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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미세먼지(PM2.5) 및 총부유세균 중심으로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 환경실질환자수의 증가 및 현대인의 실내 거주 시간이 하루 중
90 %에 육박함으로써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 증가
○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취약계층(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실
태조사를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 필요
○ 미세먼지 PM2.5의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필요성 대두
5)

Ⅱ

주요 연구내용

○ 연구대상 시설별 미세먼지(PM10), 총부유세균 등의 조사 및 시료채취 당시의 조사항목별 측
정농도 산정을 위한 온·습도 등 기상자료 조사
○ 대상시설별 실내외 PM10 및 PM2.5의 조사 및 농도비 비교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 및 분포
특성 연구
○ 실내·외간 미세먼지의 이온성분 및 무기성분 등 성분분석을 통한 특성 연구
○ 미세먼지 농도변화에 따른 해당시설별 총부유세균(TAB)과의 상관관계 비교 검토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강구

Ⅲ

연구결과

○ 총부유세균 조사결과 경로당 301 ~ 858, 어린이집 177 ~ 849, 병원 292 ~ 658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당 2개소, 어린이집 1개소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 경로당 등 비법정시설의 총부유세균 동정결과 Micrococcus luteus(41.5 %) 및 Kocuria

kristinae(30.6 %)종이 주요 우점종으로 조사
○ PM2.5 및 PM10의 I/O ratio는 0.69 ~ 1.00으로 모두 1이하로 나타났으며, 농도비
(PM2.5/PM10)는 실내에서 0.50 ~ 0.72, 실외에서 0.52 ~ 0.65로 조사
○ 미세먼지 PM2.5의 성분분석 결과 실내에서의 무기원소는 93.3 ng/㎥, 이온성분은 10.0 ㎍
/㎥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은 각각 0.78 %, 45.8 %로 나타났음
○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의

I/O ratio가 1이하로 나타나고, 무기원소 농도가 실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의 실내발생원을 추정 애로

담당부서 : 대기보전팀(☎051-309-2923)
팀
장 : 김도훈, 담당자 : 차영욱·곽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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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보 제25권 / 2015년

정책연계방안

○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방안 제
안
○ 국가차원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개정시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의견으로 반
영 제안

Ⅴ

활용계획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통하여 민감계층 건강보호 및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강구
○ 향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유지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