, 주

로 사람들이 활발하게 생활하는 시간인 9:00~21:00시 사이에 

나타났다(Figs. 2c, 2d). 또한 실내 PM10 및 PM2.5 농도는 순간

적으로 고농도에 도달했다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급격히 감

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외 일주변동(Fig. 3)에 비해 그래프 형

태가 완만하지 않았다. 실내환경에서는 조리, 청소, 양초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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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재실자의 활동이 실내 공기 질에 영향을 끼친다. 특

히 조리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재실자가 조리 활동에 과정에서 단기간에 고농도로 배

출된 PM10 및 PM2.5 농도가 창문개방 혹은 기계 환기로 인해 실

내 공기 중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18) 즉, 조사대상 주

거환경의 실내 PM10, PM2.5 농도는 동일한 계절적 영향보다는 

계절별 및 주중/주말에 따른 실내 거주자의 활동이 시간대별 

농도분포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실내 거주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어하면서 측정

하지 않았으므로, 재실자의 활동 별 PM10 및 PM2.5 농도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외 PM10 및 PM2.5의 경우 주중에는 전반적으로 출퇴근시

간대엔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새벽 및 낮에는 출퇴

근시간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도로변 지역의 PM10 농도는 출근시간대 농도가 다

른 시간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PM2.5의 출

근시간대 농도 증가 폭은 PM10보다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또

한, 공업지역이나 도로변 지역에서는 자동차 연료의 연소에 의

한 먼지와 화학반응 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많아 0.3 

μm 부근 입자의 점유율이 높았으나 주거지역에서는 인간 생

활과 밀접한 생물성 연소와 주거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

지의 영향으로 미세입자와 조대입자의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

았다.33) 즉, 조사대상 주거환경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인근에 통

행량이 많은 고속도로가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작

은 크기의 인위적인 입자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PM10보다 

PM2.5 농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말

의 경우 주중과 유사한 일중 변화 양상을 보였으나, 주말 오전 

피크는 주중에 비해 약 1시간 늦은 시간에 도달했고, 전반적으

로 낮은 농도가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주중보다 통행량이 비교

적 적으며, 주중과 달리 특정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

문에 조사대상 인근의 주말 교통 특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차량 통행량과 PM10 및 PM2.5 농도의 상

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외 PM10과 PM2.5는 주중과 주말 모두 조사대상 지역

에 특정한 배출원이 없는 12:00~17:00 사이와 저녁 22:00부

터 새벽 5:00 중, 낮 시간대 대비 저녁부터 새벽에 상당히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오염물질의 농도와 분산의 일주 변화에는 혼

Fig. 7. Diurnal of I/O ratio of black carbon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a) Weekdays, (b)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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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고의 높이와 대기 경계층의 풍속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혼합고는 낮보다 저녁에 낮다.34) 즉, 낮에는 혼합고가 높

아 오염물질이 원활하게 확산되어 PM10과 PM2.5의 농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저녁부터 새벽에는 혼합고가 낮아 오염물질이 확

산하지 못하여 PM10과 PM2.5 농도가 고농도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

내ㆍ외 PM10과 PM2.5 농도가 어떠한 동일한 계절적 영향보다는 실

외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의 차량 통행량 증가 및 주중/주말의 통

행량 차이, 실내의 경우 계절에 따른 재실자의 실내 활동 및 주

중/주말의 활동 패턴 등과 같은 시ㆍ공간적인 변수들이 시간대별 

농도 분포의 차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2. 거주지 실내ㆍ외 블랙카본의 농도 비교 

2.1. 주중/주말 및 계절별 블랙카본 농도 비교

블랙카본 농도는 PM10과 PM2.5와 다르게 계절에 따라 실외 

농도와 실내농도의 크기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봄과 겨울에

는 실내보다 실외 농도가 높았으며, 여름과 가을에는 실외보다 

실내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겨울철 주말 블랙카본 농도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able 9). 1시간 간격으로 블랙

카본의 I/O ratio를 조사한 결과 봄과 겨울에는 PM10과 PM2.5

와 같이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여름과 가을에는 1을 초

과하였고 6을 초과할 정도로 실내 블랙카본 농도가 실외에 비

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Fig. 7). 즉, 이는 흔히 블랙카본은 

실외에 주요 발생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실

내에도 발생원이 존재하며 상당히 높은 농도의 블랙카본이 배

출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블랙카본 농도는 PM10과 PM2.5와 다르게 국내 및 국제에서 

권장하는 농도가 없어 다른 연구에서 측정된 농도 결과와 비

교하였다(Table 12). 먼저 실외 블랙카본 농도는 국내의 경우 

4.4~9.9 μg/m3,35) 국외의 경우 0.4~2.7 μg/m3로 대략 0.4~9.9 μg/
m3 범위의 블랙카본 농도가 나타났다.36-39) 국내 및 다른 나라에

서의 실외 블랙카본 농도와 비교할 때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

외 블랙카본 농도는 0.55~2.17 μg/m3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내에서는 국내의 경우 0.93~6.32 μg/m3,39) 

