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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fundamental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Indoor Air Quality     ( IAQ ) in 

newly unoccupied apartmen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eld survey 

of 160 newly unoccupied units with airtight doors and windows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s of HCHO and 

TVOC were higher than the standards. The emission rates of HCHO and TVOC were proportional to the 

height. The small chamber test of pollutant concentration for building materials showed that pollutants were 

emitted dominantly from the wood furnishings and adhe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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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에서는 “새집증후

군” 의 주요물질인 HCHO와 VOCs의 오염물질이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이 후 100세대 이상 새로 지

어지는 신축공동주택인 경우 입주 전 HCHO와 

VOCs의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 3
일전부터 출입문 게시판 등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

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의무를 부여하여 입주

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고 오염물

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

록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입주예정인 신축 공

동주택 160세대를 대상으로 봄철과 여름철 그리

고 겨울철의 계절별 HCHO, VOCs 및 TVOC오염

농도 현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오염물질

이 주로 마감건축재료에서 방출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실태조사한 신축공동주택에 시공된 마감

재 중 벽지 3종, 접착제 4종, 바닥재 1종 등 약 8종
의 주요자재들을 소형 챔버실험을 통하여 HCHO 
및 VOCs 오염물질 방출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입주예정인 국내 신

축공동주택에서의 실내공기오염현황을 밝혀내었

고 특히, 마감건축재료에서 발생되는 새집증후군

의 구체적 현상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내

공기환경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고찰 및 
측정방법

2.1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환경 고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아

파트를 대상으로 HCHO 및 VOCs 오염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HCHO 오염수준은 평균 150.41㎍/㎥이었으

며, VOCs 중 Toluene의 평균 농도는 127.33㎍/㎥이

었다. Etylbenzene 및 Xylene의 평균 농도는 각각 

30.03 ㎍/㎥, 59.60㎍/㎥ 이었으며, Benzene의 평균 

농도는 2.36㎍/㎥이었다.1)2)

 오염물질의 층별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평형별로는 HCHO의 경우는 평형이 

증가할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는 

달리 VOCs의 농도는 증가하였다.3)

  온도 및 습도와 오염물질의 농도는 상관성이 작

았으나, HCHO의 경우 습도가 증가할수록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입주시기별 HCHO 및 VOCs 
오염도는 입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4) 

  VOCs 4종에 대한 분포특성은 Toluene이 약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Xylene, 
Etylbenzene, Benzene 순이었다. 국내 공동주택 실

내공기질의 포름알데하이드 및 VOCs의 오염수준

은 2000년 일본의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아파트에 사용되는 각종 건축자재에서 배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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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Japan (㎍/㎥) WHO (㎍/㎥)
HCHO under 210 under 100 under 100

VOCs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under 30
under 1000
under 360

 under 700
under 300

-
under 260
under 3800
under 870
under 220

-
under 260

-
-

under 260

Public facilities TVOC under 500 under 400 under 500

Table 1. IAQ standards in domestic & foreign. 

6) 이윤규 (2003) 공동주택의 포름알데히드 농도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19 n.10(2003-10)
7)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고시 제2004-80호, 환경부, 2004. 6. 5
8) Air Quallity Guideline for Europe 2nd Edition, WHO, 2001

는 HCHO, VOCs 등 각종 오염물질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두통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 오염물질들은 신축한 지 5년이 지나도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국내신축공동주택은 2004년 이후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HCHO, VOCs(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벤젠, 스티렌) 등의  실

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7) 

  한편, TVOC 인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

기질 기준치인 50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Table 1 참조)8)

2.2 신축공동주택 오염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2.2.1 신축공동주택 시료채취세  수 

  100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저층부, 중층부, 고층

부의 3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특히,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하였다. 이 때 중

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하였다.

2.2.2 시료채취 상 세 의 선정

  시료채취 대상세대는 단위주동에서 동일 라인

상에 위치하는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각 1개 

세대씩을 무작위 선정하였다. 

2.2.3 단 세 에서의 시료채취 장소

  시료의 채취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거실 중앙

부에서 실시하며, 벽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

진 위치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를 기본 

측정점으로 하였다. 또한, 실내에 자연환기구나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급

배기구로부터 최소 1 m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

하였다.

