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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periods where a fine dust watch was announced, we measured particulate matter by the light scattering

method and the gravimetric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an air cleaner in 3 homes. The first

investigation showed a lower indoor particulate matter 2.5 (PM2.5) concentration distribution than normal when

there was a fine dust warning. Also, it was found that the result of the second research was similar to the first

research, and was the effect of an air cleaner. The result of a comparison of black carbon (BC) concentration in

accordance with an air cleaner at one room showed a lower concentration distribution than normal, as in the first

and the second research when there was a fine dust warning. PM2.5 risk reduction effect showed 9.09E-5 (light

scattering method) ~ 9.37E-5 (Gravimetric method) and 1.71E-4 (Light scattering method) ~ 1.76E-4 (Gravimetric

metho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when there was a fine dust watch without ventilation, if air cleaner with

the proper capacity is used and the influx of outside air reduced, the harmful effects of the fine dust can be lessened.

Keywords : PM10, PM2.5, Black carbon, Air cleaner, Risk reduction, Studio apartment

1. 서 론

최근 계절과 관계없는 국내외 오염원에 기인한 초미

세먼지(PM2.5) 및 황사(yellow sand dust, Asian dust)

등의 영향으로 국내 PM10, PM2.5에 대한 노출 및 노출

에 따른 건강영향(Dockery, 2009, Yamaguchi et al.,

2012)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더

불어, PM2.5에 대한 건강영향의 척도(Indicator) 즉, 역

학연구에 근거한 Pope et al. (1995, 2002), Rabl (2003),

Vaupel and Yashin (1987)의 용량-반응 수식을 활용한

PM2.5로 인한 생명손실(loss of life expectancy, LLE)에

대한 연구보고 등에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발생된 PM2.5 등 미세먼지류는 인간의 질병, 사망률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행연구 결

과에 따르면 폐에 침착 되어지는 입자들의 크기가 작

을수록 침착되는 비율이 높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침착되는 호흡기 부위와 독성이 서로 다르며,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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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기관지염, 폐기능 손상, 면역

기능 악화 등을 발생시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

로 발생된다(Pope et al., 2004).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암 및 저체중아(Low birth weight) 출산에도

위험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eaton et al., 2005;

Gustavsson et al., 2008; Wu et al., 2011; Proietti et

al., 2013; Fleischer et al., 2014). 이러한 방송매체를

비롯한 매스컴에서 PM2.5 등 미세먼지류로 인한 유해

영향이 이슈화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지

청정기의 사용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기청정기 소비자 및 관련업체의 PM2.5에

대한 청정효율 관심도 증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2.5 등 미세먼지류 관련하

여 이미 검증된 실험실에서의 효능 시험을 벗어나 겨

울철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주의보 발생 시기 및

봄철 황사시기 등 실제 대기 노출로 인한 공기청정기

현장 적용 평가에 목적이 있다. 더불어 가정 내 미세먼

지류 제어에 따른 위해도(risk) 저감에 대한 효과를 불

확실성을 가정한 정량화와 및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공기청정기 사용의

구입, 유지/관리에 따른 효과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측정대상시설 및 조사 주요 내용

미세먼지주의 경보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시 등 외

부 오염원으로부터 일반 가정의 실내 노출 및 공기 청

정기 효과를 반복적으로 비교 시험하였다. 연구대상은

같은 지리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에 위치한 원룸 3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Table 1에 제

시하였다. 

연구대상인 원룸 1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8차선 도

로 앞에 위치하였으며, 전용면적이 10 m2이다. 측정대

상 원룸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

2는 초등학교 옆에 위치하였으며, 등·하교시간에 차량

을 통제할 뿐 아니라 주변 교통량이 적었다. 전용면적

이 26 m2이며,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원룸 3은 전용면

적이 15 m2이며,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측정 기간 동안

주변 지역에 외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비용-편익 추정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추가로

측정하였다. 측정은 원룸 3곳의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 기기를 설치하여 실시하였으며, 외부의 요인을 보

기 위하여 해당 원룸의 옥상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간대 측정을 실시하였다.

