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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대기 중의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 

10 µm in aerodynamic diameter)나 초미세먼지

(PM < 2.5 µm)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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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중의 하나이다(이하 각각 PM10 혹은 PM2.5

로 지칭). 대기 중의 PM10이나 PM2.5는 여러 가지 

오염원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일차 먼지와 이차 먼

지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 이차 먼지는 대기 중에 

있는 ‘가스’상의 오염물이 광화학반응을 거쳐 ‘먼

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 먼지를 말한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PM을 단순한 고체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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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기 중의 먼지(특히 초미세먼지(PM2.5), 공기역학적 직경이 2.5 µm보다 작은 particulate matter (PM)) 노출

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많이 증명된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보고한 거의 모든 역학 연구는 사람들이 24 h 내내 대기 중의 먼지에 노출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대

인들은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며, 실내의 먼지는 대기의 먼지와 농도나 구성 성분에서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역학 연구의 노출 평가에서 오류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가정집에서 대기 먼지 농도 대비 실내

공기 먼지 농도의 비율을 연구한 논문들은 대기 중의 PM2.5가 PM10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µm보다 작은 먼지)이나

UFP (ultrafine particle, 공기역학적 직경이 0.1 µm보다 작은 먼지) 보다 실내 침투율이 높으며, 최소한 50% 이상의

가정집에서 PM2.5 실내 먼지 농도가 대기 중의 농도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

는 실외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해 들어올 수 있지만, 실내 공기 중에 있는 가스 상태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먼지로 변환시킴으로써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자체적 생성 이외에도 실내에는 많은 다른

먼지 오염원이 또한 존재한다. 더욱이 실내 먼지는 실내 환경에서 지속적인 화학반응를 거치면서 대기에서 유입된

먼지라도 그 성분이 대기 먼지와는 많이 달라지는 역동적 변화 과정을 겪는다. 실제로 실내 먼지는 대기 먼지보다 

유기탄소를 대략 2배 이상 더 함유하고 있으며, 질산염을 약 3배 정도 덜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분 변화는 실내 

환경에 다수 존재하는 반휘발성 유기물이나 무기 물질이 실내 공기 중에 가스 상태로 존재하던 것이 부유 먼지 입자

로 분할(partitioning)되는 현상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실내 먼지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메카니즘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즉 공기 중에 가스 상태로 부유해 있던 반휘발성 유기물 혹은 무기물 분자가 대기보다 더 높은 유기물 함량

을 갖고 있는 실내 먼지 입자로 수착(sorbed)되면서 먼지의 유기 성분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화학 반응에

는 실내 공기의 온도와 습도 또한 중요하게 기여한다. 결국 실내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긴 대기 먼지와는 다른 성분의

실내 먼지를 사람이 흡입했을 시 대기 먼지 독성과는 다른 독성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실내 먼지의 성분이

대기 먼지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실외 및 실내 먼지 노출로 인한 독성학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 장해에 대한 미래의 역학 연구에서도 실내 환경에서의 노출을 고려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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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기 쉬우나 PM은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

일 수도 있으며, 반고체, 혹은 여러 상태가 혼합된 

glassy 상태일 수도 있다[1,2]. 또한 PM은 다양한 

성분의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3]. 따라서 각 화

학 성분의 함유율 변화에 따라 노출 시 건강에 미치

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4]. 

대기 오염의 건강 영향을 연구한 역학(epidemi-

ology) 분야에서 지난 약 30년 간 대기 중의 PM 

노출이 어떤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호흡계 질환 및 폐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장병 및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및 이

들 질환과 관련된 조기사망률 증가가 대기 중 

PM2.5에의 노출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다[5]. 그리고 최근에는 신경

학 및 정신과 질환(치매, 우울증, 그리고 자폐증 

등) 또한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유산, 조산, 및 저

체중아 출산 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점차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다[6-12]. 지난 2017년 하버드대