2.2.4 시료채취방법

  세료채취방법은 30분환기-5시간 밀폐 후-시료

채취 작동-시료채취 종료의 순으로 하였다(Fig. 1 
참조).
  또한, HCHO 및 VOCs 분석은 실내공기질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HPLC와 GC/MSD, TDS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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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ogenic 
 focusing

Split mode 25 : 1
-50℃ → 12℃/s → 280℃ (5min)

Thermal Desorption Splitless mode, Flow : 50㎖/min
30℃ → 60℃/min → 240℃ (5min)

GC Agilent 6890N GC

Detector Agilent 5973 inert MSD

Column HP-VOC 60m, I.D 0.2mm, Film 1.12 ㎛ 

Carrier Gas and Flow He(99.999), 0.8㎖/min

Temp.
Program

Initial Temp.
Temp. Program

Final Temp.

40℃(5min)
40℃ → 4℃/min → 200℃(10min) → 6℃/min → 250℃
250℃(3min)

MS 
Condition

Mode
Electron Energy
Detection Mode

EI(electron ion)
70ev
TIC(Scan), m/z : 35 ~ 350

Table 3. HPLC Conditions.

Detector UV/VIS 360 nm(0.002 AUFS)

Column Waters SymmetryTM C18 (4.6×250mm, U.S.A)

Mobile Phase ACN / Water (70/30, v/v)

Analysis Time 20 min

Injection Volume 20 ㎕

Column Temp. 25 ℃(Room Temp.)

Flow Rate 1.3 ㎖/min

Table 2. GC/MS Conditions.

(1) 30min 
window open (2) 5hour window closed (3) sampling

↑      ↑
start  end

Fig. 1 Sampling Method.

이용하였다 (Table 2 , Table 3 참조).

3.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3.1 측정 개요

  본 연구에서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봄철과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 기간에 수도권의 입

주 전 신축공동주택 160세대를 대상으로 HCHO 
및 VOCs의 오염농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4, 5,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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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Date of moving Date of measurement

Seoul Oksu B apt. 3 units
Kyunggi  Euijeongbu S apt. 3 units

Kyunggi Whasung S apt. 6 units
Kyunggi Anyang A apt. 6 units

Seoul Samsung L apt. 6 unit
Seoul Guro G apt. 6 units

Seoul  Dogok I apt. 3 units
Seoul  Dogok I apt. 6 units

kyunggi Yongin K apt. 6 units
Kyunggi Suwon B apt. 3 units

Kyunggi Whasung H apt. 6 units
Chungnam Asan P apt. 6 units

07/05/18
07/07/26
07/09/14
07/05/28
07/06/20
07/08/20
07/06/04
07/06/12
07/06/13
07/06/18
07/07/19
07/09/28

07/04/27
07/05/12
07/05/14
07/05/17
07/05/16
07/05/17
07/05/21
07/05/21
07/05/23
07/05/25
07/05/28
07/05/30

Table 5. An overview of 2007 Summer  measurements newlyconstructed apartment units.  

Location Date of moving . Date of measure-ment

Kyunggi  Euijeongbu S apt. 3units
Kyunggi Whasung H apt. 6 units

Seoul Emun P apt. 6 units
Seoul Jangan H apt. 9 units
Seoul Jamsil T apt. 12 units

Asan D apt. 3 units
InCheon Namdong G apt. 6 units

Seoul Sangdo P apt. 15 units

07/07/26
07/09/10
07/07/20
07/08/06
07/09/17
07/08/24
07/10/14
07/09/21

07/06/25
07/07/10
07/07/13
07/07/18
07/07/27
07/08/06
07/08/24
07/08/28

Table 6. An overview of 2007-2008 Winter  measurements newlyconstructed apartment units.  

Location Date of moving . Date of measure-ment

Seoul  Seongbuk H apt. 9  units
Kyunggi Kimpo  H apt. 31 units

07/03/26
07/04/18

07/02/15
07/03/25

Table 4. An overview of 2007 Spring  measurements newly-constructed apartment units.

