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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실내공기질(IAQ; Indoor Air Quality)은 사무실의 질적인 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실내공기질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를 만족시키는, 즉 사무실 공기질과 관련된 어떤 불편사항이나 증상 또는 질병

의 유발 위험성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무실공기질이 나빠지면 이와 관련한

질병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나빠진다는 것에 주목해야한

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사무실 공기질 문제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상

태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 이유로써 1970년대 에너지 위기 이후 세계는 건물의 신

축 및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약기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는데 더욱 건물의 기밀성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실내환기는 기계적인 환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외부 신선공기의 공

급감소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축적을 야기 시켰으며 이들 물질의 노출에 의한 사람의

건강에 대해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의 현상으로 현대인들의 실내생활 증가와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 및 실내오염 물질 발생원 증가와 함께 실내공기오염이 심화

되어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 SBS), 복합화학물질과민증(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 MCS) 등의 신종 질병이 부각되면서 실내공기의 적정관리에 대

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빌딩증후군이란 건물의 거주자가 느끼는 급성의 건강상 증

세로서 건물내에서 보내는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한 질병이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러한 증상은 건물의 특정 부분에 거주하

는 거주자들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건물 전체에 만연되어 있을 수도 있다.1) 이런

빌딩증후군은 인공적인 공기조절이 잘 안되고 실내공기가 오염된 상태에 흡연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이 가중되고 실내온도, 습도 등이 인체의 생리기능에 부적합합으로써 생

기는 일종의 환경유인성 신체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빌딩증후군의 증상은 눈 및 신체

자극, 피로, 두통, 피부발적, 현기증, 무기력, 불쾌감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작업능

률을 저하시키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등 정신적 피로를 야기한다.2)

1) 한화택,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의 역사, 공기청정기술 제13권 제1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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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진외국에서는 오피스환경의 공기 질을 적절하게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제노동기구에서(상업용 및 사무용) 위생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였고, 일본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 오피스 위생기준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우

리나라도 오피스 환경의 공기 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법령(법률 6847호)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하위법

령으로서 동법 시행령(2003. 6. 30), 시행규칙(2003. 7. 12)의 개정작업을 2003년에 모두

완료함으로써 오피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개 물질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오피스 내 공기 질 기준을

제시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어 2012. 9.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로 개정

후 4개의 물질에서 총 9개의 물질로 5개의 물질이 추가되었다.3)

그러나 현행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무실 공기 질 측정은

국내 실내환경 질을 관리하는 타법의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법과 비교 시 산업안전보건

법은 9개의 물질을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사무실 및 작업장을 관리하는 방면에 환경

부의 다중이용시설법은 물질별 유지기준 5개 항목 권고기준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총

10가지 물질에 대해 17개의 각 시설을 관리하고 권고기준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강제

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강제적으로 실

행하도록 규정한 측정제도가 아닌 1년에 1회 이상 자율적인 측정을 통해 관리기준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오피스 실내에서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리기준에 대해

실내공기환경이 얼마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서울에있는오피스건물을선정후대상건물의건축·설비현황

을 분석하고 건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물질(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

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석면 등)을 분류 계절별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측정 하였다.

측정 후 결과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기준을 비교하여 대상 오피스 건물에서 얼마 만큼

실내공기환경을유지관리하고있는지현황조사를목표로하였다.

2) 환경부, 실내공간 실내공기오염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 2002.

3) 이윤규, 실내공기환경 관련기준의 국제적 연구동향, 건설기술정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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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오피스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특징 및 관리기준 고찰

오피스건물의 정의와 오피스건물의 특징에 대하여 조사하고, 오피스건

물에서 발생가능한 실내공기물질 중 오피스실내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중

심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기준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오피스건물의

실내공기환경의 관리 기준이 되는 국내외 관리기준을 고찰하고, 연구에

필요한 측정 및 분성방법을 조사하였다.

2) 오피스 건물의 실내공기환경 현장 실태조사

오피스 건물의 현장측정을 통하여 사무공간의 실내공기환경 실태를 조사

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을 대상으로 온 · 습도와 “노동부 산업

안전보건법“ 에 따른 관리기준 6가지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현장 실측을 하였

다.

3) 결 론

측정 결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현행 오피스 환경

측정체계의 제도를 통해 얼마만큼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결론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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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흐름도는 (그림 1.1) 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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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오피스건물의 실내공기환경 특성

2.1 실내공기의 개요

2.1.1 실내공기질(IAQ)의 중요성

실내공기질(IAQ: Indoor Air Quality)의 문제의 발생 배경은 1970년대 산업

이 발전되는 단계에서 에너지 부족현상 발생으로 에너지 절약정책의 실행과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 에너지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밀

화, 단열화, 외장성, 내구성, 안전성, 시공의 용이성과 경제성 등의 향상을 위

한 기술개발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내 환기

량 부족과 화학물질의 방출로 인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실내공기질은 크게

오염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로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면서 도시의 인구집중 및 경제적 수준

은 향상되었으며,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대부분의 일상생활 중 약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4)하게 되었지만, 실내에 다양하고 고급화

된 건축내장재 및 가구, 전자제품 사용과 재실 자의 기본적인 신진대사와 활

동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

질소,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실내공기오염의 원인이며 이러한 각종 오염

물질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집중력 감퇴

등 건강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2.1)은 인체가 하루에 섭취

하는 물질량으로 50%이상의 실내공기를 인체가 섭취하므로 그 중요성을 나

타내고 있다.5)

4) 김윤식, 실내환경오염 발생의 배경과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유지방안, 환경부, P4, 2004

5) 고현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오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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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체1일 물질섭취량 (일본 동경대학 무라까미교수)

실내공기오염의 중요성은 인간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실외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비해 매우 오랜 시간을 생활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실

외공기와는 달리 한번 오염될 경우 쉽게 정화되지 않아 쾌적한 실내환경

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내 거주자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내공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기

오염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일반인은 하루 24시간 중 80%이상을 각종 실내공간, 예를 들면

주택, 일반 사무실, 실내 작업장, 공공건물, 지하시설물, 상가, 음식점, 자

동차, 지하철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노출될 높은 확률을 지니고 있다는 것

으로 볼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기오염은 자연적인 희석율이 크고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억제되고 있으나, 실

내공기는 한정된 공간에서 인공적인 설비를 통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적

으로 순환하면서 그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셋째, 1970년

대 이후 에너지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산업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건축자