미국은 0.39~0.46 μg/m3,36) 몽골에서는 4.9~7.3 μg/m3으로 

대략 0.39~9.9 μg/m3 범위의 블랙카본 농도가 나타났고,40) 스

페인의 경우 화학연구시설 내 블랙카본 농도는 1.57 μg/m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1) 국내 및 다른 나라의 실내 블랙카본 농

도와 비교할 때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내 블랙카본 농도는 

0.45~2.45 μg/m3로 실외와 같이 비교적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중 및 주말별 블랙카본 농도는 실외의 경우 주말보다 주

중이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Table 10). 블랙카본은 주로 연료의 불완전연소에 의

해 발생되며,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주로 발생된다. Lee et al. 
(2014)42)의 연구에 따르면, 교외지역의 블랙카본 농도는 교통

량이 많은 월요일에 가장 높은 농도가 나타났고, 교통량이 비

교적 적은 일요일에 가장 낮은 농도가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외 블랙카본 농도는 PM10과 PM2.5와 같이 교통량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의 경우 봄, 가을, 겨울의 

농도는 주말보다 주중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름의 농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오염물질의 

실내농도는 실외와 실내 배출원으로 구성되며, 환기 특성에 의

해 변동된다.43) 실내 배출원으로는 조리행위와 양초 연소 등이 

있으며, 특히 조리행위는 블랙카본 및 검댕입자의 배출량을 증

가시킬 수 있다.9) 이는 조리행위 및 양초 연소등이 실내 블랙카

Table 12. Comparison of black carbon measurements with previous studies

Site Country Type Concentration 
(μg/m3) References

Indoor This study Korea (Guri) House 0.45~2.45 -
Previous studies Korea (Seoul) House 0.93~6.32 Kim et al., 201539)

Spain (Barcelona) Chemical research 
facility

1.57 Viana et al., 201141)

Mongolia 
(Ulaanbaatar)

Traditional house 4.9~7.3 Lee et al., 201640)

U.S.A (Virginia) House 0.39~0.46 LaRosa et al., 200236)

Outdoor This study Korea (Guri) Downtown 0.55~2.17 -
Previous studies Korea (Seoul) Downtown 4.4~9.9 Lee et al., 200735)

U.S.A (Virginia) Downtown 0.74 LaRosa et al., 200236)

U.S.A (California) Downtown 1.3~2.7 Christoforou et al., 200038)

U.S.A (Atlantic Coast) Rural 0.4 Hegg et al., 19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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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농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나, PM10과 PM2.5와 같

이 계절에 따라 조리 활동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랙카본은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PM10과 PM2.5보다 실내

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계절별 실내 

주요 발생원의 차이가 없으므로, 실내 블랙카본 농도는 실외 

블랙카본 농도의 영향을 받아 주말보다 주중 농도가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별 블랙카본 농도의 차이는 실외의 경우 봄, 겨울, 여름, 

가을의 순으로 높은 농도로 나타났고, 실내의 경구, 가을, 여

름, 겨울, 봄의 순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Table 11). 실외 블랙카본 농도는 PM10과 PM2.5와 

같이 특히 봄철에 1.90±1.60 μg/m3으로 사계절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을철의 농도와 약 3.1배 정도 높

은 수준이었다. 교외지역의 블랙카본 농도는 여름철(6~9월)에 

비해 봄철(4~5월)에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봄

의 꽃샘추위로 인하여 난방을 했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난

방 장치로부터의 배출물로 인해 블랙카본 농도 증가에 영향

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다.42) 인도 푸네에서는 여름철 3.25 

μg/m3, 겨울철 7.38 μg/m3으로 겨울철의 BC 농도가 여름철의 

농도에 비해 약 2.27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겨울철의 블

랙카본 농도는 여름철보다 약 주중 1.37배, 주말 1.71배로 겨

울철의 블랙카본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같았으나, 

인도에 비해 본 연구의 측정지점에서의 블랙카본 농도가 더 낮

게 조사되었다. 이는 인도 푸네가 측정 당시 주택산업의 붐으로 

인해 산업 설비, 차량의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높

은 블랙카본 농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여름철 에어로졸의 

분산을 담당하는 높은 대류 활성으로 인해 여름과 겨울의 농

도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44) 반면, 실내 블랙카본 농도는 

PM10과 PM2.5와 다르게 가을철에 2.27±1.51 μg/m3으로 사계

절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장 낮은 농도가 

나타난 봄철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실내 거주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어하면서 측정하지 않

았으므로, 재실자의 활동 별 블랙카본 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 시간대에 따른 블랙카본의 농도 분포

실내외 블랙카본의 일주변동은 여름철을 제외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PM10과 PM2.5의 일주변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Figs. 4, 5), 계절 및 주중/주말과 같은 시간적 변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Figs. 4, 5). 