공기 청정기 적용 전의 경우에는 대기상태가 ‘보통’

의 수준일 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2일 연속으로 측정

하였다. 측정 시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

번 30분씩 창문을 통한 환기를 하였다. 반면, 공기 청

정기 적용 후의 경우는 대기상태가 나쁨의 상태인 ‘미

세먼지주의보’일 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환기는 공기

청정기 적용 전의 경우와 같이 실시하였다. 측정기간도

공기 청정기 적용 전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2.2 측정, 분석 및 정도관리

조사항목으로 PM10, PM2.5와 블랙카본(Black Car-

bon, BC)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직독식 즉, 본 연

구에 사용된 광산란방식의 측정기기의 경우 시간대별

농도 분포변화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반면, 중량법에

비해 다소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어 중량법

을 통한 보정수식의 개발 및 등가성 평가 등(Kim et

al., 2010)이 이루어지는 바 광산란 연속장비의 결과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해 광산란법 및 중량법 두가지 방법

으로 동시 측정하였다.

광산란 연속측정의 경우에는 1분 단위의 연속측정이

가능하며, 시간대별 농도 변화를 살펴보는데 용이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verall and time interval for measurements of studio apartment

Item Studio Apt. 1 Studio Apt. 2 Studio Apt. 3

Before of setting up the Air cleaner

(Ordinary day)

(1st survey) 

21 Jan.

(2nd survey)

22 Jan.

(1st survey)

27 Jan.

(2nd survey) 

28 Jan.

(1st survey) 

27 Jan.

(2nd survey)

28 Jan.

After setting up the Air cleaner 

(Fine-particle arning/Bad the Atmospheric Condition)

(1st survey) 

15 Mar.

(2nd survey)

16 Mar.

(1st survey)

 24 Feb.

(2nd survey) 

25 Feb.

(1st survey)

26 Feb.

(2nd survey)

27 Feb.

Cost-benefit estimates for additional field research
23 May.

24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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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원리는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상물질에 빛

을 조사했을 때, 입자상 물질에 의하여 산란된 빛의 양

을 측정하고, 산란광의 양은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입

자상 물질의 질량농도에 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해 그

값으로부터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장비는 Dustmate (Turnkey Instru-

ment Ltd, UK)를 사용하였으며, 지면에서 1 m 떨어진

높이에서 600 cc/min의 유량으로 시료를 1분 간격의

평균 농도를 사용하였다.

PM2.5의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측정방법인

로우볼륨 에어 샘플러법(low volume air sampler

method)을 이용하였다. 저용량공기포집기(mini-volume

portable air sampler, Firmetrics Co., US)에 PM2.5 흡입

구(PM2.5 inlet)를 장착하여 5 l/min의 유량으로 8시간

동안 시료를 포집하였다. 입경이 2.5 µm 보다 큰 입자

는 흡입구의 충돌판에 관성 충돌하여 붙고, 2.5 µm 보

다 작은 입자는 충돌판에서 위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

에 따라 포집 여지에 쌓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량

원소성분 분석에 가장 적합한 재질로 알려진 셀룰로오

즈 질산염 멤브레인 포집 여지(Cellulose nitrate mem-

brane filter, pore size 1.0 µm, Advantec Co., Japan)를

사용하였다. 시료 포집 여지는 105oC에서 2시간 건조

시킨 다음, 항온, 항습상태인 데시게이터 내에서 24시

간 이상으로 충분히 함량 시킨 후, 미세분진의 농도는

포집 전, 후 포집여지의 무게 차이를 총 포집유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BC는 2개 파장(370, 880 nm)의 빛이 석영 필터에 채

취된 입자에 의해 감쇄되는 정도를 각 파장별 질량 농

도로 변환하는 Aethalometer (model AE42-7-ER-MC,

Magee Scientific)를 이용하여 BC 농도를 측정하였다. 

2.3 위해도 저감 및 비용-편익 분석

PM2.5 위해성 평가를 위한 상대위험도값은 0.06%

(PM2.5 농도가 1 µg/m3 증가하였을 때, 0.06% 리스크를

가짐을 의미)로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급성영향에 대한

역학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2년 국내 전체 사망률인

10만명당 530.8명을 적용하였다. 