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팀이, 퇴직 후 메디케어 

수여를 받고 있는 미국의 약 6,100만 명의 노인들

을 대상으로 한 PM2.5에 대한 장기간(연평균) 노출

과 이들의 조기 사망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을 

건강 관련 세계 최고 저널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하였다[13].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노인들이 미국 환경청의 PM2.5 연평

균 허용 기준치(12 µg/m3)를 넘는 농도에 노출된 

경우 농도가 매 10 µg/m3 증가할 때 총 사망률이 

7.3%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연평균 허용기준치 이하의 낮은 농도 

범위에 노출된 경우, 농도가 매 10 µg/m3 증가 시 조

기사망률이 임계값(threshold) 없이 더 큰 폭인 

13.6% 정도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PM 노

출과 건강 장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 고찰하

여 발표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2013년 보고서에 의하면, PM10 농도가 매 10 

µg/m3 증가 시 총 사망률 0.2-0.6% 증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이보다 직경이 작은 먼지 입자인 PM2.5

에 장기간 노출 시 매 10 µg/m3 농도 증가가 심혈

관계 질환 관련 단독 사망률 6-13% 증가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 

이러한 대부분의 역학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이 

대기 중의 PM 농도에 24 h 노출된다는 가정을 전

제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실외 보다는 실내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다. 평균적으로 현대 성인들은 90% 이상의 시간

을 집이나 직장, 학교, 공공 교통수단, 개인 자동

차, 다중시설, 혹은 다른 실내공간에서 보낸다

[14]. 따라서 실내 공기 중의 PM 노출을 잘 이해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과의 관계를 보

다 더 잘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내 먼지 노출의 중요성은 현대인들이 실

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 이외에 실

내 먼지 농도 및 특성이 대기 중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PM에의 올바른 노출 평가

와 노출로 인한 건강 장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서 실내 먼지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총설에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 최근까지 

보고된 여러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소개하

고자 한다. 

 

2. 실외 먼지 농도 대비 실내 먼지 농도의 

비율

대기 중의 PM은 주로 3가지 경로를 거쳐 실내

로 유입된다. 기계적 환기시설을 통한 유입, 자연

환기를 통한 유입, 그리고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 구조물(envelope)에 존재하는 미세한 균열

(cracks) 혹은 틈새기들을 통한 침투이다[15,16]. 

그렇다면 실내환경을 구성하는 건축 구조물들은 

이들 대기 중의 먼지로부터 실내에 거주 사람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최근 2011년에 

중국인 과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고찰 논문은 실내 

공기와 대기 중의 먼지 농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실내의 먼지농도와 대기 먼지 농도의 비율을 보고

한 전 세계 77개의 연구결과들을 총괄하여 요약하

고 있다[17]. 이 고찰 논문에 의하면, 77개 연구들

에 포함된 전 세계 총 4,000개의 가정집 건물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실외 대비 실내먼지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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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의 경우 각 연구 평균값(평균값 범위: 0.5 미

만-31.4)들의 중간값(median)이 약 1.0에 가까우

나, PM10과 UFP (Ultrafine particle, PM < 0.1 µm 

in aerodynamic diameter)의 경우 그 중간값이 0.8 

(PM10 범위: 0.5-2.5; UFP 범위: 0.3-4.5)로 1.0보

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77개 연구들 중 소규모 연

구들을 배재하고, 개별 연구의 가정집 수가 20개 

이상인 규모가 큰 연구들만을 따로 추출하여 분석

했을 때 PM2.5의 중간값은 1.0보다 큰 1.25이었지

만, PM10과 UFP는 여전히 1.0보다 작은 0.9 정도

로 나타났다. 이 고찰 논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1) 대기 농도 대비 실내 공기 먼

지 농도 비율의 변이가 매우 크다는 것과 2) PM2.5

의 경우 적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가정집의 50% 

이상에서 실내 PM2.5 농도가 대기 중의 농도 보다 

높다는 것이다. 물론 실외 대비 실내 농도비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

기의 상태나 기상 상태, 가정집의 환기 형태(예: 

