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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와 인
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라 건물의 밀폐화,단열재,그리고 각종 실내 장식으로
치장하는 건물이 늘어나 예상치 않은 오염물질이 방출되면서 실내공기질의 문
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그럼으로써,산업화와 경제화에 초점을 맞춘 국가정
책은 실내환경(IndoorAirEnvironment,IAE)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결국 각 선진국에서 일명 빌딩증후군(SickBuildingSyndrome,SBS현상)이라
는 새로운 실내관련질병(BuildingRelatedDiseases)이 보고되었다.
시공 후 입주 직전에 있는 신축 주거건물의 경우 각종 건축자재 및 표면활성
제,접착제의 사용으로 인해 각종 유해가스 및 오염물질이 발산하지만 적정
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여 입주자
들이 두통,현기증,메스꺼움,눈의 자극,집중력 감퇴,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
종 질환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실내공기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사무소 건물
외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실내공기환경을 2003년 5월 기존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여 공
포하였으며,2004년 5월 30일부로 시행하고 있다.이에 따라,국내 다중이용
시설(지하역사,지하상가,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실내주차장,터미
널 및 대합실,보육시설,장례식장,찜질방,대형상가 등)17개를 비롯하여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등
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즉,법령의 범위에 신축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최근 이와 같이 건물의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입주 전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측정을 통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마감자재 종류별 오염물
질 방출강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실내공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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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축공동주택 9세대를 대상으로 온도,습도와 휘발성유기화합물,폼알데하
이드등 공기오염물질을 현장 측정하였다.또한 각 세대 중 실내공기오염물질
의 방출강도가 가장 높은 세대의 실내건축마감자재를 소형챔버실험법으로 시
간경과(30일차)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강도를 분석하여 실내공기환경을 개선하
기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상태를 측정,분석하여 실내공기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다.

1)공동주택 및 건축자재와 관련한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종류와 국내외 기준
을 고찰하고,연구에 필요한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조사하였다.특히,공동주
택 실내에서 발생 가능한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중심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기준 등을 고찰하였다.

2)신축공동주택의 입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측정을 통하여 신축 공동주
택의 실내공기오염 실태와 세대별 건축마감자재를 분석하였다.

3)현장 측정한 신축공동주택에서 오염물질 방출강도가 높은 세대의 벽과 바
닥과 같은 건축부위의 오염물질 방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시공과 동
일하게 마감구성재를 제작하고,소형챔버를 이용하여 시간경과(30일차)에 따
른 오염물질 방출강도를 실험하여 건축자재 구성으로 인한 방출특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방출강도 변화 그리고 실내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건축자재
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및 분석은 2004년 6월 환경부가 제정한 “실내공기질공정시
험방법”을 준수하였으며,대상 실내공기오염물질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
기질관리법”의 신축공동주택 측정 항목인 폼알데하이드와 6종 VOCs,그리고
TVOC로 하였다.(그림 1.1)은 본 연구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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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신축축축공공공동동동주주주택택택의의의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발발발생생생원원원인인인

국국국내내내외외외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 관관관련련련 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조조조사사사

․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이론고찰
․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종류
․ 실내공기오염물질 관련 국내외 관련기준
․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방법

신신신축축축공공공동동동주주주택택택의의의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환환환경경경 현현현장장장 측측측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측정 개요
․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측정 및 결과

건건건축축축마마마감감감자자자재재재 종종종류류류별별별 방방방출출출강강강도도도 실실실험험험

․ 건축마감자재 종류별 오염물질 방출강도 실험
․ 건축마감자재 30일 연속축정 실험
․ 타일+접착제 실험 결과 분석
․ 마루+접착제 실험 결과 분석
․ 벽지+접착제 실험 결과 분석
․ MDF+접착제 실험 결과 분석

신신신축축축공공공동동동주주주택택택의의의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발발발생생생원원원인인인 결결결론론론

(그림 1.1)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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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국국국내내내⋅⋅⋅외외외의의의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환환환경경경 연연연구구구동동동향향향과과과 연연연구구구문문문헌헌헌

국내에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주요 연구기관은 정부기관,공공연구기관과 학
회 및 협회가 있으며,관련법규 및 기준의 제정,인증제도 운영과 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담당과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1>1)은 국내⋅외 주요 실내공기질 연구기관이다.

국 가 정부기관 공공 연구기관 학회 및 협회

한 국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기술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공기청정협회

북 미 EPA,DOE,
HUD,CDHS

LBNL,NIST,
NIOSH,NSF,
NRC,CMHC

ASHRAE,
AIAQC

스칸디나비아 각국 환경 및
건설관련 부서 RTC SCANVAC,

FISIAQ

일 본
국토교통성,
환경성,
후생노동성

국토기술정책종합
연구소,
건축연구소,
국립환경연구소

일본건축학회,
일본환경협회,
일본공기청정협회

International WHO ISIAQ

<표 1.1>국내⋅외 주요 실내공기질 연구기관

1)김광우,“실내공기질의 연구동향 및 발전방향”[실내환경법규시행 전문가토론마당],(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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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는 기관별 실내공기질 연구동향이다.

국가 기관 연 구 내 용

미국

EPA

▪ Determinationofformaldehydeinambientair
usingadsorbentcartridgefollowedby
HPLC-Activesampling

▪ EnergycostandIAQperformanceofventilation
systemsandcontrolsmodelingstudy

▪ IAQ-X:Simulationtoolkitforindoorairquaℓy
andinhalationexpossure

ASHRAE

▪ Identificationofcontaminants,exposures,effect
andcontroloptionsforconstructionactivities

▪ Fieldtestmethodstomeasurecontaminant
removaleffectivenessofgasphaseair
filtrationequipment

▪ Designapproachtoindustrialventilation

NIOSH ▪ Micro-analyticalsystem forindoorVOCmonitoring
▪ HealtheffectsofVOCs,ozone,andstress

ASTM
▪ Standardguideforsmall-scaleenvironmental
chamberdeterminationoforganicemissions
from indoormaterials/products

NIST ▪ Indoorenvironmentalperformanceofaircleaning
systems

캐나다 CMHS ▪ Influenceofanelectronicaircleaneronindoor
ozone

영국 IEH ▪ IEH Assesmentonindoorairquaℓyinthehome

일본
JIS ▪ 건축재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폼알데하이드 및 카르보닐

화합물 방산량 측정방법-소형챔버법
건강주택
연구회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

<표 1.2>기관별 실내공기질 연구동향

2) 김광우, “실내공기질의 연구동향 및 발전방향” [실내환경법규시행 전문가토론마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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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은 연구문헌에 의한 국내 신축 주거건물의 실내공기오염 현황이다.

오염물질의
종류 연구자 측정시기 및 대상 주요 검출결과

폼알데하이드

이상형,박진철,이언구
(1996)

1994년 2월3일~7월29일,
1995년 2월9일~7월24일
신축공동주택 14가구

평균농도 158ppb

이승민,강대식,강순주,
손장열(1998)

1997년 2월24일~26일
입주전 아파트 32평형,1
층,10층,20층 주호의 안
방,거실,부엌에서 측정

개구부 밀폐시
1층(70ppb),10층
(129ppb),20층(109ppb)

이윤규,한길원(2003)
2000년 12월~2002년 1월
신축공동주택 5개소,미입
주세대 측정

평균농도 0.150ppm

박진철(2003)
1994년~2000년
전국 8개지역의 신축공동
주택 15개소

평균농도 308.2ppb

전정윤,박준석,손장열
(2004)

2002년12월~2003년 2월
건축년수 1년미만의 신축
주택 측정

평균농도 89.74㎍/㎥

이언구,박진철,유형규,
이홍석(2004)

2003년 12월~2004년 5월
신축아파트 및 오피스텔 5
개소

신축아파트 :98.63ppb
신축오피스텔:166.47ppb

VOCs

이상형,박진철,이언구
(1996)

1994년 2월3일~7월29일,
1995년 2월9일~7월24일
신축공동주택 14가구

toluene:85.0ppb
(약 320.33㎍/㎥)

유복희,윤정숙(2002) 2002년 1월 입주,3월측정
아파트 1세대

toluene:1321㎍/㎥
ethylbenzene:27㎍/㎥

박진철(2003)
1994년~2000년
전국 8개지역의 신축공동
주택 15개소

TVOC:0.4025ppm

전정윤,박준석,손장열
(2004)

2002년12월~2003년 2월
건축년수 1년미만의 신축
주택 측정

TVOC:220.53ppb

이언구,박진철,유형규,
이홍석(2004)

2003년 12월~2004년 5월
신축아파트 및 오피스텔 5
개소

신축아파트 TVOC:
3001.91㎍/㎥
신축오피스텔 TVOC:
4162.35㎍/㎥

<표 1.3>연구문헌에 의한 국내 신축 주거건물의 실내공기오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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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222...111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의의의 종종종류류류

현대인들은 하루중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발생되
는 오염물질은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실내공기의 오염은 내부와
외부로부터 매우 복합적인 오염원에 의해서 야기된다.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는 입자상 오염물질과 가스상 오염물질,병원
성세균 등으로 크게 분류할수 있다.입자상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중금속,
석면등이 있으며,가스상 오염물질로는 물질의 연소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이산화질소(NO₂),아황산가스(SO₂)와 사람의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CO₂)그리고 건축자재에서 많이 발생되는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HCHO),라돈(Rn),악취 등이 있다.또한 병원
성세균으로는 실내공기중에 부유하는 부유세균과 낙하세균 등이 있다.

실내오염의 발생원으로는 연소과정,실내에서의 흡연,오염된 외부공기의 실
내유입 등이 있으며,최근에는 신축 주거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밀폐화와 단
열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장재와 바닥의 소음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카펫트
등의 건축자재로부터 수많이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고 있다.또한,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향제,목재 보존재,왁스 등도
실내오염의 중요한 발생원이다.이러한 실내오염물질은 사람들의 호흡기와
순환기에 영향을 미치며,특히 VOCs중의 벤젠,1,3-부타디엔 등의 일부 물
질은 발암성을 내포하고 있다.

WHO에서는 WHO와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기질의 가이드라
인”을 기초로 1997년 ExpertTaskForce회의에서 공기질의 가이드라인을 작
성하였다.이중에서 실내공기질에서는 주요한 오염물질과 발생원을 정하였으
며,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실외,실내․실외,실내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WHO와 EU가 정한 주요 오염물질은 <표 2.1>과 같고,건축자재에서 발생하
는 주요 실내오염물질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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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오염물질 발 생 원

실 외

SO₂,SPM/RSP 연료의 연소,용광로
O₃ 광화학 반응

화분(꽃가루) 나무,풀,잡초,식물
Pb,Mn 자동차
Pb,Cd 공업배출

VOCs,PAH 석유화학제품,불완전연소의 연료에서
의 증발작용

실내 ․ 실외

NOx,CO 연료의 연소
CO₂ 연료의 연소,대사작용
수증기 생물적 활동,연소,증발

VOCs 휘발작용,연료의 연소,도료,
대사작용,살충제,방향제

포자 균류

실내

라돈 나무,건축재료,물
폼알데하이드 절연재료,가구,담배연기

석면 난연성 물질,절연재료
NH₃ 대사작용
PAH,As 담배연기
VOCs 접착제,용제,요리,화장품
먼지 방향제,도료,수은 함유제품에서 방출

알레르기 애완용동물의 털,진드기
미생물 전염병

<표 2.1>WHO와 EU에서 정한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오염물질과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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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방출오염물질

목
재

파티클보드
중량 파이어보드
플라이우드
칩보드

요소페놀 폼알데하이드
요소 폼알데하이드
요소페놀 폼알데하이드
요소페놀 폼알데하이드

단
열
재

솜
단단한 판자
채움 단열재

미립자,송진,폼알데하이드
송진,폴리스틸렌,탄화수소,폴리우레탄
VOCs,요소 폼알데하이드,석면,벤젠,벤젠알데히드,아세
트알데히드,크레졸,메틸나프탈렌,아크롤레인,암모니아

페
인
트

유성
수성

납,방향성 탄화수소,지방성 탄화수소,VOCs
스틸렌,부틸렌,아크릴,비닐

카페트
폼알데하이드,VOCs,합성섬유,나일론,라텍스,폴리프로
필렌,폴리스터,카페트크리너,카페트 올속 미생물,냄새,
미립자

콘크리트 미립자,라돈
집섬보드 미립자,라돈
벽돌 라돈

코킹 및 실리콘 합성 중합체,펜탄,헥산,옥탄,벤젠

<표 2.2>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주요 실내오염물질

222...111...111폼폼폼알알알데데데하하하이이이드드드 (((HHHCCCHHHOOO)))

폼알데하이드는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원인물질로 일반주택 및 공공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우레아수지폼 단열재나 섬유옷감,실내가구의 칠,난방연료의
연소과정,흡연,생활용품,의약품,접착제 등에 의해 발생된다.따라서 실내에
서의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신축 건물에서 높게 나타나며 조리,벽난로,기타
난로 등에서도 방출된다.건축자재에서 발생된 폼알데하이드는 건축자재의
수명,실내온도 및 습도에 따라 그 방출량이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방출
되는 기간은 4.4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1년 Schenke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레아폼을 단열재로 사용한 주택에
서 살고 있는 주민을 조사한 결과,오랫동안 폼알데하이드에 폭로되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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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서적 불안정,기억력 상실,정신집중 곤란 등을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는 폐수종,비염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폼알데하이드에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눈,코 및 호흡기도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눈꺼풀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독성정도에 따라 흡입,흡수,피부를 통한 경로로 침투되고,
이중에서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폼
알데하이드는 그 농도가 1ppm 또는 그 이하에서 눈,코,목의 자극증상을 보
이며,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비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폼알데하
이드와 관련된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중에는 월경 불순,빈혈,생
리통,불임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2.3>은 폼알데하이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표 2.4>는 건축재료로부터의 폼알
데하이드 방사율을 나타내고 <표 2.5>는 국외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이다.
실내의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실내온도,실내습도,건축물의 수명,실내환기
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실내 폼알데하이드가 방출된 건물 또는 주
택에서는 알맞은 환기시설을 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실내 중 폼알데하이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농도(ppm) 인체 영향
0.1~5 눈의 자극,최루성,상부기도의 자극

1또는 그 이하 눈,코,목의 자극
0.25~5 기관지천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심한 천식발작
10~20 기침,폐의 압박,머리가 무거움,심장박동이 빨라짐

50~100
폐 체액의 집적,폐의 염증,사망
입으로 마실 경우 구강,목,복부의 맹렬한 고통,구토,
설사,현기증,경련,의식불명

<표 2.3>폼알데하이드(HCHO)의 인체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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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방사율 (mg/㎡h)
칩 보 드 0.46~1.69
합 판 0.17~0.51
플라스터보드 0~0.13
벽 지 0~0.28

<표 2.4>바닥,벽체 재료 등으로부터의 폼알데하이드 방사율

오염물질 실내환경(IAQ) 대기환경 작업환경

폼알데하이드
(HCHO)

0.1ppm(ASHRAE)
0.4ppm(미국 HUD)
0.081ppm(WHOEurope)
0.01ppm(스웨덴:신축주거)

-
1ppm(ACGIH,TLV-TWA)
2ppm(ACGIH,STEL)
2ppm(일본산업위생학회)

<표 2.5>국내외 폼알데하이드 기준

222...111...222휘휘휘발발발성성성유유유기기기화화화합합합물물물 (((VVVOOOCCCsss)))

미국의 EPA에 의하면 VOCs는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탄산,금속성 탄산
염 및 탄산 암모늄을 제외한 탄소화합물로서,대기 중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농도를 증가
시켜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 유기화합물로 벤젠,톨루,프로판,부탄,헥산
등 광화학 반응성이 에탄보다 큰 318종의 물질과 이들 물질이 포함된 진증기
압(TrueVaporPressure:TVP)이 1.5psia이상인 석유화학제품 및 유기용제
등을 말한다.실내에서의 VOCs발생원으로는 건축자재와 마감재료,건물의
유지관리용품(청소용,각종 세척제 등),소모성 재료(복사기의 토너),연소과
정의 물질,재실자의 활동,살충제,약품제조,외부공기 등이 있다.<표 2.6>
은 실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발생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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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제품 방출되는 주요 유기용제

라텍스 코킹제 메틸에틸케톤,부탄올,벤젠,톨루엔
바닥 접착제 데칸,언데칸,디메틸벤젠
칩보드 폼알데하이드,아세톤,벤잘네히드,벤젠
Mothcrystals p-디클로 벤젠
Floorwax 데칸,언데칸,디메틸옥탄,에틸메탈벤젠
목재 착색제 데칸,메틸옥탄,디메틸노난,트리메탈벤젠
라텍스 페인트 부탄올,에틸벤젠,프로필벤젠,톨루엔
가구 광택제 디메탈헥산,트리메탈헥산,트리메탈헵탈,에틸벤젠
폴리우레탄 바닥마감 데칸,언데칸,부탄올,에틸벤젠,디메틸벤젠
공기 청정제 데칸,언데칸,에틸헵탄,치환된 방향족

<표 2.6>건축재료 및 제품에서 방출되는 VOCs

 실내에서 VOCs의 농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을 건축자재와 시공 측면에
서 보았을때 복합 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보급과 시공과정에
서 노무비의 절감과 숙련공의 부족으로 인한 공법의 변화로 많은 양의 접착
제 사용을 들 수 있다.대부분의 건축자재에서는 시공 후 초기단계에 다량의
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되며,시간의 경과에 따라 방출량이 점차로 감소된다.
<표 2.17>는 건축 재료로부터의 VOCs방사율을 정리하였다.