또한 통계적 생명가치액(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추정치 산출을 통해 편익을 추정하였다. VSL

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07

환경부 자동차사업단에서 도출된 금액을 참고하여 진

행하였다. 앞선 연구에 따라 통계적 생명가치액은

565,000,000원으로 도출되었다.

가정용으로 출시된 AP-1510BH 공기청정기 판매가

870,000원, 필터교체 및 관리·청소 비용이 포함된 년

간 코디서비스비용 178,800원, 전격소비전력최대 55W

의 년간 전기세 20,000원을 합산하여 직접비용을 산출

하였고, Table 2에 제시하였다.

참고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공기청정기는 가정용

으로 최근에 출시된 제품(모델명 AP-1013F, 코웨이 주

식회사)으로서 크기(가로 ×세로 ×높이)는 335 × 204 ×

685이며, 정격풍량은 5.1 CMM, 집진효율은 95.8%, 분

진청정화능력은 4.22 m3/min, 기기가동시 소음은 49.4

dB이며, 적용면적은 33 m2이다. 해당 제품은 헤파

(HEPA)필터식으로 팬을 이용해 공기를 흡입한 후, 필

터로 정화하여 정화된 공기를 다시 배출하는 방식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가정집의 공기청정기 설치 전후의 미세먼지류

농도 변화 평가

일반가정집(원룸) 공기청정기 적용 여부에 따른

PM10 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원룸 1, 2, 3을 직독식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PM10 농도는

Table 3과 Fig. 1과 같다.

광산란식 장비를 활용한 1차 측정 결과 공기청정기

적용 전 원룸 1, 2, 3의 실내 평균 농도는 49.69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112.81 µg/m3로 I/O ratio가 0.44 이

었다. 반면에 공기청정기 적용 후 실내 평균 농도는

28.84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323.04 µg/m3로 I/O

ratio가 0.09이었다. 공기청정기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실외 농도를 비교해보면 적용 전은 대기 중 미세먼지

Table 2. Air cleaner calculated for the costs

Item
AP-1510BH 

(For studio apartment)
Note

Air cleaner selling price 870,000

Maintenance costs (year) 178,800
Coordination service cost

(including filter change service)

Electricity bills (year) 20,000 Maximum consumption of electrical power 55W

Total 1,06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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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oncentration of PM10 in accordance with setting up an air cleaner at the studio apartment

(unit : µg/m3)

Division Item

PM10

Light scattering method

Before (Ordinary day) After (ine-particle warning)

Indoor Outdoor I/O ratio Indoor Outdoor I/O ratio

1st

survey

Studio 

Apt. 1
75.22±17.37

(52.10~236.40)
185.83±21.51

(151.40~490.20)
0.40

11.35±26.82
(3.20~266.70)

286.33±16.44
(228.00~338.70)

0.04

Studio 

Apt. 2
36.59±25.12

(13.70~169.10)
76.30±34.48

(27.50~195.52)

76.30±34.48
(27.50~195.52)

0.48
51.77±44.75

(27.90~312.50)
341.40±18.80

(290.20~372.00)

341.40±18.80
(290.20~372.00)

0.15

Studio 

Apt. 3
37.26±35.22

(13.70~289.60)
0.49

23.40±43.57
(4.50~213.60)

0.07

Average

Conc.
49.69 112.81 0.44 28.84 323.04 0.09

2nd

survey

Studio 

Apt. 1
51.62±24.69

(27.90~133.20)
74.80±33.53

(45.10~213.30)
0.69

3.01±2.94
(0.80~26.30)

249.61±35.33
(186.20~346.00)

0.01

Studio 

Apt. 2
28.99±11.29
(14.70~74.40)

69.65±29.76
(41.00~186.10)

69.65±29.76
(41.00~186.10)

0.42
42.31±35.18

(21.80~338.30)
359.97±57.32

(257.50~441.10)

359.97±57.32
(257.50~441.10)

0.12

Studio 

Apt. 3
29.67±14.74
(17.30~62.90)

0.43
10.98±7.13
(6.30~69.70)

0.03

Average

Conc.
36.76 71.37 0.52 18.77 323.18 0.06

Fig. 1. PM10 concentrations in the three studio apartments and at the air cleaner during the befor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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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보통이었던 때에 측정하였고, 적용 후는 미세먼