재에서 오염물질이 방출하게 된다. 또한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생

활용품의 사용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생활용품에서도 오염물질이 방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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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의 오염은 빌딩증후군 및 복합화학물질민감증 등을 유발시켜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에 의료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무시하기 어렵다.6)

2.2 오피스건물의 공기환경 특성

2.2.1 오피스건물의 정의

오피스(Office)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장소로 사무실을 가리키며 오피스

건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무실용 건축물’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무업무가

주로 행해지고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오피스의 기능은 사무업무 기능을 총

칭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행정관리 업모와 영리를 추구하

는 일반 기업체의 업무 및 FIRE(금융, 보험, 부동산), 여행 등 소비자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제반활동이라 정의하는가 하면, 행정 및

전문서비스 활동과 기업 활동, 정보서비스 및 연구 활동 등 전반적 사무실

업무를 포괄적으로 말하기도 한다.7)

2.2.2 오피스 실내오염물질 발생원의 특성

(1)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 의한 오염 발생원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로는 광물섬유로서 주로 방화재로 사용

되는 석면과 구조체로 쓰이는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이 있다. 마감재의 경우

합성수지 등의 화학재료의 사용이 많아져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화학물

질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페인트, 접착테이프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게 된다.

6) 김미연, 공동주택의실내마감에따른실내공기질평가에관한연구, 중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7) 노영만,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현황,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교수, 공기청정기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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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나 가구의 교체 시 새로운 가구로부터의 폼알데하이드 등의 오

염물질이 방출되며, 카페트, 커텐 등의 직물이나 비어있는 선반 또는 낡은 가

구, 석면이 함유된 재료 등은 먼지나 섬유물질을 유발하거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된다.

(2) 공조설비 등 기기에 의한 오염발생원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시스템으로 인한 덕트나 기

타 구성물 내의 먼지나 오물 등이 배출되고, 빗물받이, 가습장치, 덕트, 코일

등 내부에서는 미생물이 성장한다. 세정성분, 밀폐제등의 부적절한 사용과 연

소 생성물의 부적절한 배기로 인해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HVAC 외의 장치로는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레이져프린터, 팩스

등 높은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무용 기구에서 오존이 발생한다.

(3) 인간활동에 의한 오염원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흡연, 요리, 체취, 화장품 냄새 등이 있으며 특히 흡연

의 경우 비흡연자에게 대한 환경흡연의 문제를 유발시키며 부유분진, 일산화

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이는 실내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소 등으로 인한 오염원에는 청소용품이나 보관된 물품이나 쓰레기로 부

터의 방출물에서의 오염물질과 방향제 사용으로 인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방출,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의 먼지 등이 있다.

(4) 실외유입으로 인한 오염발생원

꽃가루, 먼지 곰팡이 포자 등이 실내로 유입되어 각종 생물학적 오염물질을

방출하거나 산업성 오염물질,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 등의 오염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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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공기가 실내로 들어옴으로써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게 된다. 또한 인근 오

염원으로부터의 배출물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킨다.

다음 <표 2.1>8)은 외부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을 나타낸 것

이다.

<표 2.1> 주요 실내오염물질 발생원

오염물질 실내오염물질 배출원

무기성

오염물질

CO₂ 난방용 연료의 연소

CO
난방용 연료의 연소(환기시설이 열악한 경우 문

제가 됨) 담배연기

NO₂ 난방용 연료의 연소, 담배연기, 외부공기의 유입

SO₂ 난방용 연료의 연소, 담배연기, 외부공기의유입

라돈 토양

먼지 난방용 연료의 연소, 외부공기의 유입

석면섬유
단열재(분무형 포함) 및 막음재, plaster, 에어컨 등

전기제품에 사용된 석고, 석고시멘트

MMF
(man-made fiber)

석면대체품으로 암면, 유리면 등이 널리 사용,

단열재, 방음재

유기성

오염물질

VOCs
책상, 소파 등 가구용춤, 바닥재 등 건축자재,

페인트, 막음재 등 생활용품, 담배연기

포름알데하이드 접착제, 담배연기, 단열재

담배연기 흡연

살충제 살충제

생물성

오염물질

바이러스 생활환경, 환기시스템의 재순환 공기 중의 농도가 높음

박테리아 환기 fan, 가습기

곰팡이 습도가 중요

진드기 습도 및 온도가 중요

각질(dander) 애완동물 및 사람에게 발생

곤충(insect) -

기타(식물 등) -

8) 백장현, 사무실건물의실내공기오염물질에관한연구, 한밭대학교산업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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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실내오염물질 특성 및 인체영향

(1) 미세먼지(PM10)

가) 특성

먼지는 대략 0.005 ~ 500㎍/㎥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먼지는 입자의 직

경으로 미세먼지와 거대미세먼지를 구분한다. 미세입자는 심폐질환으로 인한

수명단축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건강에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건강에 관련된 미세입자에 미세먼지는 대기중에 오랫동안 떠다니면

서 기도를 통해 체내에 들어와 폐 깊숙이 안착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

키는 원인이 된다.9) 미세먼지의 유발하는 질환으로 천식이 대표적이며 천식

은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등의 증상을 초래한

다. <표 2.2>10)는 미세먼지(PM10)의 수치에 따른 인체영향을 나타낸다.

미세먼지 수치 인체에 미치는 영향

100~135㎛/㎡ 만성호흡기 질환자의 사망률이 증가

150~350㎛/㎡ 15세 미만 어린이의 기도 질환이 악화되거나 발생 빈도가 증가

150㎛/㎡이상 24시간 이상 마시면 일반인도 폐기능 손상

300~1200㎛/㎡ 기관지 환자 병세가 급격히 악화

<표 2.2> 미세먼지 수치별 인체영향

나) 측정방법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미세먼지 측정방법은 소용량 공기포집법

과 저용량 공기포집법이 있다. 소용량 공기포집법은 2 ~7L/min의 유속으로

8시간 동안 여과에 포집하는 방법이지만, 본 측정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근

무자의 근무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수의 실을 측정하기 위해 고감도 디

지털 분진계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1분씩 2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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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가) 특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고, 물

질에 따라 인체에 발암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 중에서는 광화학 반응을 일

으켜 오존 및 PAN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

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발생은 인의적인 발생과 자연적인 발생이 있다.