3.2 측정결과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봄철(4월-5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2월-3월)의 수도권의 입

주 전 신축공동주택 160세대의 HCHO, VOCs 및

TVOC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측정세대의 외부환경은 주로 수도권으로서  

대부분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와 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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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 & Humidity in Spring.  Fig 3. Temp. & Humidity in Summer .

Fig 4. Temp. & Humidity in Winter. Fig 5. HCHO concentration in Spring .

각 계절별 실내온도 및 습도분포는 봄철인 경우 

온도 평균 20℃ 내외, 습도 50% 내외를 나타내고 

있었다(봄철 외부 온습도 조건은 실내와 거의 유

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음). 한편, 여름철인 경우 

외부온도 평균 30℃, 습도 평균 65% 일 때 측정세

대 실내 평균온도는 28℃ 습도는 평균 60%를 보

이고 있었다. 또한, 겨울철의 측정세대의 실내 평

균 온도는 실내 평균온도는 11.4℃ 습도는 평균 

37%를 나타내고 있었다(Fig 2, 3, 4 참조).
  2) HCHO 측정결과 실내온도가 낮은 봄철과 겨

울철에는 전반적으로 기준치(210㎍/㎥)이하로 나

타났다. 그러나, 온도분포가 낮은곳임에도 가구재 

사용이 많은(수원의 B-unit 등)곳에서는 높은 오염

농도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실내온도가 높

은 여름철에는 50%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

었다. 또한, 가구재 사용이 많은 곳에서 더욱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Fig 5, 6, 7 참조).
  3) TVOC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봄철과 여름철

인 경우 대부분 세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

기질 기준치(5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8, 9, 10 참조). 
  4) VOCs는  계절별로는 겨울철과 봄철보다 특

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과 가구재의 사용이 많은 

곳에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었다. 이 때, VOCs
의 주요 구성성분은 Toluene으로 약 47.9%-50.4%
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순위로 

m,p-Xylene, Styrene, Ethylbenzene, Benzene 등의 분

포로 검출되고 있었다(Fig 11, 12,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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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CHO concentration in Summer.
 

Fig 7. HCHO concentration in Winter. 

Fig 8. TVOC concentration in Spring.  Fig 9. TVOC concentration in Summer.

Fig 10. TVOC concentration in Winter. Fig 11. VOCs components in Spring.
 

Fig 12. VOCs components in Summer. Fig 13.  VOCs components i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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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 HCHO Concentration in Summer.
        (to the height of floors)

    Fig 15. TVOC Concentration in Summer.
           (to the height of floors)

  Fig 16. HCHO & TVOC Concentration in 
         Spring(to the area of floors)

    Fig 17. HCHO & TVOC Concentration
           (to the area of floors)

  5) 층별(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HCHO와 TVOC 
오염농도 측정결과 전반적으로 저층부보다는 중

층부 이상의 고층부에서 오염농도가 높게 검출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14, 15 참조). 
  6) Fig 16과 17에서와 같이 측정 각 세대 면적별  

HCHO와 TVOC 오염농도 비교분석에서는 240m2 

(6세대), 180m2(18세대)의 세대면적이 넓은 세대보

다는 120m2(69세대), 90m2(21세대) 이하의 좁은 세

대에서 오염 농도값이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이

는 오염 농도값이 마감건축재가 공간의 크기에 따

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3.3 소결

  수도권 신축공동주택 160세대의 입주전 실내공

기환경 측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측
정시 실내온도 및 습도분포는 겨울철 11.4℃ / 37% 
봄과 여름철은 20-28℃ / 30-50%의 환경 조건이었

다. 이 때, HCHO는 28℃이상의 온도가 높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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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길원 외 4명(2006)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학회 논문집 22권 9호(통권215호)
10) 류정민, 유승화, 이석조, 장성기, 정경미(2004. 10), 전국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실태, 한국실내환경학회논문집 
11) 김신도(2006)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하는 TVOC의 방출특성, 한국실내환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3권 제2호
12) 국립환경과학원(2006),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DB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환경부
13) 일본규격협회, 소형챔버법[JIS A 1901], 2003