- 13 -

재료 방사율(mg/㎡h)

벽지
비닐과 종이 0.04
비닐과 유리섬유 0.3
인쇄된 종이 0.03

벽 마감재 PVC 0.1
직물 1.6

바닥 마감재

리놀륨 0.22
합성섬유 0.12
고무 1.4
연성 플라스틱 0.59
균질 PVC 2.3

도료

아크릴 라텍스 0.43
바니시(순수 에폭시 수지) 1.3
바니시(폴리우레탄,2-component) 4.7
바니시(내산성) 0.83

<표 2.7>건축재료 로부터의 VOCs방사율

 인체로부터 방출되는 VOCs물질은 알코올 성분,알데히드,케톤,페놀 등
12종류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그중에서 메탄(74mg/인․일)과 아세톤
(51mg/인․일)이 가장 많이 방출되고 있다.또한,화장품,향수 등의 사용도
실내 VOCs의 발생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VOCs의 인체영향으로 벤젠은 호흡을 통해 약 50%가 인체에 흡수되며,아
주 작은양이지만 피부를 통해 침투되기도 한다.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주로
지방조직에 분포하게 되며,급성중독일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호
흡곤란,불규칙한 맥박,졸림 등을 초래하여 혼수상태에 빠진다.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간장장애,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톨루
엔 또한 호흡에 의해 주로 흡입되고 피부,눈,목안등을 자극하며 피부와 접
촉하면 탈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또한 두통,현기증,피로 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며 때로는 사망에 이
르기도 한다.자일렌에 의해서는 성장장애,태아독성영향,임신독성 등의 영
향을 받는다.
VOC는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피부에 흡수되기 쉽고,
체내에 흡수된 뒤에도 중추신경 같은 주요기관을 침투할수 있다.이렇게 휘



- 14 -

발성이 크고 공기중에 가스로서 존재하여 피부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호흡기
에 흡입되면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주요 개별적 휘발성유기화합의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벤젠
벤젠은 주로 화합물 생산의 주원료로 오일과 석유에 약 5%함유 되어 있으
며 때로는 16%까지도 이른다.벤젠의 주된 배출원으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석유의 저장과 운송 중 증발 등이 있다.
대기 중 반감기는 24시간 미만이며 대기중으로 배출된 벤젠은 희석 또는 제
거되나 높은 증기압으로 인해 재증발 된다.나무와 유기물질의 연소에 의해
서도 배출된다.실내에서의 발생원은 건축재료,세탁용제,페인트,살충제 등
을 들 수 있다.
호흡을 통해 약 5%가 인체에 흡수되며 아주 작은 양이지만 피부를 통해 침
투되기도 한다.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주로 지방조직에 분포하게 되며,급성
중독일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호흡곤란,불규칙한 맥박,졸림 등
을 초래하여 혼수상태에 빠진다.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간장장애를 일으
키고 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2)톨루엔
톨루엔의 주된 오염원은 석유정제공정,코크스 오븐 공정,페인트,잉크,접
착제,화장품의 성분,스틸렌 등 다른 화합물질의 생산 등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환경 중으로 배출된다.전세계적인 생산량이 1천만톤에 달하여 이로 인
한 대기 중의 배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내에서의 배출원으로써는 담배연기에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으며 건축재
료,세탁용제,페인트,살충제 등과 난방과정에서 석탄과 석유의 연소시에도
배출된다.톨루엔의 체내 흡수는 흡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흡입 후 체내
에 남아있는 양은 40~60%이며,흡입량은 육체적 활동량에 따라 좌우 된다.노
출된 후 폐포 내 공기농도로서 동맥혈 내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무증
상의 혈액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다.체내에 흡수된 톨루엔
은 지방세포,부신,신장,간 뇌에 주로 분포한다.
톨루엔의 인체영향은 피부,눈,목안 등을 자극하며 피부와 접촉하면 탈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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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또한 두통,현기증,피부,평형장애 등을 일으키며 고
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 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며 때로는 사망에 이
르기도 한다.

3)에틸벤젠
에틸벤젠의 발생원은 에틸벤젠과 스틸렌 제조공정 및 유기용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방출,폐기물의 누출이 있을 수 있다.그 외에도 석유정
제시,휘발유의 사용으로 인한 휘발과 연소시에 발생되는 배출가스,주유소의
휘발유와 등유의 휘발 및 누출,저유지에서의 보관 및 수송하는 동안 휘발
및 누출,자동차배기가스 그리고 담배 연기로 인해 대기중으로 방출되어진다.
Wolfal(1956)은 에틸벤젠에 대한 아만성 흡입 노출 실험에서 간과 경미한
이상 증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LOAEL을 400ppm으로 결정
하였다.인체 흡입노출 독성은 공업용 등급의 크실렌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20%정도 함유된 에틸벤젠의 노출에 의해 독성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을 뿐
일반적인 증거가 보고된 바 없다.

4)자이렌
자이렌은 무색으로 벤젠모양의 방향족 화학특성을 가지며 휘발성은 높지만
공기보다 무겁고,따라 고농도의 증기는 저부에 체류하는 성질이 있다.반면
대류에 의해 확산하여 공기와의 혼합기체는 상대적으로 공기와 같은 밀도가
된다.실내공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서 추정되는 것은 내장재 등의 시공용
접착제,도료 등으로 부터의 방산이다.건축자재 뿐 만이 아니라 이를 사용한
가구류도 마찬가지이다.
고농도의 단가 폭로에 의한 영향은 톨루엔과 유사하다.증기는 목이나 눈을
자극해 두통,피로,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200,000ppb정도의 농도에서는 코와 목이 자극되어 노동자의 작업 반응 시간
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반감기는 47시간으로 추정되
고 있다.비교적 고농도의 장기 폭로에 의해 두통,불면증,흥분 등의 신경
증상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으며 발암성에 대한 보고는 없다.
현재 지침치는 870㎍/㎥(200ppb)이며 안전성 관점에서 영향이 인정된 농도
는 실험용 쥐의 중추 신경계의 영향이 인정된 농도이며 이것이 안전율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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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다.

5)스틸렌
스틸렌은 중합체,공중합체,강화중합체,폴리스틸렌의 제조에 사용되며,세계
적 연간 생산량은 천만톤으로 추정된다.자연발생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기 중 인위적 오염원으로는 석유화학 산업공정,자동차,연소,소각로,플라
스틱 상품 등이 있다.공기 중의 농도는 톨루엔,크실렌과 같은 방향족 탄화
수소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84mg/㎥의 농도는 기관지를 자극하며420mg/
㎥에서도 급성독성으로 눈,상기도 점막 자극이 나타나며,중추신경계 위축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말초 혈관 임파구의 증가가 관찰된 것으
로 보고 되었다.

 222...222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국국국내내내외외외 관관관련련련 기기기준준준

  222...222...111국국국내내내외외외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질질질 관관관련련련 기기기준준준

1)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기준치
선진국의 실내공기질 기준과 실내공기질 정책은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환경
정책분야로 대두하여 미국,유럽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공기질 기준은 일반적으로 대기,일반 실내환경,
작업환경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그 이유는 각각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생특성과 재실자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르기 때
문이다.그러나 오염물질 기준에 대한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기준은 없으며,
각 나라별로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오염물질별로 큰 차이는 없다.또한,
국제적으로 측정방법 및 분석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각종 측정사례
를 비교하여 볼 때,연구마다 측정방법이 상이하고 분석방법이 달라 측정된
결과 및 기준을 각 나라별로 절대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현재
EPA,ISO등에서 통일된 측정법을 정하여 기준이 통일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① 미국
미국은 실내공간에 대한 법적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작업환경의 실내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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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PA는 OAR(OfficeofAirandRadiation)산하의 IED(IndoorEnvironments
Division)에서 국가적인 공기질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실내공기
질위원회(CIAQ :CommitteeforIndoorAirQuality)'의 활동을 주도하여 실
질적인 업무 담당하고 있다.또한,CIAQ는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중요한 오염
물질 7가지에 대해 그룹별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국(OSHA :OccupationSafetyandHealthAdminstration)과 미
국산업위생사협회(ACGIH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Hygienists)에서 작업환경조건의 공기질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침이나 권고이외에도 실내공기질 개선효
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제도 실시하고 있으며,이 중의 하나로
건물전체의 관점에서 에너지와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키
기 위해 민간자율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성능평가제도인 LEED(Leadershipin
EnergyEnvironmentalDesign)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ASHRAE(American Society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Engineers)에서 <표 2.8>은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실내공
기질 가이드라인(안)(62.2Draft,2000.8.11)을 제시하였다.

오염물질 목표 가이드라인
CO 9ppm(8시간 평균)
HCHO 120㎍/㎥(0.1ppm)(30분 평균)
Pb 1.5㎍/㎥(3개월 평균)
NO2 100㎍/㎥(1년간 평균)
냄새 거주자나 방문자의 80%이상이 허용 가능하다고 예측
O3 100㎍/㎥(50ppb)(8시간 평균)
PM10 50㎍/㎥(1년 평균)
Rn 2pCi/Liter(1년 평균)
SO2 80㎍/㎥(1년간 평균)

TVOC 1)300㎍/㎥ 미만 2)300~3,000㎍/㎥ 미만
3)3,000㎍/㎥ 이상

<표 2.8>미국 ASHRAE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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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캐나다
캐나다는 작업장 및 주거지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부에서 임상실험,동물실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권장)기준치를 설정
(1987년 제정,1989년 개정)하였다.또한,실내공기오염물질을 발암물질과 비
발암물질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생물학적인 오염원과 기타 먼지,담배연기
등을 포함한 권고기준을 설정하였다.또한,신축 및 기존사무실 건물의 실내
공기질 인증제도 “BEPAC(BuildingEnvironmentalPerformanceAssessment
CriteriaSystem)을 시행하고 있다.캐나다의 주거공간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권장)은 <표 2.9>와 같다.

오염물질 목표 가이드라인
HCHO 60㎍/㎥이하 (Target Level) 120㎍/㎥이하 (Action Level)

CO2 3,500ppm 이하

CO 1시간 평균 25ppm 이하     8시간 평균 11ppm 이하

NO2 1시간 평균 0.25ppm 이하

O3 1시간 평균 0.15ppm 이하

PM2.5 1시간 평균 100㎍/㎥ 이하

SO2 5분 평균 0.38ppm 이하

Rn 연평균 800Bq/㎥ (21.6 pCi/L)

습도 여름철 30~80% 겨울철 30~55%

<표 2.9>캐나다의 주거공간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권장)

③ 유럽
유럽은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오염원의 제어를 위하여 건축자재와
설비기준 관리하고,건물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방출특성에 대
한 정보를 건축가나 전문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노르웨이,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WHO에서 1987년에 제정하여 2000년 재검토를 통해 개정한 <표
2.10>의 “AirQualityGuidelineforEurope3)에 근거하여 각 나라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3) Air Quallity Guideline for Europe 2nd Edition, WH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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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가이드라인(㎍/㎥) 평균 노출시간
Cd 0.005 연간
CS2 100 24시간

CO
100,000
60,000
30,000

10,000(10ppm)

15분
30분
1시간
8시간

황화수소 150 24시간
Pb 0.5 연간
Mn 0.15 연간

Mercury 1 연간
NO2 200

40
1시간
연간

O3 120 8시간

SO2
500
125
50

10분
24시간
연간

HCHO 100 30분
Toluene 260 1주일
Benzene 6*10-6 UR/lifetime
Stylene 260 1주일

Trichloroethyene 4.3*10-7 UR/lifetime
1.2-Dichloroethane 700 24시간
1.4-Dichloromethane 3,000

450
24시간
1주일

Tetrachloroetylene 250 연간
바나듐(V) 1 24시간
Rn 2.7PCi/L,100Bq/㎥ 연간

<표 2.10>WHO가이드라인

유럽 국가 중의 하나인 덴마크는 환경보호청(EPA)에서 실내공기의 오염관리
를 담당하고 있다.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오염원의 제어를 위하여
건축자재와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VOCs,PAHs,라돈,폼알데하이드,
석면과 같은 실내 배출원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또한,실내환경협회는 건
물재료와 인테리어 재료들이 실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여 실
내환경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환경,보건,경제,건설,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
여하는 IAQ 연구위원회 운영하여,건물에서 라돈의 권고치를 250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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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pCi/L),폼알데하이드는 0.1ppm,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1㎍/㎥로 설정․관
리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보건부,노동부,건축물 관련부처 등이 실내공기질 관련업무 수행
하고 있다.이 중 보건부 산하 국립공중위생원(NationalInstituteofPublic
Health)에서 <표 2.11>의 라돈 석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마련
하였고,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실내공기질개선요청 및 건물폐쇄 등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항 목 기 준
라 돈 200Bq/㎥ 이하
석 면 0.001fiber/㎖ 이하

광물섬유(MMMF) 0.01filber/㎖ 이하
PM2.5 20㎍/㎥(24시간)이하

<표 2.11>노르웨이 국립공중위생원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핀란드의 환경부는 <표 2.12>의 폼알데하이드,PM10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장치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건축자재로 인한 실내공기의 오염방지를 위
해 냄새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VOCs의 방출율에 관한 정보를 건축가나 건물
관리자에게 제공하고,건물내부의 공기의 흐름을 고려한 오염물질 농도분포
예측과 건물의 실내표면에 오염물질이 흡착된 후 방출되는 과정까지 고려한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항 목 기 준
암모니아,아민 20㎍/㎥ 이하

석면 0filber/㎥ 이하
HCHO 50㎍/㎥ 이하
CO 8㎍/㎥ 이하
PM10 50㎍/㎥ 이하
Rn 200Bq/㎥ 이하

Stylene 1㎍/㎥ 이하

<표 2.12>핀란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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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핀란드 실내공기질협회(FiSIAQ)는 2000년에 <표 2.13>의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등급기준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실내공기 중의 오염정도를 나타
내는 실내공기질과 쾌적한 정도를 나타내는 온․습도 등 환경조건을 모두 포
함하여 평가한다.