창문 개폐 시간, 기계적 환기시설의 운용 시간 및 

시설에 필터 사용 여부), 건물 구조, 건축 구조물

의 균열이나 틈세기의 기하학적 구조, 대기 중의 

먼지 입자 분포나 성분, 그리고 실내 오염원의 존

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대기 중에 있는 먼지의 실

내 침투 및 실내 공기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18]. 한편 실내에 오염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실

내의 먼지농도가 대기 중의 농도와 평형상태에 이

르렀을 때의 실내/실외 비율을 침투율(infiltration)

이라고 정의한다. 동일한 고찰 논문에 의하면[17], 

이 침투율이 PM2.5의 경우 중간값이 약 0.55 (평균

값 범위: 약 0.35-0.85) 그리고 PM10의 경우 약 

0.30 (범위: 약 0.15-0.50)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런 연구결과들은 가정집의 건축 구

조물이 대기 중의 PM2.5보다는 대기 중 PM10이나 

UFP로부터 거주자들을 더 잘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처럼 실내의 농도가 대기 중의 PM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실내에 이런 PM의 오염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18]. 어린이 천식환

자가 있는 49개의 캐나다 가정집을 대상으로 실내

와 실외에서 동시에 UFP를 모니터링한 후, 실외

에서 실내로 침투한 UFP와 실내에서 독립적으로 

생성된 UFP를 예측한 연구결과가 캐나다 연구 팀

에 의해 보고되었다. 이들 가정집에서 2006년에 

측정된 5일 동안의 시간 가중 평균치를 이용하여 

계산된 실내로 침투한 실외 UFP의 기여율(실내 침

투 실외 UFP/총 실내 UFP)들의 중간값이 32-35%

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가정집의 

50%의 경우 실내에서 측정된 UFP의 약 65-70%

가 실내에서 생성된 것임을 의미한다[19].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집의 경우 실내 UFP의 50% 이상은 

실내 오염원에서 생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내에 존재하는 오염원으로서 실내 요

리, 연소(벽난로의 나무 연료 연소나 실내 초

(candle)연소 등), 실내의 미생물 오염, 레이저 프

린터나 3D 프린터의 사용, 그리고 실내 거주자의 

행동(진공청소, 흡연, 다림질 등)들을 들 수 있다. 

한편 사람 자체도 중요한 실내 오염원이다[20]. 모

든 사람은 2주 내지 4주 내에 피부 최외각의 모든 

세포가 벗겨지고 새로 재생된다. 보고에 의하면 

분당 20만에서 60만 개의 피부 조각(skin scales or 

skin flakes)이 벗겨져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고 한

다[18,21]. 이런 피부조각은 주로 입자의 크기가 

비교적 큰 PM10으로 이들 PM은 사람 피부에 서식

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미생물(사람을 구성하는 총 

세포 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미생물이 사람 피부

에 서식함)들을 포함한다. 또한 모든 식물과 사람

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스테롤의 생화학 전조물질

인 squalene을 생성하는데, 사람의 피부세포에서 

분비되는 squalene은 피부의 자연 보습제 역할을 

한다. 실내 환경에서는 인간을 제외하면 다른 오염

원이 매우 드문 이 squalene은 6개의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불포화 지질로서 실내 공기 중의 오

존과 만나 쉽게 산화될 수 있다[21]. 약 45년 전

(1970년대)에 이루어진 한 연구는 실내 공기 중의 

PM에 존재하는 squalene을 분석하여 사람 피부로

부터 분리된 세포조각이 실내 PM 질량의 약 1%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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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에서 이차 유기먼지(Secondary Organic 

Aerosols)의 생성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대기 중에서는 이차 유

기먼지(secondary organic aerosols)가 생성되는데 

이런 이차 먼지는 주로 PM2.5를 구성한다[23]. 그

러면 실내에서도 대기에서처럼 이차 유기먼지가 

생성될 수 있을까? 이차 유기먼지가 생성되기 위

해서는 critical nuclei가 반드시 먼저 생성되어야 

한다. 또한 critical nuclei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3

가지의 요인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18]. 전조물

질(precursor), 산화제(oxidant), 그리고 에너지이

다. 실내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휘발성 유기물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은 이런 화학 

