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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oor air quality in schools may have an impact on students’ health and concentration, and 

activities f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indoor air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 for setting 

the absolute and relative reference values for an indoor air quality index in the classrooms of 

the school. The pollutant concentration criteria in domestic and foreign codes, guidelines, 

certification systems, and indoor environment index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absolute references with three levels were established for five pollutants including PM10, PM2.5, 

CO2, formaldehyde, and total airborne bacteria.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each 

pollutant were analyzed using the public 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peer groups 

for appropriate comparison were suggested for setting relative references.

주요어 : 학교, 실내공기질 지표, 오염물질, 절대적 기준치, 상대적 기준치

Keywords: School, Indoor air quality index, pollutant, absolute reference, relative reference

서 론

학교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학습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러한 활동

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 빛, 음, 공기환경 등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대기 중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실내 미세먼지 농

도를 비롯한 실내공기질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장시

간을 체류하는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또한 증대되고 있다. 실내공기질은 학

생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내 공기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

로 상황에 맞는 유지관리 및 개선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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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4의 2] 공기질 등의 유지 ․ 관리기준에 학교 교사에서 관리해야 할 미세먼지 등 17

종의 오염물질 항목과 유지기준이 제시되어 있다(MOE, 2019). 이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환

경위생점검을 시행하여 공기질 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원이 다양하고 유지기준치 대비 농도 분포 정도

도 다르므로 개별 오염물질의 유지기준 충족 여부만으로는 학교의 공기환경 수준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대기질의 경우, 국내의 통합대기환경지수 CAI (Comprehensive Air Quality Index), 

미국 환경청의 AQI (Air Quality Index), 홍콩의 대기질 건강지수(Air Quality Health Index) 

등과 같이 대기 중의 대표적인 개별 오염물질 농도 수준에 따른 대기질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대기질 수준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알맞은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대기질 지표의 개념을 실내 공기환경으로 확장하여 건물의 관

리자가 직관적으로 실내공기질 수준을 파악하고 공기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실내 공기환경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 Wang et al. (2008)은 대만의 실내공기

질 가이드라인 및 건강 위해도에 근거하여 오염물질 농도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미국 AQI 방

법론에 따라 실내공기질 지표를 개발하였다. Saad et al. (2017) 또한 AQI를 응용하여 실내공

기질 및 온열환경 평가지표(Indoor Air Quality Index, IAQI; Thermal Comfort Index, TCI)를 

도출하고 두 지수를 결합한 종합지표인 Indoor Environmental Index (EIAQI)를 개발하였다.

실내공기질 지표가 효율적인 평가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기준치의 설정

이 필요하다. 건물의 성능평가를 위한 비교기준은 Figure 1과 같이 절대적 기준치와 상대적 기

준치로 구분할 수 있다(Leipziger, 2013). 절대적 기준치는 현행 규정이나 지침 등에 근거한 단

일 수치 또는 등급화된 수치로 설정되며,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강조하는 정책적 측

면에서 더 적합하다. 상대적 기준치는 측정 데이터 또는 참조 건물의 시뮬레이션 값의 통계적 

표준 등에 근거하여 설정되며, 유사 조건의 건물 또는 시설(Peer Group)의 성능 데이터를 기반

으로 다른 건물들과 비교함으로써 성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학교 교실의 실내 공기환경 수준 판단 및 개선방안 도출에 직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

기환경 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평가대상 학교의 오염물질 농도 측정치의 비교 대상이 되는 

절대적 기준치와 상대적 기준치 설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항목은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 공기질 등의 유지 ․ 관리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중 일반 교사 및 급식 시설에 적

용되는 PM10, PM2.5,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 5개 물질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Type of comparative metric for performa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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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준치 설정

오염물질 항목별 절대적 기준치는 인체 위해도 및 실내 분포 경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적 

기준이나 지침 등에서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able 1과 같은 실내공기질 관련 국내외 법규, 가이드라인, 인증제도, 실내환경 지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오염물질 농도 기준치를 조사하였다. 