항 목 단 위 등급기준
S1 S2 S3

Rn Bq/㎥ 100 100 200
CO2 ppm 700 900 1200

암모니아,아민(NH3) ㎍/㎥ 30 30 40
HCHO ㎍/㎥ 30 50 100
TVOC ㎍/㎥ 200 300 600
CO ㎍/㎥ 2 3 8
O3 ㎍/㎥ 20 50 80
냄 새 3 4 5.5
PM10 ㎍/㎥ 20 40 50

<표 2.13>핀란드 FiSIAQ의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등급기준

폴란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실내공기질 개선 조치를 위해 <표 2.14>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분 1일 8~10시간 노출기준(㎎/㎥)
Benzene 20
Butanol 300
Phenol 50
Xylene 150
O3 150

벤타클로로페놀(PCP) 10
Mercury 3
Toluene 250

<표 2.14>폴란드의 실내공기질 기준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의 연합체로 구성한 HVAC,에너지,건축환
경,의학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회인 SCANVAC은 VOCs에 의한 실내 공기



- 22 -

환경의 규정을 <표 2.15>와 같이 폼알데하이드와 TVOC농도에 의하여 3단
계(AQ1,AQ2,AQX)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 분 노출 시간
최대 허용농도(㎎/㎥)

AQ 1 AQ 2 AQ X

TVOC 0.5h 0.2 0.5 *
HCHO 0.5h 0.05 0.1 *

단,*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함.(AQ;airquality)

<표 2.15>SCANVAC의 실내 공기환경 분류

④ 호 주
보건후생성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내공기질의 인체영
향 및 관리방향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건축물 설계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규정을 정하였으며 환기기준과 측정방법을 명시하였으며,
NHMR(NationalHealthandMedialResearchCouncil)은 <표 2.16>의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항 목 기 준
Rn 연평균 200Bq/㎥ 이하

부유분진 연평균 90㎍/㎥ 이하

HCHO 12ppb 이하

VOCs 1시간 평균 TVOC 500㎍/㎥ 이하 1시간 평균 250㎍/㎥ 이하

CO 8시간 평균 9ppm 이하

O3 240ppb 이하

SO2 1시간 평균 700ppb 이하

Pb 3개월 평균 1.5㎍/㎥ 이하

<표 2.16>호주 NHMR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⑤ 싱가폴
싱가폴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1996년에는 <표
2.17>의 실내공기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건물의 소유자는 매 2년마다 실내공기질 정밀심사를 실시하며,환기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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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6개월 마다 정밀검사 의무 부여하였으며,CO2,CO,폼알데하이드 등에 대
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오염물질 CO2 CO HCHO O3 VOCs 총세균 부유분진

기준 1000ppm 9ppm 0.1ppm 0.05ppm 3ppm 500cfu/㎥ 150㎍/㎥

<표 2.17>싱가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 온도(22.5~25.5℃),상대습도(70%),기류(0.25m/s)

⑥ 일본
일본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일본에서 “새집
증후군”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1996년 7월에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주택연구회’를 조직하여 범정부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주택을 대상으로 <표 2.18>의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등
13가지 화학물질 농도의 권고기준 가이드라인을 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
으로 설정하였다.가이드라인 중 폼알데하이드와 크롤로피리포스는 건축기본
법의 규제대상 물질로 지정하였으며,①～⑥항목은 주택성능표시에서 농도를
측정하는 물질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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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기   준

①HCHO 100㎍/㎥(0.08ppm)

②Acetaldehyde 48㎍/㎥(0.03ppm)

③Toluene 260㎍/㎥(0.07ppm)

④Xylene 870㎍/㎥(0.20ppm)

⑤Etylbenzene 3,800㎍/㎥(0.88ppm)

⑥Stylene 220㎍/㎥(0.05ppm)

p-Diclorobenezene(p-DCB) 240㎍/㎥(0.04ppm)

테트라데칸 330㎍/㎥(0.04ppm)

클로피리포스
1.0㎍/㎥(0.07ppb)
0.1㎍/㎥(0.007ppb)-소아대상

페놉캡 33㎍/㎥(3.8ppb)

디아지논 0.29㎍/㎥(0.02ppb)

디부틸 푸탈레이트 220㎍/㎥(0.02ppm)

프탈릭 에스테르-2-에틸헥실(DEHP) 120㎍/㎥(7.6ppb)

<표 2.18>일본 후생노동성의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농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성은 2000년 6월에 “주택품질확보촉진법”에 의거하여 주택성능표시
제도를 시행하였고,2004년 7월에는 “건축기준법”에 의해 <표 2.19>와 같이
폼알데하이드 농도에 의한 건축자재 사용면적 제한,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하였다.

항 목 내 용

HCHO -목질계 내장재의 방산량에 따른 등급 표시
-등급 4~등급 1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

실내화학물질농도표시 HCHO,Acetaldehyde,
Toluene,Xylene,Etylbenzene,Stylene

환기표시 전체 환기설비 및 국소환기설비 표시

<표 2.19>일본 국토교통성의 목질계 내장재의 실내공기 관련 항목

문부과학성은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기준을 2004년 2월에 <표 2.20>과
같이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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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물질 CO2 CO NO2

부유
분진

낙하
세균 HCHOTolueneXylenep-Diclorobenezene

Etylbenz
enee Stylene

기준 1,500
ppm

10
ppm

0.06
ppm

0.10
㎎/㎥

10
CFU/㎥

100
㎍/㎥

260
㎍/㎥

870
㎍/㎥

240
㎍/㎥

3,800
㎍/㎥

220
㎍/㎥

<표 2.20>일본 문부과학성의 폼알데하이드와 주요 VOCs에 대한 기준

2)국내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기준치
선진 각국 등에서 과거 수 십년 동안 실내공기질에 관한 각종 오염물질 파
악,인체영향,위험성평가(RiskAccessment)및 관련 법령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데 반하여,우리나라는 대부분 실외의 대기오염 연구에 집중되어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실내공기질(IAQ)은 매우 생소한 용어였다.1980년
대 까지 CO,CO2,분진 등의 몇몇 오염물질에 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수행
되기 시작하여 건교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CO,탄산가스,분진에 대한
기준치가 실내환경에 적용되어 사용되어 왔다.‘90년대 중반이후 부터 라돈가
스,NOx,폼알데하이드 및 VOCs등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구를 해오
고 있다.
국내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부처는 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교육인적
자원부,건설교통부 등 대상 시설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나뉘어 있다.최근 환
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17개 시설
군)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와 건축법 시
행규칙에 공기조화를 실시하는 건물의 실내공기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는 작업장 환경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대기환경기준은 1978년
정해진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그 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
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법에 의해 학교,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을 관리하고 있다.<표 2.21>은 국내 각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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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준물질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

자원부
건설
교통부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의료기관,
찜질방 등 17개 시설군)

공중이용시설
(학원,공연장,
업무시설 등)

사무실,작업장 학교
주차장
(2000㎡
이하)

근거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공중
위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학교보건
법 주차장법

측정
항목

10개 항목 ;미세먼지,
CO,CO₂NO₂HCHO,
총부유세균,Rn,VOCs,

석면,O3

3개항목
(미세먼지,CO,

CO2)

4개항목
(미세먼지,CO,
CO2,HCHO)

2개 항목
(미세먼지,
CO2)

1개 항목
(CO)

관리
방법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준수,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공기정화시설
교체-청소

필요시사무실공기
정화,실외오염물질
의 유입방지
(건물개보수시
공기오염 관리)

연1회
점검 의무
및

적정조치
강구

적정
환기

설비 설치

<표 2.21>국내 각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최근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
법으로 개정․공포하여 2003년 12월 31일부로 입법 예고하였으며,적용 대상
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종전 지하역사,지하도상가의 2개 시설군에
서 도서관,의료기관,찜질방,대규모점포 등 15개 시설군을 추가하여 17개
시설군으로 확대하였다.<표 2.22>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변천사
이며,<표 2.23>은 다중이용시설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나타
낸 것이다.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ㆍ지하도상가,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지하공간에 대한 환
경기준 권고치를 설정하여 각 시ㆍ도내 적정관리
ㆍ아황산가스,먼지,납 등 14개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치
설정

ㆍ시행:1989.9.18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ㆍ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지하도상가를 규제대상
*관계부처 이견으로 통합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실패

ㆍ제정:1996.12.30
ㆍ시행:1997.12.31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
질관리법

ㆍ대상시설 확대(2→17)
*공중위생관리법,주차장법,소방법 등의 관리대상시설물
*교육부「학교보건법」,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의 관
리대상 시설 제외
ㆍ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설정
ㆍ신축공동주택 측정공고의무 반영 등

ㆍ제정:2003.5.29
ㆍ시행:2004.5.30

<표 2.22>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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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의 대합실,실내주차장(기
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천㎡이상

공항시설중 터미널 연면적 1천5백㎡이상
항만시설중 터미널 연면적 5천㎡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연면적 3천㎡이상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이 100개 이상) 연면적 2천㎡이상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국공립 보육시설,노인의료
보호 시설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ㆍ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이상

찜질방 연면적 1천㎡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백㎡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표 2.23>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②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명시된 국내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
공기질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CO2,폼알데하이드,총
부유세균,CO 등 5개 오염 물질로 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표
2.24>와 같이 유지기준을 설정하였고,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가 내
려지도록 하였다.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NO2,Rn,
TVOC,석면,O3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표 2.25>와 같이 기준을 달
성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 유도하고 있다.또한,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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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지하도상가,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철도
역사의 대합실,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항만시설중
대합실,도서관,박물관,
미술관,장례식장,찜질방,

대규모점포

150이하 1,000
이하

12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산후조리원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표 2.2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NO2(ppm)
Rn

(pCi/ℓ)
T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40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표 2.25>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③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위
탁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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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표 2.26>과 같이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
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산정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철도역사의
대합실,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찜질방,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주차장

환기횟수(회/h) 0.3이상 0.5이상 0.7이상 3이상

이용인원당
환기량(㎥/인․h) 25이상 25이상 25이상 25이상

<표 2.26>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⑤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폼알데하이드,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표
2.27>과 같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다중이용시설에 사용 금지하도
록 하였다.

 구  분
  오염물질

접 착 제
(㎎/㎡․h)

일반자재
(㎎/㎡․h)

폼알데하이드 4이상 1.25이상

VOCs 10이상 4이상

<표 2.27>건축자재별 방출기준

⑥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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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민입주 전에 규
모에 따라 3개소 내지 9개소에서 폼알데하이드와 TVOC를 측정하여 해당 시
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
고토록 하였다.신축공동주택에서의 측정대상 오염물질을 폼알데하이드와
Benzene,Toluene,Ethylbenzne,Xylene,1,4-Dichlrobenzene,Styrene의 6가
지 VOCs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아직 설정
하지 않았다.
<표 2.28>은 국내외 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중 폼알데하이드와 VOCs에 관한
기준만을 비교한 것으로 각 나라의 기준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HCHO TVOC 운영기관
미 국 1ppm (8시간),2ppm (15분) - EPA

캐나다 60㎍/㎥ 이하 - Health
Canada

핀란드
50㎍/㎥ 이하 (권고기준) Stylene1㎍/㎥ 이하

(권고기준)
환경부
(MDE)

S1 S2 S3 S1 S2 S3
FiSIAQ30㎍/㎥ 50㎍/㎥ 100㎍/㎥ 200㎍/㎥ 300

㎍/㎥ 600㎍/㎥

유 럽
AQ1 AQ2 AQx AQ1 AQ2 AQx

SCANVAC50㎍/㎥ 100
㎍/㎥ * 200㎍/㎥ 500

㎍/㎥ *
호 주 120ppb이하 500㎍/㎥ 이하 NHMRC

일 본 100㎍/㎥
잠정목표 400㎍/㎥ 이하
VOCs13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후생노동성

홍 콩
최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IAQ

Manageme
ntGroup30㎍/㎥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600㎍/㎥
이하

싱가
포르 120㎍/㎥ 이하 3ppm 환경부

한 국 120㎍/㎥ 이하 (유지기준) 500㎍/㎥ 이하 (권고기준) 환경부

<표 2.28>국내외의 폼알데하이드 및 VOCs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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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22...222국국국내내내외외외 친친친환환환경경경 건건건축축축자자자재재재 인인인증증증제제제도도도

1)외국의 건축자재 인증표시제도
환경라벨링은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의 공개 및 전달수단으로서 가장 대
표적인 제품중심 환경 정책도구이다.환경라벨링은 1977년 독일에서 푸른천
사(BlueAngel)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현재 1992년 시작된
우리나라의 환경마크를 비롯하여 유럽 회원국,일본,미국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선진국은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시공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쉽게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제도(labelling)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북유럽의 핀란
드,독일,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선진국은 이미 환경라벨
링 국제표준화 규격 제 3유형인 「환경성적표지규격」제도를 도입․시행 중
인데,그 중 스웨덴은 “CertifiedEnvironmentProductDeclaration"제도를
1998년부터 도입하여 ISO/TR14025에 가장 근접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매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① 미국
미국의 건축자재 인증 프로그램은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카펫과 피혁협회(CRI:CarpetandRugInstitute)는 ASTM D5116시험방법
에 따라 <표 2.29>의 카펫 인증 프로그램을 제정하였고,파티클보드협회
(NationalParticleboardAssociation)는 <표 2.30>의 인증 프로그램을 제정하
였다.또한,GreenGuard(비영리 단체)는 친환경 가구 및 건자재 등을 대상으
로 <표 2.31>의 건축자재를 더욱 세분화한 인증 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표
2.32>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 합판협회(HPVA)가 제정한 폼알데하
이드 인증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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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분 기 준(㎍/㎥h)

카펫

TVOC 0.5
Styrene 0.4

4-phenylcyclohexene 0.05
HCHO 0.05

접착제
TVOC 10
HCHO 0.05

2-Ehty1-1-Hexanol 3

<표 2.29>미국 카펫과 피혁협회의 카펫 인증 프로그램

구 분 기 준 HCHO LoadingFactor(ft2/ft3)
산업용 파티클보드 ANSIA208.1 0.3ppm 0.13
바닥용 파티클보드 ANSIA208.1 0.2ppm 0.13
테크용 파티클보드 HUD 0.3ppm 0.13

MDF ANSIA208.2 0.3ppm 0.08

<표 2.30>미국 파티클보드협회의 인증 프로그램

성 분
접착제

일반건축재
바닥재

가정용
가구

천정재
단열재

사무가구
(의자,데스크
,테이블 등)

페인트
벽지 직물
가구(워크스
테이션)

TVOC 0.50㎍/㎥ 0.50㎍/㎥ 0.50㎍/㎥ 0.25㎍/

㎥

0.50㎍/

㎥
0.50㎍/㎥

HCHO 0.05ppm 0.05ppm 0.05ppm 0.025pp

m

0.05pp

m
0.05ppm

총
알데하이드 0.1ppm 0.1ppm 0.1ppm 0.05ppm 0.1ppm 0.1ppm

4-phenylcy
clohexene

0.0065㎍/
㎥ - - 0.00325

㎍/㎥
- 0.0065㎍

/㎥

Stylene 0.70㎍/㎥ - - - 0.070㎍/㎥ -
분진 - - 0.05㎍/㎥ - - -

<표 2.31>미국 GreenGuard에 의한 친환경 가구 및 건자재 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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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LoadingFactor(ft2/ft3)
벽용합판 0.2ppm 0.29

파티클보드,산업용 합판 0.3ppm 0.13

<표 2.32>미국 HUD와 HPVA의 폼알데하이드 인증 프로그램

② 캐나다
캐나다 환경부에서 <표 2.33>의 접착제,페인트,카펫 등의 건자재 용도별
VOCs함유량 및 독성물질 기준을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9개 생활용
품에 대해 환경에 유해한 정도,재활요성,인체 유해성,폐기물활용 등을 평
가하여 친환경 마크 부여하고 있다.

