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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거주자의 실내거주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게 되었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안정과 휴식, 그리고 재실자들의 다양한 활

동을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의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시공 후 입주 직전

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각종 건축자재 및 표면활성제, 접착제의 사용

으로 인해 각종 유해가스 및 오염물질이 발산하지만 아직까지 오염물질 오염

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여 입주자들은 새집증후근(Sick

House Syndrome : SHS) 등의 문제를 일으켜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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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름알데히드 등

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1)

즉, 법령의 범위에 신축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환경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입주후 1년

미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전의 측정 자료는 매우 미미한 실

정으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축공동주택의 적용된 마감재를 분석 및 소형챔버 실

험을 통해 오염물질을 분석하였으며 각 .계절별 입주 전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오

염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 환경부 고시 제2004-80호 (200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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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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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사용된 건축마감자재 종류별로 분석하고

마감자재들 별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건

축마감재(벽지4종, 바닥재2종, 접착제3종, 가구재3종)를 가지고 소형챔버 실험

을 실시하였다.

3)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봄철과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의 입

주 전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측정을 통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실내공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로

서 경기도와 서울의 신축아파트 봄철 60세대와 여름철 60세대, 겨울철 40세대

를 대상으로 온도, 습도와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공기오염물질을

현장 측정하였다. 또한 봄철과 여름철, 겨울철의 입주 전 세대별 층별(고층부,

중층부, 저층부)과 면적별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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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측정 및 분석은 2004년 6월 환경부가 제정한 “실내공기질 공정시

험방법”을 준수하였으며, 대상 실내공기오염물질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

기질관리법”의 신축공동주택 측정 항목인 포름알데히드와 5종의 VOCs, 그리

고 TVOC로 하였다. (그림 1.1)은 본 연구의 흐름도이다.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의 HCHO, VOCs ,TVOC 실태조사

국내외 실내공기오염 관련 자료 및 분석 방법 조사

․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이론고찰

․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종류

․ 실내공기오염물질 관련 국내외 관련기준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들 분석 및 소형챔버실험

․신축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사용된 자재들을 분석하여 농도분포 비교

․신축 공동주택의 사용된 자재(벽지, 바닥재, 가구재, 접착제)의 소형챔버실험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의 현황파악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실측

․측정세대의 계절별 실내환경조사

․측정세대의 계절별 실외환경조사

․봄철, 여름철, 겨울철측정 세대의

HCHO, VOCs ,TVOC 측정분석

결 론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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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외의 실내공기환경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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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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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광우(2004), “실내공기질의 연구동향 및 발전방향” [실내환경법규시행 전문가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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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은 기관별 실내공기질 연구동향이다.

국가 기관 연 구 내 용

미국

EPA

▪ Determination of formaldehyde in ambient air
using adsorbent cartridge followed by
HPLC-Active sampling

▪ Energy cost and IAQ performance of ventilation
systems and controls modeling study

▪ IAQ-X: Simulation tool kit for indoor air quaℓy
and inhalation expossure

ASHRAE

▪ Identification of contaminants, exposures, effect
and control options for construction activities

▪ Field test methods to measure contaminant
removal effectiveness of gas phase air
filtration equipment

▪ Design approach to industrial ventilation

NIOSH
▪ Micro-analytical system for indoor VOC monitoring

▪ Health effects of VOCs, ozone, and stress

ASTM
▪ Standard guide for small-scale environmental
chamber determination of organic emissions
from indoor materials/products

NIST
▪ Indoor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ir cleaning
systems

캐나다 CMHS
▪ Influence of an electronic air cleaner on indoor
ozone

영국 IEH ▪ IEH Assesment on indoor air quaℓy in the home

일본

JIS
▪ 건축재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및 카르보닐

화합물 방산량 측정방법-소형챔버법

건강주택
연구회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

<표 1.2> 기관별 실내공기질 연구동향

3) 김광우(2004), “실내공기질의 연구동향 및 발전방향” [실내환경법규시행 전문가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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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종류
연구자 측정시기 및 대상 주요 검출결과

HCHO

이상형,박진철,

이언구

(1996)

1994년 2월3일~7월29일,

1995년 2월9일~7월24일

신축공동주택 14가구

평균농도 158ppb 4)

이승민,강대식,

강순주,

손장열(1998)

1997년 2월24일~26일

입주전 아파트 32평형,

1 층 , 1 0 층 , 2 0 층 주 호 의

안방, 거실, 부엌에서 측정

개구부 밀폐시

1층(70ppb), 10층

(129ppb), 20층(109ppb)

5)

이윤규, 한길원(2003)

2000년 12월~2002년 1월

신축공동주택 5개소, 미입

주세대 측정

평균농도 0.150ppm 6)

박진철(2003)

1994년~2000년

전국 8개 지역의 신축공동

주택 15개소

평균농도 308.2ppb 7)

전정윤,박준석,

손장열(2004)

2002년12월~2003년 2월

건축년수 1년미만의 신축

주택 측정

평균농도 89.74㎍/㎥ 8)

이언구,박진철,

유형규,이홍석

(2004)

2003년 12월~2004년 5월

신축아파트 및 오피스텔

5개소

신축아파트 :98.63㎍/㎥

신축오피스텔:166.47㎍/㎥

9)

아래 <표 1.3>,<표 1.4>은 국내연구문헌에 의한 국내 신축주거건물의 HCHO 와

VOCs, TVOC 오염도 조사이다.

<표 1.3> 연구문헌에 의한 국내 신축 주거건물의 HCHO 오염도 조사

4) 박진철(1994)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v.14 n.1(1994-04)

5) 이승민 (1997) 고층아파트에서 주호의 높이에 따른 환기특성,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
문집(계획계), v.17 n.1(1997-04)

6) 이윤규 (2003) 공동주택의 포름알데히드 농도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

계), v.19 n.10(2003-10)

7) 박진철(2004) 신축공동주택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0 n.7,(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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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종류
연구자 측정시기 및 대상 주요 검출결과

VOCs

이상형,박진철,이언구

(1996)

1994년 2월3일~7월29일,

1995년 2월9일~7월24일

신축공동주택 14가구

toluene : 85.0ppb

(약 320.33㎍/㎥) 10)

유복희,윤정숙(2002)
2002년 1월 입주, 3월측정

아파트 1세대

toluene : 1321㎍/㎥

ethylbenzene:27㎍/㎥ 11)

박진철(2003)

1994년~2000년

전국 8개지역의 신축공동

주택 15개소

TVOC : 0.4025ppm 12)

전정윤,박준석,손장열

(2004)

2002년12월~2003년 2월

건축년수 1년미만의 신축

주택 측정

TVOC : 220.53ppb 13)

이언구,박진철,유형규,

이홍석(2004)

2003년 12월~2004년 5월

신축아파트 및 오피스텔 5

개소

신축아파트 TVOC :

3001.91㎍/㎥

신축오피스텔 TVOC :

4162.35㎍/㎥ 14)

<표 1.4> 연구문헌에 의한 국내 신축 주거건물의 VOCs, TVOC 오염도 조사

8) 전정윤(2004) 겨울철 주택내 유기화합물 공기오염농도에 관한 측정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
획계), v.20 n.5(2004-05)

9) 이언구(2004) 공동주택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24 n.1(2004-04)

10)이상형(1995) 기존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1995
11) 유복희(2002) 신축 공동주택의 VOCs 실태조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13 n.5(2002-10)

12) 박진철(2004) 신축공동주택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0 n.7,(235-243)

13) 전정윤(2004) 겨울철 주택내 유기화합물 공기오염농도에 관한 측정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0 n.5(2004-05)

14) 이언구(2004) 공동주택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24 n.1(2004-04)



- 8 -

제 2 장.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이론적 고찰

2.1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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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름알데히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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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s 중의 벤젠, 1,3-부타디엔 등의 일부 물

질은 발암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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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포름알데히드 (HCHO)

포름알데히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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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신축 건물에서 높게 나타나며 조리, 벽난로, 기타

난로 등에서도 방출된다. 건축자재에서 발생된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자재의

수명, 실내온도 및 습도에 따라 그 방출량이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방출

되는 기간은 4.4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15)

1981년 Schenke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레아폼을 단열재로 사용한 주택에

서 살고 있는 주민을 조사한 결과, 오랫동안 포름알데히드에 폭로되었을 경

우 정서적 불안정,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등을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는 폐수종, 비염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에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눈, 코 및 호흡기도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눈꺼풀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독성정도에 따라 흡입, 흡수, 피부를 통한 경로로 침투되고,

이중에서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

름알데히드는 그 농도가 1ppm 또는 그 이하에서 눈, 코, 목의 자극증상을 보

이며,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비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름알데

히드와 관련된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중에는 월경 불순, 빈혈, 생

리통, 불임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2.1>은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2.2>는 건축재료로 부터의 포름

알데히드 방사율을 나타내고 <표 2.3>는 국외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이다.

실내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실내온도, 실내습도, 건축물의 수명, 실내환기

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실내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된 건물 또는 주

택에서는 알맞은 환기시설을 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15) 박진철(1998), 건축재료에서 발생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실험실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세미나



- 10 -

대체함으로써 실내 중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농도(ppm) 인체 영향

0.1～5 눈의 자극, 최루성, 상부기도의 자극

1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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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포름알데히드(HCHO)의 인체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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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바닥, 벽체 재료 등으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 방사율

오염물질 실내환경(IAQ) 대기환경 작업환경

포름알데히드

(HCHO)

0.1ppm(ASHRAE)

0.4ppm(미국 HUD)

0.081ppm(WHO Europe)

0.01ppm(스웨덴:신축주거)

-

1ppm(ACGIH, TLV-TWA)

2ppm(ACGIH, STEL)

2ppm(일본산업위생학회)

<표 2.3> 국내외 포름알데히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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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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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Vapor Pressure:TVP)이 1.5psia 이상인 석유화학제품 및 유기용제

등을 말한다. 실내에서의 VOCs 발생원으로는 건축자재와 마감재료, 건물의

유지관리용품(청소용, 각종 세척제 등), 소모성 재료(복사기의 토너), 연소과

정의 물질, 재실자의 활동, 살충제, 약품제조, 외부공기 등이 있다. <표 2.4>

은 실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발생원이다.

재료/제품 방출되는 주요 유기용제

라텍스 코킹제 메틸에틸케톤, 부탄올, 벤젠, 톨루엔

바닥 접착제 데칸, 언데칸, 디메틸벤젠

칩보드 포름알데히드, 아세톤, 벤잘네히드, 벤젠

Moth crystals p-디클로 벤젠

Floor w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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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건축재료 및 제품에서 방출되는 VOCs

실내에서 VOCs 의 농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을 건축자재와 시공 측면에

서 보았을때 복합 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보급과 시공과정에

16) VOCs의 법률적 정의(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제1항)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

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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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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7)는 건축 재료로부터의 VOCs 방사율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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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건축재료 로부터의 VOCs 방사율

인체로부터 방출되는 VOCs 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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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기환경과 휘발성유기화합물, 1998, 한국대기보전학회 측정분석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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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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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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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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 톨루엔 (Toluene)

톨루엔의 주된 오염원은 석유정제공정, 코크스 오븐 공정, 페인트, 잉크, 접

18) 박준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재료의 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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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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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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yl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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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lf 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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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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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이렌 (X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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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하고 있다.

