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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armfulness of HCHO (Formaldehyde) and VOCs (Volatile Organics Compounds) in indoor is important problem at the 

new houses and residential buildings. Specially, the concentration of HCHO and VOCs in indoor is showed great difference 

according to construction progress. This paper is preformed to investigate the concentration of HCHO and VOCs according to 

finishes and construction. This paper provide to fundamental data to be selected finishes without the effect of indoor air quality. 

  The field measuring and small camber experiment are used to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finishes materials according to 

construction in the new house is located Ansan, Korea from 27 September to 22 December, 2005. The HCHO concentration is 

showed below the standard all construction process. But the TVOC concentration is showed the great difference according to 

construction process. Specially, When the furniture, built-in chest of drawers and art-wall paper is installed, the TVOC 

concentration is showd in high concentration. The TVOC concentration is affected by flooring and wall adhes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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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신축공동주택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된 마감

자재에서의 실내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

데히드를 심으로 장측정과 분석을 행하 으며, 한 

장에서 사용된 각 마감자재의 정 한 성능 악을 해 

소형챔버 실험을 행하여 각 마감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과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검토하여 신축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 오염에 향을 미치는 마감자재를 선별할 수 

있는 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차

장측정은 안산에 치한 신축 인 H아 트를 상으

로 하 다. 측정 상 아 트는 총 9개의 동으로 구성되었

으며 ㅁ자형태의 구조로 측정 상 세 는 로변에 면한 

    * 앙 학교 건설 학원

   ** 부산 학교 산업건축학과 공학박사

  *** 부산 학교 산업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창신 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앙 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이 연구는 2004년도 차세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과제번호:2004-013-041-035)  

301동으로 인근에 염색공장이 치하는 등 공장지 에 

인 하여 외기조건이 좋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측정

상 세 의 선정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상 단일세 내 

동일 라인상에 치한 층, 층,  고층으로 측정 상 

104동에 202호, 1001호, 1002호, 1003호, 2103호 5세 로 

층, 층, 고층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 다. 

그림1. 측정 상 아 트 세 치와 평면도

 

2. 마감공종별 장 측정  분석

2.1 마감공종별 장 측정

 시공단계에서의 실내공기질에 향을 미치는 건축자재

의 분석을 해 각 마감공종별(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

공사, 가구공사) 장 측정을 통한 시공단계 계산모듈의 

보완과 시공단계에서의 실내공기질 추가  보완을 도출



- 742 -

하 다. 2005년 9월 27일 1차( 비)측정을 시작으로 총 7

차에 걸쳐 마감공종별 실내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하

다. 그리고 각 세 별 공동주택 장에서 사용된 실내마

감재의 폼알데하이드와 TVOC 방출량 소형챔버실험은 

2006년 4월 17일 시작하 다.

측정일자 시공 진행 일정 측정장소 시공 황

1차 

측정
9.27 비실험 외기,202,1002

2차 

측정
10.12 배  가구 일부 반입 외기,202,1002

3차 

측정
10.21 

천장 도배 완료(거실제외), 

신발장 반입
외기,202,1002

4차 

측정

11.16

11.18 
벽면 도배, 가구  문짝 반입

외기,202,1002,

2102

5차 

측정
12.02

거실 마루바닥  침실 륨바닥 

시공완료, 

2102호 벽면도배 완료

(1003호 : 벽면도배 당일오

완료, 1001호 거실벽면도배 미

시공)

외기,202,1001,

1002,1003,2102

6차 

측정

12.13

12.15

1001호 거실 일부 벽면도배 

미시공, 가구 문짝 반입

외기,202,1001,

1002,1003,2102

7차 

측정
12.22

바닥 착제의 방출량 측정을 

해 보호용 덮개를 제거하여 

측정

외기,202,1001,

1002,1003,2102

표1. 마감공종별 장측정 황

2.2 장측정 오염물질 방출량 분석

1차 측정시 202호의 경우 TVOC는 293.82㎍/㎥로, 

HCHO는 101.43㎍/㎥로 나타났다. 시범세 의 경우 마감

이 종료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 으로 TVOC는 633.67㎍

/㎥로, HCHO는 68.57㎍/㎥로 나타나 다 이용시설  신

축공동  주택의 TVOC기 인 500㎍/㎥을 과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HCHO는 기 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2차 측정시 배지와, 마감용 Art-Wall, 주방가구가 시