종 류 성 분 기 준 비 고
페인트 VOCs함량 200g/L이하

카펫 TVOC 0.25㎍/㎥h 24시간 이후
HCHO 0.02㎍/㎥h 48시간 이후

카펫접착제 TVOC 0.05㎍/㎥h 72시간 이후
HCHO 0.02㎍/㎥h 72시간 이후

<표 2.33>캐나다의 접착제,페인트,카펫 등의 건자재 용도별 VOCs함유량 및 독성물질 기준

③ 핀란드
핀란드는 건설정보센터(RTS)에서 주관하여 바닥재,페인트 등 내장재에 대해
VOCs,폼알데하이드,암모니아,발암성물질 등을 기준으로 <표 2.34>과 같이
M1,M2,M3,3등급으로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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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M1 M2 M3
VOCs 0.2㎍/㎥h 0.4㎍/㎥h

M2에서
정의한 범위를
넘는 물질

HCHO 0.05㎍/㎥h 0.125㎍/㎥h
암모니아 0.03㎍/㎥h 0.06㎍/㎥h
Benzene등
1급

발암물질
0.005㎍/㎥h 0.005㎍/㎥h

냄새 무취성의 재료(냄새에
대한 불만족도 15%이하)

강한 냄새가 나지 않는
재료(냄새에 대한
불만족도 30%이하)

기타 플라스터 등에는 카세인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대상자재 바닥재,페인트,니스,보드류,광물섬유,플라스터,첨가제 등

<표 2.34>핀란드의 실내건축마감구성재료 분류체계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의 연합체로 구성한 HVAC,에너지,건축환
경,의학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회인 SCANVAC은 VOCs에 의한 실내 공기
환경의 규정을 폼알데하이드와 TVOC의 농도에 의하여 건축자재를 <표
2.35>와 같이 3단계로 분류하였다. 3단계의 분류는 각각 MEC-A
(low-emission building materials),MEC-B(moderately emitting building
materials),MEC-C(heavilyemittingbuildingmaterials)로 규정하고 있다.여
기서 MEC는 MaterialEmissionClass의 약칭이다.

방출강도의 분류 최대 방출강도(20℃,RH 50%)
MEC-A 40 μg/㎡․h
MEC-B 100 μg/㎡․h
MEC-C 450 μg/㎡․h

<표 2.35>SCANVAC건축자재의 분류

④ 독일
독일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매토록 할 목적으로 1997년
독일 접착제 생산업체들이 GEV(Gemeinschaft Emissionskontrolli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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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legewerkstoffe)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표 2.36>의 환경라벨링 실시
하고 있으며,현재 유럽 5개국,30개 업체가 참가하여 400여 제품에 대해
EMICODE등급(2000년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 방출량 범위 TVOC
(프라이머)

TVOC
(모르타르)

TVOC
(접착제 등)

EMICODE
EC1 매우 낮음 100㎍/㎥ 이하 200㎍/㎥ 이하 500㎍/㎥이하

EMICODE
EC2 낮음 100~300㎍/㎥ 200~600㎍/㎥ 500~1500㎍/㎥

EMICODE
EC3 다소 높은 300㎍/㎥이상 600㎍/㎥이상 1500㎍/㎥이상

<표 2.36>독일 GEV의 건축자재 인증기준

독일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88개 생활용품에 대해 환경에 유해한 정도,재활
용성,인체 유해성,폐기물활용 등을 평가하여 친환경 마크 부여하고 있다.
이 Blue Angel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연방재료연구소가 <표 2.37>의
RAL-UZ38을 제정하여 챔버법에 의해 일정시간 경과 후 공기농도로 판정한
다.

구분

평면형상의 제품
(도어,판넬,적층플로어링,

목재바닥)
입방형상의 제품
(가구 등)

초기값
24시간 후

최종값
28일 후

초기값
24시간 후

최종값
28일 후

HCHO - 0.05ppm - 0.05ppm
VOCs - 300㎍/㎥ - 600㎍/㎥
SVOCs - 100㎍/㎥ - 100㎍/㎥
Benzene등
1급

발암물질
1㎍/㎥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표 2.37>독일 환경부와 연방재료연구소의 RAL-UZ3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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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본
경제산업성,일본공업규격협회(JIS)주관으로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
농도에 따라 <표 2.38>과 같이 F☆☆☆☆에서 등급외까지 4가지 등급을 부
여(JIS)하고 있으며,대상 자재확대 및 강화,방출속도 개념을 적용하여 2003
년 3월 20일 개정하였다.

등 급
규 격

비고방산속도
(㎍/㎥h)

방산량
(㎎/L)

방산량
(㎎/L)

F☆☆☆☆ 5이하 0.12이하 0.3이하 건축기본법상
제한없음

F☆☆☆ 20이하 0.35이하 0.5이하 건축기본법사
면적제한F☆☆ 120이하 1.8이하 1.5이하

등급외 120초과 1.8초과 1.5초과 건축기본법상
사용금지

적용자재 접착제류 6종
단열재류 3종 도료류 11종

보드류 2종
(섬유판,
파티클보드)

<표 2.38>일본 JIS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농림성은 일본의 합판공업조합과 함께 일본농림규격(JAS)을 제정하였으며,
<표 2.39>와 같이 합판 등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기존 3등급으로 시
행하던 것을 2003년 2월에 상위등급을 추가하여 4등급으로 세분하고,등급표
시 기호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전 개정

표시기호 방산량(㎎/L) 표시기호 방산량(㎎/L)
평균치 최대치 평균치 최대치

F☆☆☆☆ 0.3 0.4
Fc0 0.5 0.7 F☆☆☆ 0.5 0.7
Fc1 1.5 2.1 F☆☆ 1.5 2.1
Fc2 5.0 7.0 F☆ 5.0 7.0

적용자재
합판(보통 합판,구조용 합판,특수합판,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난연합판,방염합판),구조용 페널,플로어링,집성재,단판적층재,

구조용 단판적층재

<표 2.39>일본 JAS의 합판 등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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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의 건축자재 인증표시제도

① HB(HealthyBuilding)등급(친환경 건축자재 인증등급)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실시하며,실내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및 TVOC발
생원이 되는 건축자재의 분류 방안으로 건물의 시공시 방출 강도가 낮은 등
급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적절한 건축자재의 선정으로부터 실내공
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와 TVOC농
도의 인증등급을 <표 2.40>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분
(㎎/㎡ ․ h) 일반자재 페인트 접착제

최우수
❀❀❀❀❀

TVOC 0.10미만 0.10미만 0.25미만
HCHO 0.03미만 0.03미만 0.06미만

우수
❀❀❀❀

TVOC 0.10이상 ~0.20미만 0.10이상 ~0.20미만 0.25이상 ~0.50미만
HCHO 0.03이상 ~0.05미만 0.03이상 ~0.05미만 0.06이상 ~0.12미만

양호
❀❀❀

TVOC 0.20이상 ~0.40미만 0.20이상 ~0.40미만 0.50이상 ~1.50미만
HCHO 0.05이상 ~0.12미만 0.05이상 ~0.12미만 0.12이상 ~0.40미만

일반Ⅰ
❀❀

TVOC 0.40이상 ~2.00미만 0.40이상 ~2.00미만 1.50이상 ~5.00미만
HCHO 0.12이상 ~0.60미만 0.12이상 ~0.60미만 0.40이상 ~2.00미만

일반Ⅱ
❀

TVOC 2.00이상 ~4.00미만 2.00이상 ~4.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HCHO 0.60이상 ~1.25미만 0.60이상 ~1.25미만 2.00이상 ~4.00미만

<표 2.40>HB건축자재의 인증등급

② KS마크
KS마크는 가구류의 소재인 합판,섬유판,파타클 보드류와 벽지,벽지용 전분
계 접착제 등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표 2.41>와 같이 등급화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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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재 등급 HCHO방산량(㎎/L)
평균 최대

합판(KSF3101)
기타 합판류

F1 0.5 0.7
F2 5 7
F3 10 12

파티클보드(KSF3104)
섬유판(KSF3200)

치장 목질 플로어링보드(KSF3126)

E0 0.5
E1 1.5
E2 5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보드
(KSF3111) 일반용 10 12

벽지(KSM 7305) 온돌용 5 7
벽지(KS M 7305) - 2

벽지용 전분계접착제(KS F 3217) 5

<표 2.41>KS규격의 HCHO방출량 기준

③ 환경마크
환경부가 관련 법령의 제정,환경라벨링 대상제품의 선정 등 제도의 전반적
인 사항을 관장하고 민간단체인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표지 사용 인증,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환경마크협의회는
1992년 4월부터 환경마크제도(환경표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자재 분야에
41개 업체(144개 자재)에 대해 인증(페인트,벽지,보온단열․흡음재,실내용
장식 바닥재 등)하며,제품(원목을 주원료로 한 제품은 제외)에서 발생되는
VOCs의 28일 후 방산량은 0.2㎎/㎡․h이하이거나 7일 후 방산량이 0.4㎎/
㎡․h이하를 기준으로 한다.<표 2.42>는 목재 바닥재의 HCHO방출량 기준
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파티클보드 섬유판 기타재료

HCHO방산량〔㎎/L〕 1.5이하 1.5이하 0.5이하

<표 2.42>목재 바닥재의 HCHO방출량 기준(예)

<표 2.43>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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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현재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HB제도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구분 HB마크 KS마크 환경마크

인증기관 한국공기
청정협회 한국표준협회 환경마크협회

법적근거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
질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제 11조,13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0조

시험항목
(환경성
관련 항목)

2항목
실내공기
(HCHO,
TVOC)

1항목
(HCHO)

12항목실내공기
(HCHO,TVOC,VOCs등)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납,카드뮴,비소,PBBs등)

자원 및 에너지,소비 등 환경전반 평가
인증성격 민간

자율인증
산자부
공식인증 환경부 공인 인증

<표 2.43>HB마크,KS마크,환경마크의 비교

222...333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측측측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222...333...111폼폼폼알알알데데데하하하이이이드드드 측측측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1)폼알데하이드 시료채취 방법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폼알데하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배출가스를
크로모핀산과 아세틸아세톤을 함유한 흡수액에 각각 포집한 후 가온 발색시
켜 흡광도를 측정하는 크로모핀산법과 아세틸아세톤법이었으나,최근에는
(그림 2.2)와 같은 2,4-DNPH 카트리지를 이용하는 DNPH 유도체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현재 이 방법은 ISO 16000-3,EPA METHOD TO-11그리
고 현재 시행중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명시되어 있다.DNPH 유도체
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료의 포집시 알데히드 뿐만 아니라 케톤과도 반응하
여 안정한 유도체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카르보닐화합물과 DNPH와의 반
응은 (그림 2.3)과 같다.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하여 카르보닐 화합물 측정시
방해요인으로는 오존(O₃),수분,태양광선 등이 있으며,측정시 이러한 방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DNPH-Silica카트리지 전단부에 KI결정이 채워진
오존 Scrubber(Waters,U.S.A)를 장착하여 오존에 의한 방해작용을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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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한,태양광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카트리지
외부를 감싼다.

            (그림 2.2)2,4-DNPH 카트리지 (Supelco,U.S.A)
와 오존 스쿠루버(Waters,U.S.A)

H2N-NH

NO2

NO2 H2C=N-NH NO2 + H2O

NO2

H+

2,4-Dinitrophenylhydrazine

H

O

C

H

+

Formaldehyde 2,4-Dinitrophenylhydrazone

H2N-NH

NO2

NO2H2N-NH

NO2

NO2 H2C=N-NH NO2 + H2O

NO2

H2C=N-NH NO2 + H2O

NO2

H+

2,4-Dinitrophenylhydrazine

H

O

C

H

H

O

C

H

+

Formaldehyde 2,4-Dinitrophenylhydrazone

(그림 2.3)폼알데하이드의 반응식

 2)폼알데하이드 분석법
폼알데하이드 분석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법에 따라 (그림 2.4)와 같은 고성
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하여 <표 2.44>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4)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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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system GilsonHPLC305system
Injector Gilson7125-081
AnalyticalColumn WatersSymmetryC-18(길이 250x내경 4.6mm,두께 5㎛)
Detector UV-VISDetector,
Mobilephase Acetonitrile(A)/Water(B)
GradientElution 0～15min:A/B=70/30 (Isocratic)
Detection Absorbanceat360nm
Flow Rate 1.3㎖/min
InjectionVolume 20㎕

<표 2.44>HPLC규격 및 분석 조건

분석에는 (그림 2.5)의 폼알데하이드외 6종 카르보닐 물질이 혼합된 표준물질
을 사용하였고,이를 분석한 크로마토그램은 (그림 2.6)과 같다.검량선 작성
을 위하여 표준물질을 분석 시료의 농도에 맞게 4단계로 희석하여 분석한 검
량선은 (그림 2.7)과 같으며,이때 상관계수는 0.9999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2.5)카르보닐 7종 표준물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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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카르보닐 7종 표준물질 (분석)

(그림 2.7)HCHO검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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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222휘휘휘발발발성성성유유유기기기화화화합합합물물물 측측측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1)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방법
대기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ppb단위의 극히 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ppm 수준의 분석에 비하여
보다 정교한 테크닉을 필요로 하고 분석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
다.VOCs의 측정방법으로는 미국 EPA METHOD TO-17,ASTM 5116-90
등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Canister또는 일정한 용기를 이용하는 용기
포집법,흡착제나 흡수액을 이용하여 시료를 포집하는 고체흡착법이나 용매
추출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에는 고체흡착에 의한 열탈착법을 주
시험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고체흡착에 의한 열탈착법을
사용하였다.(그림 2.8)은 측정에 사용되는 흡착튜브이다.흡착제에는 여러 가
지가 사용되고 있으며,아직도 여러 가지의 흡착제가 개발되고 있다.요즘은
특정성분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하여 분석 효율을 높
이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일반적으로 Tenax,Carbosieve,Carbotrap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분석성분에 따라 SS tube를 사용하기도 하고 glass
tube를 사용하기도 한다.Tenax의 경우는 흡착효율은 다른 흡착제에 비하여
떨어지나 물에 대한 친화력이 작으므로 대기 중의 수분으로 인한 영향을 분
석시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Sampletube의 흡
착제는 사용하기 전에 baking을 하여 조정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흡착제
의 오염이 분석 background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고순도 질소나 헬륨을 통과시키면서 흡착제의 해당 baking온도에서 조
정을 하면 된다.조정이 끝난 sampletube는 다시 주변의 오염된 공기가 스
며들어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튜브의 양끝을 Swagelockfitting과 teflon
ferrule을 이용하여 단단히 밀폐한 후에 각각의 tube를 마개가 달린
centrifugetube에 넣어 이중으로 외부공기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측정이 끝
난 시료에 대해서는 tube의 양끝을 Storagecap으로 막고 Parafilm으로 완전
히 밀봉하여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였으며,4℃의 냉장고에서 분석
전까지 보관한다.
    