Table 1. IAQ code, certification, guideline, and index

Name Country Type
Number of 

comparative reference

A Enforcement Rule of the School Health Act Korea Code 1

B Enforcement Decree of the IAQ Control Act Korea Code 1 for each group

C Seoul IAQ Certification Korea Certification 4

D IAQ Certification Scheme Hong Kong Certification 2

E Classification of Indoor Climate 2018 Finland Guideline 2

F Indoor Air Quality Guideline Singapore Guideline 1

G IAQ Index Taiwan Index 5

H Indoor Environmental Index Malaysia Index 4

국내에서는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A](MOE, 2019)에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개 오

염물질 항목에 대한 단일 기준치가 제시되어 있으며,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B](ME, 2020)에서 일반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시설, 실내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등 4개 시설 군별로 단일 기준치가 제시되어 있다. 어린이와 노인 등의 주 활동 공간을 대상으

로 하는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인증제[C]에서는 오염물질별 농도 수준에 따라 배점

을 차등 부여하며, 해당 분야 배점 55점의 60% 이상 획득이 인증 부여 요건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홍콩 IAQ Certification Scheme[D](IAQ Management Group, 2019)은 사무실과 공공장

소를 대상으로 ’03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인증제도로, Excellent Class와 Good Class 등 2

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19년에 IAQ 기준치 개정에 따라 PM10 농도의 

Good Class 기준치가 180 ㎍/㎥에서 100 ㎍/㎥으로 강화되었다. Finnish Classification of 

Indoor Climate 2018[E]은 핀란드 환경부, 핀란드 실내공기환경학회가 운영하는 건축물 실내 

환경 등급 평가 가이드라인이다. ’95년에 최초 제정된 후 ’00년에 개정되어 Classification of 

Indoor Climate 2000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8년에 재개정되었다. 재개정 전에는 PM10 등 8

개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현재 버전에서는 PM2.5, CO2, 라돈 등 

3개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후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치

가 매우 강화되었으며, PM10 대신 PM2.5 농도 기준치가 신설되었다(Ahola et al., 2019). 싱가

폴에서는 업무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치로 CO2 등 4개 물질에 대한 유지기준과 PM10 등 4개 

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IEE, 1996). Wang et al. (2008)[G]는 

IAQ index 개발을 위해 11가지 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6개 등급의 기준치를 설정하였으며, 

Saad et al. (2017)[H]은 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과 같은 환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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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CO2 등 총 7개 오염물질 농도와 온도 및 습도 등 2개 온열환

경 요소에 대해 4개 등급의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5개 오염물질 항목의 기준치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A, B, F는 규제의 목적으로 허용 

기준치를 단일 수치로 제시하였으며, C, D, E는 공기환경의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

표들로서 허용 기준치 이하의 범위를 더 세분화하였다. G와 H는 공기환경의 위해한 정도를 

평가하는 데 더 중점을 둔 지표로서 통상적인 허용 기준치를 2~3등급 수준으로 두고 기준치 

이상의 범위도 더 세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omparative references of IAQ code, certification, guideline, and index

Class
PM10

(㎍/㎥)

PM2.5

(㎍/㎥)

CO2

(ppm)

HCHO

(㎍/㎥)

Bacteria

(CFU/㎥)
Application /IAQ status

A - 75 35 1000 80 800 For K-12 schools

B -

75 35 1000 80 800 For sensitive population

100 50 1000 100 For general population

200 100 For indoor parking lot

200 For indoor sports facility et al.

C

1 31 558 13 188

2 45 657 22 368

3 63 760 38 569

4 100 900 100 800  

D
1 20 800 30 500 Excellent

2 100 1000 100 1000 Good

E
1 10 350 S1

2 10 550 S2

F - 150 1000 120 500

G

1 15 10 350 12 200 Little or no risk

2 60 45 600 48 500 Acceptable 

3 150 100 1000 120 1000 Health effect for sensitive population

4 350 135 5000 900 1500 Health effect for each individual 

5 420 250 30000 2400 3500 More serious health effect

6 600 500 40000 24000 9000 Emergency condition

H

1 20 600 Good

2 150 1000 Moderate

3 180 1500 Unhealthy

4 600 5000 Hazardous

 

오염물질별로 살펴보면, PM10에 대해서는 일반인 대상 100 또는 150, 민감군 대상 60~75, 

우수한 수준으로 15~30 ㎍/㎥가, PM2.5에 대해서는 일반인 45~50, 민감군 35, 우수한 수준으로 

10 ㎍/㎥ 정도의 기준치가 제시되고 있다. CO2의 경우 일반인 및 민감군 900~1000, 우수한 수

준으로 600~800 ppm이, 폼알데하이드에 대해서는 일반인 100~ 120, 민감군 50~80, 우수한 수

준 10~30 ㎍/㎥이, 총부유세균에 대해서는 일반인 1000, 민감군 800, 우수한 수준 200~500 

CFU/㎥ 범위의 기준치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 교실, 즉 민감군이 

사용하는 공간의 실내 공기환경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

칙 기준, WHO 기준 등을 참고하여 Table 3과 같이 절대적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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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bsolute references for school indoor air quality index