공된 202호와 1002호의 실측된 실내공기오염 방출량은 

202호의 경우 TVOC는 1338.28㎍/㎥로, HCHO는 92.55㎍

/㎥로 나타났으며 1002호의 경우 TVOC는 1160.18㎍/㎥

로, HCHO는 81.67㎍/㎥의 농도분포로 Art-Wall  주방

가구가 시공된 2차 측정결과에서는 HCHO와 TVOC 방

출량이 2배이상  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차수

          
     항목

장소

온도
(℃)

습도
(%)

HCHO TVOC

VOC's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 스티

1차

외기 21.3 55 15.48 130.43 0.0 38.932 6.313 11.586 0.0

시범세 22.8 46 68.57 633.67 0.0 152.230 12.905 28.485 0.0

202호 22.8 52 101.43 293.82 0.0 44.014 19.512 99.895 0.0

2차

외기 20.6 57 13.10 874.57 0.0 34.397 3.657 7.847 0.920

202호 21.5 53 92.55 1338.28 0.0 645.805 14.474 29.280 27.743

1002호 22.7 40 81.67 1160.18 0.0 734.56 13.351 25.704 36.405

3차

외기 15.4 66 8.10 938.21 0.0 26.251 4.509 11.586 0.0

202호 17.7 65.5 87.14 717.03 0.0 478.201 8.916 28.485 11.632

1002호 18.1 65.4 123.10 754.90 0.0 502.824 9.344 99.895 11.664

4차

외기 11.8 21.4 10.71 372.04 0.000 215.812 3.819 12.109 8.307 

202호 15.4 24 35.71 1164.83 2.475 329.218 10.577 60.993 38.339 

1002호 17.4 27.8 70.24 1092.19 2.164 352.323 11.548 47.166 48.281 

2102호 16.8 20.8 54.76 5051.27 2.149 304.927 10.298 32.451 24.616 

5차

외기 2.4 19 4.76 89.31 1.293 16.668 1.958 6.280 1.791 

202호 13.5 14.1 19.05 831.34 1.861 210.494 9.055 24.910 8.597 

1001호 14.4 33.2 57.62 1672.13 2.094 380.022 16.227 45.487 15.033 

1002호 14.9 30 41.97 1793.42 2.013 315.506 16.490 43.961 19.561 

1003호 15.3 28.9 37.86 2086.46 2.144 414.442 14.957 39.306 12.110 

2102호 16.1 32.5 62.62 2009.65 1.985 336.792 18.428 57.997 22.227 

6차

외기 2.4 19 2.86 80.66 1.079 26.677 3.576 9.808 0.411 

202호 13.5 14.1 8.81 438.60 1.299 112.335 12.482 26.173 5.462 

1001호 14.4 33.2 26.67 851.47 1.837 228.551 23.775 46.414 9.365 

1002호 14.9 30 20.71 1442.15 2.462 253.427 113.727 196.867 12.985 

1003호 15.3 28.9 12.14 1051.18 2.411 219.677 52.640 91.723 13.408 

2102호 16.1 32.5 14.52 1150.36 2.545 264.822 53.856 104.443 10.847 

7차

외기 2.4 19 5.95 27.82 0.000 3.141 0.459 1.345 0.390 

202호 13.5 14.1 13.38 1066.97 2.406 260.614 113.080 191.229 23.731 

1001호 14.4 33.2 39.52 1289.95 3.033 358.057 73.567 173.901 30.194 

1002호 14.9 30 21.67 1901.54 4.860 414.145 36.668 85.609 41.348 

1003호 15.3 28.9 8.81 1736.24 2.577 406.193 293.562 497.643 45.207 

2102호 16.1 32.5 34.76 1146.80 1.860 375.350 78.063 162.185 21.887 

표2. 마감공종별 실내공기오염물질방출량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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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측정시 침실천장도배가 완료된 202호와 1002호의 

실측된 실내공기오염 방출량은 202호의 경우 TVOC는 

717.03㎍/㎥로, HCHO는 87.14㎍/㎥로 나타났으며 1002호

의 경우 TVOC는 754.93㎍/㎥로, HCHO는 123.10㎍/㎥의 

농도분포를 보 다.