- 43 -

(그림 2.8) Tenax 튜브 (SUPELCO, USA)

2)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TVOC)분석은 <표 2.45>의 사양을 갖춘 (그림 2.9)의
TDS A2(Gerstel,Germany)열탈착기와 GC/MSD (Agilent6890N;Agilent
5973IU.S.A)를 사용하였다.분석조건은 <표 2.46>와 같다.

(그림 2.9)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D)와 열탈착기(ATD)

GC/MS
GC Agilent6890N GC,USA
MSD Agilent5973inertMSD,USA
컬 럼 HP-VOC60m,I.D0.2mm,Film 1.12㎛

열탈착/
저온농축장치

제작사 GERSTEL,Germany
열탈착기 TDS2-7(ThermoDesorptionSystem)

저온농축장치 CIS4(CooledInjectionSystem)
withLN2(-150℃)

자동시료주입기 TDSA2(ThermoDesorptionAutosampler)

샘플링 튜브 TenaxTube
ThermalDesorptionSamplingTube
(PartNo.28271-U),SUPELCO,U.S.A
17.8Cm Length×6mm OD×4mm ID

<표 2.45>열탈착/저온농축-GC/MS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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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GERSTEL,Germany) GC/MSD(Agilent6890N,USA)

PurgeTempandtime. 30℃,0.05min GCColumn HP-VOC
(0.2mm,60m,1.12㎛)

Desorbtimeandflow 8.55min,
5㎖/min InitialTemp. 40℃ (5min)

DesorbTemp. 240℃ OvenRampRate
1 4℃/min(40~200℃)

Coldtrapholdingtime 5min OvenRampRate
2 20℃/min(200~250℃)

Coldtraphightemp. 280℃ FinalTemp. 250℃ (3min)
Coldtraplow temp. -50℃ ColumnFlow 0.8㎖/min
Coldtrappacking TenaxTA MSSourceTemp. 230℃

Split 25:1 DetectorType EI(Quadropole)
Valvetemp. NoValve MassRange 35～ 350amu

Transferlinetemp. 250℃ ElectronEnergy 70eV

<표 3.46>열탈착/저온농축-GC/MS분석조건

검량선 작성에는 60여종의 VOCs가 혼합된 액상 표준용액을 사용하였다. 이 

액상표준용액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10)과 같으며, 이 용액을 이용하여 작

성한 Toluene 검량선은 (그림 2.11)과 같다. 여기서 TVOC의 정의는 가스크

로마토그래프에 의하여 n-Hexane에서 n-Hexadecane까지의 범위에서 검출

되는 VOCs들을 Toluene으로 환산하여 정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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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Toluene(200ng)을 포함한
60종 VOCs표준물질

(그림 2.11)Toluene검량선



- 45 -

제제제 333장장장 신신신축축축공공공동동동주주주택택택의의의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환환환경경경 현현현장장장 측측측정정정

333...111신신신축축축공공공동동동주주주택택택 현현현장장장 개개개요요요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입주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S아파트는 천안시 구성동에 위치해 있으며 2006년 4월20일에 준공되
어 2006년 4월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측정은 입주 15일전의 세대를 대
상으로 하였고,저층부,중층부와 고층부를 24,32,43평형별로 각 1세대씩 총
9세대를 측정하였다.12동 중 107동과 111동에서 측정하였으며,측정호수는
24평에서 111동 203호(저층부),803호(중층부),1404호(고층부),32평은 107동
302호(저층부),905호(중층부),1405호(고층부),43평형은 107동 206호(저층부),
906호(중층부),1406호(고층부)이다.측정은 30분 환기를 하고 1시간 밀폐 후
1시간의 초기농도를 측정하여 신축 주거건물의 실내공기환경 상태를 알아보
았다.
(그림 3.1)은 신축공동주택 S아파트의 전경모습을 나타내었고,(그림 3.2)는

S아파트 단지배치도이다.<표 3.1>은 S아파트의 개요를 정리하였다.<표
3.2>는 아파트 평형별 실내마감자재이다.

(그림 3.1) S아파트 전경 (그림 3.2) S아파트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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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요 비 고
위 치 천안시 구성동 -

면적
부지면적 41,886㎡ -
연면적 125,180㎡ -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
규 모 지하2층,지상15층,12개동 총:1029세대

세대
면적 24평,32평,43평 층고:3m

세대수 24평:355세대,32평:614세대
43평:60세대 -

측정세대 3층,9층,14층 측정 각 평형별 측정
측정일시 2006년4월11일

<표 3,1> S아파트 개요

구분 24평형 32평형 43평형
벽지(거실,주방)
PVC실크 실크벽지 실크벽지 실크벽지

바닥 나무마루-1 나무마루-1 나무마루-1

천정(거실,주방)
PVC실크 실크벽지 실크벽지 실크벽지

MDF

접착제 실란트
도배용풀

실란트
도배용풀

실란트
목공용

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주방벽 타일-1 타일-1 타일-1
타일-2

<표 3.2> S아파트 평형별 마감자재

S아파트의 실내마감시공은 모두 6개의 업체에서 하였으며,측정세대의 각
업체별 시공일정은 <표 3.3>,<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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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일정 107동, 108동 시공 진행 과정 완공 일정
1.10 107동 침실 및 거실 천정 도배 시공 2.11
1.17 108동 침실 및 거실 천정 도배 시공 2.17
2.7 107동 침실 문짝 및 벽면 도배 시공 3.17
2.15 108동 침실 문짝 및 벽면 도배 시공 3.24
2.10 107동 침실 륨바닥 시공 2.21
2.13 108동 침실 륨바닥 시공 2.24
2.25 107동 침실 가구 시공 3.3
2.25 108동 침실 가구 시공 3.10
3.4 107동 거실 마루바닥 시공 3.17
3.7 108동 거실 마루바닥 시공 3.22
3.5 107동 거실 벽면 도배 시공 3.24
3.9 108동 거실 벽면 도배 시공 3.31
3.10 107동 거실 및 주방 가구 시공 3.20
3.10 108동 거실 및 주방 가구 시공 3.24

<표 3.3> A업체 마감공정별 시공일정

착공 일정 111동, 112동 시공 진행 과정 완공 일정
1.12 111동 침실 및 거실 천정 도배 시공 2.15
1.19 112동 침실 및 거실 천정 도배 시공 2.22
2.9 111동 침실 문짝 및 벽면 도배 시공 3.21
2.16 112동 침실 문짝 및 벽면 도배 시공 3.28
2.13 111동 침실 륨바닥 시공 2.21
2.16 112동 침실 륨바닥 시공 2.24
2.27 111동 침실 가구 시공 3.7
2.27 112동 침실 가구 시공 3.14
3.6 111동 거실 마루바닥 시공 3.21
3.9 112동 거실 마루바닥 시공 3.24
3.7 111동 거실 벽면 도배 시공 4.4
3.13 112동 거실 벽면 도배 시공 4.7
3.16 111동 거실 및 주방 가구 시공 3.24
3.16 112동 거실 및 주방 가구 시공 3.31

<표 3.4> B업체 마감공정별 시공일정

107동은 111동과 비교하여 실내마감공사가 일주일정도 일찍 완공되었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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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감자재의 반입 및 반출 과정에서 더미(Dummy)로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자재를 공정에 따라 실내에 미리 반입하여 시공하였다.
측정은 A와 B업체에서 시공한 107동과 111동이며, 측정세대의 평면도는
24평형(그림 3.3),32평형(그림 3.4),43평형(그림 3.5)과 같다.측정은 표준적
인 측정방법에 의해 거실(중앙부)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위치측정위치측정위치측정위치

(그림 3.3) 24평형 평면도

측정위치측정위치측정위치측정위치

(그림 3.4) 32평형 평면도

측정위치측정위치측정위치측정위치

(그림 3.5) 43평형 평면도

333...222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현현현장장장 측측측정정정 방방방법법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는 최근 제정된 실내공기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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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험방법을 표준으로 한다.이 시험방법은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에 포함되
어 있는 폼알데하이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농도를 측정하
기 위한 시험방법이다.공동주택의 시료 채취 세대의 선정은 100세대를 기본
으로 하여 저층부,중층부,고층부에서 3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하고,100세
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한다.이때 중층부,저층부,고층부 순으
로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료채취 대상 세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100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
지에서 3개 세대를 선정하는데,단위주동에서 동일 라인상에 위치하는 저층
부(3층 이내에서 선정),중층부(예;15층 주동의 경우 7,8,9층중에서 선정),고
층부(최상부 3개층 이내에서 선정)의 각 1개 세대씩을 무작위 선정한다.단,
여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지점 수 내에서 각 동에서 측정
한다.한 단지에 시공사가 여러개인 경우는 시공세대로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단위세대에서의 시료 채취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하
며,원칙적으로 벽으로부터 최소 1m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1.2~1.5m 높이를 기본 측정점으로 한다.만약,실내에 자연환기구나 기계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각각의 급배기구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도록 한다.시료채취시 실내온도는 2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
고,실내에 자연환기구나 기계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각각의 급
배기구로부터 최소 1m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도록 한다.또한 채취시간은
일반적으로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공동주택
에서의 실내공기질환경의 측정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를 표준
적인 측정방법이라 한다.

333...222...111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현현현장장장 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 및및및 기기기기기기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은 온열환경요소와 오염물질요소로 구분되며 온⋅습
도 및 폼알데하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였고 측정항목과 기기는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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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 정 항 목 측 정 기 기
실내환경요소
(온열환경) 온⋅습도 SK SATOKEIRYOKIPC-5000TRH2

공기환경요소
(오염물질)

폼알데하이드 MINIPUMPSIBATA MP-∑300

휘발성유기화합물 MINIPUMPSIBATA MP-∑30

<표 3.5>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및 측정기기

온도와 습도 측정은 측정범위가 0~50℃, 10~95% RH인 PC-5000TRH2

를 사용하여 바닥에서 1.2m의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3.6) 온・습도 측정기

333...222...222폼폼폼알알알데데데하하하이이이드드드 및및및 휘휘휘발발발성성성유유유기기기화화화합합합물물물 채채채취취취 방방방법법법

1)폼알데하이드 시료채취 방법
Formaldehydes의 시료채취는 입주전15일전에 저층부,중층부,고층부의 단위
로 공동주택세대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했으며,환기 30분후, 기공기와 접
하는 창호,개구부 등을 닫고 60분간 밀폐한 후,1시간 1회 시료채취 하였다.
측정지점은 벽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으로 부터 1.2～
1.5m 높이를 기본으로 하고,개인용 펌프에 오존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K
I(potassium iodide)가 충진된 오존스크러버와 350mg의 실리카로 코팅된 2,
4-DNPH (2,4-Dinitrophenylhydrazine)cartridge(SupelcoInc,USA)를 연결
시켜 장착한 뒤 500mL/min유량으로 60분 동안 채취한다.이때 Formald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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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es와 VOCs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채취하고,각 지점에서는
Fieldblank,Duplicate,outdoor시료를 확보하고,모든 시료는 즉시 밀봉한
후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차단하여 분석 전까지 4℃이하 냉암소에 보관한다.

1)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방법
시료채취는 입주15일전에 저층부,중층부,고층부의 단위로 공동주택세대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하였으며,환기 30분 후,외기공기와 접하는 창호,개구
부 등을 닫고 60분간 밀폐한 후,1시간 1회 시료채취 하였다.측정지점은 벽
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으로 부터 1.2～1.5m 높이를
기본으로 하고,개인용 펌프에 고체흡착관인 Carbotrap 300 (20/40mesh,
Perkin-ElmerLtd.UK)을 연결한 후 100mL/min의 유량으로 30분 동안 채
취한다.이때 Aldehydes와 VOCs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채취
하고,각 지점에서는 Fieldblank,Duplicate,outdoor시료를 확보하고,모든
시료는 즉시 밀봉한 후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차단하여 분석 전까지 4℃이하
냉암소에 보관한다.

(그림 3.7) 32평형 측정 모습 (그림 3.8) 43평형 측정 모습

(그림 3.7)과 (그림 3.8)은 실내 측정장비의 설치모습이며,(그림 3.9)는 실외
측정장비 설치모습이다.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하기 위한
미량펌프와 온습도계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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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실외 측정 모습

 

333...333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현현현장장장 측측측정정정 결결결과과과

S아파트는 마감공사 시공후에 환기를 계속하였고,이 측정은 입주15일전에
측정을 한 것이다.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측정결과는 아
래와 같다.<표 3.6>은 24평형,<표 3.7>은 32평형,<표 3.8>은 43평형에 대
한 측정 결과이다.

구 분 HCHO
(㎍/㎥)

TVOC
(㎍/㎥)

6종 VOCs방출량 (㎍/㎥) 평균
온도
(℃)

평균
습도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이렌 스틸렌 디클로벤젠
203호 거실 41.54 316.99 1.55 105.88 2.69 7.92 4.24 N.D 15 68.0

803호 거실 63.64 550.95 1.92 163.67 4.02 10.94 12.52 N.D 15 66.0

1404호 거실 88.18 692.72 1.34 201.11 8.69 31.81 2.35 N.D 15 70.0

평 균 64.45 520.22 12.78 156.89 5.13 16.89 6.37 N.D 15 68.0

<표 3.6>24평형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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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HCHO
(㎍/㎥)

TVOC
(㎍/㎥)

6종 VOCs방출량 (㎍/㎥) 평균
온도
(℃)

평균
습도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이렌 스틸렌 디클로벤젠
302호 거실 72.29 432.61 2.51 203.43 3.62 9.76 27.53 N.D 15 65

905호 거실 47.56 392.46 1.95 176.85 2.73 9.15 15.56 N.D 15 70

1405호 거실 73.65 703.42 1.41 244.81 6.42 32.67 35.39 N.D 15 65

평 균 64.50 509.50 1.96 208.36 4.26 17.19 26.16 N.D 15 67

<표 3.7>32평형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결과

구 분 HCHO
(㎍/㎥)

TVOC
(㎍/㎥)

6종 VOCs방출량 (㎍/㎥) 평균
온도
(℃)

평균
습도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이렌 스틸렌 디클로벤젠
206호 거실 113.12 1306.76 2.06 342.68 12.07 45.74 43.88 N.D 14 69

906호 거실 103.31 632.02 0.97 282.05 5.39 22.20 24.58 N.D 15 69

1406호 거실 33.90 325.37 2.29 162.30 2.86 8.35 8.64 N.D 15 70

평 균 83.44 754.72 1.73 262.34 6.77 25.43 25.70 N.D 14.7 69.3

<표 3.8>43평형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결과

<표 3.6>과 <표 3.7>,<표 3.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시 평균 실내온
도는 15℃,평균 실내습도는 68%였다.측정결과 폼알데하이드는 24평형 203
호 41.54㎍/㎥,803호 63.64㎍/㎥,1404호 88.18㎍/㎥이며,32평형은 302호
72.29㎍/㎥,905호 47.56㎍/㎥,1405호 73.65㎍/㎥로 24평형과 32평형 모두 실
내공기질 환경기준치 120㎍/㎥보다 적게 나왔으나,43평형은 206호 113.12㎍/
㎥,906호 103.31㎍/㎥,1406호 33.90㎍/㎥로서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낮게 방
출되었다.또한 실외의 5.04㎍/㎥보다는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0)은 S아파트의 폼알데하이드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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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S아파트 HCHO 방출량 

TVOC는 24평형 203호 316.99㎍/㎥,803호 550.95㎍/㎥,1404호 692.72㎍/㎥
이며,32평형은 302호 432.61㎍/㎥,905호 392.46㎍/㎥,1405호 703.42㎍/㎥,43
평형은 206호 1306.76㎍/㎥,906호 632.02㎍/㎥,1406호 325.37㎍/㎥로서 실내
공기질 환경기준치 500㎍/㎥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다소 많이 방출되었다.
특히 43평형의 206호는 환경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3.11)은 TVOC의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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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S아파트 TVOC 방출량