Class
PM10 

(㎍/㎥)

PM2.5 

(㎍/㎥)

CO2 

(ppm)

HCHO 

(㎍/㎥)

Bacteria 

(CFU/㎥)
IAQ status

1 20 10 600 30 200 Excellent

2 50 25 800 50 500 Good

3 75 35 1000 80 800 Acceptable

상대적 기준치 설정 방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절대적 기준치는 고정된 수치로 제시되는 반면, 상대적 기준치는 유사한 조건을 갖는 비교

군(peer group)의 성능 수준 및 환경 요인의 변화 등을 참고하여 설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전국 학교 환경위생관리 현황 데

이터를 사용하여 오염물질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적정 비교군을 도출하여 상대적 기준치

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4는 분석에 활용된 국내 학교의 유형별·연도별·

지역별 개요를 나타낸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중·고등학교를, 연도별로는 ’16~’19학년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오염

물질 5개 항목 중 PM2.5와 총부유세균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 3. 27)에 따라 신규 

추가되어 ’19년부터 측정되었으므로 ’19년 데이터만 분석하였다. 

Table 4. Statu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y region, year and school type*

Region
2016 (‘16.3~’17.2) 2017 (‘17.3~’18.2) 2018 (‘18.3~’19.2) 2019 (‘19.3~’20.2)

E M H Total E M H Total E M H Total E M H Total

Seoul 601 384 325 1,310 596 385 325 1,306 600 386 325 1,311 602 386 320 1,308 

Busan 308 175 145 628 305 175 144 624 304 173 144 621 304 170 141 615 

Daegu 228 126 94 448 229 126 94 449 229 126 94 449 230 124 93 447 

Incheon 258 135 127 520 259 134 127 520 259 136 127 522 261 136 125 522 

Gwangju 155 91 69 315 155 91 69 315 156 91 69 316 155 91 68 314 

Daejeon 149 89 64 302 150 89 64 303 150 89 64 303 150 88 62 300 

Ulsan 120 64 58 242 120 64 58 242 122 64 58 244 121 64 58 243 

Sejong 43 22 16 81 47 23 17 87 48 24 18 90 49 24 20 93 

Gyeonggi 1,262 629 477 2,368 1,280 631 479 2,390 1,298 634 480 2,412 1,318 638 480 2,436 

Gangwon 383 167 124 674 380 166 124 670 377 165 123 665 376 163 116 655 

Chungbuk 271 127 86 484 269 128 86 483 268 127 86 481 267 127 84 478 

Chungnam 419 189 119 727 420 190 119 729 420 190 119 729 421 186 117 724 

Jeonbuk 423 210 135 768 423 210 135 768 423 210 135 768 424 210 133 767 

Jeonnam 476 259 145 880 471 256 144 871 465 256 144 865 462 254 144 860 

Gyeongbuk 508 274 192 974 509 271 191 971 508 270 188 966 509 266 185 960 

Gyeongnam 520 271 194 985 520 269 192 981 519 268 192 979 522 266 190 978 

Jeju 119 46 31 196 119 46 31 196 118 46 31 195 118 45 30 193 

Total 6,243 3,258 2,401 11,902 6,252 3,254 2,399 11,905 6,264 3,255 2,397 11,916 6,289 3,238 2,366 11,893 

*E: Elementary school, M: Middle school, H: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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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별로 적절한 비교군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오염물질의 발생 요인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는 재실자 활동 등에 의한 실내 발생뿐 아니라 대기로부터 유

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별 분석이 추가로 요구되며, CO2는 인체의 호흡이 주요 발생원

이므로 재실 인원 관련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오염물질에 대한 학교 유형별, 연도별 비

교 ․ 분석 외에 PM10과 PM2.5에 대해서는 지역별 분석을 추가하였으며, CO2에 대해서는 학급

당 학생 수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폼알데하이드와 총부유세균에 대해서도 신축 여부 및 

배식 공간 등 발생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각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건축년도, 배식 공간 

관련 정보 또한 학교알리미 공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오염물질별 분석 결과

PM10

전체 학교의 4개년 평균 PM10 농도는 47.3 ㎍/㎥로,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유형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39.1~52.6 ㎍/㎥의 범위에 분포하여 절대적 기준

치 Class 2 수준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학교 교실 내 PM10 농도는 대기 중 PM10 유입뿐 아니

라 학생들의 활동 등에 의해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각 학교에서 연 1회 측정되는 값이므로, 외

기 연평균 농도와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차이는 ’17년 6.1 ㎍/㎥, 

’18년 7.3 ㎍/㎥, ’19년 0.0 ㎍/㎥로 ’19년에 특히 감소하였는데, ’18년에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학교 공기정화장치 보급 확대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20).

