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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Up Test를 통한 실내공기환경 개선에 한 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door Air Quality using the Mock-U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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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provided preliminary data to make comfortable indoor air quality by evaluation on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TVOC) and formaldehyde(HCHO) using field measuring. The Bake-Out plays a role to be emitted volatile organics 

compounds in finishes during a short period. To reduce TVOC and HCHO which is generated by indoor finishes performed 

Bake-Out and natural ventilation. This paper performed Mock-Up experiment to reduce indoor air pollution using Bake-Out, 

natural ventilation system and ozone generator. The HCHO and TVOC concentration after 11 day using Bake-Out are 14.52㎍/㎥ 

and 678.27㎍/㎥ less than their concentration before using Bake-Out. After 1 day using Bake-Out,  HCHO concentration is 

reduced 77% with only Bake-Out but 71% with natural ventilation and Bake-Out. After 11 day using  ozone generator, the 

HCHO concentration is 11.90㎍/㎥ and TVOC concentration is 785.69㎍/㎥. 

 This Mock-Up experiment is showed that Bake-Out, natural ventilation and ozone generator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tion indoor air pollution by HCHO and TVOC. Specially, After Bake-Out, The proper combination natural ventilation system 

and ozone generator can be reduced emitted period from fin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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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1)

건축자재와 가구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에는 인체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실내에 되는 것을 방

지하기 하여 지속 으로 발생하는 미량의 유해오염물

질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

며, 실내공기오염은 각 오염원에서의 유해오염물질 방산

정도가 실내의 환경 조건과 주  환경조건에 따라 건축

자재의 종류  공법과 환기설비의 유형, 베이크아웃 등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한 검토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화학물질의 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는 자연환기와 베이크아웃 실시 여부

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개선 효과를 규명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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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up test을 통하여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

물에 해 평가를 하여 쾌 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한 

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차

각종 건축자재의 실질 인 오염 정도를 악하기 하

여 Mock-Up실험실을 구축하고 Bake-out이 가능하며 하

이 리드 방식의 환기장치를 부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Mock-Up 실험실은 크게 두 곳을 나 어 한 곳은 시

공이 완료되고 6일 경과한 후 Bake-Out에 따른 농도변

화를 찰하 고, 다른 실은 시공이 완료되고 1일 경과한 

후 하이 리드 자연 기 시스템을 가동, Bake-Out을 실

시한 후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여 농도변화를 측정하 다. 

두 곳의 Mock-Up 실험실을 상으로 한 하이 리드 

시스템과 Bake-Out,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의 설치에 따

른 각각의 농도변화에 따른 측정데이터를 토 로 오염

감 방법으로 두되고 있는 Bake-Out, 하이 리드 자연

기 시스템과 오존발생기의 설치에 따른 각 방식의 특

징과 효과 인 오염 감방법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Mock-Up에 의한 실험

2.1 Mock-Up 실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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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C 학교 공과 학 옥상에 치한 Mock-up 실

험실에서 실시하 다. Mock-up 실험실 마감재는 모두 동

일한 제품으로 시공하 다.

실험은 동기에 실시하 으며, 측정기간은 2005년 12월

27일～2006년 1월 4일까지의 9일간을 1차 측정기간으로 

하 고, 2006년 1월 14일～2006년 1월 28일까지 15일간을 

2차 측정기간으로 하여 Mock-Up 실험을 하 다. 

실험실 평면도는 그림 1과 같고, 실험의 오염물질 농도

변수는 표1과 같다. 

그림 1. Mock-Up 실험실 평면도

 

변 수 입력값

외기농도
HCHO 6.00㎍/㎥

TVOC 101.90㎍/㎥

환기횟수 0.5회/h

실험실 

오염물질

방출농도변수

체 18.63㎥

벽  천장 면 34.32㎡

바닥 면 8.10㎡

표 1. Mock-Up 실험실의 개요와 외기농도

 

2.2 Mock-Up 실험실의 측정개요 

1차와 2차 측정에 한 상세한 측정일정과 Bake-Out

을 실시한 시 , 하이 리드 자연 기 시스템을 가동 시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의 가동 시 은 표 2와 같다. 