이중 일위적인 발생은 건축자재와 마감재료, 건물의 유지관리용품(청소용, 각

종 세척제)등, 소모성 재료(복사기의 토너), 연소과정의 물질, 재실자의 활동,

외부공기 등에서 발생한다. 인체의 직접적인 영향은 실내 및 실외에서 발생

하는 VOCs물질은 알코올 성분, 폼알데하이드, 등 총 12종류 이상의 오염물질

이 있으며, 화장품, 향수 등도 실내 VOCs의 발생원의 영향이 있다. VOCs의

인체영향으로 벤젠은 호흡을 통해 약 50%가 인체의 흡수 되며, 아주 작은 양

이지만 피부를 통해 침투되기도 한다. 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주로 지방조직

에 분포하게 되며, 급성중독일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호흡곤란,

불규칙한 맥박, 졸림 등을 초래하여 혼수상태에 빠진다. 만성중독일 경우 혈

액장애, 간 기능 장애,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톨루엔

또한 호흡으로 주로 흡입되고 피부, 눈, 목안 등을 자극하며 피부와 접촉하면

탈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일렌에 의해서는 성장장애, 태아 독성영향,

임신 독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

<표 2.3>11)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발생원을

정리하였다.

<표 2.3> 실내에서 발생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발생원

TVOCs물질 주요 발생원

벤젤 연기세척 및 청소용품, 페인트 제거제, 접착제 등

디클로벤젠 방향제, 좀약

11) 환경부,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 선정관련연구, p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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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실내에서 발생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발생원 (계속)

TVOCs물질 주요 발생원

펜타클로로벤젠 목재보존재, 곰팡이제거제, 재충제

부틸아세테이트 락커

톨루엔, 자일렌 페인트, 바닥용 왁스, 니스, 염료착제, 난방기구, 벽지 등

스틸렌 담배연기, 코킹제, 발포용단열재, 섬유형 보드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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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서의 발생원은 건축재료, 세탁

용 세제, 페인트, 살충제 등을 들 수 있다.

대기 중 반감기는 24시간 미만이며 대기중으로 배출된 벤젠은 희석 또는

제거되나 높은 증기압으로 인해 재증발 된다. 나무와 유기물질의 연소에 의

해서도 배출된다. 호흡을 통해 약 5%가 인체에 흡수되며 아주 작은 양이지만

피부를 통해 침투되기도 한다. 몸에 흡수된 벤젠은 주로 지방조직에 분포하

게 되며, 급성 중독일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② 톨루엔(Toluene)

톨루엔의 주요 오염원은 석유정제공정, 코크스 오븐 공정, 페인트. 잉크 등

다른 화합물질의 생산 등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환경 중으로 배출된다. 톨루

엔의 체내 흡수는 흡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흡입 후 체내에 남아있는

양은 40 ~ 60%이며, 흡입양은 육체적 활동량에 따라 좌우된다. 체내에 흡수

된 톨루엔은 지방세포, 부신, 신장, 간, 뇌에 주로 분포한다. 인체영향은 피부,

눈, 목안 등을 자극하며 두통, 현기증, 피로, 평형장애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며 때로는 사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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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일렌(Xylene)

자연적인 오염원으로는 석유, 산불, 공장에서의 휘발 등이 있으며 인위적인

오염원으로는 석유 정제와 가솔린 및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며 고무접합제, 농약

살포제, 유기합성세제의 사용 시에도 방출된다. 자일렌의 실내 발생원은 건축재

료,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을 들 수 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장애,

태아독성영향, 임신독성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나) 측정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노동부에서 고시한 산업안전보건

법의 측정방법을 이용 한다. 측정지점은 벽으로부터 최소 1 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으로부터 1.2 ~ 1.5 m 높이를 기본으로 하고, 간이측정기(XP-339V)로 30분

동안 2회 채취한다. 이때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채취

하고, 각 지점에서는 Field blank, outdoor 시료를 확보 한다.

(3) 폼알데하이드(HCHO)

가) 특성

알데하이드(HCHO)는 자극성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살균 방부제로 이용되

고 물에 잘 녹아 40% 수용객을 포르말린이라고 한다. 실내에서 폼알데하이드

(HCHO) 농도는 온도와 습도, 건축물의 수명, 실내 환기율에 따라 크게 좌우

된다.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건축자재, 상가, 포목점 등에서 많이 방출되어 효

과적인 환기시설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실내공기의 주요 발생원인은 공공건

물에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인 우레아수지폼(Urea Formaldehyde Foam

Insulation : UFFI)과 실내가구의 칠, 가스난로 등의 연소과정, 접착제, 흡연,

생활용품, 접착제 등에 의해 발생된다. 폼알데하이드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독성 정도에 따라 흡입, 흡수 , 피부를 통한 경로로 침투되고, 이중에서 흡입

에 의한 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그 농도가 1ppm 또는 그 이하에서 눈, 코, 목의 작극 증상이 나타난다. <표 2.4>는

폼알데하이드(HCHO)의 농도에 따른 인체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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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ppm) 인체영향

0.1 ~ 5 눈의 자극, 최루성, 상부기도의 자극

1또는 그 이하 눈, 코, 목의 자극

0.25~5 기관지천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심한 천식발작

10~20 기침, 폐의 압박, 머리가 무거움, 심장박동이 빨라짐

50~100 폐 체액의 집적, 폐의 염증, 사망 입으로 마실 경우, 의식불명

<표 2.4> 폼알데하이드(HCHO)의 농도에 따른 인체영향

나) 측정방법

폼알데하이드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마찬가지로 노동

부에서 고시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측정방법을 이용 한다. 측정지점은 벽으로부터 최

소 1 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으로부터 1.2 ~ 1.5 m 높이를 기본으로 하고, 간

이 측정기(XP308)를 이용하여유속 0.7mL/min로 1시간동안 30분씩 2회측정분석한다.