또한,폼알데하이드는 평균 각각 64.45㎍/㎥(24평형),64.50㎍/㎥(32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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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4㎍/㎥(43평형)로서 내공기질 환경기준인 120㎍/㎥보다 낮게 방출되었다.
TVOC는 평균 520.22㎍/㎥(24평형),509.50㎍/㎥(32평형),754.72㎍/㎥(43평
형)으로 실내공기질 환경기준치 500㎍/㎥보다 각각 24평형은20.22㎍/㎥,32평
형은9.50㎍/㎥,43평형은245.72㎍/㎥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실
외의 TVOC평균123.81㎍/㎥ 보다는 최고 약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아파트의 6종 VOCs방출량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벤젠,톨루엔,에틸벤
젠,자일렌,스틸렌 중 톨루엔이 가장 많고,자이렌과 스틸렌은 비슷하게 검
출되었으며 이물질들이 TVOC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그
리고 디클로벤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른물질에 비해 벤젠은 적게 검출됨
을 알 수 있었다.(그림 3.12)는 S아파트 24평형 6종 VOCs방출량의 분석결
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그림 3.13)은 S아파트 32평형 6종 VOCs방출
량의 분석결과를 (그림 3.14)는 S아파트 43평형 6종 VOCs방출량의 분석결
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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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24평형 6종 VOCs 방출량

24평형에서 <표 3.4>와 (그림 3.12)같이 203호는 벤젠 1.55㎍/㎥,톨루엔
105.88㎍/㎥,에틸벤젠 2.69㎍/㎥,자일렌 7.92㎍/㎥,스틸렌 4.24㎍/㎥이며,803
호는 벤젠 1.92㎍/㎥,톨루엔 163.67㎍/㎥,에틸벤젠 4.02㎍/㎥,자일렌 10.94㎍
/㎥,스틸렌 12.52㎍/㎥,1404호는 벤젠 1.34㎍/㎥,톨루엔 201.11㎍/㎥,에틸벤
젠 8.69㎍/㎥,자일렌 31.81㎍/㎥,스틸렌 2.35㎍/㎥가 방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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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32평형 6종 VOCs 방출량

32평형에서 <표 3.5>,(그림 3.13)같이 302호는 벤젠 2.51㎍/㎥,톨루엔 203.43
㎍/㎥,에틸벤젠 3.62㎍/㎥,자일렌 9.76㎍/㎥,스틸렌 27.53㎍/㎥이며,905호는
벤젠 1.95㎍/㎥,톨루엔 176.85㎍/㎥,에틸벤젠 2.73㎍/㎥,자일렌 9.15㎍/㎥,스
틸렌 15.56㎍/㎥,1405호는 벤젠 1.41㎍/㎥,톨루엔 244.81㎍/㎥,에틸벤젠 6.42
㎍/㎥,자일렌 32.67㎍/㎥,스틸렌 35.39㎍/㎥가 방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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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43평형 6종 VOCs 방출량

43평형의 경우 <표 3.6>,(그림 3.14)같이 206호는 벤젠 2.06㎍/㎥,톨루엔
342.68㎍/㎥,에틸벤젠 12.07㎍/㎥,자일렌 45.74㎍/㎥,스틸렌 43.88㎍/㎥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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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호는 벤젠 0.97㎍/㎥,톨루엔 282.05㎍/㎥,에틸벤젠 5.39㎍/㎥,자일렌
22.20㎍/㎥,스틸렌 24.58㎍/㎥,1406호는 벤젠 2.29㎍/㎥,톨루엔162.30㎍/㎥,
에틸벤젠 2.86㎍/㎥,자일렌 8.35㎍/㎥,스틸렌 8.64㎍/㎥가 방출되었다.

333...444소소소 결결결

2006년 4월20일에 준공되어 2006년 4월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S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 15일전의 세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실내오염물
질 방출량의 현장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평균 실내온도는 15℃,평균 실내습도는 68%였다.측정결과 폼알데하이드
는 24평형 203호 41.54㎍/㎥,803호 63.64㎍/㎥,1404호 88.18㎍/㎥이며,32평형
은 302호 72.29㎍/㎥,905호 47.56㎍/㎥,1405호 73.65㎍/㎥로 실내공기질 환경
기준인 120㎍/㎥보다 낮게 방출되었으나,43평형은 206호 113.12㎍/㎥,906호
103.31㎍/㎥,1406호 33.90㎍/㎥로서 환경기준과 비슷하거나 많이 방출되었다.
또한 실외의 5.04㎍/㎥보다는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방출됨을 알 수 있다.
TVOC는 24평형 203호 316.99㎍/㎥,803호 550.95㎍/㎥,1404호 692.72㎍/㎥
이며,32평형은 302호 432.61㎍/㎥,905호 392.46㎍/㎥,1405호 703.42㎍/㎥,43
평형은 206호 1306.76㎍/㎥,906호 632.02㎍/㎥,1406호 325.37㎍/㎥로서 실내
공기질 환경기준치 500㎍/㎥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양이 방출되
었다.특히 43평형의 206호는 환경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폼알데하이드는 평균 각각 64.45㎍/㎥(24평형),64.50㎍/㎥(32평형),83.44㎍
/㎥(43평형)로서 실내공기질 환경기준인 120㎍/㎥보다 적게 나왔다.TVOC는
평균 520.22㎍/㎥(24평형),509.50㎍/㎥(32평형),754.72㎍/㎥(43평형)으로 실내
공기질 환경기준치 500㎍/㎥보다 각각 24평형은20.22㎍/㎥,32평형은9.50㎍/
㎥,43평형은245.72㎍/㎥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실외의 TVOC
평균123.81㎍/㎥ 보다는 최고 약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내 마감
공사에 사용된 자재들은 모두 폼알데하이드에서는 낮은 방출량을 보였으나,
TVOC의 방출량은 폼알데하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방출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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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 평형 중에서 43평형이 평균 83.44㎍/㎥로 다른 평형보다 폼알데하이드
가 높게 방출되었으며,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은 43평형이 평균 754.72㎍/
㎥로 32평형 509.50㎍/㎥나 24평형 520.22㎍/㎥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43평
형에 시공된 실내마감자재가 24평형이나 32평형보다 오염물질 방출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4)24평의 경우 실내오염물질 방출강도는 저층부<중층부<고층부 순으로 많
이 방출되었으며,32평은 중층부<저층부<고층부 순이고,43평은 고층부<중
층부<저층부 순으로 방출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각 평수의 위치에 따른 방
출강도가 틀리게 나타난 이유는 실내마감자재 및 가구등의 반입시기와 시공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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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실실실내내내마마마감감감자자자재재재의의의 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방방방출출출강강강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본 장은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 중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폼알데하이드와 TVOC를 중심으로,3장의 신축공
동주택 실내공기환경 현장측정 결과,오염물질 방출량이 가장 높은 43평형의
단일 및 복합자재 오염물질 방출강도 실험을 실시하였다.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강도 실험은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시험방법에 맞게 설계․제작
된 소형챔버를 이용하였다.20ℓ 챔버 4개를 준비하여,각 챔버에 43평형 실
내마감자재인 타일,마루바닥재,벽지,MDF에 시공된 각 접착제를 사용하여
설치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복합자재의 TVOC및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변화
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444...111소소소형형형챔챔챔버버버에에에 의의의한한한 건건건축축축자자자재재재 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방방방출출출강강강도도도 분분분석석석

444...111...111건건건축축축자자자재재재 방방방출출출강강강도도도 실실실험험험 기기기기기기

시험장치는 항온항습조 내에는 총 12개의 소형챔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2단
으로 설계되었으며,챔버실,재료보관실,공기공급장치,공기필터장치,습도조
절 및 분배장치,유량조절 및 채취실,항온항습기계실 등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항온항습조 내의 공기는 외부공기를 끌어들여 HEPA 필터에 의해 청정
하게 공급되고,측정 조건에 따라 25±1℃,50±5%로 유지된다.<표 4,1>
은 건축자재 방출강도 실험 기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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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규격 명칭 규격

MFC 볼
유량계

SW×12ea,MR-5000×2ea 200cc×12ea

소형
챔버

채취용
펌프

20ℓ,SUS×4ea SIBATA Σ 30×4ea

<표 4.1> 건축자재 방출강도 실험 기기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및 TVOC방출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운전조건은 <표 4.2>와 같으며,건축자재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
의 채취방법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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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호(단위)
실험조건

TVOC HCHO
채취용량 V(ℓ) 4.5 4.5
채취시간 T(min) 30 30
채취유량 Q(㎖/min) 150 150
환 기 량 q(㎥/hr) 0.02
환기회수 N(회/hr) 0.5
챔버용적 v(㎥) 0.02
부 하 율 L(㎥/㎡) 2(액상은 0.4)
시료크기 A(㎡) 0.0225×2개
온 도 Temp.(℃) 25±1
상대습도 RH(%) 50±5

<표 4.2> 소형챔버의 실험 조건

채취
HCHO ․2,4-DNPH SilicaCartridge(Supelco,S10,U.S.A)

․오존 스크루버(Waters,U.S.A)

TVOC ․Tenax-TA(60/80mesh,Supelco,U,S.A)

샘플링
HCHO ․디지털 미량펌프(SibataMP-∑30)

150㎖/min으로 30분 동안 총 4.5ℓ

TVOC ․디지털 미량펌프(SibataMP-∑30)
150㎖/min으로 30분 동안 총 4.5ℓ

보관 ․4℃이하 냉장고에 보관(차광용 보관용기에 개별포장)

<표 4.3> 건축자재 오염물질 채취방법

444...111...222건건건축축축자자자재재재 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방방방출출출강강강도도도 실실실험험험

오염물질 방출강도가 높은 43평형의 건축자재 중 실내공기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실내마감자재를 파악하여 마감자재의 방출강도와 특성 그리고 시
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를 분석하였다.
소형챔버를 이용한 오염물질 방출량 실험에는 현장에 사용된 실내마감재 중
벽지,초배지와 벽지 접착제 2종,온돌마루바닥재와 바닥 접착제 1종,타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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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제,MDF,목공용 접착제를 대상으로 소형챔버 실험을 실시하였다.현장에
시공된 마감재의 종류,마감재의 오염물질 방출강도와 건축자재 인증등급은
<표 4.4>와 같다.

시료종류 HCHO
방출강도(㎎/㎡․h) 등급 TVOC

방출강도(㎎/㎡․h) 등급

마루 0.006 최우수 0.112 우수
마루접착제 0.030 최우수 1.670 일반1
벽지 0.001 최우수 0.030 최우수

벽지접착제 0.001 최우수 0.012 최우수
타일접착제 0.006 최우수 8.574 일반2
MDF 0.012 최우수 0.821 일반1

목공용 접착제 0.008 최우수 0.288 우수

<표 4.4> 실내마감자재 오염물질 방출강도 및 인증등급

S아파트 43평형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폼알데하이드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나,TVOC에서 마루와 목공용 접착제는 우수 등급이며 마루접착제와
MDF는 일반1등급,타일접착제가 일반2등급의 오염물질 방출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단일자재의 방출강도를 참고하여 복합자재의 방출강도를 분석
하기 위해 <표 4.5>와 같이 건축마감자재 시편을 제작하였으며,시간경과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강도를 분석하였다.

A-마감 B-마감 C-마감 D-마감

타일
+

타일 접착제

마루바닥재
+

마루 접착제

실크벽지
+

목공용 접착제
+

초배지
+

벽지접착제

MDF
+

목공용 접착제

<표 4.5> S아파트 43평형 복합 건축자재

A마감,B마감,C마감,D마감인 복합 건축자재 시료를 <표 4.6>과 같이 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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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A-마감 B-마감

C-마감 D-마감

<표 4.6> 복합 건축자재 시료 제작 및 고정

A마감자재는 타일과 S아파트 43평형의 마감자재 중 단일 방출강도가 가장 높
은 일반2등급의 타일접착제로 제작하였으며,B마감자재는 마루바닥재와 일반1
등급의 마루바닥 접착제로 제작하였다.C마감자재는 실크벽지와 초배지 벽지접
착제 그리고 현장에서 실크벽지에 사용된 목공용 접착제로 제작하였고,D마감
자재는 일반1등급의 MDF와 실크벽지에 같이 사용된 목공용 접착제로 제작하
였다.
A,D,C,D마감의 각 종류별 복합 건축자재들은 1,3,5,7,10,15,20,25,30
일차 동안 시간경과에 따른 실내마감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강도를 측정 분석하
였다<표 4.7>.

1일차 3일차 5일차 7일차 10일차 15일차 20일차 25일차 30일차

<표 4.7> 시간경과에 따른 복합 건축자재 측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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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실실실내내내마마마감감감자자자재재재 방방방출출출강강강도도도 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444...222...111AAA마마마감감감자자자재재재 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타일과 타일접착제로 제작된 A마감자재의 1일에서 30일까지 시간경과에 따
른 마감구성재의 HCHO와 TVOC방출강도 그리고 6종 VOCs방출량 결과이
다<표 4.8>.HCHO의 농도는 1일차와 3일차 0.002㎎/㎡․h,5일차 0.003㎎/
㎡․h방출 되었으며,7,10,15,20일차는 0.001㎎/㎡․h방출되었다.또한 25
일차와 30일차는 HCHO가 방출되지 않았다.시간경과에 따른 HCHO의 방출
강도는 20일차에서 25일차 사이 더 이상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그
러나 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2등급의 타일접착제로 인하여 매우 높
은 방출강도를 보였다.1일차에 7.217㎎/㎡․h이며,3일차에는 조금 낮아진
5.441㎎/㎡․h,5일차 4.246㎎/㎡․h,7일차 3.313㎎/㎡․h,10일차 3.000㎎/
㎡․h,15일차 3.447㎎/㎡․h,20일차 2.341㎎/㎡․h,25일차 2.423㎎/㎡․h,30
일차 2.238㎎/㎡․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A마감재의 경우 TVOC는 시간경
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방출강도가 감소하고 있었다.