지 주의보가 있을 시에 측정하였으므로 적용 후의 실

외 농도가 훨씬 높지만, 실내 농도는 미세먼지 주의보

시에 측정하였던 공기청정기 적용 후 농도가 더 낮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2차 측정 결과를 보면 공기청정기 적용 전 실내 평

균 농도는 36.76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71.37 µg/m3

로 I/O ratio가 0.52이었고, 공기청정기 적용 후의 실내

평균 농도는 18.77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323.18

µg/m3로 I/O ratio가 0.06 이었다. 2차 측정 결과도 1차

측정과 같이 공기청정기 적용 후의 실외 농도가 적용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후의 실

내 농도가 적용 전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을 때에도 공기청

정기 적용으로 인해 실내 농도가 평상시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은 PM2.5와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가 PM10

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Park et al. (2011)의 일부주택에서의 공기청정기 적

용 연구에서도 PM10 약 57%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가정집 공기청정기 적용 유무에 따른 PM2.5 농

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원룸 1, 2, 3을 직독식과 중량식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PM2.5 농도는

Table 4와 Fig. 2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원룸 2의 경우 1, 3의 측정결과와 상

관없이 전후의 차이 효과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공기청

정기 적용 후 농도가 상승함을 보였는데, 원룸 2의 재

실자의 실내활동으로 인한 농도 기여, 외기상황 등 현

장평가에서의 제한점으로 인한 통제 가능하지 않은 상

황으로 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직독식 1차 측정 결과 공기청정기 적용 전 원룸 1,

2, 3의 실내 평균 농도는 26.46 µg/m3, 실외 평균 농도

는 56.75 µg/m3로 Indoor/Outdoor ratio (I/O ratio)가

0.47이었다. 반면에 공기청정기 적용 후 실내 평균 농

도는 19.37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186.89 µg/m3로 I/

O ratio가 0.10 이었다. 공기청정기 적용 전과 적용 후

의 실외 농도를 비교해보면 적용 전은 대기 중 미세먼

Fig. 2. PM2.5 concentrations in the three studio apartments and at the air cleaner during the befor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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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oncentration of PM2.5 (Light Scattering method & Gravimetric method) in accordance with setting up an air cleaner at the studio apartment

(unit : µg/m3)

Division Item

PM2.5

Light Scattering method Gravimetric method

Before

(Ordinary day)

After

(ine-particle warning)

Before

(Ordinary day)

After

(ine-particle warning)

Indoor Outdoor
I/O

ratio
Indoor Outdoor

I/O

ratio
Indoor Outdoor

I/O

ratio
Indoor Outdoor

I/O

ratio

1st

survey

Studio 

Apt. 1
55.79±10.75
(37.92~79.58)

116.07±15.78
(76.43~164.10)

0.48
4.78±6.49

(2.18~39.27)
108.43±9.13

(82.06~131.15)
0.04 85.11 117.39 0.73 21.45 118.32 0.18

Studio 

Apt. 2
11.56±3.47
(5.85~23.79) 27.09±11.70

(16.85~66.44)

0.43
35.36±28.90

(20.31~197.97) 226.12±13.50
(196.75~247.08)

0.16 10.58

47.14

0.22 39.78

597.51

0.07

Studio 

Apt. 3
12.02±4.04
(6.73~22.47)

0.44
17.97±31.59
(4.19~152.53)

0.08 22.77 0.48 21.26 0.04

Average

Conc.
26.46 56.75 0.47 19.37 186.89 0.10 39.49 70.56 0.56 27.50 437.78 0.06

2nd

survey

Studio 

Apt. 1
37.42±18.70
(21.78~85.42)

45.25±27.86
(26.34~161.79)

0.83
1.54±1.282
(0.57~11.81)

79.12±14.161
(56.63~115.43)

0.02 52.38 56.04 0.93 10.65 60.43 0.18

Studio 

Apt. 2
11.30±6.52
(5.26~29.12) 17.53±13.22

(7.12~57.75)

0.64
41.78±47.155
(16.12~427.70) 244.76±49.17

(162.04~303.27)