  4차 측정시 벽면 도배, 침실 붙박이장  침실 방문이 

시공된 202호와 1002호의 경우 202호의 경우 TVOC는 

1164.8㎍/㎥로, HCHO는 35.71㎍/㎥로 나타났으며 1002호

의 경우 TVOC는 1092.2㎍/㎥로, HCHO는 70.24㎍/㎥로 

나타났다. 천장도배, 주방가구, 침실붙박이장, 방문,  

붙박이장이 설치된 2102호의 경우 TVOC는 5051.2㎍/㎥

로, HCHO는 54.76㎍/㎥로 방출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5차 측정시 202호의 경우 TVOC 총량은 831.3㎍/㎥, 

HCHO는 19.05㎍/㎥로 나타나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02

호의 경우 온돌마루바닥재  륨바닥재 설치에 따른 

향으로 TVOC 총량은 1793.4㎍/㎥, HCHO는 41.97㎍/㎥

로 나타나 방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한 바닥재 설치  

보배가 완료된 1001호의 경우 TVOC는 1672.1㎍/㎥로, 

HCHO는 57.62㎍/㎥로 나타났으며 1003호의 경우 TVOC

는 2086.5㎍/㎥로, HCHO는 37.86㎍/㎥로 나타났으며, 벽

도배가 이루어진 2102호의 경우 TVOC는 2009.6㎍/㎥로, 

HCHO는 62.62㎍/㎥로 방출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6차 측정시 202호의 경우 TVOC 총량은 720.7㎍/㎥, 

HCHO는 8.81㎍/㎥, 1001호의 경우 TVOC 총량은 960.9

㎍/㎥, HCHO는 38.57㎍/㎥, 1002호의 경우 TVOC 총량

은 962.5㎍/㎥, HCHO는 34.52㎍/㎥, 1003호의 경우 

TVOC 총량은 1433.1㎍/㎥, HCHO는 23.10㎍/㎥으로 나

타났다. 1002호의 경우 TVOC는 1442.1㎍/㎥로, HCHO는 

30㎍/㎥로 비측정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온돌마루 

보호를 한 덮개를 제거한 이후 바닥 착제의 오염 물

질 방출이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된다.

  7차 측정시 202호의 경우 TVOC 총량은 1006.9㎍/㎥, 

HCHO는 13.38㎍/㎥, 1001호의 경우 TVOC 총량은 

1289.9㎍/㎥, HCHO는 39.52㎍/㎥, 1002호의 경우 TVOC 

총량은 1901.5㎍/㎥, HCHO는 21.67㎍/㎥, 1003호의 경우 

TVOC 총량은 1736.2㎍/㎥, HCHO는 8.81㎍/㎥, 2102호의 

경우 TVOC 총량은 1146.8㎍/㎥, HCHO는 34.76㎍/㎥으

로 나타났다. 마루바닥 보호용 덮개 제거에 따라 오염물

질 방출량이 6차보다 증가되어 바닥 착제의 향이 큰 

것으로 단된다.

2.3 장측정 오염물질 방출량 결과

총 7차에 걸친 마감재 시공공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공

정시험방법에 의한 실내오염물질 방출량의 장 측정결

과를 살펴보면 HCHO의 오염물질인 경우  공종에서 

방출량이 신축공동주택 권고기 값인 210㎍/㎥이하의 분포

를 보이고 있었다. TVOC인 경우, 마감공정에 따라 발생

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2차와 4차의 주방  

가구  붙박이장 그리고 Art-Wall 마감재의 설치에 따

라 오염농도가 증가되고 있었다. 5차, 6차  7차의 바닥

마감재 설치에 따른 착제 시공작업에서 오염방출량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VOC 오염방출

량은 가구재  마감용 목재 그리고 바닥 착제등의 마

감자재에서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실내마감재에서의 HCHO와 TVOC 방출량 

   소형챔버실험

3.1 실내마감재의 오염방출 소형챔버실험

친환경자재로 선정된 H아 트 장에 마감된 마감자재

가 실제 친환경자재 인증시 성능을 유지하는지 악하기 

해 소형챔버를 이용하여 마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악하 다.

  소형챔버를 이용한 오염물질 방출량 측정에는 장에 

사용된 실내마감재  배지, 벽지와 벽지 착제 1종, 

온돌마루바닥재와 바닥 착제 1종, 타일 착제, 주방가

구, 침실붙박이장, Artwall을 상으로 소형챔버 실험을 

실시하 다.