HCHO
(㎎/㎡․h)

TVOC
(㎎/㎡․h)

6종 VOCs방출량 (㎍/㎥)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틸렌

1일차 0.002 7.271 0.000 324.134 156.877 297.824 19.483
3일차 0.002 5.441 0.000 189.911 90.395 168.731 10.751
5일차 0.003 4.246 0.000 102.680 49.502 53.889 3.939
7일차 0.001 3.313 0.000 94.128 33.889 65.912 4.908
10일차 0.001 3.000 0.000 44.722 27.432 50.964 3.532
15일차 0.001 3.447 0.000 49.018 29.099 55.768 3.757
20일차 0.001 2.341 0.000 22.280 17.080 31.362 2.272
25일차 0.000 2.423 0.000 24.408 14.667 29.861 2.699
30일차 0.000 2.238 0.000 14.866 14.352 27.465 2.132

<표 4.8> A마감자재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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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HCHO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그림 4.2)는 TVOC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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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A마감자재 HCHO 방출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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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A마감자재 TVOC 방출 변화량

444...222...222BBB마마마감감감자자자재재재 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마루바닥재와 마루접착제로 제작된 B마감자재의 1일에서 30일까지 시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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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마감구성재의 HCHO와 TVOC 방출강도 그리고 6종 VOCs방출량
결과이다<표 4.9>.HCHO의 농도는 1일차 0.013㎎/㎡․h,3일차 0.018㎎/㎡․
h,5일차 0.015㎎/㎡․h,7일차 0.014㎎/㎡․h,10일차 0.008㎎/㎡․h,15일차
0.015㎎/㎡․h,20일차는 0.008㎎/㎡․h이며,25일차와 30일차는 0.010㎎/㎡․h
로 방출되었다<표 4.9>.시간경과에 따른 HCHO의 방출강도는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1등급의 마루접착제로 인
하여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1일차에 4.013㎎/㎡․h이며,3일차에는 1/2이상
낮아진 1.450㎎/㎡․h,5일차 1.129㎎/㎡․h,7일차 0.919㎎/㎡․h,10일차
0.668㎎/㎡․h,15일차 0.896㎎/㎡․h,20일차 0.580㎎/㎡․h,25일차 0.455㎎/
㎡․h,30일차 0.318㎎/㎡․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

HCHO
(㎎/㎡․h)

TVOC
(㎎/㎡․h)

6종 VOCs방출량 (㎍/㎥)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틸렌

1일차 0.013 4.013 0.000 156.658 193.693 1115.074 7.330
3일차 0.018 1.450 0.000 36.372 53.196 448.721 2.835
5일차 0.015 1.129 0.000 21.746 44.879 359.478 2.994
7일차 0.014 0.919 0.000 20.462 29.312 247.183 2.170
10일차 0.008 0.668 0.000 7.049 23.396 199.488 1.580
15일차 0.015 0.896 0.000 12.708 27.806 237.251 2.010
20일차 0.008 0.580 0.000 2.851 18.812 167.086 1.236
25일차 0.010 0.455 0.000 0.147 13.421 121.998 0.685
30일차 0.010 0.318 0.000 0.000 9.120 85.817 0.369

<표 4.9> B마감자재 실험 결과

(그림 4.3)은 HCHO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그림 4.4)는 TVOC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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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마감자재 HCHO 방출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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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B마감자재 TVOC 방출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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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벽지,초배지와 벽지접착제 그리고 목공용 접착제로 제작된 C마감자재의
1일에서 30일까지 시간경과에 따른 마감 구성재의 HCHO와 TVOC방출강도
그리고 6종 VOCs방출량 결과는 <표 4.10>과 같이 HCHO의 농도는 1일차
0.272㎎/㎡․h,3일차 0.252㎎/㎡․h,5일차 0.181㎎/㎡․h,7일차 0.218㎎/㎡․
h,10일차 0.122㎎/㎡․h,15일차 0.142㎎/㎡․h,20일차는 0.101㎎/㎡․h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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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차 0.087㎎/㎡․h,30일차 0.082㎎/㎡․h로 방출되었다.시간경과에 따른
HCHO의 방출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으나 단일자재 최우수등급 실크벽지
에 있어 매우 높은 방출량을 나타내고 있었다.TVOC는 1일차에 1.479㎎/
㎡․h이며,3일차에는 조금 낮아진 1.006㎎/㎡․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5일
차부터 방출강도가 많이 감소된 0.187㎎/㎡․h,7일차 0.082㎎/㎡․h,10일차
0.055㎎/㎡․h,15일차 0.114㎎/㎡․h,20일차 0.044㎎/㎡․h,25일차 0.032㎎/
㎡․h,30일차 0.011㎎/㎡․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

HCHO
(㎎/㎡․h)

TVOC
(㎎/㎡․h)

6종 VOCs방출량 (㎍/㎥)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틸렌

1일차 0.272 1.479 0.000 18.096 1.194 1.980 4.547
3일차 0.252 1.006 0.904 41.230 1.434 10.592 1.444
5일차 0.181 0.187 0.000 0.000 0.030 0.514 0.050
7일차 0.218 0.082 0.000 0.000 0.000 0.493 0.050
10일차 0.122 0.055 0.000 0.046 0.000 0.448 0.050
15일차 0.142 0.114 0.000 1.510 0.026 0.015 0.050
20일차 0.101 0.044 0.000 0.716 0.000 0.012 0.050
25일차 0.087 0.032 0.000 1.144 0.000 0.010 0.010
30일차 0.082 0.011 0.000 0.165 0.000 0.010 0.010

<표 4.10> C마감자재 실험 결과

(그림 4.5)는 HCHO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그림 4.6)은 TVOC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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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C마감자재 HCHO 방출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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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C마감자재 TVOC 방출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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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와 목공용 접착제로 제작된 D마감자재의 1일에서 30일까지 시간경과에
따른 마감 구성재의 HCHO와 TVOC방출강도 그리고 6종 VOCs방출량 결
과이다<표 4.11>.HCHO에서 1일차 0.009㎎/㎡,3일차 0.012㎎/㎡․h,5일차
0.016㎎/㎡․h,7일차 0.020㎎/㎡,10일차 0.020㎎/㎡,15일차 0.024㎎/㎡,20일
차 0.010㎎/㎡․h, 25일차 0.007㎎/㎡,30일차 0.009㎎/㎡로 시간경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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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O의 방출강도를 보였다<표 4.11>.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1의
MDF로 인하여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1일차에 4.152㎎/㎡․h이며,3일차에
는 1/2이상 낮아진 1.503㎎/㎡․h의 방출강도를 나타냈다.D마감자재도 5일차
부터 방출강도가 많이 감소된 0.531㎎/㎡․h,7일차 0.252㎎/㎡․h,10일차
0.337㎎/㎡․h,15일차 0.260㎎/㎡․h,20일차 0.055㎎/㎡․h,25일차 0.007㎎/
㎡․h,30일차 0.005㎎/㎡․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

HCHO
(㎎/㎡․h)

TVOC
(㎎/㎡․h)

6종 VOCs방출량 (㎍/㎥)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틸렌

1일차 0.009 4.152 0.647 65.092 7.092 12.865 2.430
3일차 0.012 1.503 0.000 28.618 2.667 4.777 0.326
5일차 0.016 0.531 0.020 5.856 0.757 1.083 0.050
7일차 0.020 0.252 0.065 8.303 0.618 1.108 0.041
10일차 0.020 0.337 0.010 2.439 0.156 0.120 0.040
15일차 0.024 0.260 0.000 1.462 0.120 0.090 0.000
20일차 0.010 0.055 0.000 0.714 0.110 0.080 0.000
25일차 0.007 0.007 0.000 0.000 0.090 0.060 0.000
30일차 0.009 0.005 0.000 0.265 0.020 0.030 0.000

<표 4.11> D마감자재 실험 결과

(그림 4.7)은 HCHO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그림 4.8)은 TVOC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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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마감자재 HCHO 방출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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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D마감자재 TVOC 방출 변화량 

각 마감자재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그림 4.9)는 HCHO의 시간경과에 따른
각 마감자재의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그림 4.10)은 각
마감자재의 시간경과에 따른 TVOC 방출강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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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각 마감자재 HCHO 방출 변화량 

HCHO 방출량은 (그림 4.9)와 같이 A마감자재<B마감자재<D마감자재<C마감
자재 순으로 높게 방출되었으며,A,B,D마감자재의 방출량은 C마감자재에 비
하여 미비한 수준이었다.TVOC 방출량은 C마감자재<B마감자재<D마감자재
<A마감자재 순으로 높게 방출되었다.(그림 4.10)에서 모든 마감자재의 TVOC
방출강도는 시간경과 따라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감소 기울기는 B마
감자재와 D마감자재가 비슷한 기울기로 가장 높았으며,다음 가장 높은 방출강
도를 보인 A마감자재,그 다음이 낮은 방출강도를 보인 C마감자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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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각 마감자재 TVOC 방출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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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소소소 결결결

본 실험은 3장에서 실시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의 측정결과 오염물
질 방출강도가 높은 43평형의 건축마감자재 중 실내공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실내마감자재를 파악하여 마감자재의 방출강도와 특성 그리고 시간경과
에 따른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1)A마감자재 -HCHO의 농도는 1일차와 3일차 0.002㎎/㎡․h,5일차 0.003㎎
/㎡․h방출 되었으며,7,10,15,20일차는 0.001㎎/㎡․h방출되었다.또한
25일차와 30일차는 HCHO가 방출되지 않았다.시간경과에 따른 HCHO의 방
출강도는 20일차에서 25일차 사이 더 이상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2등급의 타일접착제로 인하여 매우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1일차에 7.217㎎/㎡․h이며,3일차에는 조금 낮아진
5.441㎎/㎡․h,5일차 4.246㎎/㎡․h,7일차 3.313㎎/㎡․h,10일차 3.000㎎/
㎡․h,15일차 3.447㎎/㎡․h,20일차 2.341㎎/㎡․h,25일차 2.423㎎/㎡․h,30
일차 2.238㎎/㎡․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A마감재의 경우 TVOC는 시간경
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방출강도가 감소하고 있었다.

2)B마감자재 -HCHO의 농도는 1일차 0.013㎎/㎡․h,3일차 0.018㎎/㎡․h,
5일차 0.015㎎/㎡․h,7일차 0.014㎎/㎡․h,10일차 0.008㎎/㎡․h,15일차
0.015㎎/㎡․h,20일차는 0.008㎎/㎡․h이며,25일차와 30일차는 0.010㎎/㎡․h
로 방출되었다.시간경과에 따른 HCHO의 방출강도는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1등급의 마루접착제로 인하여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1일차에 4.013㎎/㎡․h이며,3일차에는 1/2이상 낮아진
1.450㎎/㎡․h,5일차 1.129㎎/㎡․h,7일차 0.919㎎/㎡․h,10일차 0.668㎎/
㎡․h,15일차 0.896㎎/㎡․h,20일차 0.580㎎/㎡․h,25일차 0.455㎎/㎡․h,30
일차 0.318㎎/㎡․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

3)C마감자재 - HCHO의 농도는 1일차 0.272㎎/㎡․h,3일차 0.252㎎/㎡․h,
5일차 0.181㎎/㎡․h,7일차 0.218㎎/㎡․h,10일차 0.122㎎/㎡․h,15일차
0.142㎎/㎡․h,20일차는 0.101㎎/㎡․h이며,25일차 0.087㎎/㎡․h,3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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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h로 방출되었다.시간경과에 따른 HCHO의 방출강도는 점점 낮
아지고 있었으나 단일자재 최우수등급 실크벽지에 있어 매우 높은 방출량을
나타내고 있었다.TVOC는 1일차에 1.479㎎/㎡․h이며,3일차에는 조금 낮아
진 1.006㎎/㎡․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5일차부터 방출강도가 많이 감소된
0.187㎎/㎡․h,7일차 0.082㎎/㎡․h,10일차 0.055㎎/㎡․h,15일차 0.114㎎/
㎡․h,20일차 0.044㎎/㎡․h,25일차 0.032㎎/㎡․h,30일차 0.011㎎/㎡․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

4)D마감자재 - HCHO에서 1일차 0.009㎎/㎡,3일차 0.012㎎/㎡․h,5일차
0.016㎎/㎡․h,7일차 0.020㎎/㎡,10일차 0.020㎎/㎡,15일차 0.024㎎/㎡,20일
차 0.010㎎/㎡․h, 25일차 0.007㎎/㎡,30일차 0.009㎎/㎡로 시간경과에 따른
HCHO의 방출강도를 보였다.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1의 MDF로
인하여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1일차에 4.152㎎/㎡․h이며,3일차에는 1/2이
상 낮아진 1.503㎎/㎡․h의 방출강도를 나타냈다.D마감자재도 5일차부터 방
출강도가 많이 감소된 0.531㎎/㎡․h,7일차 0.252㎎/㎡․h,10일차 0.337㎎/
㎡․h,15일차 0.260㎎/㎡․h,20일차 0.055㎎/㎡․h,25일차 0.007㎎/㎡․h,30
일차 0.005㎎/㎡․h의 방출강도를 보였다.

5)HCHO 방출량은 A마감자재<B마감자재<D마감자재<C마감자재 순으로 높
게 방출되었으며,A,B,D마감자재의 방출량은 C마감자재에 비하여 미비한
수준이었다.TVOC 방출량은 C마감자재<B마감자재<D마감자재<A마감자재
순으로 높게 방출되었다.

6)모든 마감자재의 TVOC방출강도는 시간경과 따라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감소 기울기는 B마감자재와 D마감자재가 비슷한 기울기로 가장 높
았으며,다음 가장 높은 방출강도를 보인 A마감자재,그 다음이 낮은 방출강
도를 보인 C마감자재 순이었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방출강도 변화는
오염물질이 높게 방출하는 자재에서 큰 폭으로 낮아지는 기울기를 보였다.
그리고 방출량이 낮은 자재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그 감소기울기의
변화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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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든 마감자재의 1일차에서 방출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일차부터
7일차까지 TVOC의 방출강도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모든 마감
자재가 1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양생 과정 중 화학작용이 계속된다고 사료된
다.7일차 이후 각 마감자재가 양생되고부터 오염물질 방출강도의 감소율은
미비한 수준이었다.이는 마감자재 자체의 물질로 인한 오염물질 방출강도로
보여 진다.따라서 시공 현장에서 실내마감자재의 신축 후 최소 7일의 시간
경과 이후에 입주자들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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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최근 신축공동주택에서의 실내공기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건물병증후
군(SickBuildingSyndrome:SBS)및 새집증후군(SickHouseSyndrome:
SHS)과 같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또한 현대
인들은 하루 중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웰빙
(well-being)이라는 새로운 생활문화가 등장하면서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그리고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에 대한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환경부에서 2003년 4월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표하였고,2004년 5월
30일부로 시행하고 있다.이에따라 국내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지하상가,도
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실내주차장,터미널 및 대합실,보육시설,장
례식장,찜질방,대형상가 등)의 17개시설을 비롯하여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
여 그 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본 연구는 신축 공동주택건물을 대상으로 실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대표
적인 물질인 HCHO와 TVOC의 오염농도를 현장측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의 측정결과 오염물질 방출강도가 높은 평형의
건축마감자재 중 실내공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실내마감자재를 파악하
여 마감자재의 방출강도와 특성 그리고 시간경과에 따른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111)))신신신축축축공공공동동동주주주택택택의의의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환환환경경경 현현현장장장측측측정정정

측정은 입주 15일전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저층부,중층부,고층부를
24,32,43평형별로 각 1세대씩 총 9세대를 측정하였다.측정결과 폼알데하이
드(HCHO)는 24평형에서 저층부<중층부<고층부 순으로 높은 방출량를 보였
고,32평형은 중층부<저층부<고층부 순으로 높았다.43평형은 24평형,32평
형과 다르게 고층부의 방출량이 가장 낮았으며,중층부와 고층부 순으로 높



- 77 -

은 방출강도를 보였다.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24평형에서 저층부의 방
출강도가 가장 낮았으며,다음 중층부와 고층부 순으로 방출량을 나타냈다.
32평형은 중층부<저층부<고층부 순으로 높은 방출량을 보였고 32평형의 고
층부는 24평형의 고층부와 마찬가지로 환경기준치(500㎍/㎥)를 초과하였다.
43평형에서 고층부의 TVOC의 방출량이 가장 낮았으며,환경기준치를 초과
한 중층부,저층부의 순이었다.특히 43평형의 저층부는 환경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평수의 위치에 따른 방출강도가 틀리게 나타
난 이유는 실내마감자재 및 가구 등의 반입시기와 아파트 현장 실내마감공사
의 시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세대가 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실내마감공사 시 한 업체에서 모든 마감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에 따라 마감공사의 공정이 달라 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획일적인 마
감공사의 공정과 그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22)))실실실내내내마마마감감감자자자재재재 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방방방출출출 강강강도도도 분분분석석석

현장측정에서의 높은 방출량을 보인 43평형 4종류의 실내마감자재를 제작하
여 각 자재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를 분석하였다.