0.17 30.50

58.47

0.52 30.60

158.08

0.19

Studio 

Apt. 3
12.50±7.99
(5.21~26.14)

0.71
7.86±4.32

(4.88~46.49)
0.03 14.16 0.24 6.93 0.04

Average

Conc.
20.41 26.65 0.77 17.06 189.55 0.09 32.35 57.66 0.56 16.06 125.5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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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농도가 보통이었던 때에 측정하였고, 적용 후는 미

세먼지 주의보가 있을 시에 측정하였으므로 실외 농도

차이가 매우 크지만, 오히려 실내 농도는 미세먼지 주

의보 시에 측정하였던 공기청정기 적용 후 농도가 더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직독식 2차 측정 결과를 보면 공기청정기 적용 전

실내 평균 농도는 20.41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26.65 µg/m3로 I/O ratio가 0.77이었고, 공기청정기 적

용 후의 실내 평균 농도는 17.06 µg/m3, 실외 평균 농

도는 189.55 µg/m3로 I/O ratio가 0.09이었다. 2차 측정

결과도 1차 측정과 같이 공기청정기 적용 후의 실외

농도가 적용 전보다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후의 실내 농도가 적용 전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량식 1차 측정 결과를 보면 공기청정기 적

용 전 실내 평균 농도는 39.49 µg/m3, 실외 평균 농도

는 70.56 µg/m3로 I/O ratio가 0.56이었고, 공기청정기

적용 후의 실내 평균 농도는 27.50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437.78 µg/m3로 I/O ratio가 0.06이었다. 중량식

2차 측정 결과에서는 공기청정기 적용 전 실내 평균 농

도는 32.35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57.66 µg/m3로 I/

O ratio가 0.56이었고, 공기청정기 적용 후의 실내 평균

농도는 16.06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125.53 µg/m3로

I/O ratio가 0.13이었다. 

중량식 측정 결과도 직독식과 같이 공기청정기 적용

후의 실외 농도가 적용 전보다 매우 높았지만, 적용 후

의 실내 농도가 적용 전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 주의보 시에도 공기청정

기 적용으로 인해 실내 농도를 평상시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일반가정집 공기청정기 적용 유무에 따른 BC 농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원룸 1, 2의 BC 농도를 측정하였

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차 측정 결과 공기청정기 적용 전 원룸 1, 2의 실내

평균 농도는 3.99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4.35 µg/m3

로 I/O ratio가 0.92 이었다. 반면에 공기청정기 적용

후 실내 평균 농도는 0.65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4.98 µg/m3로 I/O ratio가 0.13이었다. 공기청정기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실외 농도를 비교해보면 적용 후의 실

외 농도가 적용 전 농도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실내

농도는 공기청정기 적용 후 농도가 적용 전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차 측정 결과를 보면 공기청정기 적용 전 실내 평

균 농도는 3.08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2.90 µg/m3로

I/O ratio가 1.06이었고, 공기청정기 적용 후의 실내 평

균 농도는 0.65 µg/m3, 실외 평균 농도는 5.23 µg/m3로

I/O ratio가 0.12이었다. 공기청정기 적용 후의 실외 농

도가 적용 전보다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후의 실내 농도가 적용 전에 비해 매우 낮게 측정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청정기 적용 전과 적용 후

의 BC 농도 측정 결과 PM2.5와 마찬가지로 공기청정

기로 인한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위해 저감 평가 및 비용-편익 분석

편익산출을 위해 대기 중 미세먼지가 보통인 날에

공기청정기 가동 전후 PM2.5의 농도를 추가로 측정하

Table 5. Comparison of concentration of black carbon (BC) in accordance with setting up an air cleaner at the studio

apartment                                                                                                             (unit : μg/m3)

Division Item

Black Carbon (BC)

Before (Ordinary day) After (ine-particle warning)

Indoor Outdoor I/O ratio Indoor Outdoor I/O ratio

1st

survey

Studio 

Apt. 1
4.69±0.67
(3.70~5.94)

5.61±0.660
(3.68~7.71)

0.84
0.21±0.09
(0.12~0.78)

4.64±0.91
(0.13~5.69)

0.05

Studio 

Apt. 2
3.28±1.05
(1.61~6.32)