벽지 온돌마루 바닥재 온돌마루 착제 가구재 

거실(1), 침실(1) A시료 B시료 부엌(1), 침실(1)

마감용 목재 륨바닥재 륨바닥 착제 타일 착제

Art-Wall C시료 D시료 E시료

벽지 착재 F시료

표3. 마감건축자재의 소형챔버 실험 

3.2 소형챔버실험 분석결과

  장 마감된 건축자재의 소형챔버 실험결과, 벽지 착

제, 거실벽지, 륨바닥재의 경우 폼알데하이드와 TVOC의 

방출강도 모두 최우수 등 인 것으로 나타났고, 침실벽지

와 온돌마루의 경우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농도가 최우수

인 반면, TVOC의 방출강도는 우수 등 으로 나타났다. 

한, 온돌마루 착제의   경우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강

도가 최우수인 반면, TVOC 방출강도는 양호 등 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륨바닥 착제의 경우,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강

도가 최우수인 반면, TVOC 방출강도는 일반1등 인 것

으로 나타났고, 바닥타일 착제의 경우,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강도가 최우수인 반면, TVOC 방출강도는 일반2등

으로, 가구재의 경우, Art-Wall의 경우 폼알데하이드와 

TVOC 방출강도는 모두 양호등 으로, 부엌가구와 붙박

이장은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강도가 각각 양호와 우수인 

반면, TVOC 방출강도는 일반1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 744 -

구 분 방출량 등

오

염

물

질 

방

출

강

도

(㎎/㎡․h)

타일

착제

HCHO 0.009 최우수

TVOC 8.574 일반2

벽지

착제

HCHO 0.001 최우수

TVOC 0.763 최우수

거실

벽지

HCHO 0.000 최우수

TVOC 0.014 최우수

침실

벽지

HCHO 0.018 최우수

TVOC 0.164 우수

륨

바닥재

HCHO 0.014 최우수

TVOC 0.677 최우수

륨

착제

HCHO 0.000 최우수

TVOC 3.015 일반1

온돌

마루

HCHO 0.009 최우수

TVOC 0.149 우수

마루

착제

HCHO 0.033 최우수

TVOC 0.559 양호

부엌

가구

HCHO 0.064 양호

TVOC 0.763 일반1

붙박

이장

HCHO 0.045 우수

TVOC 1.194 일반1

ArtWall
HCHO 0.066 양호

TVOC 0.257 양호

표4. 마감재의 오염물질 방출강도

  이상의 자재 소형챔버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벽지 착

제, 거실벽지, 침실벽지, 륨바닥재, 온돌마루의 경우 우수

등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착제  가구재의 경우 반

으로 오염물질 방출강도가 높으며, 특히 바닥타일 착

제와 붙박이장, 부엌가구, Art-Wall의 경우 체 마감재 

에서 오염물질 방출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결   론

2005년 9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7차에 걸친 마

감재 시공공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실내오염물질 방출량의 장 측정과 소형챔버 실험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측정 분석결과 마감공정에 따른 안산아 트의 

장 측정 결과 HCHO의 오염물질인 경우  공정에서 방

출량이 신축공동주택 권고기 값인 210㎍/㎥이하의 분포

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TVOC인 경우, 마감공정에 따

라 발생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2차와 4차의 

주방 가구  붙박이장 그리고 Art-Wall 마감재의 설치

에 따라 오염농도가 증가되고 있었다. 한 5차, 6차  

7차의 바닥마감재 설치에 따른 착제 시공 작업에서 오

염 방출량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VOC 오염 방출량은 가구재  마감용 목재 그리고 바

닥 착제등의 마감자재에서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형챔버 실험결과 H아 트 장에 용된 마감재에서

는 벽지 착제, 거실벽지, 침실벽지, 륨바닥재, 온돌마루의 

경우 HCHO  TVOC의 농도값이 낮게 나타났으나 그

러나 일부 착제  가구재에서는 높은 농도분포를 보

이고 있었으며 특히, 바닥타일 착제와 붙박이장, 부엌

가구, Art-Wall의 경우 가장 높은 오염물질 방출량을 나

타내고 있다.

장측정과 소형챔버 실험결과 실내공기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공히 착제, 가구재, 주방 가구  붙박

이장 그리고 Art-Wall 마감재로 나타났다.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 에 따른 VOCs 5가

지 주요오염물질의 경우는 모두 권고기  값 이하의 농

도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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