(4) 일산화탄소(CO)

가) 특성

일산화탄소는 물질의 연소 시 산소가 부족하거나 연소온도가 낮은 상태에

서 완전연소가 일어나지 못하여 일어나지 못하여 불완전연소 생성물로 생성

된다. 또한, 연탄의 연소가스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

며, 주위에 산소가 부족하여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기도 한다. 일산

화탄소는 체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중의 헤모글로빈(Hb)과

결합하여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을 만들어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저

하시켜 그 농도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 20ppm을 함유한 공

기를 4시간 동안 흡입하면 체내혈액중의 일산화탄소-헤모그로빈은 1.64%증

가한다. 실제 도시 대기중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조건 등

에 의해 다르지만 자동차의 정체가심한 도로변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

으며, 이때 일산화탄소-헤모그로빈의 혈중농도는 13∼18%까지 상승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도심에서 자동차운전시 30ppm의 일산화탄소를 함유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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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2시간 흡입할 때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은 5% 상승하며 60ppm에

서는 10% 상승한다고 한다. 혈중에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2∼5%

이면 시간 간격을 모르게 되고, 시력이 감소하며, 5% 이상이면 심장과 폐의

기능 변화가 생긴다. 일산화탄소의 급성 중독은 뇌조직과 신경계통에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오며 증상은 시야감소, 정신적 영향(불쾌, 피로촉진), 생리적

영향, 중독 피해, 심폐환자의 병세악화 등이며, 만성적인 영향으로는 성장장

애, 만성 호흡기질환 발생(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직업병 악화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2.5>12)는 일산화탄소(CO)의 농도 및 노출시간에 따

른 인체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농도(ppm) 노출시간 인체 영향

5 20분 신경계 반사작용 변화

100 3시간 체내 혈액 10% 기능상실

200 5시간 격렬한 두통

300 8시간 시간, 정신기능의 장애

500 4시간 시력장애, 허탈감, 탈력감

2,000 2시간 사망

3,000~4,000 30분 사망가능

<표 2.5> 일산화탄소(CO)의 농도 및 노출시간에 따른 인체영향

나) 측정방법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법은 비분산적외선 분석법(자동)

을 주 시험방법으로 한다. 비분산적외선 분석법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적외선

흡수량의 변화를 선택성 검출기로 측정해서 실내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

화탄소의 농도를 연속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기의 측정눈금 범위는 원칙적으

로 0 ~ 50pp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측정위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진동이 없는 곳

② 습도가 높지 않은 곳

12)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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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농도의 부식가스, 분진 및 높은 습도를 함유한 바람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곳

온도가 40℃ 이하로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

④ 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이 적은 곳

⑤ 시료공기채취관을되도록짧게하고빗물, 배출가스등이직접흡인되지않는곳13)

(5) 이산화탄소(CO)

가) 특성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0.04%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지구온난화 가스로 주목받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다.

실내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부족

하게 되어 일산화탄소와 함께 중요한 실내오염물질 중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

다. 이산화탄소는 사람의 호흡에 의해 주로 배출되고 연료의 연소시 발생되는

물질로 미국의 경우는 실내 환기조건을 CO2를 기준으로 2,000ppm을 권장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1,000ppm을 기준으로 실내의 이산화탄

소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한다.14) <표 2.6>은 이산화탄소(CO2)의 허용수치

및 인체의 영향을 나타낸 표이다.

농도(ppm) 인체 영향

700 다수가 계속 재실하는 경우의 허용농도

1,000 일반적인 경우의 허용농도, 환기계산에 사용되는 농도

2,000~5,000 상당히 불량한 상태

5,000 이상 매우 불량한 상태

4,000~5,000

호흡중추를 자극하여 호흡의 깊이와 횟수를 증가시키며, 호흡시

간이 길면 위험하고, 산소의 결핍을 수반하면 장애가 두드러지

게 되는 상태

<표 2.6> 이산화탄소(CO2)의 허용수치 및 인체영향

13) 박정하, 보육시설의실내공기환경실태조사에관한연구, 중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14) 손종렬 외, 실내환경과 건강, 신광문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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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ppm) 인체 영향

8,000 전후
10분간 호흡하면, 강한 호흡곤란, 안면홍조, 두통 등을 일으키며

산소결핍을 수반하여 장애가 빨리 도달하는 상태

180,000이상 치명적인 상태

<표 2.6> 이산화탄소(CO2)의 허용수치 및 인체영향 (계속)

나) 측정방법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방법으로는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이 있으며, 이 방법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적외선 흡수량의 변화를 선택선 검

출기로 측정해서 실내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연속 측

정하는 방법이다. 측정기의 측정범위는 0 ~ 5,000ppm 또는 0 ~ 10,000ppm와

유사한 범위를 가지며 분해능력은 10ppm 미만이어야 한다. 측정위피는 실내

공간 중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며, 습도가 높은 장소는 피해야 하며

배기시설이나 환기시설 주위도 측정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6) 석면(PCM)

가) 특성

석면은(Asbestos)은 광섬유로서 생활주변에서 광법위하게 이용되는 중요한

용도만으로 수천종이 넘으며 석면을 첨가하는 제품의 강도 및 안정성이 증가

하여 강도 및 내마모성을 필요로 하는 건축재료인 슬레이트, 각종 시멘트등

에 사용되며 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윤활제, 접착제, 페인트 등의 첨가제, 기

계기구의 단열재, 방화, 절연재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석면가루

에 폭로될 경우에는 여러 피부질환,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며 특히 직접적으

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모든 종류의 석면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함유 물질은 다음<표 2.7>15), <표 2.8>16)와 같다.

15) 박정하, 보육시설의실내공기환경실태조사에관한연구, 중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16)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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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건축자재 중 석면을 함유한 물질

구분 제품 석면함유량(%) 조합물(Binder) 비산여부

벽,

천장

스프레이외장 1-95
포틀랜트시멘트,

실리카나트륨, 고착제
비산가능

미장재 1-95
포틀랜드 시멘트,

실리카나트륨
비산가능

석면-시멘트 시트 20-50 포틀랜드시멘트 비산불가

Spackle 3-5
석회풀, 카세인,

인공수지
비산가능

이음 접합재 3-5 아스팔트 비산가능

하드보드 판지 80-85 풀, 석회, 진흙 비산가능

비닐 벽지 6-8 비산불가

단열, 절연판 30 규산 비산가능

바닥

비닐-석면 타일 21 폴리염화비닐 비산불가

아스팔트-석면타일 26-33 아스팔트 비산불가

바닥용 탄성수지 30 드라이 오일 비산불가

매스틱 점착제 5-25 아스팔트 비산가능

지붕

및

외벽

지붕 펠트 10-15 아스팔트 비산불가

펠트 싱글 1 아스팔트 비산가능

지붕 싱글 20-32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지붕 타일 20-3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외벽 싱글 12-14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물막이 판자 12-15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파 이

프

및

보 일

러

시멘트 파이프 20-9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불가

블록 단열재 6-15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전성 파이프 덮게 50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슬레이트 90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종이테이프 80 폴리머수지, 풀 비산가능

연마제 20-100 진흙 비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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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방법

석면 분석방법은 노동부 고시 제2009-32호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별표1

의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을 따른다. 고형 시료에 대한

석면함유 여부 분석은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후드 내에서 입체현미경을 이용하

여 전처리를 한 후, 편광 현미경으로, 미국 환경청(EPA) EPA-600/R-93/116에

의해 분석한다.