3.09±0.99
(1.45~6.90)

1.06
1.09±0.47
(0.58~4.55)

5.32±0.60
(3.20~7.02)

0.20

Average

Conc.
3.99 4.35 0.92 0.65 4.98 0.13

2nd

survey

Studio 

Apt. 1
4.41±1.94
(2.35~8.19)

4.17±2.18
(1.61~12.54)

1.06
0.11±0.05
(0.00~0.50)

4.59±0.52
(3.17~6.13)

0.02

Studio 

Apt. 2
1.75±0.58
(0.93~2.97)

1.62±0.63
(0.62~3.59)

1.08
1.19±0.74
(0.50~7.26)

5.86±1.63
(3.63~9.70)

0.20

Average

Conc.
3.08 2.90 1.06 0.65 5.23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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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전·후 차이를 위해도 저감 효과내용으로 평가

수행하였고, 추가측정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앞서 평가된 초미세먼지주의보시 일반가정집 I/O

ratio 환산비를 통해 산출된 감소율을 적용하여 초미세

먼지 발생시 시나리오 가정에 맞게 편익을 추정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일반가정집의 경우, I/O ratio로 추정된 감소율 84%

로 보정하였을 때 전·후차이가 직독식은 약 28.57 µg/

m3, 중량식은 약 29.47 µg/m3이며, 감소율 90%로 보정

된 전·후 차이는 직독식 53.85 µg/m3, 중량식 55.25

µg/m3으로 나타났다.

PM2.5 위해성 평가를 위한 상대위험도값은 0.06%

(PM2.5 농도가 1 µg/m3 증가하였을 때, 0.06% 리스크를

가짐을 의미한다)로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급성영향에

대한 역학자료를 사용하였으며, WHO 2005년 발행한

Air Quality Guideline의 meta-analysis 자료를 활용하

였다. 이때 baseline mortality는 2012년 국내 전체 사

망률인 10만명 당 530.8명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산출

된 PM2.5에 대한 위해 감소치는 84%로 보정한 직독식

9.09E−5, 중량식 9.37E−5이며, 90%로 보정한 직독식

1.71E−4, 중량식 1.76E−4의 위해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년간 노출인구수와 위에서 도출한 위해도를 고려한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으로 인한 연간 PM2.5 위해저감

인구수는 84%로 보정한 직독식은 0.13명, 중량식 0.14

명이며, 90%로 보정한 직독식 0.25명, 중량식 0.26명

의 위해도 감소효과가 산출되었다.

또한 통계적 생명가치액(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추정치 산출을 통해 편익을 추정하였고, VSL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07년도

환경부 자동차사업단에서 도출된 금액을 참고하여 진행

하였다. 앞선 연구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은 565,000,000

원 이었다.

연간 PM2.5 위해저감 인구수와 통계적 생명가치액

을 적용한 결과, 감소편익은 84% 환산비로 보정한

직독식은 73,450,000원, 중량식은 79,100,000원이며,

90% 환산비로 보정한 직독식 141,250,000원, 중량식

146,900,000원으로 최종 계산되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benefit/cost 비율을 산출한 결과,

84% 환산비(광산란식)로 보정한 값은 68.72, 84% 환

산비(중량식)로 보정한 값은 74.01, 90% 환산비(광산

란식)로 보정한 값은 132.16, 90% 환산비(중량식)로

보정한 값은 137.44이다. 

일반적으로 비용-편익(cost-benefit)의 개념 및 가치

판단은 현재가치기준(present value criterion)을 사용하

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경우에는 먼저 각 연도에 발

생하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준 순편익을 구한 뒤, 이러

한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나 정

Table 6. Comparison of concentration of PM2.5 (Light Scattering method & gravimetric method) in accordance with setting

up an air cleaner at the studio apartment                                                                         (unit : μg/m3)

Item

PM2.5

Light Scattering method Gravimetric method

Before After Before After

Indoor Outdoor Indoor Outdoor Indoor Outdoor Indoor Outdoor

Studio

Apt.
18.42±4.73

(12.30~33.44)
229.34±82.90
(74.45~411.02)

2.93±7.55
(0.53~47.69)

119.43±52.81
(18.74~282.25)