5) 스틸렌 (St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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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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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내공기오염물질 국내외 관련 기준

2.2.1 국내외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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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등에서 통일된 측정법을 정하여 기준이 통일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

① 미국

미국은 실내공간에 대한 법적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환경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PA는 OAR(Office of Air and Radiation)산하의 IED(Indoor Environments

Division)에서 국가적인 공기질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내공기

질위원회(CIAQ : Committee for Indoor Air Quality)'의 활동을 주도하여 실

질적인 업무 담당하고 있다. 또한, CIAQ는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중요한 오염

물질 7가지에 대해 그룹별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국(OSHA :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dminstration)과 미

국산업위생사협회(ACGIH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19) 박진철(2003), 주거건축물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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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ienist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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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in

Energy Environmental Design)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ASHRAE(American Society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에서 <표 2.6>은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실내공

기질 가이드라인(안)(62.2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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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미국 ASHRAE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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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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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주거공간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권장)은 <표 2.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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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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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의 “Air Quality Guideline for Europe20)에 근거하여 각 나라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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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WHO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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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름알데히드,

석면과 같은 실내 배출원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실내환경협회는 건

물재료와 인테리어 재료들이 실내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여 실

내환경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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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환경, 보건, 경제, 건설,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

여하는 IAQ 연구위원회 운영하여, 건물에서 라돈의 권고치를 250Bq/㎥

(6.8pCi/L), 포름알데히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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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에서 <표 2.9>의 라돈 석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마련하

였고,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실내공기질개선요청 및 건물폐쇄 등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항 목 기 준

라 돈 200Bq/㎥ 이하

석 면 0.001 fiber/㎖ 이하

광물섬유(MMMF) 0.01 filber/㎖ 이하

PM2.5 20 ㎍/㎥(24시간) 이하

<표 2.9> 노르웨이 국립공중위생원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핀란드의 환경부는 <표 2.10>의 포름알데히드, PM10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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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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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준

암모니아, 아민 20㎍/㎥ 이하

석면 0 filber/㎥ 이하

HCHO 50 ㎍/㎥ 이하

CO 8 ㎍/㎥ 이하

PM10 50 ㎍/㎥ 이하

Rn 200 Bq/㎥ 이하

Stylene 1㎍/㎥ 이하

<표 2.10> 핀란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권장치

또한, 핀란드 실내공기질협회(FiSIAQ)는 2000년에 <표 2.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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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핀란드 FiSIAQ의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등급기준

폴란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실내공기질 개선 조치를 위해 <표 2.12>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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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일 8~10시간 노출기준(㎎/㎥)

Benzene 20

Butanol 300

Phenol 50

Xylene 150

O3 150

벤타클로로페놀(PCP) 10

Mercury 3

Toluene 250

<표 2.12> 폴란드의 실내공기질 기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연합체로 구성한 HVAC, 에너지, 건축환

경, 의학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회인 SCANVAC은 VOCs에 의한 실내 공기

환경의 규정을 <표 2.13>와 같이 포름알데히드와 TVOC 농도에 의하여 3단

계(AQ1, AQ2, AQX)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 분 노출 시간
최대 허용농도(㎎/㎥)

AQ 1 AQ 2 AQ X

TVOC 0.5 h 0.2 0.5 *

HCHO 0.5 h 0.05 0.1 *

단, * 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함. (AQ; air quality)

<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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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Health and Medial Research Council)은 <표 2.14>의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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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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호주 NHMR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⑤ 싱가폴

싱가폴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표

2.15>의 실내공기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건물의 소유자는 매 2년마다 실내공기질 정밀심사를 실시하며, 환기시스템은

매 6개월 마다 정밀검사 의무 부여하였으며, CO2, CO, 포름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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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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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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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주택을 대상으로 <표 2.16>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13가지 화학물질 농도의 권고기준 가이드라인을 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

으로 설정하였다. 가이드라인 중 포름알데히드와 크롤로피리포스는 건축기본

법의 규제대상 물질로 지정하였으며, ①～⑥항목은 주택성능표시에서 농도를

측정하는 물질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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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일본 후생노동성의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농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성은 2000년 6월에 “주택품질확보촉진법”에 의거하여 주택성능표시

제도를 시행하였고, 2004년 7월에는 “건축기준법”에 의해 <표 2.17>와 같이

포름알데히드 농도에 의한 건축자재 사용면적 제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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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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일본 국토교통성의 목질계 내장재의 실내공기 관련 항목

문부과학성은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기준을 2004년 2월에 <표 2.18>과

같이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대상

물질
CO2 CO NO2

부유

분진

낙하

세균
HCHO Toluene Xylene

p-Diclorob

enezene

Etylbenz

enee
Stylene

기준
1,500

ppm

10

ppm

0.06

ppm

0.10

㎎/㎥

10

CFU/㎥

100

㎍/㎥

260

㎍/㎥

870

㎍/㎥

240

㎍/㎥

3,800

㎍/㎥

220

㎍/㎥

<표 2.18> 일본 문부과학성의 포름알데히드와 주요 VOCs에 대한 기준

2) 국내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기준치 21)

선진 각국 등에서 과거 수 십년 동안 실내공기질에 관한 각종 오염물질 파

악, 인체영향, 위험성평가(Risk Acc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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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름알데히드 및 VOCs 등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구를 해오

고 있다.

국내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부처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

21)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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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대상 시설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최근 환

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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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은 국내 각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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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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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변천사

이며, <표 2.21>은 다중이용시설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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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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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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②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명시된 국내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

공기질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 CO2,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CO 등 5개 오염 물질로 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표

2.22>와 같이 유지기준을 설정하였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가 내

려지도록 하였다.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NO2, Rn,

TVOC, 석면, 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표 2.23>와 같이 기준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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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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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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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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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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③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위

탁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④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표 2.24>과 같이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

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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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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⑤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포름알데히드, 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표

2.25>과 같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 금지하도

록 하였다.

 구  분
  오염물질

접 착 제
(㎎/㎡․h)

일반자재
(㎎/㎡․h)

포름알데히드 4이상 1.25이상

VOCs 10이상 4이상

<표 2.25> 건축자재별 방출기준

⑥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2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민입주 전에 규

모에 따라 3개소 내지 9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와 TVOC를 측정하여 해당 시

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

고토록 하였다. 신축공동주택에서의 측정대상 오염물질을 포름알데히드와

22) 환경부 고시 제2004-80호 (200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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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ene, Toluene, Ethylbenzne, Xylene, 1,4-Dichlrobenzene, Styrene의 6가

지 VOCs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아직 설정

하지 않았다.

<표 2.26> 23)은 국내외 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중 포름알데히드와 VOCs에

관한 기준만을 비교한 것으로 각 나라의 기준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 분 HCHO TVOC 운영기관

미 국 1ppm (8시간), 2ppm (15분) - EPA

캐나다 60 ㎍/㎥ 이하 -
Health
Canada

핀란드

50 ㎍/㎥ 이하 (권고기준)
Stylene 1 ㎍/㎥ 이하

(권고기준)
환경부
(MDE)

S1 S2 S3 S1 S2 S3

FiSIAQ
30 ㎍/㎥ 50 ㎍/㎥ 100 ㎍/㎥ 200 ㎍/㎥

300
㎍/㎥

600 ㎍/㎥

유 럽

AQ1 AQ2 AQx AQ1 AQ2 AQx

SCANVAC
50 ㎍/㎥

100
㎍/㎥

* 200 ㎍/㎥
500
㎍/㎥

*

호 주 120 ppb 이하 500 ㎍/㎥ 이하 NHMRC

일 본 100 ㎍/㎥
잠정목표 400 ㎍/㎥ 이하
VOCs 13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후생노동성

홍 콩

최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IAQ

Manageme
nt Group30 ㎍/㎥ 이하

100 ㎍/㎥
이하

200 ㎍/㎥
이하

600 ㎍/㎥
이하

싱가
포르

120 ㎍/㎥ 이하 3 ppm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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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6> 국내외의 포름알데히드 및 TVOC 기준 비교

23) 김신도, 실내공간 실내공기오염 특성 및 관리방법연구 최종 보고서, 환경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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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내외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24)

1) 외국의 건축자재 인증표시제도

환경라벨링은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의 공개 및 전달수단으로서 가장 대

표적인 제품중심 환경 정책도구이다. 환경라벨링은 1977년 독일에서 푸른천

사(Blue Ange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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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형인 「환경성적표지규격」제도를 도입․시행 중

인데, 그 중 스웨덴은 “Certified Environment Produc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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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pet and Rug Institute)는 ASTM D5116 시험방법

에 따라 <표 2.27>의 카펫 인증 프로그램을 제정하였고, 파티클보드협회

(National Particleboard Association)는 <표 2.28>의 인증 프로그램을 제정하

였다. 또한, Green Guard(비영리 단체)는 친환경 가구 및 건자재 등을 대상으

로 <표 2.29>의 건축자재를 더욱 세분화한 인증 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 <표

2.30>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 합판협회(HPVA)가 제정한 포름알데

히드 인증 프로그램이다.

24)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학회, 2006. 2 pp.10～15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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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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미국 카펫과 피혁협회의 카펫 인증 프로그램

구 분 기 준 HCHO Loading Factor (ft2/ft3)

산업용 파티클보드 ANSI A208.1 0.3ppm 0.13

바닥용 파티클보드 ANSI A208.1 0.2ppm 0.13

테크용 파티클보드 HUD 0.3ppm 0.13

MDF ANSI A208.2 0.3ppm 0.08

<표 2.28> 미국 파티클보드협회의 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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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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미국 Green Guard에 의한 친환경 가구 및 건자재 인증 프로그램

구 분 기 준 Loading Factor (ft
2
/ft
3
)

벽용합판 0.2ppm 0.29

파티클보드, 산업용 합판 0.3ppm 0.13

<표 2.30> 미국 HUD와 HPVA의 포름알데히드 인증 프로그램

② 캐나다

캐나다 환경부에서 <표 2.31>의 접착제, 페인트, 카펫 등의 건자재 용도별

VOCs 함유량 및 독성물질 기준을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9개 생활용

품에 대해 환경에 유해한 정도, 재활요성, 인체 유해성, 폐기물활용 등을 평

가하여 친환경 마크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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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성 분 기 준 비 고

페인트 VOCs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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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캐나다의 접착제, 페인트, 카펫 등의 건자재 용도별 VOCs 함유량 및 독성물질 기준

③ 핀란드

핀란드는 건설정보센터(RTS)에서 주관하여 바닥재, 페인트 등 내장재에 대해

VOCs,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발암성물질 등을 기준으로 <표 2.32>과 같이

M1, M2, M3, 3등급으로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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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zen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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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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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름알데히드와 TVOC의 농도에 의하여 건축자재를 <표

2.33>와 같이 3단계로 분류하였다. 3단계의 분류는 각각 M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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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mission building materials), MEC-B(moderately emitting building

materials), MEC-C(heavily emitting building materials)로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MEC는 Material Emission Class의 약칭이다.

방출강도의 분류 최대 방출강도(20 ℃, RH 50%)

MEC-A 40 μg/㎡․h

MEC-B 100 μg/㎡․h

MEC-C 450 μg/㎡․h

<표 2.33> SCANVAC 건축자재의 분류

④ 독일

독일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매토록 할 목적으로 1997년

독일 접착제 생산업체들이 GEV(Gemeinschaft Emissionskontrollierte

Verlegewerkstoffe)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표 2.34>의 환경라벨링 실시

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5개국, 30개 업체가 참가하여 400여 제품에 대해

EMICODE 등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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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독일 GEV의 건축자재 인증기준

독일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88개 생활용품에 대해 환경에 유해한 정도, 재활

용성, 인체 유해성, 폐기물활용 등을 평가하여 친환경 마크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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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ue Angel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연방재료연구소가 <표 2.3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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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zene 등
1급

발암물질
1㎍/㎥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표 2.35> 독일 환경부와 연방재료연구소의 RAL-UZ38 기준

⑤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공업규격협회(JIS) 주관으로 건축자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농도에 따라 <표 2.36>과 같이 F☆☆☆☆에서 등급외까지 4가지 등급을 부

여(JIS)하고 있으며, 대상 자재확대 및 강화, 방출속도 개념을 적용하여 2003

년 3월 20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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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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일본 JIS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

농림성은 일본의 합판공업조합과 함께 일본농림규격(JAS)을 제정하였으며,

<표 2.37>와 같이 합판 등의 포름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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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일본 JAS의 합판 등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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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건축자재 인증표시제도

① HB(Healthy Building)등급(친환경 건축자재 인증등급)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실시하며, 실내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및 TVOC 발

생원이 되는 건축자재의 분류 방안으로 건물의 시공시 방출 강도가 낮은 등

급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건축자재의 선정으로부터 실내공

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와 TVOC 농

도의 인증등급을 <표 2.38> 25)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분

(㎎/㎡ ․ h)
일반자재 페인트 접착제

최우수
❀❀❀❀❀

TVOC 0.10 미만 0.10 미만 0.25 미만

HCHO 0.03 미만 0.03 미만 0.06 미만

우수
❀❀❀❀

TVOC 0.10 이상 ~ 0.20 미만 0.10 이상 ~ 0.20 미만 0.25 이상 ~ 0.50 미만

HCHO 0.03 이상 ~ 0.05 미만 0.03 이상 ~ 0.05 미만 0.06 이상 ~ 0.12 미만

양호
❀❀❀

TVOC 0.20 이상 ~ 0.40 미만 0.20 이상 ~ 0.40 미만 0.50 이상 ~ 1.50 미만

HCHO 0.05 이상 ~ 0.12 미만 0.05 이상 ~ 0.12 미만 0.12 이상 ~ 0.40 미만

일반Ⅰ
❀❀

TVOC 0.40 이상 ~ 2.00 미만 0.40 이상 ~ 2.00 미만 1.50 이상 ~ 5.00 미만

HCHO 0.12 이상 ~ 0.60 미만 0.12 이상 ~ 0.60 미만 0.40 이상 ~ 2.00 미만

일반Ⅱ
❀

TVOC 2.00 이상 ~ 4.00 미만 2.00 이상 ~ 4.00 미만 5.00 이상 ~ 10.00 미만

HCHO 0.60 이상 ~ 1.25 미만 0.60 이상 ~ 1.25 미만 2.00 이상 ~ 4.00 미만

<표 2.38> HB 건축자재의 인증등급

② KS마크

KS마크는 가구류의 소재인 합판, 섬유판, 파타클 보드류와 벽지, 벽지용 전분

계 접착제 등을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표 2.39>와 같이 등급화 하였

다.