① 고형시료분석법(Bulk Sample Analysis)

편광현미경(PLM)을 사용하여 석면조사 및 광물질이 가지고 있는 정도관리

규정에 따라 석면함유 유무를 분석한다. 광물질의 굴절률 등 결정광학 특성

을 확인 하여 석면함유 여부와 석면의 종류, 함유율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림 2.2) 석면 결정체

(그림 2.3) 섬유상 먼지와 월톤 – 버켓 그래티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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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석면 수치별 인체영향

대상번호 섬유수 계수 근거

1 1개

여러 개의 가는 섬유가 묶인 다발형태.

가는 섬유가 동일한 다발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여지면

하나의 섬유로 계수한다. 단, 모든 섬유가 길이 5 um

이상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함

2 2개

섬유가 길이 5 um 이상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고 동일한 다발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서로 겹쳐있으면, 분리하여 계수

3 1개

비록 상대적으로 직경이 넓어 보이나(> 3 um), 하나의

섬유로 계수. 섬유 직경 최대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다만

길이와 너비의 비의 조건을 만족하면 계수

4 1개

비록 길고 가느다란 섬유들이 섬유뭉치에서 삐져나와 있어도

이 섬유들은 원래 묶음의 부분으로 보이므로 개별 섬유로

보지 않음

5 세지않음 길이가 5 um 이하이므로 세지 않음

6 1개

입자 때문에 섬유가 부분적으로 가려진 경우 하나의
섬유로 계수. 만약, 입자로부터 나온 섬유의 끝이 동인한
섬유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고 각각의 끝이 길이,
길이와 너비의 비를 만족하는 경우 서로 다른 섬유로 계수

7 1/2개 그래티큘을 한번 통과하는 섬유는 1/2로 계수

8 세지않음 한번 이상 그래티큘을 통과하는 섬유는 세지 않음

9 세지않음 한번 이상 그래티큘을 통과하는 섬유는 세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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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석법

투과전자현미경(TEM)조작은 1.0 nm 보다 큰 해상도에 80 ∼ 120 kV 의

가속전압으로, 배율이 약 300 ∼ 100,000배의 범위에서 조작을 한다. 스크린

배율을 100,000배로 하는 것은 섬유 형태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험기준은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내공기질공

정시험기준 ES 02303.1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

‘위상차현미경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노동부등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에 대하여 섬유상 먼지의 석면여부를 평가하여 공기 중

석면 섬유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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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국·내외 실내공기오염 관리 현황

(1) 국내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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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CO, 탄산가스, 분진에

대한 기준치가 실내환경에 적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90년대 중반이후 부터

라돈가스, NOx, 폼알데하이드 및 VOCs 등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구

를 해오고 있다.

국내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부처는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대상 시설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최근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17

개 시설군)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건

축법 시행규칙에 공기조화를 실시하는 건물의 실내공기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는 작업장 환경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환경기준은

1978년 정해진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 건

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법에 의해 학교,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표 2.9>17)은 국내 각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을 정리한 것이다.

17)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pp.31-3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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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준

물질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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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사무실공

기정화,실외오염

물질의 유입방지

(건물개보수시

공기오염 관리)

연1회

점검 의무

및

적정조치

강구

적정

환기

설비 설치

<표 2.9> 국내 각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공기질 관리

①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

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자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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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실 공기 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표 2.10>18)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2조).

<표 2.10> 노동부 오염물질 관리기준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50 ㎍/㎥ 이하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120 ㎍/㎥(또는 0.1 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이산화질소(NO2) 0.05 ppm 이하

오존(O3) 0.06 ppm 이하

석면 0.01 개/cc 이하

※ PM10: Particulate Matter. 입경이 10㎛이하인 미세먼지

※ CFU/㎥ :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수

③ 온·습도 평가기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무실의 경우 온·습도기준이 아직까지는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국제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표 2.11>

ASHRAE Standard를 사용하였다.

<표 2.11> 온·습도 평가기준

대상 권고기준 Standard NO.

온도
21~23(겨울철)

23~26(여름철) ASHRAE

55-1992
습도

20~60(겨울철)

50~60(여름철)

18) 노동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개정 2012. 9.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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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무실의 환기 기준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 0.57㎥/min

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이상으로 해야 한다. (사무소 공기관리 지침 제3조)

⑤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 횟수 및 시료채취 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사무소 공기관리 지침 제5조)

⑥ 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

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4조)

⑦ 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오

염물질이 다음의 <표 2.12>19) 기준에 따라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

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9조)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방출농도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미만 1.25 미만

휘발성유기화합물 10미만 4미만

<표 2.12> 사무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최근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

19) 노동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개정 2012. 9.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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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으로 개정․공포하여 2003년 12월 31일부로 입법 예고하였으며, 적용 대

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종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의 2개 시설군에

서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5개 시설군을 추가하여 17개 시

설군으로 확대하였다. <표 2.13>20)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변천사이

며, <표 2.14>21)는 다중이용시설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나타

낸 것이다.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ㆍ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등다양한지하공간에대한환경기준권고치를

설정하여각시ㆍ도내적정관리

ㆍ아황산가스, 먼지,납등14개오염물질에대한권고치설정

ㆍ시행:1989.9.18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ㆍ다중이이용하는지하역사, 지하도상가를규제대상

*관계부처이견으로통합실내공기질관리법제정실패

ㆍ제정:1996.12.30

ㆍ시행:1997.12.31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

ㆍ대상시설확대(2→17)