실내 블랙카본 농도는 주중의 경우 봄, 가을, 겨울에는 출근 

시간에 여름에는 퇴근 시간 이후 16:00~17:00시에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Fig. 5a). 반면 주말의 경우 주중의 일주변동

과 유사하게 출퇴근시간대에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나, 주중과 

달리 오전보다 오후 혹은 새벽의 농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여름철의 경우 1~2시간 간격으로 급격하게 농도가 

증가하였다(Fig. 5b). 미국 버지니아에서 점거 중인 주택의 실

시간 실내외 블랙카본 농도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실내 소스

가 존재할 때의 농도는 전체 블랙카본 농도의 16% (1차 측정), 

31% (2차 측정)를 차지하였다.36) 블랙카본의 실내 발생원으로

는 조리 활동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조리 활동 과정이 실내 블

랙카본의 농도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 본 연구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실자가 주

중에는 7:00~8:00시 사이, 19:00~20:00시 사이에 가스레인

지를 사용하여 조리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블랙

카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블랙카본

의 실내 발생원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7:00~9:00, 

19:00~21:00) 농도는 전체 블랙카본 농도의 34%를 차지하였

다. 즉,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내 블랙카본 농도는 계절 및 주

중/주말의 시간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실내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재실자의 생활환경 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

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외 블랙카본 농도는 주중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출퇴근시간

대에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근시간 중의 농도가 퇴

근시간대의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Fig. 4a). 반면 

주말의 경우 봄과 겨울에는 주중의 일주변동과 유사하게 오전

과 17:00시 이후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나, 여름과 가을

에는 오전과 이른 오후보다는 20:00시 이후부터 새벽 중에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Fig. 4b). 뉴욕시와 뉴욕 로체스터의 주

중/주말 블랙카본 농도를 분석한 결과 두 지점에서 공통적으

로 주말보다 주중의 블랙카본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주

중 7:00시에 3.0~3.5 μg/m3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농도

가 나타났다. 조사대상 주거환경에서의 블랙카본 농도는 주중 

7:00~8:00시의 블랙카본 농도는 1.2~1.6 μg/m3로 뉴욕시에

서 측정된 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게다가 뉴욕의 

측정지점 인근 0.5 km에 위치한 고속도로의 7:00~8:00시 통

행량은 평균 8,200~8,400대로, 본 연구의 측정지점 인근 고속

도로의 7:00~8:00시 통행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45) 또한, 서

울의 도로변에서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한 결과 블랙카본 농도

는 교통량과 비례하다는 결과가 보고된바 있다.35) 즉, 조사대상 

주거환경의 실외 블랙카본 농도는 PM10과 PM2.5와 같이 교통량

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인근 고속도로의 통

행량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중/주말의 교

통 특성의 차이가 주중 및 주말에 따른 블랙카본의 일주변동 

차이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 주거환경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1

년동안 실내ㆍ외 PM10과 PM2.5 및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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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주중/주말별, 시간대별 실내ㆍ외 농도 분포 특성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실내 및 실외의 PM10, PM2.5 및 블랙카본의 농도를 측정한 결

과 전반적으로 실내보다 실외 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으나, PM10과 PM2.5의 경우 국내 대기환경 기준치를 초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 미세먼지 예보기준에 따르면 PM10

은 ‘보통’ (30~80 μg/m3), PM2.5는 ‘보통’ (16~35 μg/m3)에서 

‘나쁨’ (36~75 μg/m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블랙카본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규정된 기준이 없어, 선행 연

구 사례와 비교한 결과 블랙카본의 농도가 선진국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중 및 주말별 조사대상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실

내외 모두 주말보다 주중에 높은 농도로 나타났고, 특히 출퇴

근시간대에 국내 대기환경 기준치 대비 실내외 모두 5~12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었다. 또한, 계절별 오염물질의 농도

를 조사한 결과 실외의 경우 황사 및 비황사등과 같은 영향으

로 인해 PM10, PM2.5, 블랙카본 모두 봄과 겨울철에 높은 수준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내의 경우 계절에 따른 실내 거주자

들의 실내 생활 변화 등에 의해 PM10과 PM2.5는 여름, 겨울이, 

블랙카본은 가을과 여름이 높은 농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PM10, PM2,5, 블랙카본의 평균 농도는 국내 대기환경 기준치보

다 낮은 수준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실내 거주자들의 활동등

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PM10, PM2.5, 블랙카본 농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시공간적 구분에 따른 PM10, PM2.5, 블랙카본의 

농도 값을 통해 조사대상 주거환경에서 발생되어지는 세가지 

물질의 분포 특성과 비교적 고농도로 발생하는 PM10, PM2.5, 블

랙카본의 시간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내ㆍ외 오염

물질 관리와 추후 사람들의 시간활동패턴을 반영하여 위해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내 환경의 경우 재실자의 생활활동을 체계적

으로 제어하면서 측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실자의 활동 별 

PM10, PM2.5, 블랙카본의 정량적인 농도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

점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대상 가구가 1가구만의 결과

이기 때문에 이를 전체 아파트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우며, 추후 여러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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