철인 경우 160세대중 약 50%정도가 기준농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특히, HCHO는 가구재 사용이 

많은 곳에서 높은 농도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9)10)

  TVOC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봄철과 여름철인 

경우 대부분 세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VOCs는 구성성분의 50%이상이 Toluene이 차지

하고 있었으며 다음 순위로 m,p-Xylene, Styrene, 
Ethylbenzene, Benzene 등의 분포로 검출되고 있었

는데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과 가구재의 사용이 

많은 곳에서 매우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었다.11)

  한편, 건물높이에 따른(층별, 저층부, 중층부, 고
층부) HCHO와 TVOC의 오염농도 측정에서는  저

층부보다는 중층부 이상의 고층부에서 오염농도

가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물

면적에 따른 농도비교에서는 마감건축재의 사용

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간의 크기가 작은세대

에서 오염 농도값이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한편, 
이와같은 내용은 기존연구와는 차별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4. 마감건축자재에서의 소형챔버 방출실험

4.1 신축공동주택 실내마감재 분석

  입주전 신축공동주택 160세대에 적용된 건축마

감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실내마감자재

는 적용위치에 따라 크게 벽, 바닥, 천장, 가구재, 
창호재 및 접착제로 분류하였다.12) 벽에는 대부분

세대에서 실크벽지류의 PVC제품이 그리고 천정

에는 대부분 목재와 PVC벽지가 혼합되어  사용되

고 있었다. 또한, 바닥에는 온돌 및 강화마루와 

PVC 장판 그리고 대리석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

구재는 모든 세대에서 MDF류 목재가구가 사용되

고 있었으며 특히, 거실이나 전실의 아트월은 

MDF와 PVC제품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고 일부 

MDF와 실크벽지류인 PVC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세대도 있었다.
  접착제의 경우에는 천연수지제품과 실란트제품 

그리고 물에 녹는 유기용제 제품이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었다. 페인트의 경우는 측정세대 대부분 

수성페인트로 발코니 부분에 시공이 되었으며 일

부 전실이나 주방벽에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걸
레받이 부분에는 대부분 MDF나 목재로 마감되고 

있었으나 일부 유성페인트가 사용되는 세대도 볼

수 있었다.

4.2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된 실내마감재의 성능

확인 실험

  160세대의 신축공동주택에 시공된 마감재 중 

벽지 3종, 접착제 4종, 바닥재 1종 등 약 8종의 대

표주요마감자재들을 대상으로 소형챔버실험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8, 9 참조).13)

  즉, 친환경건축자재 HB인증등급(공기청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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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1 Test 2 Test 3 Avg.

TVOC 0.001
(HB-1)

0.017
(HB-1)

0.003
(HB-1)

0.007 
(HB-1)

HCHO 0.017
(HB-2)

0.016
(HB-2)

0.02
(HB-2)

0.017
(HB-2)

HB grade(1;excellent, 2; good) 

Table 8. Emission test from adhesives (4 type). 
(㎎/㎡․h) 

Test 1 Test 2 Test 3 Test-4 Avg.

TVOC 0.342
(HB-3)

0.288
(HB-2)

0.029
(HB-2)

1.67
(HB-3)

0.582 
(HB-3)

HCHO 0.017
(HB-3)

0.008
(HB-1)

0.028
(HB-3)

0.03
(HB-3)

0.02 
(HB-3)

HB grade(1; excellent, 2; good, 3; mean)   

Table 9. Emission test from floor material (1 type).
(㎎/㎡․h) 

Test 1 Avg.