*공중위생관리법, 주차장법, 소방법등의관리대상시설물

*교육부「학교보건법」,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의관리대상시설제외

ㆍ다중이용시설에대한유지기준과권고기준설정

ㆍ신축공동주택측정공고의무반영등

ㆍ제정:2003. 5.29

ㆍ시행:2004. 5.30

<표 2.13>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연혁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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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보호
시설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ㆍ
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이상

찜질방 연면적 1천㎡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백㎡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표 2.14>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20)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pp.31-32, 2009

21)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pp.31-3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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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명시된 국내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 CO2, 폼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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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22)와 같이 유지기준을 설정하였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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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OC, 석면, 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표 2.16>23)와 같이 기준을 달

성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

한,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

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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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하

(0.1ppm)

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표 2.15>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1, 22)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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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Rn

(Bq/m3)

T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

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

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

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

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0.05이하

148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

설, 산후조리원
4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표 2.1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②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표 2.17>24)과 같이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산정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주차장

환기횟수(회/h) 0.3이상 0.5이상 0.7이상 3이상

이용인원당

환기량(㎥/인․h)
25이상 25이상 25이상 25이상

<표 2.17>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24)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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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의 교육의무사항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환경부장

관이위탁하는교육기관에서받도록의무화되어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이된지 1년이내, 3년

에 1회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④ 다중이용시설관리책임자의측정의무사항

다중이용시설의관리책임자는유지기준오염물질은연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측정하

여그결과를매년 1월 31까지 시 · 도지사에게보고해야한다. 또한자가측정하거나환경

부장관이인정한측정대행업자에게의뢰하여측정할수있다.

(2) 노동부와환경부의실내공기질관련법규의비교

다음 <표 2.18>는앞에서설명한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및환경부의다중이용시설실내

공기질법규를비교한표이다.

<표 2.18> 노동부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법규 비교

담당부처 노동부 환경부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동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대상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

을 갖춘 사무실

신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

객자동차터미널․항만시설․철도역사

대합실, 공항여객터미널, 도서관, 미술

관, 박물관, 실내주차장,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구체적인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제시

관리오염

물질

미세먼지(150㎍/㎥이하),

일산화탄소(10ppm이하),

이산화탄소(1,000ppm이하),

포름알데히드(120㎍/㎥이하),

총부유세균(800CFU/㎥이하)

이산화질소(0.05ppm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500㎍/㎥이하)

석면(0.01개/cc이하)

오존(0.06ppm이하) 이상 9종

미세먼지(150㎍/㎥이하),

일산화탄소(10ppm이하),

이산화탄소(1,000ppm이하),

포름알데히드(120㎍/㎥이하),

총부유세균(800CFU/㎥이하)

이산화질소(0.05ppm이하)

라돈(4.0pCi/l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500㎍/㎥이하)

석면(0.01개/cc이하)

오존(0.06ppm이하) 이상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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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무실 공기질를 관리하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기준의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관리법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3)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기준25)

외국의 실내공기질 기준과 정책은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환경정책대상으로

대두하여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각각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

생 특성과 재실자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기, 일반

실내공기환경, 작업환경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오염물질 기줄

에 대한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기준은 없으며, 각 나라별로 기준이 다소 차이

가있으나오염물질별로큰차이는없다. 또한국제적으로측정방법및분석방법에대한일정

한기준이없어각종측정사례를비교하여볼때, 측정마다측정방법이다르고분석방법또한

달라측정된결과및기준을각나라별로각각비교하는데는한계가있으나현재EPA, ISO등

에서통일된측정방법에대해정하여기준을만들어가는추세에있다.

가) 미국

미국은실내공기오염에대한오염물질별규제는마련되어있지않지만, 작업장에서의실

내 오염물질별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 Indoor Air)산하의 실내환경과(IED; indoor environments

division)가있어실질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정부에서정책을정하는경우도있지만협

회나학회와같은민간단체에서정하는경우도있다.

이를테면,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과

미국산업위생사협회(ACGIH: American Conf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에

서는작업환경조건에따른실내공기질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민간단체인미국냉난방공조학

회(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에

25) 이관덕, 휘트니스센터의 실내공기환경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윈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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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IAQ; guideline)을 제시하고 있는데,

ASHRAE의가이드라인은미국내에서는물론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는기준이다. <표2.19>

은미국냉난방공조학회(ASHRAE)의오염물질에대한가이드라인이다.

<표 2.19> 미국 ASHRAE Guideline

오염물질 목표 가이드라인

일산화탄소(CO) 9ppm(8시간 평균)

폼알데하이드(HCHO) 120ug/㎥(0.1ppm)(30분 평균)

납(Pb) 1.5ug/㎥(3개월 평균)

이산화질소( NO₂) 100ug/㎥(1년 평균)

냄새 거주자나 방문자의 80%이상이 허용가능 예측

오존( O₃) 100ug/㎥(50ppm)(8시간 평균)

부유분진(PM10) 50ug/㎥(1년 평균)

라돈(Rn) 2pCi/Litrt(1년 평균)

이산화황( SO₂) 80ug/㎥(1년 평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⑴300ug/㎥미만 ⑵300~3000ug/㎥미만 ⑶3000ug/㎥이상

나) 호주

호주는 환경부 산하 Environment Protection Group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

하고 있으며 관리항목은 우리나라 항목과 유사하다. 또한 미생물학적 실내공

기오염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환경관련부서에서 실내공

기오염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하고 있다. 산업보건관리위원회, 주정부 오염관

리 위원회 등이 실내공기오염관리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밖에 보건법,

호주 및 뉴질랜드 환경부 등에서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

급하였다. 전반적으로 환경관련부서에서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경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

템을 가지고 있다. <표 2.20>26)는 호주 HMRC(보건의료연구회: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에서 제시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이

다.