A마감자재(타일,타일접착제)-HCHO의 농도는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약하
게 방출 되었으며,25일차와 30일차는 HCHO가 방출되지 않았다.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2등급의 타일접착제로 인하여 매우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5일차부터 7일차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10일차부터 30일차까지
방출강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B마감자재(마루바닥재,마루접착제)-HCHO의 방출강도는 매우 낮았으며,
20일차에서 30일차는 최우수등급의 방출강도를 나타냈다.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1등급의 마루접착제로 인하여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

C마감자재(실크벽지,초배지,벽지접착제,목공용 접착제)-HCHO의 방출
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으나 단일자재 최우수등급 실크벽지에 있어 매우
높은 방출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TVOC는 다른 자재와 달리 낮은 방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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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냈으며,30일차에서 최우수등급의 방출강도를 나타냈다.

D마감자재(MDF,목공용 접착제)-HCHO에서 A마감자재,B마감자재와 마
찬가지로 매우 낮은 최우수등급의 방출강도를 보였다.TVOC는 건축자재 인
증등급 일반1의 MDF로 인하여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D마감자재도 5일차
부터 방출강도가 많이 감소되었으며,30일차에서는 최우수등급의 방출강도를
보였다.

HCHO방출량은 A마감자재<B마감자재<D마감자재<C마감자재 순으로 높게
방출되었으며,A,B,D마감자재의 방출량은 C마감자재에 비하여 미비한 수준
이었다.TVOC방출량은 C마감자재<B마감자재<D마감자재<A마감자재 순으
로 높게 방출되었다.모든 마감자재의 TVOC 방출강도는 시간경과 따라 감
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감소 기울기는 B마감자재와 D마감자재가 비슷한
기울기로 가장 높으며,다음 가장 높은 방출강도를 보인 A마감자재,그 다음
이 낮은 방출강도를 보인 C마감자재 순이었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방
출강도 변화는 오염물질이 높게 방출하는 자재에서 큰 폭으로 낮아지는 기
울기를 보였다.그리고 방출량이 낮은 자재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그 감소기울기의 변화는 미비한 수준이었다.또한 모든 마감자재의 1일차에
서 방출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일차부터 7일차까지 TVOC의 방출강
도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모든 마감자재가 1일차부터 7일차까
지의 양생 과정 중 화학작용이 계속된다고 사료된다.7일차 이후 각 마감자
재가 양생되고부터 오염물질 방출강도의 감소율은 낮아지고 있었다.이는 마
감자재 자체의 물질로 인한 오염물질 방출강도로 보여 진다.따라서 시공 현
장에서 실내마감자재의 신축 후 최소 7일의 시간경과 이후에 입주자들의 입
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실내마감자재의 시공 초기단계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으므로 건축마감자재의 선정과 시공 조건에 따른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실내공기개선을 위해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신축 후 관
리가 이루어진다면 신축공동주택의 건강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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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초초초 록록록

신신신축축축공공공동동동주주주택택택 실실실내내내마마마감감감자자자재재재의의의
공공공기기기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방방방출출출특특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축공학과

설비 및 환경 전공
박태신

지도교수 이언구

최근 신축공동주택에서의 실내공기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건물병증후
군(SickBuildingSyndrome:SBS)및 새집증후군(SickHouseSyndrome:
SHS)과 같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또한 현대
인들은 하루 중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웰빙
(well-being)이라는 새로운 생활문화가 등장하면서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그리고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에 대한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환경부에서 2003년 4월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표하였고,2004년 5월
30일부로 시행하고 있다.이에따라 국내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지하상가,도
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실내주차장,터미널 및 대합실,보육시설,장
례식장,찜질방,대형상가 등)의 17개시설을 비롯하여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
여 그 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본 연구는 신축 공동주택건물을 대상으로 실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대표
적인 물질인 HCHO와 TVOC의 오염농도를 현장측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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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의 측정결과 오염물질 방출강도가 높은 평형의
건축마감자재 중 실내공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실내마감자재를 파악하
여 마감자재의 방출강도와 특성 그리고 시간경과에 따른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111)))신신신축축축공공공동동동주주주택택택의의의 실실실내내내공공공기기기환환환경경경 현현현장장장측측측정정정

측정은 입주 15일전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저층부,중층부,고층부를
24,32,43평형별로 각 1세대씩 총 9세대를 측정하였다.측정결과 폼알데하이
드(HCHO)는 24평형에서 저층부<중층부<고층부 순으로 높은 방출량를 보였
고,32평형은 중층부<저층부<고층부 순으로 높았다.43평형은 24평형,32평
형과 다르게 고층부의 방출량이 가장 낮았으며,중층부와 고층부 순으로 높
은 방출강도를 보였다.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24평형에서 저층부의 방
출강도가 가장 낮았으며,다음 중층부와 고층부 순으로 방출량을 나타냈다.
32평형은 중층부<저층부<고층부 순으로 높은 방출량을 보였고 32평형의 고
층부는 24평형의 고층부와 마찬가지로 환경기준치(500㎍/㎥)를 초과하였다.
43평형에서 고층부의 TVOC의 방출량이 가장 낮았으며,환경기준치를 초과
한 중층부,저층부의 순이었다.특히 43평형의 저층부는 환경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평수의 위치에 따른 방출강도가 틀리게 나타
난 이유는 실내마감자재 및 가구 등의 반입시기와 아파트 현장 실내마감공사
의 시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세대가 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실내마감공사 시 한 업체에서 모든 마감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에 따라 마감공사의 공정이 달라 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획일적인 마
감공사의 공정과 그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22)))실실실내내내마마마감감감자자자재재재 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방방방출출출 강강강도도도 분분분석석석

현장측정에서의 높은 방출량을 보인 43평형 4종류의 실내마감자재를 제작하
여 각 자재의 시간경과에 따른 방출강도를 분석하였다.

A마감자재(타일,타일접착제)-HCHO의 농도는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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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방출 되었으며,25일차와 30일차는 HCHO가 방출되지 않았다.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2등급의 타일접착제로 인하여 매우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5일차부터 7일차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10일차부터 30일차까지
방출강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B마감자재(마루바닥재,마루접착제)-HCHO의 방출강도는 매우 낮았으며,
20일차에서 30일차는 최우수등급의 방출강도를 나타냈다.TVOC는 건축자재
인증등급 일반1등급의 마루접착제로 인하여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

C마감자재(실크벽지,초배지,벽지접착제,목공용 접착제)-HCHO의 방출
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으나 단일자재 최우수등급 실크벽지에 있어 매우
높은 방출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TVOC는 다른 자재와 달리 낮은 방출강
도를 나타냈으며,30일차에서 최우수등급의 방출강도를 나타냈다.

D마감자재(MDF,목공용 접착제)-HCHO에서 A마감자재,B마감자재와 마
찬가지로 매우 낮은 최우수등급의 방출강도를 보였다.TVOC는 건축자재 인
증등급 일반1의 MDF로 인하여 높은 방출강도를 보였다.D마감자재도 5일차
부터 방출강도가 많이 감소되었으며,30일차에서는 최우수등급의 방출강도를
보였다.

HCHO방출량은 A마감자재<B마감자재<D마감자재<C마감자재 순으로 높게
방출되었으며,A,B,D마감자재의 방출량은 C마감자재에 비하여 미비한 수준
이었다.TVOC방출량은 C마감자재<B마감자재<D마감자재<A마감자재 순으
로 높게 방출되었다.모든 마감자재의 TVOC 방출강도는 시간경과 따라 감
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감소 기울기는 B마감자재와 D마감자재가 비슷한
기울기로 가장 높으며,다음 가장 높은 방출강도를 보인 A마감자재,그 다음
이 낮은 방출강도를 보인 C마감자재 순이었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방
출강도 변화는 오염물질이 높게 방출하는 자재에서 큰 폭으로 낮아지는 기
울기를 보였다.그리고 방출량이 낮은 자재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그 감소기울기의 변화는 미비한 수준이었다.또한 모든 마감자재의 1일차에
서 방출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일차부터 7일차까지 TVOC의 방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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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모든 마감자재가 1일차부터 7일차까
지의 양생 과정 중 화학작용이 계속된다고 사료된다.7일차 이후 각 마감자
재가 양생되고부터 오염물질 방출강도의 감소율은 낮아지고 있었다.이는 마
감자재 자체의 물질로 인한 오염물질 방출강도로 보여 진다.따라서 시공 현
장에서 실내마감자재의 신축 후 최소 7일의 시간경과 이후에 입주자들의 입
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실내마감자재의 시공 초기단계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으므로 건축마감자재의 선정과 시공 조건에 따른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실내공기개선을 위해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신축 후 관
리가 이루어진다면 신축공동주택의 건강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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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theproblem ofindoorairqualityinnew apartmenthouseshas
beenseriouslyraised,andisgrowingtothesocialproblem suchassick
buildingsyndrome(SBS)orsickhousesyndrome(SHS),bythreate-ning
thehealthofcitizens.Asmodernsstayindoorsformorethan80percent
oftimeinaday,itcanbeeasilyfoundoutthattheindoorpollutanthas
largeinfluenceonhumanbodies.Especially,theemergenceof‘well-being’
cultureisaugmentingthedemandforhealthylife.Theinterestinindoor
airquality isalsobeing increased,inorderforclearerandfresherair
environmenttobeprovided.InApril2003,‘IndoorAirControlRegulation
forMultiplexFacilities’wasenactedandpromulgatedbytheMinistryof
Environment,andcameintoeffectonMay30,2004.Accordingly,pollutant
substancessuchasvolatileorganiccompoundsorformaldehydemustbe
measuredandreportedtooccupantsobligatorilyin17typesofdomestic
multiplex facilities(subway stations,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libraries,museums,artgalleries,medicalinstitutions,indoorparkinglots,
terminalsand waiting rooms,nursery facilities,funeralfacilities,public
fomentationrooms,giantshoppingmalls,etc.)andnew apartment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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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100householdsormore.

In thisstudy,pollutantconcentrationsofHCHO and TVOC,asmain
substancesofcontaminatingindoorair,havebeenmeasuredonthespot,
regardingnew apartmenthouses.Subsequently,principalinteriorfinishing
materialswhichhavelargeinfluenceontheindoorairwereselectedina
unit with high pollutant emission rate,and their emission strength,
characteristicsandchangesontheamountofemission overtimehave
beencomparedandanalyzed.

111)))MMMeeeaaasssuuurrriiinnngggiiinnndddoooooorrraaaiiirrreeennnvvviiirrrooonnnmmmeeennntttiiinnnnnneeewww aaapppaaarrrtttmmmeeennnttthhhooouuussseeesss

Threedifferentscales(24,32and 43PY)ofunitslocated in lower,
middle and higherstories were measured,in 15 days advance to be
occupied.Theresultdemonstrated thattheamountsofemitted HCHO
follow thedescendingorderof‘upperstory>middlestory>lowerstory’
in24PY units,‘upperstory>lowerstory>middlestory’in32PYunits
and ‘middlestory > lowerstory > upperstory’in 43PY units.The
amountofemittedTVOCfollowedthedescendingorderof‘upperstory>
middlestory > lowerstory’in24PY unitsand‘upperstory > lower
story> middlestory’in32PY units.Theemissionratesof32PY unit
aswellas24PY unitin theupperstory exceededtheenvironmental
standardvalueof500㎍/㎥.Forthe43PYunit,thesmallestamountTVOC
wasemittedin theupperstory,followedby themiddlestory andthe
lowerstoryexceedingtheenvironmentalstandards,respectively.Particularly,
the43PY unitsemittedTVOCintwiceamountofenvironmentalstandard.
Thoseunitsin differentscalesand locationsshowed variousemission
strengths,presumably becauseinteriorfinishing materialsand furniture
werecarriedindifferentperiodsandtheconstructionscheduleforeach
unitwasdifferent.Itisinevitableforeachbuildingtohaveadifferent
processoffinishingconstructionwhenanapartmenthousehasa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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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ofhousehold.Thereforeaconsistentprocessoffinishingconstruc-
tionandthecorrespondingcontrolofindoorairqualityarerequired.

222)))AAAnnnaaalllyyyzzziiinnngggPPPooolllllluuutttaaannntttEEEmmmiiissssssiiiooonnnSSStttrrreeennngggttthhhooofffIIInnndddoooooorrrFFFiiinnniiissshhhiiinnngggMMMaaattteeerrriiiaaalllsss

Bymanufacturingfourkindsindoorfinishingmaterialsusedinthe43
PY unitwhichshowedhighemissionrate,theemissionstrengthofeach
materialhasbeenanalyzedovertime.

A FinishingMaterials(TilesandTileAdhesives)– HCHO wasemitted
faintlyfrom the1stdayto5thday,andtherewasnoemissionbetweenthe
25thdaytothe30thday.Duetothetileadhesiveinthegeneralclass2of
construction materialcertification rates,TVOC was strongly emitted.
Whileitemissionstrengthwasconsiderablyreducedfrom the5thdayto
the7thday,therewaslittlereductionfrom the10thdaytothe30thday.

BFinishingMaterials(FlooringMaterialsandFlooringAdhesives)– The
emissionstrengthofHCHO wasveryweak,andthebestclassemission
strengthappearedfrom the20th day the30th day.TVOC wasstrongly
emittedduetotheflooringadhesiveinthegeneralclass1ofconstruction
materialcertificationrates.

C FinishingMaterials(SilkWallpapers,Linings,WallpaperAdhesiveand
WoodworkAdhesive)– WhiletheemissionstrengthofHCHOwasbeing
reducedconstantly,thebestclasssilkwallpaperinasingularmaterial
showedveryhighemissionstrength.Unlikeothers,theemissionstrength
ofTVOCwasveryweak,andthebestclassappearedon30thday.

D FinishingMaterials(MDFandWoodworkAdhesive)– LikeA andB
finishingmaterials,theemissionstrengthofHCHO wasinthebestclass.
DuetotheMDF inthegeneralclass1ofconstructionmaterialc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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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tionrates,theemissionstrengthofTVOC washigh.Theemission
strengthofD finishingmaterialshasbeenalsoreducedfrom the5thday,
andthebestclassappearedonthe30thday.

The amountofemitted HCHO followed the descending orderof‘D
materials > B materials > A materials’,respectively.and amounts of
emittedmaterialsA,B andD wereminorcomparedtothematerialC.
The amountofemitted TVOC followed the descending order ofA
material> D material> B material> Cmaterial.Theemissionstrength
was decreasing overtime in allmaterials.The negative slopes were
similarlyhighestinbothmaterialB andmaterialD followedbymaterial
A,and thenegativeslopewaslowestin materialC.Overtime,the
negative slope was decreased more rapidly in materials with higher
emissionstrength,whiletheslopewasbarelydecreasedinmaterialswith
loweremission strengthafteritwas decreased to a certain level.The
emission strength on the1stday washighestin allmaterials,and the
reductionrateofemissionstrengthwashighestfrom the1stdaytothe7th

day in allmaterials.This is presumably because the chemicalaction
duringthecuringprocessismaintainedfrom the1stdaytothe7thdayin
allmaterials.Afterthecompletionofcurearoundthe7thday,theemission
strength ofpollutantwas decreased.This seems to be the emission
strengthofpollutantfrom thematerialitself.Thereforeitisassumedthat
movinginnew apartmenthousesshouldoccur7daysaftercompletingthe
constructionofinteriorfinishingmaterials.

Sinceaboveinteriorfinishing materialsofapartmenthouseshavevery
highconcentrationofpollutantsubstances,itisrequiredtoplantoreduce
pollutantsconsideringtheselectionoffinishingmaterialsandconstruction
conditions.Itisexpected fortheresultofthisstudy tocontributeto
maintainhealthyindoorairqualityinnew apartmenthou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