반응의 전조물질이 된다. 실내 청소나 살균에 사

용되는 화학 용매제, 방향제, 요리 시에 나오는 유

기물, 그리고 실내 페인트에서 나오는 유기가스 

등이 이러한 휘발성 유기물에 포함된다. 실내에는 

산화제 또한 다수 존재하는데, 화학 용매 혹은 살

균제를 사용한 청소 후에 발생하는 유기 과산화물

이나 질산염, 수산기 라디칼(radical), 혹은 오존 

등이 이에 속한다[24,25]. 한편 실내에도 직/간접적

으로 햇볕이 들므로 에너지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전조물질과 산화제가 만나 에너지를 얻으면 극성이 

있는 분자(polar molecule)인 critical nuclei가 형성

되는데, 일단 형성되고 나면 critical nuclei를 중심

으로 응축(condensation)과 응집(agglomeration)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며[18,26], 이런 과정을 거

쳐 실내의 가스상태 오염물은 주로 UFP나 PM2.5

로 변환되게 된다.

4. 실내 먼지의 화학반응과 성분변화

실내공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나 화학 물질은 정

적이지(stationary) 않다. 다시 말하면 실내 공간은 

새로운 이차 유기먼지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 뿐만

이 아니고 공기 중의 여러 가지 화학 오염물들과 

실내 기존하는 먼지 간에 다양한 화학 반응(산화, 

광분해, 가수분해, 산-염기 반응, 올리고머화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매우 역동적(dynamic)인 

장소이다. 실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화학 물질은 

실외와는 다른 온도와 습도하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실내에서 새로

운 이차 유기먼지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실내로 유입된 먼지의 성분을 변화시키는데도 중

요한 역할을 한다[27]. 

보통 실내공기 중의 PM2.5 성분을 보면 유기탄

소가 총 먼지 질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황산염

이 약 20%, 질산염과 암모늄이 각각 8%를 차지하

고, 원소탄소가 3%, 그리고 나트륨, 규소, 그리고 

철과 같은 금속 성분이 약 3%, 그리고 나머지 다

른 성분들이 3%를 구성한다고 보고 되어있다[18]. 

대기 중의 먼지 구성 성분과 실내 먼지 구성 성분

을 비교했을 때 특이할 사항은 탄수화물관련 유기 

에어로졸(hydrocarbon-like organic aereosol)이 실

내 PM에는 대기보다 2배 이상 높으며, 반면에 질

산염의 비율은 실내가 대기보다 약 3배 정도 낮다

는 것이다[28]. 미국의 3개 주에 있는 3개 도시에

서 실시된 대기 중 PM2.5와 실내 PM2.5의 성분 분

석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29]. 즉 실내 PM2.5에 있는 유기물질의 질량 

함량이 대기 PM2.5보다 1.5-2배 가까이 높다는 것

이다. 이렇게 대기 PM2.5보다 실내 PM2.5에서 유기

물질 함량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유기 화합물이 풍

부한 실내에서 PM2.5가 새롭게 분비되거나 생성되

고, 대기에서 실내로 유입된 PM2.5도 실내에서 여

러 화학 반응을 거쳐 유기물 함량이 높아진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18,27].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는 매우 많은 양의 유

기 화합물들이 생산 및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 중으

로 분비되고 있다. 실내 공간에서도 매우 많은 종

류의 화학 제품들이나 화학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

으며, phthalate 가소제, 유기인산염, 브롬화된 화염 

지연제, 혹은 불소화된 계면 활성제 등 다양한 종류

의 반휘발성 유기물(semi-volatile organic com-

pound)들이 실내에서 측정되고 있다[27]. 이들 실

내 반휘발성 유기물은 실내 먼지의 성분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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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반휘