26) 박정하, 보육시설의실내공기환경실태조사에관한연구, 중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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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호주 HMRC의 실내공기환경 가이드라인

항 목 기 준

Rn 연평균 200Bq/㎥이하

부유분진 연평균 90ug/㎥이하

HCHO 12ppb이하

VOCs 1시간 평균 TVOC 500ug/㎥이하, 1시간 평균 250ug/㎥ 이하

CO 8시간 평균 9ppm이하

O₃ 240ppb이하

SO₂ 1시간 평균 700ppb이하

Pb 3개월 평균 1.5ug/㎥이하

다) 유럽

유럽은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WHO에서 1987년 제정하여 2000년

재검토를 통해 <표 2.21>의 ‘Air Quality Guideline for Europe’27)에 근거하여

각 나라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실내오염원을 제어하기 위해

건물 내부의 실내오염 물질이나 방출특성을 건축가나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여 건축자재나 설비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표 2.21>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항목 가이드 라인 평균 노출시간

Cd 0.005 연간

Cs₂ 100 24시간

CO

1000,000

60,000

30,000

10,000(10ppm)

15분

30분

1시간

8시간

황화수소 150 24시간

Pb 0.5 연간

Mn 0.15 연간

27) WHO, Air Quality Guideline for Europe 2nd Edi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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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계속)

항목 가이드 라인 평균 노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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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chloroethylene 4.3*10-7 UR/lifetime

1.2-Dichloroethane 700 24시간

1.4-Dichloromethane
3,000

450

24시간

1주일

Tetrachlorortylene 250 연간

바나듐(V) 250 24시간

Rn 1 연간

노르웨이는 노동부, 보건부 등 건축물 관련부처과 실내공기질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 관련 업무처 중 보건부 산하 국립공중위생원(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에서 <표 2.22>의 석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

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실내공기질 개선요청 및 건

물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2> 노르웨이 국립공중위생원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항 목 기 준

라돈 200Bq/㎥ 이하

석면 0.001 fiber/㎖ 이하

광물섬유(MMMF) 0.01 fiber/㎖ 이하

PM2.5 20 ㎍/㎥(24시간) 이하

핀란드의 환경부는 <표 2.23>의 정리한 폼알데하이드, PM10 등에 대한 실

내공기질 권장치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축자재로 인한 실내공기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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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방지를 위해 자재에서 발생하는 냄새 및 유해한 VOCs의 방출율에 관한 정

보를 건물관리자나 건축가에게 제공하여, 건물내부에서 생기는 공기의 흐름

을 고려 오염물질 농도분포 예측과 건물의 실내표면에 오염물질이 흡착된 후

방출되는 과정까지 고려한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표 2.23> 핀란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권장치

항 목 기 준

암모니아, 아민 20 ㎍/㎥ 이하

석면 0 fiber/㎖ 이하

HCHO 50 ㎍/㎥ 이하

CO 8 ㎍/㎥ 이하

PM10 50 ㎍/㎥ 이하

Rn 200 Bq/㎥ 이하

Stylene 1 ㎍/㎥ 이하

또한, 핀란드 실내공기질협회(FisIAQ)는 2000년에 <표 2.24>에서 정리한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등급기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내공기 중의 실

내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실내공기질과 쾌적한 정도를 나타내는 온·습도 등

환경조건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표 2.24> 핀란드 실내공기질협회(FisIAQ)의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등급기준

항 목 단 위
등급기준

S1 S2 S3

라돈( Rn ) Bq/㎥ 100 100 200

이산화탄소( Co₂) ppm 700 900 1200

암모니아, 아민( NH₃) ㎍/㎥ 30 30 40

폼알데하이드(HCHO) ㎍/㎥ 30 50 100

VOCs(TVOC) ㎍/㎥ 200 300 600

일산화탄소(CO) ㎍/㎥ 2 3 8

오존(O₃) ㎍/㎥ 20 50 80

냄새 3 4 5.5

PM10 ㎍/㎥ 2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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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CO2 CO HCHO 03 VOCs 총세균 부유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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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싱가폴

싱가폴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새롭게

실내공기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건물의 소

유자는 매년 2년마다 실내공기질 정밀심사를 실시하며, 환기시스템을 매 6개

월마다 정밀검사 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CO2, CO,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

해서는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2.25>은 싱가

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이다.

<표 2.25> 싱가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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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일본

일본의 실내공기질 관리는 ‘새집증후군’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국가적 차

원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움직임은

1996년 7월에 후생노동성, 무부과학성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주택연구회’를 조직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질은 정부의 국토교통성, 환경성, 후생노동성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주택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13가지 화

학물질 농도의 권고기준 가이드라인을 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정

하였다. 가이드라인 중 폼알데하이드와 크롤로퍼리포스는 건축기본법의 물질

로 지정하여, 다음 <표 2.26>은 1에서 6까지의 항목은 주택성능표시에서 농

도를 측정하는 대상물질로써 일본 후생노동성의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농도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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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무 실

100㎡당 최대점유인원(명) 7

사람1인당 외기 공급량(㎥/분) 0.57

<표 2.26> 일본 후생노동성의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농도 가이드라인

오염물질 권 고 기 준

① 폼알데하이드 100ug/㎥ (0.08ppm)

② 아세트알데히드 48ug/㎥ (0.03ppm)

③ 톨루엔 260ug/㎥ (0.07ppm)

④ 자이렌 870ug/㎥ (0.20ppm)

⑤ 에틸벤젠 3,800ug/㎥ (0.88ppm)

⑥ 스티렌 220ug/㎥ (0.05ppm)

P-디클로로벤젠 240ug/㎥ (0.04ppm)

테트라데칸 330ug/㎥ (0.04ppm)

클로로피리포스
1.0ug/㎥ (0,07ppb)

0.1ug/㎥ (0.007ppb)-소아대상

페놉캡 33ug/㎥ (3.8ppb)

디아지논 0.29ug/㎥ (0.02ppb)

디부틸 푸탈레이트 220ug/㎥ (0.02ppm)

프랄틱 에스테르-2-에틸헥실(DEHP) 120ug/㎥ (7.6ppb)

2.3 건물 실내공기환경 개선 방법

가) 환기

외부의 공기를 도입하여 실내의 공기와 교체하는 것을 환기라 한다. 건물에 위

치하고 있는 문, 창문 그리고 환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외부 공기를 교체하는 자

연환기와 송풍기, 환풍기 등 기계적인 힘을 사용하여 내외부 공기를 교체하는 기

계환기(강제환기)로 나눈다. 환기의 효과로 외부에 공기를 도입하여 내부의 오염

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면서 오염물질이 개선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

보면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표 2.27> 사무실에 대한 미국공조학회(ASHRAE) 기준(62-2001)

28) 김민영 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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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건축자재사용

건축의 모든 과정은 유해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를 대비할 수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

의 기준 및 인증제도는 다음 (1, 2)와 같다.