년/월/일 C 실 D 실

05/12/27 벽지 시공 벽지 시공

05/12/29
온돌마루 바닥 

시공
온돌마루 바닥 시공

05/12/30 시공 완료 1일차 시공완료 1일차

06/01/01 시공 완료 3일차
Hybrid 시스템 자연 기 가동 

2일차

06/01/04 시공 완료 6일차
Hybrid 시스템 자연 기 가동 

5일차

06/01/17
Bake-Out 실시

(실내온도 40℃)
Bake-Out 실시(실내온도 40℃)

06/01/18 Bake-Out 1일차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1일차

06/01/20 Bake-Out 3일차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3일차

06/01/24 Bake-Out 7일차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7일차

06/01/28 Bake-Out 11일차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11일차

표 2. Mock-Up 실험실의 측정 일정과 각종 오염 감 방법의 

가동 시

2.3 Mock-Up 실험실의 마감재 시공

벽과 천장 시공시 안산 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2005년 

12월 27일 배 바름을 생략하고, 온통 바름으로 정배만 

하 다. 벽지 시공 2일후인 온돌마루 바닥재를 시공하

다. 바닥 착제는 경화제와 주재로 이루어진 착제를 

실제 시공 시와 동일하게 1:1 비율로 하 다. 

3.  Mock-Up 실험측정 결과

Mock-Up 실험실에서 각각의 실에 한 측정결과는 

Bake-Out 실시 후 시계열에 따른 농도변화와 자연 기

시스템의 설치 유무와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의 설치 유무

로 3부분으로 나 어 분석을 실시하 다. 

3.1 Bake-Out 실시 후 시계열에 따른 농도 변화

Bake-Out 실시 과 실시 후 1일, 3일, 7일, 11일 경과

후의 농도변화는 HCHO는 그림 2와 같고, TVOC 그림 3

과 같다. 표 4는 측정일정을 나타내고 있다.

년/월/일 C 실

06/1/16 Bake-Out 실시 1일

06/1/17 Bake-Out 실시 (실내온도 40℃)

06/1/18 Bake-Out 실시 후 1일 경과

06/1/20 Bake-Out 실시 후 3일 경과

06/1/24 Bake-Out 실시 후 7일 경과

06/1/28 Bake-Out 실시 후 11일 경과

표 3. Bake-Out 실시에 따른 측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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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ke-Out 실시 과 실시 후의 HCHO의 농도변화

Bake-Out 실시 11일 경과한 후, HCHO의 방출량은 

14.52㎍/㎥으로 Bake-Out 실시 인 15.92㎍/㎥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TVOC 경우에도 678.27㎍/㎥로 Bake-Out 

실시 인 853.2㎍/㎥ 보다 낮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그

러므로 Bake-Out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강도

를 강하게 하여 실내의 오염물질을 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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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ake-Out 실시 과 실시 후의 TVOC의 농도변화 

3.2 하이 리드방식의 자연환기 시스템의 설치유무

Mock-Up 실험실  하이 리드방식의 자연 기 장치

가 없는 C실과 자연 기장치를 갖춘 D실의 경우에 하

여 HCHO와 TVOC의 농도변화를 찰하 다. 

C실의 경우 벽지와 온돌마루바닥재 2종류의 시간변화

에 따른 방출패턴을 악하기 해 1, 3, 6일 경과 후의  

실내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 하 으며, D실의 경우 C실

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으로 고어텍

스 스크린을 이용한 자연 기  강제배기의 Hybrid방식 

환기시스템을 용하여 C실과 비교분석하여 성능을 악

하 다. 자연 기를 이용한 Hybrid방식 환기시스템은 1일

차를 기 값으로 설정하여 시공완료 후 2일차부터 배기

장치 미가동인 자연 기만의 환기시스템을 가동하 다. 

측정일은 표 4와 같고, HCHO와 TVOC의 농도변화는 

그림 4, 그림 5와 같다.

년/월/일 C 실 D 실

05/12/27 벽지 시공 벽지 시공

05/12/29 온돌마루 바닥재 시공 온돌마루 바닥재 시공

05/12/30 시공 완료 1일 경과 시공완료 1일 경과

06/1/1 시공 완료 3일 경과
Hybrid 시스템 자연 기 

가동 2일 경과

06/1/4 시공 완료 6일 경과
Hybrid 시스템 자연 기 

가동 5일 경과

06/1/16 시공 완료 18일 경과 시공 완료 18일 경과

표 4. 자연 기장치 유무에 따른 측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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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연 기 유무에 따른 HCHO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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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연 기 유무에 따른 TVOC의 농도변화

자연 기 환기시스템의 작동 유무에 따른 HCHO의 방

출량을 살펴보면, Bake-Out만 실시한 C실의 경우 50.00

㎍/㎥,하이 리드방식의 자연 기 환기시스템 가동 1일 

후 D실의 경우 54.29㎍/㎥로 나타나, C실의 경우 1일 경

과 후 비 77%수 으로, D실의 경우 71%수 으로 오염

농도 값이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TVOC의 경

우 Bake-Out만 실시한 C실의 경우 4958.19㎍/㎥에서 

2519.13㎍/㎥로 약 51% 감소한 반면, D실의 경우 5507.85

㎍/㎥에서 3047.24㎍/㎥로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자연 기 환기시스템의 경우도 오염물질이 