25) 단체품질인증운영규정 친환경 건축자재, 한국공기청정협회,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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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재 등급
HCHO 방산량(㎎/L)

평균 최대

합판(KS F 3101)

기타 합판류

F1 0.5 0.7

F2 5 7

F3 10 12

파티클보드(KS F 3104)

섬유판(KS F 3200)

치장 목질 플로어링보드(KS F 3126)

E0 0.5

E1 1.5

E2 5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보드

(KS F 3111)
일반용 10 12

벽지(KS M 7305) 온돌용 5 7

벽지(KS M 7305) - 2

벽지용 전분계접착제(KS F 3217) 5

<표 2.39> KS 규격의 HCHO 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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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는 목재 바닥재의 HCHO 방출량 기준

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파티클보드 섬유판 기타재료

HCHO 방산량〔㎎/L〕 1.5이하 1.5이하 0.5이하

<표 2.40> 목재 바닥재의 HCHO 방출량 기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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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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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HB마크, KS마크, 환경마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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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된 실내마감 자재

분석 및 성능실험

3.1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된 실내 마감자재 분석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에 사용된 자재들을 바탕으로 자재의 건축분류를 정하고

사용자에 따라 분류체계를 나누었다. 적용위치에 따라 벽, 바닥, 천장, 가구, 등

공통재(페인트, 접착제)로 분류하였다.

입주전 160세대 측정세대 내에 실내건축자재 마감상태는 <표 3.1> <표 3.2>

<표 3.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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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봄철 측정 세대의 실내 마감자재

서울

B아파트

의정부

S아파트

화성

S아파트

안양

A아파트

서울

L아파트

서울

G아파트

건

축

자

재

벽지
PVC PVC PVC PVC PVC PVC

바닥재
목재,

PVC

PVC 목재 목재,

타일

목재,

PVC

목재

천장
PVC PVC PVC PVC 목재,

PVC

PVC

접착제
데이터

없음

데이터

없음

실란트 데이터

없음

유기용재 실란트

페인트
수성 수성 수성 수성 수성 수성

가구
목재 목재 목재 목재 목재 목재

아트월
PVC 데이터

없음

PVC PVC PVC PVC

서울

I아파트

서울

I아파트

용인

K아파트

수원

B아파트

화성

H아파트

충남아산

P아파트

건

축

자

재

벽지
PVC PVC PVC PVC PVC PVC

바닥재
목재,

PVC

목재,

PVC

목재 목재 목재,

PVC

PVC

천장
목재,

PVC

목재,

PVC

PVC PVC,

목재

PVC PVC

접착제
천연

수지

천연

수지

유기

용재

천연

수지

천연

수지

데이터

없음

페인트
수성 수성 수성 수성 수성 수성

가구
목재 목재 목재 목재 목재 목재

아트월
MDF,

PVC

MDF,

PVC

MDF PVC PVC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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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여름측정 세대의 실내마감자재

의정부

S아파트

화성

D아파트

서울

P아파트

서울

H아파트

건

축

자

재

벽지 PVC

PVC,

non-PVC PVC PVC

바닥재 PVC 목재, PVC 목재

목재,

PVC

천장
PVC PVC 목재, PVC PVC

접착제
데이터없음 실란트 천연수지 유기용재

페인트
수성 수성 수성 수성

가구
목재 목재 목재 목재

아트월
데이터없음 PVC MDF MDF,

PVC

서울

T아파트

충남아산

D아파트

인천

G아파트

서울

P아파트

건

축

자

재

벽지
PVC PVC PVC PVC,

기타

바닥재
목재, PVC 목재 PVC 목재,PVC

천장
PVC PVC PVC PVC

접착제
데이터없음 실란트 데이터없음 천연수지

페인트
수성 수성, 유성 수성 수성

가구
목재 목재 목재 목재

아트월
MDF MDF, PVC PVC MDF,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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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겨울측정 세대의 실내마감자재

서울

H아파트

경기 김포

H아파트

건

축

자

재

벽지 PVC PVC

바닥재 목재, PVC 목재

천장 PVC PVC

접착제 천연수지 천연수지

페인트 수성 수성

가구 목재 목재

아트월 MDF, PVC MDF, PVC

3.1.1 벽지

벽지는 non-PVC제품이 일부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실크 벽지인 PVC제품이 거

의 모든 세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천정은 모두 목재와 PVC벽지로 마감되는 형

태로 시공되고 있었으며 특히, 적은 평형인 경우에는 우물천정 없이 PVC제품으

로 마감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림 3.1)는 세대내 PVC벽지시공 사진이다.

(그림 3.1) 입주세대에 사용한 PVC벽지

3.1.2 접착제

접착재의 경우에는 천연수지의 제품과 실란트 제품 그리고 물에 녹는 유기용

제 제품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페인트의 경우는 측정세대 대부분 수성페

인트로 발코니 부분에 시공이 되었으며 전실이나 주방에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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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바닥재

바닥재는 최근 많이 시공되고 있는 강화마루와 온돌마루 시공되고 있었으며

일부 세대의 방에는 PVC장판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큰 평형의 거실과 전실부

위에는 대리석이 시공되기도 하였다. 한편, 걸레받이 부분에는 대부분 MDF나 목

재로 마감되고 있었으나 일부 세대에서는 페인트로 마감된 세대도 있었다.

(그림 3.2) 입주세대에 사용한 온돌마루 및 강화마루

3.1.4 페인트

페인트는 입주세대의 실내보다는 전실이나 발코니 등 다용실의 벽에 사용되었

으며 대부분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였다. 충남 아산 D아파트에서는 유성페인트가

걸레받이 부분에 사용되고 있었다.

3.1.5 가구 및 아트월

가구는 모든 세대에서 목재가구가 사용되었으며 주방가구의 경우는 원목이 아

니라 MDF류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었다. 거실이나 전실의 아트월은 MDF와

PVC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MDF와 실크벽지인 PVC제품을 같이 사용

하는 세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림 3.3)는 세대내 가구시공사진이다.

(그림 3.3) 입주세대에 사용한 주방가구 및 원목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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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자재 방출강도 실험 기기

시험장치는 항온항습조 내에는 총 12개의 소형챔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2단으

로 설계되었으며, 챔버실, 재료보관실, 공기공급장치, 공기필터장치, 습도조절 및

분배장치, 유량조절 및 채취실, 항온항습기계실 등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항온

항습조 내의 공기는 외부공기를 끌어들여 HEPA 필터에 의해 청정하게 공급되

고, 측정 조건에 따라 25 ± 1℃, 50 ± 5%로 유지된다. <표 3.4>은 건축자재 방

출강도 실험 기기를 나타낸 것이다.

명칭 규격 명칭 규격

MFC
볼

유량계

SW×12ea, MR-5000 × 2ea 200cc × 12 ea

소형

챔버

채취용

펌프

20ℓ, SUS × 4ea SIBATA Σ 30 × 4 ea

<표 3.4> 건축자재 방출강도 실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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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및 TVOC 방출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

험장치의 운전조건은 <표 3.5>와 같으며, 건축자재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의 채

취방법은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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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소형챔버의 실험 조건

채취

HCHO
․2,4-DNPH Silica Cartridge (Supelco, S10, U.S.A)
․오존 스크루버(Water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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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링

HCHO
․디지털 미량펌프(Sibata MP-∑30)
150㎖/min으로 30분 동안 총 4.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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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4℃이하 냉장고에 보관(차광용 보관용기에 개별포장)

<표 3.6> 건축자재 오염물질 채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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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대별 마감자재의 소형챔버실험결과

3.3.1 소형챔버실험의 개요

입주 전 공동주택에 사용된 샘플자재들의 소형챔버 실험을 실시하였다. 샘플자

재는 벽지(PVC벽지)4종, 바닥재(온돌마루, 강화마루)2종, 가구재(부엌가구, 거실

가구)3종. 접착제3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모든 자재는 친환경마크를 사용

한 제품으로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실험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실내 공기질 공정실험방법에 따라 실행하였으며, 대

표적인 실내공기오염물질인 TVOC와 HCHO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3.2 벽지 4종의 소형챔버 실험결과

소형챔버 시료 시험체의 구성 오염물질채취

챔버 1 벽지A
165㎜ × 165㎜ , 2EA

(노출면적 : 149㎜ × 149㎜)
7일차 채취

챔버 2 벽지B
165㎜ × 165㎜ , 2EA

(노출면적 : 149㎜ × 149㎜)
7일차 채취

챔버 3 벽지C
165㎜ × 165㎜ , 2EA

(노출면적 : 149㎜ × 149㎜)
7일차 채취

챔버 4 벽지D
165㎜ × 165㎜ , 2EA

(노출면적 : 149㎜ × 149㎜)
7일차 채취

<표 3.7> 벽지4종의 소형챔버실험 개요

물질명 벽지A 벽지B 벽지C 벽지D 평 균

TVOC 0.052(최우수) 0.116(우수) 0.052(최우수) 0.029(최우수) 0.054(최우수)

HCHO 0.021(우수) 0.022(우수) 0.014(우수) 0.012(우수) 0.019(우수)

<표 3.8> 벽지의 TVOC 및 HCHO 방출강도 (㎎/㎡․h) 

위의 <표 3.8>와 같이 입주 전 세대에서 사용한 4종의 벽지들의 TVOC 방출강

도는 HB 최우수(0.10㎎/㎡․h미만), HCHO는 우수(0.05㎎/㎡․h미만)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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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바닥재 2종의 소형챔버 실험결과

소형챔버 시료 시험체의 구성 오염물질채취

챔버 1 바닥재A
165㎜ × 165㎜ , 2EA

(노출면적 : 149㎜ × 149㎜)
7일차 채취

챔버 2 바닥재B
165㎜ × 165㎜ , 2EA

(노출면적 : 149㎜ × 149㎜)
7일차 채취

<표 3.9>  바닥재2종의 소형챔버실험 개요

물질명 바닥재A 바닥재B 평균

TVOC 0.32(양호) 0.02(최우수) 0.17 (우수)

HCHO 0.001(최우수) 0.005(최우수) 0.003 (최우수)

<표 3.10> 바닥재의 TVOC 및 HCHO 방출강도 (㎎/㎡․h) 

위의 <표 3.10>와 같이 입주 전 세대에서 사용한 바닥재의 TVOC는 강화마루

인 바닥재A의 경우 양호(0.20㎎/㎡․h미만)등급, 온돌마루인 바닥재B의 경우 우

수(0.20㎎/㎡․h미만) 등급으로 나타났다. HCHO는 바닥재A, B 모두 최우수

(0.005㎎/㎡․h미만)등급으로 평가되었다.

3.3.4 가구재 3종의 소형챔버 실험결과

소형챔버 시료 시험체의 구성 오염물질채취

챔버 1 가구재A
165㎜ × 165㎜ , 2EA

(노출면적 : 149㎜ × 149㎜)
7일차 채취

챔버 2 가구재B
165㎜ × 165㎜ , 2EA

(노출면적 : 149㎜ × 149㎜)
7일차 채취

챔버 3 가구재C
165㎜ × 165㎜ , 2EA

(노출면적 : 149㎜ × 149㎜)
7일차 채취

<표 3.11> 가구재 3종의 소형챔버실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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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가구재A 가구재B 가구재C 평균

TVOC 1.433(일반1) 0.361(양호) 0.244(양호) 0.679 (일반1)

HCHO 0.339(일반1) 0.061(양호) 0.164(일반1) 0.564 (일반1)

<표 3.12>  가구재의 TVOC 및 HCHO 방출강도 (㎎/㎡․h) 

위의 <표 3.12>와 같이 입주 전 세대에서 사용한가구재 3종의 TVOC 방출강도

는 주방가구의 상부장인 가구재A의 경우 일반1(2.00㎎/㎡․h미만)등급, 주방가구

의 하부장인 가구재B와 거실가구인 가구재C은 양호(0.40㎎/㎡․h미만)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HCHO 방출강도는 가구재B은 양호(0.12㎎/㎡․h미만) 등급, 가

구재A와 가구재C은 일반1(0.60㎎/㎡․h미만)등급으로 나타났다.