Figure 3은 각 학교의 4개년 평균 PM10 농도분포를 지역 구분에 따라 학교 유형별로 나타

낸 것이다. 울산광역시 학교의 경우 대부분 Class 2와 3 사이에 분포하고, 허용 기준치 75 ㎍/

㎥를 초과하는 학교의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초 ․ 중 ․ 고 전체 평균

도 62.8 ㎍/㎥로 전국 평균 47.3 ㎍/㎥보다 약 32.8%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 강원도의 

학교는 대부분 Class 1과 2 사이에 분포하고, 전체 평균도 각각 31.4 ㎍/㎥와 32.5 ㎍/㎥로 전

국 평균보다 각각 33.6%, 31.3%만큼 낮고 울산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는 약 50% 수준에 해당

하는 등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Annual average PM10 concentration by schoo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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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PM10 concentration by region and school type 

PM2.5

Table 5는 ’19년의 학교 유형별 PM2.5 농도분포를 나타낸다. 전체 학교의 평균 농도는 15.9 ㎍

/㎥로 Class 1과 2 사이 수준이며, 중학교의 평균 농도가 16.4 ㎍/㎥로 가장 높았으나, PM10 농도 

경향 및 Figure 4의 지역별 분포를 볼 때 학교 유형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Quantile of PM2.5 concentration by school type

Percentile
PM2.5 (㎍/㎥) 

Elementary school (N=6,219) Middle school (N=3,197) High school (N=2,339)

0% 0.0  0.0 0.0

25% 9.1 9.1 8.7

50% 14.3 15.3 14.6

75% 21.7 23.1 22.1

100% 120.2 70.1 56.3

Average 15.8 16.5 15.8

Figure 4. Distribution of PM2.5 concentration by region and schoo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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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학교 유형에 따른 각 학교의 평균 농도분포를 나타낸 Figure 4를 살펴보면, 75% 수

준이 Class 2 이하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Class 2와 3 사이에도 

다수의 학교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 ․ 중 ․ 고 전체 평균 또한 23.3 ㎍/㎥으로 전국 평

균보다 약 46.5%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 강원도 학교의 전체 평균은 각각 13.0 ㎍/㎥, 

11.7 ㎍/㎥로 울산광역시의 약 50%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 각각 18.2%, 26.4%만큼 낮아, 

PM10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구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CO2

CO2는 다른 오염물질 항목과 달리 대기 중에도 큰 변화 없이 일정량이 존재하므로 하한치

를 설정하여 오류 데이터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대기 중 CO2 연평균 농도가 ’13년부

터 400 ppm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한치를 400 ppm으

로 설정하고 측정치 중 400 ppm 이하의 데이터(47,617개의 데이터 중 2,368개, 약 5%)를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Figure 5는 연도별 학교 유형별 CO2 평균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대기 중 

CO2 연평균 농도의 증가 추세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 ․ 중 ․ 고 전체 평균 또한 

696.0, 723.6, 738.2, 742.7 ppm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체 기간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순서로 CO2 평균 농도가 높고, 4개년 평균 또한 

고등학교 755.4 ppm, 중학교 734.3 ppm, 초등학교 707.2 ppm 순으로 나타나 학교 유형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 중, 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17.2명, 21.8명, 22.3명으로 학교 유형별 CO2 평균 농

도 경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CO2 농도분포를 

분석하였다. Figur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급당 학생 수 증가에 따라 CO2 농도가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 1~10명, 11~20명, 21명 이상으로 구분할 때 평균 농도가 각각 648.0, 706.9, 

751.6 ppm으로 차이가 있어 비교군 설정 시 고려할 만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5. Annual average CO2 concentration by school type a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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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stribution of CO2 concentration by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폼알데하이드

연도별 학교 유형별 폼알데하이드 농도분포는 Figure 7과 같다. ’16~’19년의 평균 농도는 

각각 23.9, 23.6, 25.6, 25.3 ㎍/㎥이고, 약 75%의 학교가 앞서 설정한 절대치 기준 Class 1 이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학교 유형별 농도분포에 특별한 경향이나 차이는 눈

에 띄지 않으며, 건축자재 및 가구류 등이 주요 방출원임을 고려할 때(ME, 2019) 학교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여부에 따른 분석이 요구된다. 전체 학교의 준공년도 및 리모델링 시행 여부 

관련 정보 취득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년도 기준으로 설립일이 최근 3년 

이내와 이전인 학교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공기질 

등의 유지 ․ 관리기준에서 건축 후 3년을 적용시설 구분 기준으로 설정한 점을 참고한 것이다. 