TVOC 
HCHO 

0.329
0.023

0.329 (HB-3)
0.023 (HB-3)

HB grade(3; mean)

Table 7. Emission test from wall paper (3 type).
(㎎/㎡․h) 

 

14) http://kaca.or.kr/

에 따라 구분한 결과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된 주

요 마감자재에서의 오염농도의 소형챔버 방출실

험결과에서 벽지는 HCHO는 우수(0.02㎎/㎡․h미
만), TVOC는 최우수(0.20㎎/㎡․h미만) 등급임을 확

인하였다. 또한, 접착제인 경우 HCHO와 TVOC 
모두  양호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바닥재는 

HCHO, TVOC 모두양호(0.12㎎/㎡․h미만)등급으로 

평가 되었다.14)

4.3 소결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주요마감재는 벽에는 

실크벽지류의 PVC제품, 천정에는 목재와 PVC벽

지, 바닥에는 온돌 및 강화마루와 PVC 장판, 대리

석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가구재는 MDF류 목

재가구가 사용되고 있었다. 접착제는 천연수지제

품과 실란트제품 그리고 물에 녹는 유기용제 제품

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페인트는 대부분 

수성페인트이지만 일부 유성페인트가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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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형규(2005)신축공동주택에서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 저감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V.17 
No.5(468-177)

16) 박진철(2006) 신축공동주택에서 실내마감재 시공에 따른 실내공기환경 실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5-312)

있었다. 
  이와같은 마감자재들의 성능확인결과 HB등급

이 낮은 접착제와 바닥재 및 가구재 등에서 오염

농도가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는  

기존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5)16) 

5. 결론

  본 연구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봄

철,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의 계절별 입주예정인 

신축공동주택 160 세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와 

마감자재의 방출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0세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현

장측정결과, HCHO는 온도가 높은 여름철인 경우 

약 50%정도가 기준농도값을 초과하고 있었다. 특
히, 가구재 사용이 많은 곳이 높은  농도분포를 보

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VOC는 겨울철을 제외

하고 봄철과 여름철인 경우 대부분 세대에서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

다. VOCs는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과 가구재의 

사용이 많은 곳에서 매우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었다. 이 때, 구성성분의 50%이상이 Toluene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m,p-Xylene, Styrene, Ethylben- 
zene, Benzene 등의 순위로 검출되고 있었다. 
  한편, 건물높이에 따른(층별, 저층부, 중층부, 고
층부) HCHO와 TVOC의 오염농도 측정에서는  저

층부보다는 중층부 이상의 고층부에서 오염농도

가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물

면적에 따른 농도비교에서는 마감건축재의 사용

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간의 크기가 작은세대

에서 오염 농도값이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둘째, 입주전 신축공동주택 160세대에 적용된 

건축마감재의 분석에서 벽에는 대부분세대에서 

실크벽지류의 PVC제품이 그리고 천정에는 대부

분 목재와 PVC벽지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었

다. 또한, 바닥에는 온돌 및 강화마루와 PVC 장판 

그리고 대리석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가구재

는 모든 세대에서 MDF류 목재가구가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거실이나 전실의 아트월은 MDF와 

PVC제품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일부 MDF와 

실크벽지류인 PVC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세대도 

있었다. 접착제의 경우에는 천연수지제품과 실란

트제품 그리고 물에 녹는 유기용제 제품이 다양하

게 사용하고 있었다. 페인트의 경우는 측정세대 

대부분 수성페인트로 발코니 부분에 시공하였거

나, 일부 전실이나 주방벽에 사용하고 있었다. 한
편, 걸레받이 부분에는 대부분 MDF나 목재로 마

감되고 있었으나 일부 유성페인트가 사용하는 세

대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재들은 대부분 친환경자재인증 제

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성능을 확

인한 결과, 벽지는 HCHO우수 TVOC 최우수등급, 
접착제는 HCHO와 TVOC 모두 양호등급 그리고 

바닥재는 HCHO, TVOC 각각 양호등급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주요마감

재에서의 오염농도 방출은 HB등급이 높은 벽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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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급이 낮은 접착제와 바닥재 등에서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입주전 신축공동

주택에서는 특히 실내온도가 높은 여름철계절에 

HCHO 및 TVOC 등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하는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이 요구되었다.  특히, 마감자재의 선택에 있어서 

가구재는 실내공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세심한 주

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층부와 실내면적이 적은 

세대가 저층부와 넓은면적 세대보다 오염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밝혀내었다. 특히, 친환경

건축재료라 할지라도 정확한 성능확인후에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자료는 입주

예정인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의 중

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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