3.3.5 접착재 3종의 소형챔버 실험결과

소형챔버 시료 시험체의 구성 오염물질채취

챔버 1 접착제 A 63㎜ × 63㎜ , 2EA 3일차 채취

챔버 2 접착제 B 63㎜ × 63㎜ , 2EA 3일차 채취

챔버 3 접착제 C 63㎜ × 63㎜ , 2EA 3일차 채취

<표 3.13>  접착제 3종의 소형챔버실험 개요 

물질명 접착제 A 접착제 B 접착제 C 평균

TVOC  0.342(양호)  0.288(양호) 0.093(최우수) 0.241(양호)

HCHO  0.017(우수)  0.008(우수) 0.008(우수) 0.011(우수)

<표 3.14> 접착제 3종의 TVOC 및 HCHO 방출강도 (㎎/㎡․h) 

위의 <표 3.14>와 같이 입주 전 세대에서 접착제 3종의 TVOC 방출강도는

접착제A와 접착제B는 양호(0.40㎎/㎡․h미만)등급으로 그리고 접착제C는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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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3㎎/㎡․h미만)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HCHO 방출강도는 접착제A,B,C

는 우수(0.02㎎/㎡․h미만)등급으로 나타났다.

3.4 소결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에 시공된 자재를 벽지, 바닥재, 천장재, 바닥재, 접착제, 가

구 및 MDF의 6가지로 분석하고 실제로 시공된 벽지 4종과, 바닥재 2종, 가구재

3종 그리고 접착제 3종 모두 총 12종의 마감자재로부터의 소형챔버 방출강도 실

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측정세대 내에 실내건축 마감자재는 대부분 친환경자재인증 제품으로 크게

벽지, 바닥재, 천장재, 접착재, 페인트, 가구 및 아트월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

는데 벽지는 실크벽지류의 PVC제품이 거의 모든 세대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천정부분에는 대부분 목재와 PVC벽지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바닥재는 온

돌마루와 PVC 장판 및 대리석이 사용되고 있었다.

접착제의 경우에는 천연수지제품과 실란트제품 그리고 물에 녹는 유기용제 제

품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페인트의 경우는 측정세대 대부분 수성페인트로

발코니 부분에 시공이 되었으며 일부 전실이나 주방벽에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걸레받이 부분에는 대부분 MDF나 목재로 마감되고 있었으나 일부 유성페인트가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가구는 모든 세대에서 MDF류 목재가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거실이나

전실의 아트월은 MDF와 PVC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MDF와 실크벽지류

인 PVC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세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2) PVC벽지 4종의 벽지들의 TVOC 방출강도는 모두 최우수, HCHO는 우수등급

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3) 2종의 바닥재에서는 HCHO는 바닥재A와 바닥재B 모두 최우수등급 그리고

TVOC는 바닥재A의 경우 양호등급, 바닥재B는 우수등급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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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종의 가구재의 TVOC 방출강도는 가구재A인 경우 일반1등급, 가구재B와 가

구재C는 양호등급으로 나타났다. 또한, HCHO 방출강도는 가구재B은 양호등급,

가구재A와 가구재C는 일반1등급으로 각각 평가 되었다.

4) 3종의 접착제의 TVOC 방출강도는 접착제 A, 접착제 B는 양호등급으로 그리

고 접착제 C는 최우수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HCHO 방출강도는 접착제 C는

양호등급, 접착제 A, 접착제 B는 우수등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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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개요

4.1 측정 개요

본 연구에서는 2007년 4월과 5월의 봄철과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그리고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의 수도권의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의 총 160세대

의 VOCs 5개 물질과 TVOC농도를 조사를 하였다. 측정된 신축공동주택의 개요

는 <표 4.1>, <표 4.2>, <표 4.3>와 같다.

측 정 장 소 입주예정일 측정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B아파트 3세대 07/05/18 07/04/27

경기 의정부 기능동 S아파트 3세대 07/07/26 07/05/12

경기 화성시 발안동 S아파트 6세대 07/09/14 07/05/14

경기 안양 호계동 A아파트 6세대 07/05/28 07/05/17

서울 삼성동 L아파트 6세대 07/06/20 07/05/16

서울 구로동 G아파트 6세대 07/08/20 07/05/17

서울 도곡동 I아파트3단지 3세대 07/06/04 07/05/21

서울 도곡동 I아파트1단지 6세대 07/06/12 07/05/21

경기 용인 성복동 K아파트 6세대 07/06/13 07/05/23

경기 수원 정자동 B아파트 3세대 07/06/18 07/05/25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H아파트 6세대 07/07/19 07/05/28

충남 아산 배방면 P아파트 6세대 07/09/28 07/05/30

<표 4.1> 봄철 측정 신축공동주택의 개요

<표 4.2>여름철 측정 신축공동주택의 개요

측 정 장 소 입주예정일 측정일

경기 의정부 기능동 S아파트 3세대 07/07/26 07/06/25

경기 화성 동탄 D아파트 6세대 07/09/25 07/07/10

서울 이문동 P아파트 6세대 07/07/20 07/07/13

서울 장안동 H아파트 9세대 07/08/16 07/07/18

서울 잠실3단지 T아파트 12세대 07/09/21 07/07/27

충남 아산시 D아파트 3세대 07/09/10 07/08/06

인천 G아파트 6세대 07/12/14 07/08/24

서울 상도동 P아파트 12세대 07/09/28 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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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장 소 입주예정일 측정일

서울 성북구 H아파트 9세대 07/03/26 07/02/15

경기 김포시 H아파트 31세대 07/04/18 07/03/25

<표 4.3> 겨울철 측정 신축공동주택의 개요

4.2 측정세대의 실내외 환경 현황

4.2.1 측정세대의 실외환경

<표 4.4>,<표 4.5>,<표 4.6>에서와 같이 수도권 봄철과 여름철 ,겨울철 각 측정

세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즉, 서울지역은 재개발아파트 단지가 많았으며 (옥수

동 B아파트, 삼성동 L아파트, 구로동G아파트, 도곡동 I아파트, 이문동 P아파트,

장안동H아파트, 잠실3단지 T아파트, 상도동 P 아파트) 위치적으로 대부분이 교

통이 혼잡한 큰 도로와 접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와 인천지역은 대부분이 신도시로서 서울지역과 비교하여 교통이 혼

잡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 및 인천지역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

상은 주민을 위한 공용공간과 친환경공간이 새롭게 많이 조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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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장 소 단 지 특 성

서울 성동구

옥수동 B아파트

- 재개발 지역으로 지하철 금호역에 인접하며 단지 전면

10차선의 도로와 인접하고 있음.

-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차량으로 통행이 많으며 단지는

산위에 단지가 위치해 단지레벨이 높음.

경기 의정부

기능동 S아파트

- 주변에 상가가 대부분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교통량은 적으나 외곽으로 나가는 차들이 정체가 심한지역임.

경기 화성시

발안동 S아파트

-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 2개정도 가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에 논이 대부분인 지역임.

-단지 앞으로 현재 확장 공사중인 4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경기 안양

호계동 A아파트

- 주변에 상가와 거주단지 많아 인구밀도가 높으며 큰 도로도

주변으로 지나가 차량유동도 많은 지역임.

서울 삼성동

L아파트

- 주변에 재개발로 인한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

- 단지주변으로 8차선의 도로가 있으며 항상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으로 주변에 오염원이 많은 지역임.

서울 구로동

G아파트

- 지하철역과 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이며

지하철역과 백화점의 영향으로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임.

-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으며 주변 개발이 많은 되는 지역임.

서울 도곡동

I아파트3단지

- 6차선 주도로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음.

- 주변에 상가들이 많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는 주변보다 높은 레벨에 위치하고 있음.

서울 도곡동

I아파트1단지

- 주변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단지 앞에는 6차선 도로가

지나며 차량이 상습 정체되는 지역임.

- 단지 뒤로는 낮은 산이 위치하고 있음

경기 용인

성복동 K아파트

-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인구밀도는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큰 도로가 없어 차량의 유동은 적은 지역임.

- 단지가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레벨이 주변보다 높으며

산이 단지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 또한 맑은 지역임.

경기 수원

정자동 B아파트

- 주변에 상가가 많은 지역으로 메인 도로와는 300M떨어져

있으며 단지 앞으로는 2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으며 단지의 배치가 겹겹이 애워 싸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있으며 주변에 인구밀도 또한 높은 지역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H아파트

- 주변에 많은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량도 많은 지역임.

- 단지 앞으로 4차선 도로와 8차선 도로가 지나가며

충남 아산

배방면 P아파트

- 아파트 단지 앞으로 8차선 도로가 지나감

- 주변에는 상가나 상업시설보다 아직은 논이 많이 많고 개발이

안 된 지역으로 주변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임.

<표 4.4> 봄철 측정세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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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여름철 측정세대의 개요

측 정 장 소 단 지 특 성

경기 의정부

기능동 S아파트

- 주변에 상가가 대부분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큰 도로와 거리가 있음)

- 교통량은 적으나 외곽으로 나가는 차들이 정체가 심한지역임.

경기 화성 동탄

D아파트

- 주변에 서울로 통하는 6차선 도로가 위치하며 교통량은 많은

지역임.

- 단지주변 상업시설과 도심이 있으나 많은 수는 아니며 주변에

삼성전자 LCD공장과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서울 이문동

P아파트

- 중량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단지 옆으로 동부간선도로

가 지나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유동인구는 적은지역임.

- 단지주변에는 전철역이 위치하고 있음

서울 장안동

H아파트

- 중량천과 접하고는 있으나 100M거리가 있으며 주변으로 2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가 지나고 학교와 상가들이 많아 차량과 인구유

동이 많은 지역임.

서울 잠실3단지

T아파트

- 재개발 지역으로서 주변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잠실역과 신천역 석촌호수가 인접하고 있어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임.

- 항상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단지 주변으로 10차선 주도로

와 4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충남 아산

D아파트

- 단지는 작으나 주변에 3차선 도로와 단지 뒤로 위치하고 있음.

- 메인도로에서 단지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구조이며 주변에

아파트단지

이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어 인구이동은 적은지역임.

인천

G아파트

- 인천 소래포구 주변에 위치한 단지로서 주변에 신축아파트단지

가 많으며 메인 도로는 6차선도로와 4차선 도로가 단지 주변을

지나고 있음.

- 학교와 상가가 위치하지면 주변에 아파트단지 외에는 시설이

없고 논과 낮은 산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서울 상도동

P아파트

- 7호선 상도역과 200M떨어져있으며 주변에 도로는 4차선 메인

도로와 뒤로 2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고 상가와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단지

뒤로 역주변에는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이며 단지레벨은 주변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음.



- 58 -

측 정 장 소 단 지 특 성

서울 성북구

H아파트

- 주변에 낮은 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재개발된 아파트단지가 있음.

(큰 도로와 거리가 있음)

- 교통량은 적으나 길이 좁아 주변 교통이 혼잡한 지역임.

경기 김포

H아파트

- 김포시 고촌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며 낮은 산과 천이 흐르고 있음

-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위치하고 주변에 서울로 가는

도로가 위치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임

<표 4.6> 겨울철 측정세대의 개요

4.2.2 측정세대의 실내환경

봄철측정 기간의 온도분포는 평균 20℃ 내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습도는 50%

내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때, 외부와 내부의 온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한편, 외부온도 평균 30℃, 습도 평균 65% 인 여름철의 측정세대의 실내 평균

온도는 28℃ 습도는 평균 60%를 나타내고 있었다. 겨울철의 측정세대의 실내 평

균 온도는 실내 평균온도는 11.4℃ 습도는 평균 37%를 나타내고 있었다.

각 측정세대의 실내 환경은 <표 4.7>, <표 4.8>, <표 4.9>와 같다.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는 계절별로 실내의 온습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이다.