60.27 86.10 31.07 42.26

Table 7. The difference of the PM2.5 before and after setting up the air cleaner compensated based on the estimated I/

O ratio reduction                                                                                                    (unit : μg/m3)

Item
PM2.5

PM2.5 before applying PM2.5 after applying Δ PM2.5

Studio apartment_Fine particles, warning 

(Light Scattering method)_84%
33.97 5.4 28.57

Studio apartment_Fine particles, warning 

(Gravimetric method)_84%
35.04 5.57 29.47

Studio apartment_Fine particles, warning 

(Light Scattering method)_90%
111.15 57.3 53.85

Studio apartment_Fine particles, warning 

(Gravimetric method)_90%
114.65 59.4 55.25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인한 실내 미세먼지 제어 및 위해 저감 - 가정집(원룸)을 대상으로 261

실내환경 및 냄새 학회지 제14권 제4호 (2015년 12월)

책을 선택하도록 한다. B/C (benefit-cost ratio, B/C)기

준을 사용하여 각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할 경우에는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을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나

누어 그 비율이 1이상이면 사업을 시행하고 반대로 1

이하이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ME, 2003). 따라서

현재의 공기청정기는 필터기술력의 진화, 정기적인 필

터관리, 가격 경쟁력의 추가확보 등의 몇가지 보완이

된다면 과거 및 최근(EPA, 2002; Lim et al., 2012)의

초미세먼지의 도심 내 증가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볼 때 비용-편익적인 면이 확보됨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제조사 및 공급사는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공기청정기의 실내공기질

을 관리하는 최후의 제품이 아닌 적정환기와 올바른

미세먼지관리 등과 함께 병행해야 함도 함께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B/C분석시 연구내 직접적인

생명가치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타 연구에서 도출된 대

표적인 생명가치액을 산정한 연구제한점이 존재하며,

이 생명가치액 활용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결과의 불

확실성이 존재한다. 해석적인 부분에서 원룸의 경우 1

인이 지내는 반면, 가정집의 경우 4인 가족이상 가구도

있으므로 비용-편익에 대한 환산비에 대한 차이도 있

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보정값은 편익에 대한 범

위로서 해석이 요구된다. 더불어, 본 실험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상공간인 원룸의 경우 일반가정집과

구조, 재실자 등이 상이함에 따른 해석 및 결과 도출의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유해물

질 저감 제품 중 대표적인 공기청정기의 관리적 측면

에서의 건전성만 확보된다면 실내 환경의 관리적 차원

및 건강보호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4. 결 론

가정집(원룸 3곳)의 공기청정기 적용 유무에 따른

직독식 중량식 PM2.5 조사결과, 1차 조사(원룸 3곳의

평균값)의 경우 초미세먼지주의보시 실내농도가 평상

시 보다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다. 직독식의 경우 평상

시 26.46 µg/m3 Vs 주의보시 19.37 µg/m3, 중량식의 경

우 평상시 39.49 µg/m3 Vs 주의보시 27.50 µg/m3로 평

가되었다.

2차 조사의 경우 초미세먼지주의보시 실내농도가 평

상시 보다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다. 직독식의 경우 평

상시 20.41 µg/m3 Vs 주의보시 17.06 µg/m3, 중량식의

경우 평상시 32.35 µg/m3 Vs 주의보시 16.06 µg/m3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주의보시 환기 없이 즉,

외부공기의 유입을 줄이고 적정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유해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정집 내 공기청정기

유무에 따른 BC 농도 비교 결과 1, 2차 조사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주의보시 실내농도가 평상시 보다 낮은 농

도 분포를 보였다. 

가정 내 공기청정기 적용으로 인한 PM2.5에 대한 위

해 감소치는 84%로 보정한 직독식 9.09E−5, 중량식

9.37E−5이며, 90%로 보정한 직독식 1.71E−4, 중량식

1.76E-4의 위해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benefit/cost 비율을 산출한 결과, 68.72~

137.44배의 제품사용 효율이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가정 내 공간면적 대비 적정 용량의 공기청정

기의 사용은 초미세먼지 주의보 등 외부 오염원이 높

을 시 적절하게 사용하면 장기적인 건강영향에 대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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