Table 6과 같이 최근 3년 이내 신설 학교의 폼알데하이드 평균 농도가 3년 이상 경과된 학교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군 설정 시 고려할 만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Figure 7. Distribution of HCHO concentration by school type a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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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average HCHO concentration by established year

Established year
HCHO concentration (㎍/㎥)

2016 2017 2018 2019

Established within 3 years 27.7 28.6 28.6 28.9

Established more than 3 years ago 23.6 23.2 25.3 25.0

총부유세균

총부유세균 평균 농도는 ’19년 데이터 기준 초등학교 377.5 CFU/㎥, 중학교 353.2 CFU/

㎥, 고등학교 344.6 CFU/㎥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7에 보는 

바와 같이 25% 내외의 학교가 절대치 기준 Class 1에, 50% 내외의 학교가 절대치 기준 Class 

2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유세균의 주요 발생원은 에어컨, 가습기, 음식물 쓰

레기, 반려동물 등으로(ME, 2019), 학교의 경우 이 중에서 교실 내 음식물 섭취 여부가 학교 

유형별 총부유세균 농도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 유형별 교실 배식 비

율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13.2%, 중학교 8.1%, 고등학교 1.4%로 교실 배식 비율이 낮아졌

으며, 이는 총부유세균 평균 농도의 경향과 같다. Table 8은 교실 배식 비율이 현저히 낮은 고

등학교를 제외한 초, 중학교의 급식 장소별 총부유세균 평균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같은 

학교 유형에서도 식당 배식과 교실 배식 학교 간에 차이가 있어 상대적 기준치 도출을 위한 비

교군 설정 시 고려할 만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Distribution of total airborne bacteria concentration compared to absolute reference

Absolute referenc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N % N % N %

Class 1 1,448 23.2 907 28.3 625 26.7

Class 2 3,162 50.7 1,634 51.0 1,219 52.0

Class 3 1,563 25.1 650 20.3 496 21.2

Out of classification 60 1.0 11 0.3 5 0.2

Total 6,233 100 3,202 100 2,345 100

Table 8. Comparison of average airborne bacteria concentration by dining area type

School type
Dining room Dining room + Classroom Classroom

N CFU/㎥ N CFU/㎥ N CFU/㎥

Elementary school 5062 367.8 822 420.2 321 424.1

Middle school 2880 351.1 259 368.0 55 375.1

비교군 설정

오염물질별 학교환경위생관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 기준치 도출을 위한 

학교 비교군을 설정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PM10 및 PM2.5의 경우 연도별, 지역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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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CO2는 연도별, 학교 유형별 

또는 학급당 학생수별로, 폼알데하이드는 건축년도별로, 총부유세균은 학교 유형별 또는 배

식 유형별로 비교군을 설정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각 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교군을 이용하여 평균, 사분위수 등 통계

적 대푯값을 도출하고 이를 상대적 기준치로 설정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지표의 유효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Table 9. Peer group of relative reference for school indoor air quality index

PM10 PM2.5 CO2 HCHO Total airborne bacteria 

By year ● ● ●

By school type ● ●

By region ● ●

By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

By construction year ●

By dining area type ●

결 론

본 연구는 학교 실내공기질 지표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로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중 일반교사 및 급식 시설에 적용되는 PM10, PM2.5,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절대적 기준치 및 상대적 기준치 설

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련 국내외 법규, 가이드라인, 인증제도, 실내환경 지표 

등에 규정된 오염물질 농도 기준치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

년이 사용하는 학교 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Table 3과 같이 오염물질별로 3개 등급의 절

대적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교육부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학교기본정보,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환경위생관리 현황, 급식 현황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염물질별 분

포 특성을 분석하고, 상대적 기준치 설정을 위한 적정 비교군을 도출하였다. PM10 및 PM2.5의 

경우 연도별, 지역별로 구분함으로써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CO2는 연도별, 학교 유형별 또는 학급당 학생수별로, 폼알데하이드는 건축년도별로, 총부유

세균은 학교 유형별 또는 배식 유형별로 비교군을 설정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미세먼지 관리 행정 측면 등을 고려하여 17개 지자체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 횟수 등 행정구역별 대

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군을 더 정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

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절대적 기준치 및 상대적 기준치를 이용하여 학교 실내공기질 개

선 관련 의사결정 및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는 학교 실내공기질 지표를 개발하고, 실

제 학교 현장의 실측 및 학교 특성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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