(그림 4.1) 봄철 측정 측정세대의 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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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봄철 측정 측정세대 및 외기 온습도

측정일자 측정아파트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외기

2007-04-27 서울 옥수동 B아파트
온도(℃) 20.9 22.5 18.8 21.6

습도(%) 39.0 40.0 38.0 37.0

2007-05-12 경기 의정부 S아파트
온도(℃) 17.0 18.1 16.4 14.4

습도(%) 56.1 65.0 47.0 68.8

2007-05-14 경기도 화성 S아파트
온도(℃) 21.0 22.1 19.7 18.2

습도(%) 61.0 65.0 59.0 78.0

2007-05-17 경기 안양 A아파트
온도(℃) 24.5 27.5 24.5 18.0

습도(%) 45.2 48.5 42.4 67.1

2007-05-16 서울 삼성동 L아파트
온도(℃) 21.3 22.1 19.9 17.5

습도(%) 59.3 64.0 57.0 87.0

2007-05-17 구로 G아파트
온도(℃) 22.7 23.2 22.2 23.6

습도(%) 53.3 55.0 52.0 36.0

2007-05-21
서울 도곡동 I아파트

3단지

온도(℃) 21.1 24.8 21.8 23.1

습도(%) 45.8 47.0 38.0 23.0

2007-05-21
서울 도곡동 I아파트

1단지

온도(℃) 22.1 23.8 20.8 23.1

습도(%) 42.8 46.0 33.0 20.0

2007-05-23 용인 성복동 K아파트
온도(℃) 26.4 27.4 25.7 22.4

습도(%) 45.3 52.3 48.5 47.4

2007-05-25 경기 수원 B아파트
온도(℃) 23.6 25.0 22.7 22.8

습도(%) 60.7 69.0 56.0 57.0

2007-05-28
경기 화성동탄

H아파트

온도(℃) 25.3 26.4 24.8 25.8

습도(%) 52.7 58.0 44.0 44.0

2007-05-30 충남 아산 P아파트
온도(℃) 27.4 29.1 26.2 17.7

습도(%) 48.3 56.2 47.1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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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여름철 측정 측정세대의 온습도

<표 4.8> 여름철 측정 측정세대 및 외기의 온습도

측정일자 측정아파트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외기

2007-06-25 경기 의정부 S아파트
온도(℃) 26.5 27.0 26.0 24.7

습도(%) 71.0 72.0 70.0 72.0

2007-07-10
경기 화성동탄

D아파트

온도(℃) 26.4 26.8 25.9 23.8

습도(%) 66.0 68.0 65.0 73.0

2007-07-10 서울 이문동 P아파트
온도(℃) 28.0 29.5 27.0 32.0

습도(%) 60.2 62.0 57.0 48.0

2007-07-18 서울 장안동 H아파트
온도(℃) 26.9 27.3 26.5 30.6

습도(%) 65.0 69.0 62.0 52.0

2007-07-27
서울 잠실3단지

T아파트

온도(℃) 28.8 30.0 27.4 31.8

습도(%) 71.5 76.0 68.0 59.0

2007-08-06 충남 아산 D아파트
온도(℃) 29.3 31.1 28.3 24.2

습도(%) 62.3 68.1 59.1 56.8

2007-08-24 인천 G아파트
온도(℃) 30.3 30.9 29.8 30.3

습도(%) 58.2 62.0 48.0 59.0

2007-08-28 서울 상도동 P아파트
온도(℃) 30.8 34.6 29.3 29.2

습도(%) 58.0 63.0 48.0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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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겨울철 측정 측정세대의 온습도

<표 4.9> 겨울철 측정 측정세대 및 위기의 온습도

측정일자 측정아파트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외기

2009-02-16 서울 정릉3동 H아파트
온도(℃) 10.5 12.5 8.2 7.8

습도(%) 22.0 23.0 16.0 15.0

2009-03-25 경기 김포 H아파트
온도(℃) 12.3 13.2 11.5 10.4

습도(%) 52.0 57.0 43.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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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방법

4.3.1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측정방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는 최근 제정된 실공기질공정시

험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이 시험방법은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다. 공동주택의 시료 채취 세대의 선정은 100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저층

부, 중층부, 고층부에서 3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하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한다.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시료채취 대상 세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100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에

서 3개 세대를 선정하는데, 단위주동에서 동일 라인상에 위치하는 저층부 (3층

이내에서 선정), 중층부 (예;15층 주동의 경우 7, 8, 9층중에서 선정), 고층부 (최

상부 3개층 이내에서 선정)의 각 1개 세대씩을 무작위 선정한다. 단, 여러 개 동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 지점수 내에서 각 동에서 측정한다. 한 단지

에 시공사가 여러개인 경우는 시공세대로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단위세대에서의 시료채취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하며, 원

칙적으로 벽으로부터 최소 1m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1.2～1.5m 높

이를 기본 측정점으로 한다. 만약, 실내에 자연환기구나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급배기구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다.

시료 채취시 실내온도는 2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실내에 자연환기구나 기계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급배기구로부터 최소 1m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다. 또한 채취시간은 일반적으로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측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주택에서의 실내공기질환경의 측정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를 표준적인 측정방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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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측정항목 및 기기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은 온열환경요소와 오염물질요소로 구분되며 온⋅습

도 및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였고 측정항목과 기기는 <표

4.10>와 같다.

구 분 측 정 항 목 측 정 기 기

실내환경요소

(온열환경)
온⋅습도 SK SATO KEIRYOKI PC-5000TRH2

공기환경요소

(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MINI PUMP SIBATA MP-∑300

휘발성유기화합물 MINI PUMP SIBATA MP-∑30

<표 4.10>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및 측정기기

(그림 4.4) 온・습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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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채취 방법

1)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 방법

포름알데히드(HCHO)의 시료채취는 입주전에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단위

로 공동주택세대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했으며, 환기 30분후, 기공기와 접

하는 창호, 개구부 등을 닫고 5시간동안 밀폐한 후 30분간 2회 시료채취 하

였다. 측정지점은 벽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으로 부터

1.2～1.5m 높이를 기본으로 하고, 개인용 펌프에 오존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

한 KI (potassium iodide)가 충진된 오존스크러버와 350 mg의 실리카로 코팅

된 2,4-DNPH (2,4-Dinitrophenylhydrazine) cartridge (Supelco Inc, USA)를

연결시켜 장착한 뒤 500 mL/min 유량으로 30분 동안 채취한다. 이때 포름알

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동

시에 채취하고, 각 지점에서는 Field blank, Duplicate, outdoor 시료를 확보하

고, 모든 시료는 즉시 밀봉한 후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차단하여 분석 전까

지 4℃이하 냉암소에 보관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시료채취는 입주15일전에 저층부, 중층부, 고층

부의 단위로 공동주택세대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하였으며, 환기 30분 후,

외기공기와 접하는 창호, 개구부 등을 닫고 5시간동안 밀폐한 후, 30분간 2회

시료채취 하였다. 측정지점은 벽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

면으로 부터 1.2～1.5m 높이에서 하였으며, 개인용 펌프에 고체흡착관인

Carbotrap 300 (20/40mesh, Perkin-Elmer Ltd. UK)을 연결한 후 100

mL/min의 유량으로 30분 동안 채취한다. 이때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

성유기화합물(VOCs)는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채취하고, 각 지점

에서는 Field blank, Duplicate, outdoor 시료를 확보하고, 모든 시료는 즉시

밀봉한 후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차단하여 분석 전까지 4℃이하 냉암소에 보

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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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Indoor Air Sampling (그림 4.6) Outdoor Air Sampling

(그림 4.5)는 실내 측정장비의 설치모습이며, (그림 4.6)는 실외 측정장비 설

치모습이다.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하기 위한 미량펌프와

온습도계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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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포름알데히드 분석방법

포름알데히드 분석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법에 따라 (그림 4.7)와 같은 고성

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하여 <표 4.11>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7)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HPLC system Gilson HPLC 305 system

Injector Gilson 7125-081

Analytical Column Waters Symmetry C-18(길이 250 x 내경 4.6 mm, 두께 5㎛)

Detector UV-VIS Detector,

Mobile phase Acetonitrile (A) / Water (B)

Gradient Elution 0～15 min : A/B = 70/30 (Isocratic)

Detection Absorbance at 360 nm

Flow Rate 1.3 ㎖/min

Injection Volume 20 ㎕

<표 4.11> HPLC 규격 및 분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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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분석은 <표 4.12>의 사양을 갖춘 (그림 4.8)의

TDS A2(Gerstel, Germany) 열탈착기와 GC/MSD (Agilent 6890N; Agilent

5973I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표 4.13>와 같다.

(그림 4.8)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D)와 열탈착기(ATD)

GC/MS

GC Agilent 6890N GC, USA

MSD Agilent 5973 inert MS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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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탈착/
저온농축장치

제작사 GERSTEL, Germany

열탈착기 TDS 2-7 (Thermo Desorption System)

저온농축장치
CIS4 (Cooled Injection System)
with LN2 (-150℃)

자동시료주입기 TDS A2 (Thermo Desorption Autosampler)

샘플링 튜브 Tenax Tube
Thermal Desorption Sampling Tube
(Part No. 28271-U), SUPELCO, U.S.A
17.8Cm Length × 6mm OD × 4mm ID

<표 4.12> 열탈착/저온농축-GC/MS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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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 (GERSTEL, Germany) GC/MSD(Agilent 6890N, USA)

Purge Temp and time. 30℃, 0.05min GC Column
HP-VOC

(0.2mm, 60m, 1.12㎛)

Desorb time and flow
8.55min,
5㎖/min

Initial Temp. 40 ℃ (5 min)

Desorb Temp. 240℃
Oven Ramp Rate

1
4℃/min (40 ~ 200℃)

Cold trap holding time 5min
Oven Ramp Rate

2
20℃/min (200 ~ 250℃)

Cold trap high temp. 280℃ Final Temp. 250℃ ( 3min)

Cold trap low temp. -50℃ Column Flow 0.8㎖/min

Cold trap packing Tenax TA MS Source Temp. 230℃

Split 25 : 1 Detector Type EI(Quadropole)

Valve temp. No Valve Mass Range 35 ～ 350 amu

Transfer line temp. 250℃ Electron Energy 70 eV

<표 4.13> 열탈착/저온농축-GC/MS 분석조건

검량선 작성에는 60여종의 VOCs가 혼합된 액상 표준용액을 사용하였다. 이

액상표준용액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9)과 같으며, 이 용액을 이용하여 작

성한 Toluene 검량선은 (그림 4.10)과 같다. 여기서 TVOC의 정의는 가스크

로마토그래프에 의하여 n-Hexane에서 n-Hexadecane까지의 범위에서 검출되

는 VOCs들을 Toluene으로 환산하여 정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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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STD_04.D

(그림 4.9) Toluene(200ng)을 포함한

60종 VOCs 표준물질

(그림 4.10) Toluene 검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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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내공기오염물질 현장 측정 결과

5.1 봄철 신축공동주택의 HCHO 측정결과분석

봄철기간의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의 포름알데히드(HCHO) 측정결과 (그림 5.1)

와 같이 전반적으로 기준치인 210㎍/㎥ 이하로 나타났지만 도곡동 I아파트, 동

탄 H아파트, 충남 P아파트 등의 세대에서는 기준치인 210㎍/㎥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다. 충남의 P아파트에서는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는데 현장의 마감공정이 진

행중인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며 수원의 B아파트는 가구재가 많이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그림 5.1) 봄철 측정세대의 HCHO 측정결과

5.2 봄철 신축공동주택의 TVOC 측정결과분석

봄철기간의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경우 (그림 5.2)와 같이 다

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500㎍/㎥을 모든 세대들이 초과하고 있었다.

(그림 5.2) 봄철 측정세대의 TVOC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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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5.1>는 봄철 신축공동주택의 TVOC 와 HCHO측정결과이다.

<표 5.1> 신축공동주택의 TVOC 와 HCHO 봄철측정 결과

평균값(최대값)

아파트명

측정
구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
데히드

TVOC HCHO

(기준치) 500 210

서울 옥수동

B아파트 3세대

3세대

평균

3,561.48

(4910.27)

126.42

(188.25)

경기의정부

S아파트 3세대

3세대

평균

5,673.30

(7152.27)

211.82

(229.12)

경기화성 S아파트

6세대

6세대

평균

983.75

(1565.32)

123.02

(168.37)

경기도 안양

A아파트 6세대

6세대

평균

1,173.79

(2985.88)

113.21

(154.6)

서울 삼성동

L아파트 6세대

6세대

평균

2,692.18

(5222.36)

210.05

(246.51)

서울 신구로

G아파트 6세대

6세대

평균

2,877.79

(3523.07)

434.73

(470.01)

서울 도곡동

I아파트Ⅲ3세대

3세대

평균
데이터없음

242.44

(665.13)

서울 도곡동

I아파트Ⅵ6세대

6세대

평균

724.38

(1895.75)

107.02

(135.35)

경기 용인

K아파트 6세대

6세대

평균

1,515.63

(3391.96)

171.34

(235.58)

경기 수원

B아파트 3세대

3세대

평균

1,621.57

(3321.13)

502.56

(866.04)

경기 화성

H아파트 6세대

6세대

평균

2,901.14

(4609.42)

242.69

(323)

충남 아산시

P아파트 6세대

6세대

평균

2,799.58

(7497.59)

377.44

(748.58)

60세대 평균 2411.33 238.56

* 기준치: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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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여름철 신축공동주택의 HCHO 측정결과분석

여름기간의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포름알데히드(HCHO)의 측정결과 (그림

5.3)와 같이 전반적으로 기준치인 210㎍/㎥를 절반정도 초과하고 있었다. 의정부

S아파트와 이문동의 P아파트, 잠실3단지의 T아파트, 상도동의 P아파트의 큰면

적의 세대들이 기준치인 210㎍/㎥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다. 특히 상도동 P아파트

큰면적의 세대에서 높은 농도치가 측정되었는데 내부에 가구가 많이 사용한 것

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그림 5.3) 여름철 측정세대의 HCHO측정결과

5.4 여름철 신축공동주택의 TVOC 측정결과분석

여름철기간의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경우 (그림 5.4)와 같이 다

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500㎍/㎥ 이상을 장안동의 H아파트를 제외

한 모든 세대들이 초과하고 있었다.