실외로 활발히 유출되는 것으로 단되며, 실내 오염물질

의 감 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3.3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의 가동 유무에 따른 농도 변화

Mock-Up 실험실  실내온도 40℃로 Bake-Out을 실

시한 후, 오존발생 공기 청정기 가동 유무에 따른 C실과 

D실의 하여 HCHO와 TVOC의 농도변화를 찰하

다. 측정일정은 표 5과 같다. 

년/월/일 C 실 D 실

06/1/16 Bake-Out 실시 1일 Bake-Out 실시 1일

06/1/17
Bake-Out 실시 

(실내온도 40℃)

Bake-Out 실시

 (실내온도 40℃)

06/1/18
Bake-Out 실시 후

1일 경과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1일

06/1/20
Bake-Out 실시 후 

3일 경과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3일

06/1/24
Bake-Out 실시 후 

7일 경과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7일

06/1/28
Bake-Out 실시 후 

11일 경과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11일

표 5.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의 가동 유무에 따른 측정일정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의 가동 유무에 따른 HCHO와 

TVOC의 농도를 살펴보면, Bake-Out 실시 11일 경과 후, 

Bake-Out만 실시한 C실의 경우 14.52㎍/㎥인데 반하여 

오존발생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D실의 경우 11.90㎍/㎥로 

나타나 Bake-Out  시공완료 1일차 방출량의 18%, 

12%수 으로 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 발생 공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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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한 실내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95

78.57

104.76
98.1

14.5215.24

92.62

67.38

11.9

102.38

0

20

40

60

80

100

120

실시전 1일 1일 경과 3일 경과 7일 경과 11일 경과

단
위

[㎍
/㎥

]

C실 D실

Bake-Out 시행
1일 경과 오존발생기 가동

7일 경과

그림 6.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유무에 따른 

HCHO의 농도변화

853.2

3004.31

3912.02

2330.66

678.27

1302.81

4659.02

5417.29

2623.46

785.69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실시전 1일 1일 경과 3일 경과 7일 경과 19일 경과

단
위

[㎍
/㎥

]

C실 D실

Bake-Out 시행
1일 경과

오존발생기 가동
7일 경과

그림 7.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가동 유무에 따른 

TVOC의 농도변화 

Bake-Out과 자연 기 시스템  오존 발생 공기 청정

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재에 내재되어 있는 휘발성 유

기화합물의 농도를 단시간에 방출시키기 해서는 

Bake-Out이 효과 이다. 그러나 이를 감시키는 방법으

로는 자연 기 시스템의 경우에는 가동 직 후부터 농도

가 서서히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는 반면, 오존발생 공기 

청정기의 경우에는 가동 후 3일까지는 오염물질이 상승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속히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Mock-Up 실험을 통하여 Bake-Out 

실시한 후 3일까지는 자연 기시스템의 작동으로 실내농

도를 감소시키고, 그 이후에는 오존 발생 공기 청정기를 

사용함으로서 실내오염물질의 농도 감시간을 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ake-Out 실시 11일 경과한 후, HCHO와 TVOC 

방출량은 실시  보다 낮게 검출됨으로써 Bake-Out이  

실내의 오염물질을 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단된

다. 

(2) 자연 기 환기시스템의 작동 유무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량은 환기시스템 가동 1일 후 약 70%수 으로 감

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3)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의 가동 유무에 따른 HCHO와 

TVOC의 농도는 Bake-Out  시공완료 1일차 방출량 

보다 약 18%  12%수 으로 감되고 있어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한 실내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 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실내공기질 

개선방법으로 Bake-Out과 자연 기 시스템  오존 발

생 공기청정기 등의 경우를 살펴볼 때,, 자재에 내재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단시간에 방출시키기 

해서는 Bake-Out이 효과 이다. 한편, 자연 기 시스템

의 경우에는 가동 직 후부터 농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패

턴을 보이고 있었다. 한,  오존발생 공기 청정기의 경

우에는 가동 후 3일까지는 오염물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속히 어드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본 Mock-Up 실험에서는 건축자재가 마감된 

후 Bake-Out 실시와 자연 기시스템의 작동 한, 오존 

발생공기청정기 등의 사용은 실내오염물질의 농도를 한

층 더 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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