발성 유기물은 실내 공기 중에 두 가지 상태로 존

재할 수 있는데, 가스상태로 공기 중에 존재하거

나 공기 중의 PM에 수착된(sorbed) 상태로 존재한

다. 이 두 가지 형태로 실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양을 합한다면, 반휘발성 유기물질의 포화 증기압

에 의해 계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기 중에 존

재할 수 있다고 한다[27]. 이들 공기 중에 존재하

는 반휘발성 유기물이 실내 공기 중에 가스 상태

로 얼마만큼 존재하며 부유 먼지입자에 얼마만큼 

수착되어 존재할 수 있는지는 그 물질의 공기-입

자간 분할계수(air-particle partition coefficient)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반휘발성 유기물은 PM에 

유기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공기 중 가스 상태보다

는 입자에 수착된 상태로 더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반휘발성 유기물의 공기-입자간의 분할은 

실내 PM의 유기물 성분을 높이게 되며, 이런 분할

로 유기물이 더 많아진 실내 먼지는 또 다시 이런 

분할을 더 촉진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내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들을 경험하면서 실내

에 존재하는 PM의 성분은 대기 중의 PM 성분과 

더 달라지게 된다[18].

이러한 실내 PM의 화학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PM이 실내에 존재하는 

물리적 상태(고체, 액체, 반고체, 혹은 여러 상태가 

혼합된 glassy 상태)와 실내의 습도를 들 수 있다. 

실내의 PM이 고체 상태로만 존재할 때보다 반고

체 상태나 액체 혹은 glassy 상태로 존재할 때 이

러한 분할과 PM 내에서의 또 다른 화학 반응들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PM 내에서 분자들의 확산

(diffusion) 또한 PM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실내 PM 내에 존재

하는 여러 화학 성분 분자들은 PM이 액체상태로 

있을 때에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있을 때보다 분

자의 확산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30]. 한편 PM에 

함유된 수분 또한 이러한 가스상 유기물이 공기와 

PM 입자 사이에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PM의 성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내의 

상대습도가 50-70% 사이일 경우 PM2.5 질량의 

10%에서 많게는 40%를 수분이 차지한다고 알려

져 있다[18]. 또한 PM2.5의 수분 함량은 PM10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실내

의 PM 입자에 함유된 혹은 입자의 주변을 둘러싸

고 있는 수분 역시 공기 중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반휘발성 유기물이 공기와 입자사이에서 어떻게 

분할될 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수분은 PM상에

서 혹은 PM 입자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반응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31]. 

5. 결 론

실내 환경에서의 PM 노출은 실외에서 활동하

는 동안의 대기 중 PM 노출과 최소한 세 가지 점

에서 다르다. 첫째, 실내의 PM 농도, 특히, PM2.5

의 경우 그 농도가 대기 중의 것보다 높을 수 있

다. 둘째, 실내 PM의 화학 성분은 대기 중의 PM 

성분과 다르다. 셋째, 현대인들이 실외보다는 실내

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훨씬 장시간 실내 

PM에 노출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이 실내 

PM 노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건강 장해가 대기 

중의 PM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와 다를 수도 있음

을 의미하며, PM 노출에 있어서 실내 PM이 더 중

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아쉽게도 실내 공기 

중의 PM과 대기 중의 PM의 독성을 비교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PM 노출과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역학 연구조사는 대기 중의 

PM 농도 측정치 만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즉 사

람들이 대기 중의 PM10 혹은 PM2.5에 24 h 노출되

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역학 분석을 위한 총 노출

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실제로 위

의 세 가지 사실을 고려한다면 역학 분석 과정에

서 노출 농도 예측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

다. 현재까지 주거환경에서의 PM 노출에 대한 연

구는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아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다. 그러나 비주거 실내환경에서의 PM 측정 

및 노출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부

족한 분야이다. 앞으로 주거환경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내 환경에서의 PM 노출에 대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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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져서 PM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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