(그림 5.4) 여름철 측정세대의 TVOC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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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5.2>는 여름철 신축공동주택의 TVOC 와 HCHO측정결과이다.

<표 5.2> 신축공동주택의 TVOC 와 HCHO 여름철측정 결과

평균값(최대값)

아파트명
측정구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
데히드

TVOC HCHO

(기준치) 500 210

경기 의정부
S아파트3세대

3세대
평균

1566.18
(1587.58)

255.58
(385.87)

경기 화성
D아파트6세대

6세대
평균

617.52
(1251.09)

170.38
(362.44)

서울 이문동
P아파트6세대

6세대
평균

944.29
(1368.2)

365.99
(540.97)

서울 장안동
H아파트9세대

9세대
평균

471.61
(1573.7)

137.57
(243.33)

서울 잠실3
T아파트12세대

12세대
평균

834.51
(1314.67)

279.85
(467.98)

충남 아산
D아파트3세대

3세대
평균

1070.82
(1764.72)

129.46
(228.93)

인천
G아파트 6세대

6세대
평균

630.48
(1189.95)

174.24
(211.77)

서울상도동
P아파트 15세대

15세대
평균

2699.37
(8514.72)

323.72
(915.45)

60세대 평균 1104.34 229.59

* 기준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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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겨울철 신축공동주택의 HCHO 측정결과분석

겨울철기간의 입주전 포름알데히드(HCHO)의 측정결과 (그림 5.5)와 같이 정릉

3동의 H아파트와 김포의 H아파트는 기준치인 210㎍/㎥이하로 낮은 농도로 측정

되었다.

(그림 5.5) 겨울철 측정세대의 HCHO 측정결과

5.6 겨울철 신축공동주택의 TVOC 측정결과분석

겨울철기간의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경우 (그림 5.6)와 같이 다

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500㎍/㎥ 이상을 정릉3동의 H아파트가 기준

치를 조금 초과하였으며 김포의 H아파트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그림 5.6) 겨울철 측정세대의 TVOC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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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5.3>는 겨울철 신축공동주택의 TVOC 와 HCHO측정결과이다.

<표 5.3> 신축공동주택의 TVOC 와 HCHO 겨울철측정 결과

평균값(최대값)

아파트명
측정구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
데히드

TVOC HCHO

(기준치) 500 210

서울 정릉3동

H아파트 9세대

9세대

평균

515.5

(1109.01)
37.1

(68.74)

경기 김포시
H아파트 31세대

31세대
평균

189.97
(368.34)

23.18
(49.38)

40세대 평균

(최대값)

352.73
(1109.01)

30.14
(68.74)

* 기준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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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봄철 신축공동주택의 VOCs 측정결과분석

봄철기간의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개별 VOCs물질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 측정결과 벤젠은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인 30㎍/㎥ 이하로 측정되

었으며 톨루엔은 기준치인 1000㎍/㎥을 경기도 의정부의S 아파트가 초과하였다.

에틸벤젠은 측정결과 기준치인 360㎍/㎥의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자일렌은 측정결

과 기준치인 700㎍/㎥ 이내로 측정되었다. 스티렌은 측정결과 기준치인 300㎍/㎥

을 의정부의 S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그림 5.7), (그림 5.8), (그림 5.9), (그림 5.10), (그림 .11), <표 5.4>는 신축

공동주택의 봄철측정 VOCs결과이다.

(그림 5.7) 봄철 측정세대의 Benzene 측정결과

(그림 5.8) 봄철 측정세대의 Tolu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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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봄철 측정세대의 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10) 봄철 측정세대의 Xylene 측정결과

(그림 5.11) 봄철 측정세대의 Styl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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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신축공동주택의 봄철측정 VOCs결과

평균값(최대값)

아파트명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30 1000 360 700 300

서울 옥수동

B아파트 3세대

2.05

(2.36)

757.06

(873.9)

159.48

(306.8)

36.62

(340.8)

168.54

(256.95)

경기의정부

S아파트 3세대

5.41

(6.42)

1,149

(1281.8)

144.85

(182.16)

17.10

(18.98)

322.85

(429.2)

경기화성 S아파트

6세대

15.78

(87.54)

307.25

(427.59)

26.18

(53.82)

25.47

(44.32)

26.87

(56.91)

경기도 안양

A아파트 6세대

2.41

(2.91)

162.32

(250.02)

15.23

(29.43)

3.50

(57.2)

35.22

(55.36)

서울 삼성동

L아파트 6세대

2.20

(3.62)

499.85

(625.18)

52.05

(48.42)

218.98

(126.9)

97.57

(681.3)

서울 신구로

G아파트 6세대

27.04

(82.02)

516.02

(617.14)

82.55

(150.82)

110.01

(209.4)

41.26

(50.41)

서울 도곡동

I아파트Ⅵ6세대

1.00

(1.64)

248.99

(317.24)

21.80

(50.44)

9.81

(26.28)

32.98

(51.53)

경기 용인

K아파트 6세대

2.60

(4.96)

494.84

(586.47)

14.37

(19.87)

143.54

(282)

23.12

(24.73)

경기 수원

B아파트 3세대

3.60

(6.87)

560.38

(771)

15.10

(27.54)

33.71

(77.95)

26.26

(49.07)

경기 화성

H아파트 6세대

0.90

(2.06)

512.49

(702.36)

48.79

(89.99)

131.00

(216.1)

69.19

(107.7)

충남 아산시

P아파트 6세대

1.71

(2.53)

839.27

(1123.5)

76.46

(132.18)

50.54

(157.4)

83.46

(153.9)

60세대평균 5.88

(87.54)

549.77

(1281.8)

59.71

(306.8)

70.93

(340.8)

84.3

(429.2)

* 기준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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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봄철 측정세대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구성 성분 분석

봄철 측정세대 VOCs와 TVOC의 구성물질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그림 5.12)

과 같다. 즉, (그림 5.12)은 봄철 측정한 VOCs 농도값으로 오염물질 중에는 톨루

엔(Toluene)이 가장 많은 47.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m,p-Xylene이 7.2%

o-Xylene이 2.4%로 Xylene이 9.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한, 스티렌(Styrene)이 6.6% ,에틸벤젠(Ethylbenzene)이 4.9% 벤젠(Benzene)이 6%로

나타났다. 이외의 55 가지 VOCs물질은 30.4%로 검출되었다.

(그림 5.12) 봄철 측정세대의 VOCs오염물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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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여름철 신축공동주택의 VOCs 측정결과분석

여름철기간의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개별 VOCs물질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

젠 자이렌, 스티렌 측정결과 벤젠은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인 30㎍/㎥ 이하로 측

정되었으며 톨루엔은 기준치인 1000㎍/㎥이하로 측정되었다. 에틸벤젠은 측정결

과 기준치인 360㎍/㎥의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자일렌은 측정결과 기준치인 700㎍

/㎥ 이내로 측정되었다. 스티렌은 측정결과 기준치인 300㎍/㎥을 상도동의 P아파

트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그림 5.13), (그림 5.14), (그림 5.15), (그림 5.16), (그림 5.17), <표 5.5>는 

신축공동주택의 여름철측정 VOCs결과이다.

(그림 5.13) 여름철 측정세대의 Benzene 측정결과

(그림 5.14) 여름철 측정세대의 Tolu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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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여름철 측정세대의 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16) 여름철 측정세대의 Xylene 측정결과

(그림 5.17) 여름철 측정세대의 Styl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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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신축공동주택의 여름철측정 VOCs결과

평균값(최대값)

아파트명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틸렌

30 1000 360 700 300

경기 의정부
S아파트3세대

2.25
(2.35)

434.13
(453.6)

17.75
(18.92)

9.68
(68.87)

51.86
(61.25)

경기 화성
D아파트6세대

0.68
(1.47)

260.78
(311.98)

14.06
(29.17)

19.35
(27.49)

17.26
(28.3)

서울 이문동
P아파트6세대

0.63
(2.43)

346.04
(467.37)

49.18
(80.47)

22.93
(55.57)

37.51
(42.9)

서울 장안동
H아파트9세대

0.34

(0.71)

146.56

(220.75)

32.35

(243.95)

10.07

(18.67)

48.91

(327.2)

서울 잠실3
T아파트12세대

0.14
(0.43)

310.80
(371.89)

16.31
(23.48)

29.67
(148.72)

48.65
(54.94)

충남 아산
D아파트3세대

2.11
(4.91)

307.94
(335.57)

15.33
(26.75)

21.3
(33.42)

24.98
(46.81)

인천 소래
G아파트6세대

0.088
(0.53)

294.45
(363.6)

27.26
(42.93)

8.93
(69.14)

37.89
(11.72)

서울 상도동
P아파트15세대

2.42
(4.47)

817.71
(2754.9)

229.04
(1345.7)

158.23
(399.1)

896.96
(457.62)

60세대평균 1.08

(4.91)

304.8

(2754.9)

50.16

(1345.7)

35.02

(339.1)

145.5

(457.62)

* 기준치: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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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여름철 측정세대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구성 성분 분석

여름철 측정세대 VOCs와 TVOC의 구성물질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그림

5.18)과 같다. 즉, (그림 5.18)은 여름철 VOCs농도값을 분석한 것으로 오염물질

중에는 톨루엔(Toluene)이 가장 많은 50.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m,p-Xylene이

8.3% o-Xylene이 3.1%로 Xylene이 11.4%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에틸벤젠(Ethylbenzene)이 8.7% 스티렌(Styrene)이 6.3% , 벤젠(Benzene)이

0.1%로 나타났다. 이외의 55 가지 VOCs물질은 23.2%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봄철과

여름철의 측정세대 농도값을 비교분석해보면 봄철보다 여름철의 VOCs주요물질이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봄철보다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18) 여름철 측정세대의 VOCs오염물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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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겨울철 신축공동주택의 VOCs 오염 성분 분석

겨울철기간의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개별 VOCs물질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

젠 자이렌, 스티렌 측정결과 벤젠은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인 30㎍/㎥ 이하로 측

정되었으며 톨루엔은 기준치인 1000㎍/㎥이하로 측정되었다. 에틸벤젠은 측정결

과 기준치인 360㎍/㎥의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자일렌은 측정결과 기준치인 700㎍

/㎥ 이내로 측정되었다. 스티렌은 측정결과 기준치인 300㎍/㎥을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그림 5.19), (그림 5.20), (그림 5.21), (그림 5.22), (그림 5.23), <표 5.6>는 

신축공동주택의 겨울철측정 VOCs결과이다.

(그림 5.19) 겨울철 측정세대의 (그림 5.20) 겨울철 측정세대의

Benzene 측정결과 Toluene 측정결과

(그림 5.21) 겨울철 측정세대의 (그림 5.22) 겨울철 측정세대의

Ethylbenzene 측정결과 Xyl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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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여름철 측정세대의 Stylene 측정결과

<표 5.6> 신축공동주택의 겨울철측정 VOCs결과

평균값(최대값)

아파트명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30 1000 360 700 300

서울 정릉3동

H아파트 9세대

0.91

(1.35)

206.78

(390.11)

18.5

(49.12)

40.33

(101.08)

33.02

(103.94)

경기 김포시
H아파트 31세대

0.81
(1.12)

76.01
(179.89)

8.47
(41.42)

19.76
(77.29)

6.11
(39.29)

40세대평균

(최대값)

0.86

(1.35)

141.39

(390.11)

13.48

(49.12)

30.04

(101.08)

19.56

(103.94)

* 기준치: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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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겨울철 측정세대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구성 성분 분석

겨울철 측정세대 VOCs와 TVOC의 구성물질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그림

5.24)과 같다. 즉, (그림 5.24)는 여름철 VOCs농도값을 분석한 것으로 오염물질

중에는 톨루엔(Toluene)이 가장 많은 44.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Xylene이 12.1%

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에틸벤젠(Ethylbenzene)이 7.2% 스티렌

(Styrene)이 5.8% , 벤젠(Benzene)이 0.4%로 나타났다. 6가지 물질 이외의 55 가지

VOCs물질은 29.9%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봄철과 여름철의 측정세대 농도값을 비교

분석해보면 봄철과 여름철의 VOCs주요물질이(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24) 겨울철 측정세대의 VOCs오염물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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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별 HCHO 측정결과

봄철 층별(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HCHO 측정결과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고층

부에서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그림 5.25)에서 확인하였다. 약 70%의 세대에서

기준치(210㎍/㎥)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림 5.25) 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HCHO 측정결과

(그림 5.26) 여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HCHO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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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월∼9월) 층별(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HCHO 측정결과 분석결과 전

반적으로 봄철과 달리 저층부보다 중층부와 고층부에서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그림 5.26)에서 확인하였다. 약 75%의 세대에서 기준치인 210㎍/㎥을 초과하고 있

었다.

(그림 5.27) 겨울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HCHO 측정결과

겨울철 층별(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HCHO 측정결과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저

층부나중층부보다 고층부에서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그림 5.27)에서 확인하였다.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210㎍/㎥) 이하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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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별 VOCs측정결과

1) 벤젠(Benzene) 측정결과

봄철 (4∼5월)의 층별 벤젠(Benzene) 측정결과 (그림 5.28)와 같이 화성발안의

S아파트에서 저층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나 대부분 저층, 중층, 고층 순으로 고층

에서 높게 측정되고 있었다. 경기도 화성의 S아파트의 저층과 서울구로의 G아파

트에서는 기준치(30㎍/㎥)를 넘는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28) 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Benzene 측정결과

(그림 5.29) 여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Benz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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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월∼9월)의 층별 벤젠(Benzene) 측정결과 (그림 5.29)와 같이 일부 세

대에서 저층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나 대부분 중층과 고층에서 높은 농도가 검출

되고 있었다.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30㎍/㎥)이하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30) 겨울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Benzene 측정결과

겨울철 (2월∼3월)의 층별 벤젠(Benzene) 측정결과 (그림 5.30)와 같이 일부 세

대에서 저층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나 대부분 고층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30㎍/㎥)이하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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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톨루엔(Toluene) 측정결과

봄철 (4∼5월)의 층별 톨루엔(Toluene) 측정결과 (그림 5.31)와 같이 저층, 보다

는 중층, 고층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의정부의 S아파트와 충남아산의 P아

파트에의 고층에서 기준치(1000㎍/㎥)를 초과하였다.

(그림 5.31) 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Toluene 측정결과

(그림 5.32) 여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Tolu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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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월∼9월)의 층별 톨루엔(Toluene) 측정결과 (그림 5.32)와 같이 저층,

보다는 중층, 고층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대부분의 세대에서 기준치인

(1000㎍/㎥)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상도동의 P아파트에서는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33) 겨울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Toluene 측정결과

겨울철 (2월∼3월)의 층별 톨루엔(Toluene) 측정결과 (그림 5.33)와 같이 저층

보다는 중층부와 고층부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

(1000㎍/㎥) 이하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 92 -

3) 에틸벤젠(Ethylbenzene) 측정결과

봄철(4∼5월)의 층별 에틸벤젠(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34)와 같이 저

층, 보다는 중층, 고층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옥수동의B아파트 고층부에서

는 기준치(350㎍/㎥)를 초과하였다.

(그림 5.34) 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35) 여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Ethylbenz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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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월∼9월)의 층별 에틸벤젠(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35)와 같이

저층, 보다는 중층, 고층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상도동 P 아파트에서는 기

준치(350㎍/㎥)를 넘는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36) 겨울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Ethylbenzene 측정결과

겨울철 (2월∼3월)의 층별 에틸벤젠(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36)와 같이

저층, 보다는 중층, 고층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

(350㎍/㎥)이하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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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이렌(Xylene) 측정결과

봄철(4∼5월)의 층별 자이렌(Xylene) 측정결과 (그림 5.37)와 같이 저층, 보다는

중층, 고층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인 측정결과 (700

㎍/㎥) 이하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37) 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Xylene 측정결과

(그림 5.38) 여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Xyl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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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8월)의 층별 자이렌(Xylene) 측정결과 (그림 5.38)와 같이 저층, 보

다는 중층, 고층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상도동 P 아파트에서는 기준치

(700㎍/㎥)를 넘는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나머지의 세대에서는 기준치(700㎍/

㎥) 이하로 측정되었다.

(그림 5.39) 겨울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Xylene 측정결과

겨울철 (2월∼3월)의 층별 자이렌(Xylene) 측정결과 위(그림 5.39)와 같이 저층,

보다는 중층, 고층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700㎍/㎥)

이하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 96 -

5) 스티렌(Stylene) 측정결과

봄철 (4∼5월)의 층별 스티렌(Stylene) 측정결과 (그림 5.40)와 같으며 대체로

고층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으며 특히 삼성동의 L아파트의 고층부에서 기준

치를 넘는 370.43㎍/㎥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40) 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Stylene 측정결과

(그림 5.41) 여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Styl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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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월∼9월)의 층별 스티렌 측정결과 중층부와 고층부에서 높은 농도치

가 측정되었으며, 측정세대에서는 (그림 5.41)과 같이 상도동의 P아파트서는 90㎡

이하의 세대에서 저층과 고층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기준치 (300㎍/㎥) 이하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42) 겨울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Stylene 측정결과

겨울철 (2월∼3월)의 층별 스티렌 측정결과 중층부와 고층부에서 높은 농도치

가 측정되었으며, 측정세대에서는 (그림 5.42)와 같으며,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

(300㎍/㎥) 이하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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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별 TVOC측정결과

봄철 (4∼5월)의 층별 TVOC 측정결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중층부 이상

이 저층부보다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그림 5.43)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90%이

상의 세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치(500㎍/㎥)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림 5.43) 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TVOC 측정결과

(그림 5.44) 여름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TVOC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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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8월)의 층별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층별 TVOC 측정결과 저층

부와 고층부가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그림 5.44)에서 확인하였다. 특히 상도동의

P아파트에서는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80%이상의 세대에서 다중이용시

설의 기준치(500㎍/㎥)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림 5.45) 겨울철 측정세대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TVOC 측정결과

겨울철 (2월∼3월)의 층별 TVOC 측정결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중층부

와 고층부가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그림 5.45)에서 확인하였다. 특히 정릉3동의

일부 중층부와 고층부의 세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치(500㎍/㎥)를 넘는 농도

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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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측정세대의 면적별 포름알데히드(HCHO)측정결과

봄철 (4∼5월)의 면적별 포름알데히드(HCHO) 측정결과 구로의 G아파트 30평

이하 세대에서 기준치 (210㎍/㎥)를 많이 초과하고 있었고, 수원의 B아파트, 화성

의 H아파트, 충남 아산의 P아파트의 90㎡ 이상의 세대와 120㎡ 이상의 세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봄철의 측정세대에서는 (그림 5.46)과 같이 알 수 있

듯이 큰 면적의 세대보다는 작은 면적의 세대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 되고 있다.

(그림 5.46) 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HCHO측정결과

(그림 5.47) 여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HCHO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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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8월)의 면적별 포름알데히드(HCHO) 측정결과 (그림 5.47)와 같이

50%의 세대에서 기준치(210㎍/㎥)를 많이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적용자재분석에

서 가구재의 사용이 많은 곳에서 오염농도가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그림 5.48) 겨울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HCHO측정결과

겨울철 (2∼3월)의 면적별 포름알데히드(HCHO) 측정결과 (그림 5.48)와 같이

알 수 있듯이 측정세대 40세대 모두 기준치(210㎍/㎥)이하의 농도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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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측정세대의 면적별 VOCs측정결과

1) 벤젠(Benzene) 측정결과

봄철 (4∼5월)의 면적별 벤젠(Benzene) 측정결과 (그림 5.49)와 같이 모든 세대

에서 기준치(30㎍/㎥)이하로 측정되었다. 큰 면적의 세대보다는 작은 면적인 구로

의 G아파트 90㎡이상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49) 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Benzene 측정결과

(그림 5.50) 여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Benz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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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8월)의 면적별 벤젠(Benzene) 측정결과 (그림 5.50)와 같이 모든 세

대에서 기준치(30㎍/㎥)이하로 측정되었다.

(그림 5.51) 겨울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Benzene 측정결과

겨울철 (2∼3월)의 면적별 벤젠(Benzene) 측정결과 (그림 5.51)와 같이 모든 세

대에서 기준치(30㎍/㎥)이하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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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톨루엔(Toluene) 측정결과

봄철 (4∼5월)의 면적별 톨루엔(Toluene) 측정결과 (그림 5.52)와 같이 의정부

의 90㎡이하의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1000㎍/㎥) 이하로 측정되었

다. 큰 세대(180㎡이하, 160㎡이하) 보다는 작은 면적인 세대의 아파트(120㎡이

상) 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52) 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Toluene 측정결과

(그림 5.53) 여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Tolu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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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8월)의 면적별 톨루엔(Toluene) 측정결과 (그림 5.53)와 같이 상도

동 P아파트 90㎡이하의 작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1000㎍/㎥) 이

하로 측정되었다. 대체로 작은 면적의 세대에서 높게 측정 되었으나 가구재의 사

용이 많은 곳은 면적 증가에 따라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그림 5.54) 겨울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Toluene 측정결과

겨울철 (2∼3월)의 면적별 톨루엔(Toluene) 측정결과 (그림 5.54)와 같이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1000㎍/㎥) 이하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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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틸벤젠(Ethylbenzene) 측정결과

봄철 (4∼5월)의 면적별 에틸벤젠(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55)와 같이

의정부와 옥수동의 120㎡의 작은 면적의 세대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으며, 나

머지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350㎍/㎥) 이하로 측정되었다. 큰 세대 180㎡ 이상, 240㎡

이상의 세대보다는 작은 면적인 세대의 아파트인 120㎡ 이상 세대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

되었다.

(그림 5.55) 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56) 여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Ethylbenz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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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8월)의 면적별 에틸벤젠(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56)와 같이

상도동 P아파트 90㎡의 작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350㎍/㎥) 이

하로 측정되었다. 큰 면적의 세대보다는 적은 면적의 세대에서 높게 측정 되었

다.

(그림 5.57) 겨울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Ethylbenzene 측정결과

겨울철 (2∼3월)의 면적별 에틸벤젠(Ethylbenzene) 측정결과 (그림 5.57)와 같

이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350㎍/㎥) 이하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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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이렌(Xylene) 측정결과

봄철 (4∼5월)의 면적별 자이렌(Xylene) 측정결과 (그림 5.58)와 같이 의정부와

의정부의 120㎡ 이상의 작은 세대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으며,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700㎍/㎥) 이하로 측정되었다.

(그림 5.58) 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Xylene 측정결과

(그림 5.59) 여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Xyl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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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8월)의 면적별 자이렌(Xylene) 측정결과 (그림 5.59)와 같이 상도동

P아파트 30평형이하 세대에서 다른 평형보다 높은 농도치가 측정되었다. 모든 세

대에서 기준치(700㎍/㎥) 이하로 측정되었다. 큰 면적의 세대보다는 작은 면적의

세대에서 높게 측정 되었다.

(그림 5.60) 겨울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Xylene 측정결과

겨울철 (2∼3월)의 면적별 자이렌(Xylene) 측정결과 (그림 5.60)와 같이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700㎍/㎥) 이하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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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티렌(Stylene) 측정결과

봄철 (4∼5월)의 면적별 스티렌(Stylene) 측정결과 (그림 5.61)와 같이 의정부

와 삼성동의 160㎡ 이하의 큰 면적의 세대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되었으며,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300㎍/㎥) 이하로 측정되었다.

(그림 5.61) 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Stylene 측정결과

(그림 5.62) 여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Stylene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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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8월)의 면적별 스티렌(Stylene) 측정결과 (그림 5.62)와 같이 상도

동 P아파트 90㎡ 이상, 120㎡ 이상, 180㎡ 이상의 세대에서 높은 농도치가 측정

되었다.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300㎍/㎥) 이하로 측정되었다. 큰 면적의 세대보다

는 적은 면적의 세대에서 높게 측정 되었다.

(그림 5.63) 겨울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Stylene 측정결과

겨울철 (2∼3월)의 면적별 스티렌(Stylene) 측정결과 (그림 5.63)와 같이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300㎍/㎥) 이하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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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측정세대의 면적별 TVOC 측정결과

봄철 (4∼5월)의 면적별 TVOC 측정결과 (그림 5.64)와 같이, 모든 세대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500㎍/㎥)를 넘는 농도가 측정되었다. 작은 면적의 세대 (90

㎡이상, 120㎡이상)에서 큰 면적의 세대의 (180㎡이상, 240㎡이상)에서 보다는 높

은 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림 5.64) 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TVOC 측정결과

(그림 5.65) 여름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TVOC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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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6∼8월)의 면적별 TVOC 측정결과 (그림 5.65)와 같이 대부분의 세대에

서 높은 농도치가 측정되었다. 모든 세대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500㎍/㎥)이상

으로 측정되었다. 큰 면적(150㎡이상, 180㎡이상)의 세대보다는 적은(90㎡이상,

120㎡이상) 면적의 세대에서 높은 농도가 측정 되었다.

(그림 5.66) 겨울철 측정세대의 면적별 TVOC 측정결과

겨울철 (2∼3월)의 면적별 TVOC 측정결과 (그림 5.66)와 같이 모든 세대에서

정릉의 H아파트 120㎡이상의 세대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500㎍/㎥)를 초과하

였고 나머지 세대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 여름철과 봄철과 달리 겨울철 측

정세대 40세대에서 대체로 오염농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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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소 결

2007년 4월과 5월의 봄철과 6월∼8월의 여름철의 수도권의 입주 전 신축공동

주택 120세대 그리고 2008년 2월과 3월의 겨울철의 서울과 수도권의 40세대의

총 160세대의 HCHO, VOCs 및 TVOC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측정세대의 봄철측정 기간의 온도분포는 평균 20℃ 내외를 나타내고 있

었으며 습도는 50% 내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때 외부 온습도 조건은 실내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여름철인 경우 외부온도 평균 30℃, 습

도 평균 65% 일 때 측정세대 실내 평균온도는 28℃ 습도는 평균 60%를 보이고

있었다. 겨울철의 측정세대의 실내 평균 온도는 실내 평균온도는 11.4℃ 습도는

평균 37%를 나타내고 있었다.

2) 측정세대의 외부환경은 서울지역은 주로 재개발지역으로서 위치적으로 대부

분이 교통이 혼잡한 대도로와 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지역은 대부분

이 신도시로서 비교적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3) 봄철과 여름철 120세대의 신축공동주택의 입주전 VOCs 5개물질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측정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측정

세대가 현행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었다. 상도동의 P아파트의 일부세대에서 톨루엔

(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었다. 특히,

Unknown 물질을 포함한 TVOC값은 90%이상의 측정세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

내 공기질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한편, 봄철과 비교하면 여름철인 경우 VOCs

및 TVOC 농도 모두 온도상승에 따라 비교적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4) 총 160세대에서 층별 비교에서는 저층보다 고층에서 오염농도가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VOCs 5개물질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의 세부 구

성성분을 분석한 결과 오염물질 중에는 Toluene이 47.9-50.4 %로 가장 높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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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순위로 Xylene, Styrene, Ethylbenzene, Benzene 등의 분

포로 검출되고 있었다. 또한, 봄철보다 여름철에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VOCs주요물

질이(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116 -

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봄철,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의 계

절별 입주예정인 신축공동주택 160 세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와 마감자재의

방출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전 신축공동주택 160세대에 적용된 건축마감재의 분석에서 벽에

는 대부분세대에서 실크벽지류의 PVC제품이 그리고 천정에는 대부분 목재와

PVC벽지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바닥에는 온돌 및 강화마루와 PVC

장판 그리고 대리석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가구재는 모든 세대에서 MDF류

목재가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거실이나 전실의 아트월은 MDF와 PVC제

품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고 일부 MDF와 실크벽지류인 PVC제품을 같이 사용하

는 세대도 있었다. 접착제의 경우에는 천연수지제품과 실란트제품 그리고 물에

녹는 유기용제 제품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페인트의 경우는 측정세대 대

부분 수성페인트로 발코니 부분에 시공이 되었으며 일부 전실이나 주방벽에 사

용되고 있었다. 한편, 걸레받이 부분에는 대부분 MDF나 목재로 마감되고 있었으

나 일부 유성페인트가 사용되는 세대도 볼수 있었다.

이와같은 자재들은 대부분 친환경자재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 벽지는 HCHO우수 TVOC 최우수등급, 접착제는 HCHO와

TVOC 모두 양호등급 그리고 바닥재는 HCHO, TVOC 각각 양호등급으로 평

가되었다. 따라서,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주요마감재에서의 오염농도 방출은

HB등급이 높은 벽지보다 등급이 낮은 접착제와 바닥재 등에서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160세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현장측정결과, HCHO는 온도가

높은 여름철인 경우 약 50%정도가 기준 농도값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특히, 가구

재 사용이 많은 곳이 높은 농도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VOC는 겨

울철을 제외하고 봄철과 여름철인 경우 대부분 세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VOCs는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과 가구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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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많은 곳에서 매우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었다. 이 때, 구성성분의 50%이

상이 Toluene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m,p-Xylene, Styrene, Ethylbenzene, Benzene

등의 순위로 검출되고 있었다.

한편, 건물높이에 따른(층별,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HCHO와 TVOC의 오염

농도 측정에서는 저층부보다 중층부 이상의 고층부에서 오염농도가 높게 검출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물면적에 따른 농도비교에서는 마감건축재의

사용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간의 크기가 작은세대에서 오염 농도값이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에서는 특히 실내

온도가 높은 여름철계절에 HCHO 및 TVOC 등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

는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특히, 마감자재의 선택에 있어서 가구재는 실내공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층부와 실내면적이 적은 세대가 저층부와 넓은 면적

세대보다 오염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밝혀내었다.

특히, 친환경건축재료라 할지라도 정확한 성능확인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자료는 입주예정인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의 중

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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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HCHO, VOCs 및 TVOC

농도분포 실태조사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환경전공

김  건  우

지도교수  박  진  철

시공 후 입주 직전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각종 건축자재 및 표면활성

제, 접착제의 사용으로 인해 각종 유해가스 및 오염물질이 발산하지만 아직

까지 오염물질 오염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여 입주자

들은 새집증후근(Sick House Syndrome : SHS) 등의 문제를 일으켜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2003년 4월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

정하여 공포하였으며, 2004년 5월 30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

차장, 터미널 및 대합실, 보육시설, 장례식장, 찜질방, 대형상가 등) 17개를 비

롯하여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

히드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본 연구는 봄철과 여름철 그리고 겨울철의 입주 전의 신축공동주택 160세대

를 대상으로 적용된 건축마감자재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사용된 자재들을 대

상으로 성능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세대를 대상으로 측정을 통하여 실내공

기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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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주전 신축공동주택 160세대에 적용된 건축마감재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실내마감자재는 적용위치에 따라 크게 벽, 바닥, 천장, 가구재, 창호재 및

접착제로 분류되었다. 벽에는 대부분세대에서 실크벽지류의 PVC제품이 그리

고 천정에는 대부분 목재와 PVC벽지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바

닥에는 온돌 및 강화마루와 PVC 장판 그리고 대리석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

구재는 모든 세대에서 MDF류 목재가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거실이나

전실의 아트월은 MDF와 PVC제품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고 일부 MDF와 실

크벽지류인 PVC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세대도 있었다.

접착제의 경우에는 천연수지제품과 실란트제품 그리고 물에 녹는 유기용제

제품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페인트의 경우는 측정세대 대부분 수성페

인트로 발코니 부분에 시공이 되었으며 일부 전실이나 주방벽에 사용되고 있

었다.

2) 각 자재들은 대부분 친환경자재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성능을 확인한 소형챔버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된

벽지 4종, 접착제 3종, 바닥재 2종, 가구재 3종 등 13종의 주요마감자재들의

소형챔버실험결과, 벽지는 HCHO우수 TVOC 최우수등급임을 확인하였다. 또

한, 접착제는 HCHO와 TVOC 모두 양호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바닥재는

HCHO, TVOC 모두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입주전 신축공동주택

의 주요마감재에서의 오염농도 방출은 HB등급이 높은 벽지보다 등급이 낮은

접착제와 바닥재 등에서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봄철(4월∼5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2월∼3월)의 서울과 수도권

의 160세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현장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봄철과 겨울철의 신축공동주택 HCHO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농도분

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실내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측정세대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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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주요원인은 가구재로 밝혀졌으며 특

히, 면적이 넓은 세대에서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2)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5가지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Toluene

이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 Xylene>

Ethylbenzene> Styrene>Benzene의 구성분포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VOCs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가구재가 많은 곳에서는

Styrene이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3) 봄철과 여름철 입주전 신축공동주택 의 TVOC 농도분포는 대부분 기준

치(다중이용시설 500㎍/㎥)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반대로 거

의 모든 세대에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4) 층별(저층, 중층, 고층) 측정결과에서는 각 오염물질은 고층부〉중층부〉

저층부 순으로 측정되었고 특히, 중층부와 고층부에서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각 세대 면적별 오염물질(HCHO, VOCs, TVOC)분포도는 면적이 적은세

대 일수록 HCHO 및 VOCs 값이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이는 내부 실내마감

재와 건축자재 면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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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newly built apartment right before moving-in after construction,

various harmful gases and pollutants are generated owing to application of

various construction materials, surface active agent and adhesives,

however, health of tenants are still under strong threat such as Sick

House Syndrome (SHS), etc, owing to moving-in without proper

understanding of contamination degree of pollutants.

In April 2003, ‘Indoor Air Control Regulation for Multiplex Facilities’ was

enacted and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ame into

effect on May 30, 2004. Accordingly, pollutant substances such as volatile

organic compounds or formaldehyde must be measured and reported to

occupants obligatorily in 17 types of domestic multiplex facilities(subway

stations,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libraries, museums, art galleries,

medical institutions, indoor parking lots, terminals and waiting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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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ry facilities, funeral facilities, public fomentation rooms, giant

shopping malls, etc.) and new apartment houses with 100 households or

more.

Firstly, analysis result of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applied for

newly built 160 apartment households before moving-in is as below,

1) Indoor finishing materials are categorized to wall, floor, ceiling, furniture

materials, windows & doors and adhesives widely in accordance with the

location of application. PVC product of silk wallpaper and compound of wood

and PVC wallpaper for ceiling is applied at most households. Moreover,

underfloor materials, PVC floor paper, marble and laminate floor are applied

for floor. MDF wood is applied for furniture in all households, and, especially,

MDF and PVC products were mainly applied for front room and living room,

while some of households were using MDF, PVC products made by silk

wallpaper.

In case of adhesives, natural resin product, sealant product and organic

solvent product were diversely applied. In case of paint, soluble paint was

used for balcony part for most examined households, and it was also applied

for some part of front room and kitchen wall.

2)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certified materials were mostly used for

materials, and small chamber test result of their functions are as below,

According to small chamber test results of 13 types of main finishing

materials, such as 4 types of wallpaper, 3 types of furniture materials, 4

types of adhesives and 2 types of flooring materials, HCHO was (HB-2) good 

grade and TVOC was (HB-1) excellent grade for wallpaper. Moreover,

adhesives were examined to (HB-3) mean grade for HCHO and TVOC.

Moreover, flooring materials were in (HB-3) mean grade for HCHO and

TVOC. Therefore, it was found that pollutant emission of main finishing

materials for newly built apartment before moving-in was made from low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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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adhesives and flooring materials rather than high HB grade wallpaper.

Secondly, site measurement results of indoor air environment for 160

newly built apartment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in spring (April

∼May), summer (June∼Sep.) and winter (Feb.∼March) are as below,

1) Newly built apartment HCHO in spring and winter showed concentration

distribution which does not exceed standard value. However, approximately

50% of examined households were showing more than standard value in

summer when indoor temperature is high. It was mainly caused by furniture

materials, which, especially, was found in wide area households.

2) Toluene was having the highest rate within 5 types of individual VOCs in

newly built households before moving-in, and rate of Xylene> Ethylbenzene>

Styrene>Benzene showed sequentially. However, all individual VOCs was not

exceeding standard value. Styrene was highly detected in some households with

a large mount of furniture materials.

3) TVOC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newly built apartment in spring and

summer before moving-in mostly showed over standard value (500㎍/㎥ for

multi-user facility). However, on the contrary, it was measured lower than

standard value in winter for almost all households.

4) In measured result along the floors (lower floors, middle floors and higher

floors), each pollutants were measured by higher floors>middle floors>lower

floors sequentially, and, especially, it was highly detected in middle and

higher floors.

5) For pollutant (HCHO, VOCs, TVOC) distribution chart along the area of

each household, higher HCHO and VOCs was detected as the area of

household is smaller since the area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indoor

finishing materials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