① 친환경건축자재의기준

건축자재의친환경성은제품의전생애평가 LCA(Life Cycle Asscssment)를통해서만분

석이 가능하다. 원자재, 생산, 사용 및 설치, 사용 후 등 자재의 순환형 시스템에 있어 각

단계마다자원및에너지가절감되고환경부하요인이적어야한다.

② 친환경건축자재인증제도

친환경건축자재 단체품질 인증(HB)

HB마크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유기화

합물(TVOC, HCHO)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

질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을 통해 인증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

(바닥재, 패널, 목재 등), 페인트, 접착제등을 대상으로 자재의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우수한 제품에 관해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산량 정보를 제공하며, 최우수부터 양

호까지 세단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아래 <표 2.28> 와 같다.29)

<표 2.28> 인증기준 및 등급

구분
일반자재

페인트, 퍼티
접착제 실란트

최우수 TVOC 0.01미만 0.01미만 0.25미만

5VOC 0.03미만 0.03미만 0.075미만

HCHO 0.015미만 0.015미만 0.015미만

우수 TVOC 0.10이상~0.20미만 0.10이상~0.30미만 0.25이상~0.75미만

5VOC 0.06미만 0.09미만 0.22미만

HCHO 0.015이상~0.05미만 0.015이상~0.05미만 0.015이상~0.05미만

양호
TVOC 0.20이상~0.40미만 0.30이상~0.60미만 0.75이상~2.5미만

5VOC 0.12미만 0.18미만 0.7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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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한국공기청정협회, http://www.kaca.or.kr/



- 38 -

다) 기계장치를 이용한 공기정화(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공기중의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것이 주 용도로써 기

준치 초과한 미세먼지에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그러나 필터의 교체시기를

놓쳐 장기간 사용 할 경우 오히려 공기 정화기가 세균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

로 주의를 요한다.

라) 공기정화를 위한 식물 실내 배치

건축물에서 마찬가지로 각종 실내의 건축자재의 표면으로부터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건축물의 각종 실내 마감재 및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그 종류와 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실내에 식물을 배치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

①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

실내에서 식물을 이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환경조절 효과에는 실내 온

도 · 습도 의 조절과, 오염가스의 제거 등이 있다. 먼저 식물의 중산작용(잎

에서 일어나는 작용) 의해 고온의 실내에서는 온도를 저하시키고, 적정온도이

하에서는 식물체 내의 열을 외기로 전달하여 높을 때 에는 중산력이 감소되

어 조절한다. 식물에 의해서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식물들은 다음 <표 2.29>30)와 같다.

휘발성유기회합물 제거능력 가진식물 폼알데하이드 제거능력 가진식물

대나무 야자

인도고무나무

피닉스야자

스카티 필름나무

피닉스야자

대나무야자

인도고무고무나무

포트맘

<표 2.29> 오염물질제거 식물

30) 김민영 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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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오피스 건물의 실내공기환경 실태조사

3.1 오피스 건물의 실내공기환경 측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오피스 건물 실내공기환경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

치한 측정 건물을 선정하여 A관, B관, 기숙사 순으로 겨울에 1차 현장측정 여름

에 2차 현장측정을 실시하여 각 건물의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오염물질에

대해 결과 분석을 하였다. 오피스 건물의 실내공기질 측정 개요 및 건물 개요는

<표 3.1>, <표 3.2>, <표 3.3>, <표 3.4>과 같다.

<표 3.1> 실내공기질 측정 개요

구 분 내 용

측정 대상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A관, B관, 기숙사)

측정 기간

2012. 01 ~ 2012. 07 (총 7개월)

1차 측정(01월13일 ~ 04월 30일) 총 72개소 측정

2차 측정(07월03일 ~ 07월 20일) 총 25개소 측정

측정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권고기준

(PM10, CO2, CO, HCHO, TVOC, PCM) 6항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분석법 (참고)

측정 방법
간이 측정기를 사용한 측정 및 환경부 고시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권고기준 6항목 관리기준 적용

<표 3.2> 오피스 건물의 실내공기질 건물 개요 - A관

시설 개요

규 모 지하2층, 지상20층

연 면 적 94,211.57㎡

신축년도 1989년6월

용 도 오피스 업무 본관 건물

마 감

외장 AL창호 및 판넬, PC타일

천장 흡음텍스 및 석고보드

벽 무늬목, 석재

바닥 무석면타일, 화강석 비닐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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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오피스 건물의 실내공기질 건물 개요 - B관

시설 개요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연 면 적 4,596.29㎡

신축년도 1982년2월

용 도 오피스 업무 별관 건물

마 감

외장 타일마감

천장 암면텍스 위 수성페이트

벽 다채무늬 도료

바닥 비닐타일

<표 3.4> 오피스 건물의 실내공기질 건물 개요 - 기숙사

시설 개요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연 면 적 4,596.29㎡

신축년도 1982년6월

용 도 근무자 기숙사

마 감 수성페인트

오피스 건물의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방법은 앞장에서 설명한 환

경부와 노동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한다. 오

염물질 시료 채취 시 실의 환경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보

통 재실자 근무시간 09시 ~ 18시 사이에 실내를 측정하였다.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온열환경요소 와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요소

를 구분하여 온 · 습도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기준

으로 사무실 재실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 6가지를 선정

하여 근무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평소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측정

을 실행하였다. 짧은 기간 고효율의 측정을 하기 위해 일부 오염물질 항목

기자재에 대해서는 이동성이 용이한 간의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을 실시하

였다. 측정항목과 기기는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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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측정 기기 기기 명칭 시료채취시간 및 방법

온도․습도
SATO KEIRYOKI

SK-L200THa

디지털 온습도계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20분씩 평균 측정

미세먼지

(PM10)

KANOMAX:

Digital Dust

Monitor Model

3421

고감도 디지털 분진계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30분씩 2회 측정

이산화탄소

(CO2)

KD Engineering’s

AIRBOXX

이산화탄소 측정기(AIRBOXX)를

이용하여 1시간동안 10씩 측정

폼알데하이드

(HCHO)
XP308

폼알데하이드측정기를이용하여유속

0.7mL/min로 1시간동안 30분씩 2회측정

일산화탄소

(CO)
CMCD-10P

일산화탄소측정기를 이용하여

1시간동안 1회 측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XP-339V

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기를 이용하여

유속 0.15mL/min로 30분간 장비

안정화 시킨 후 3분간 1회 측정

석면 CASELLA
석면측정기(CASELLA)를 이용하여

10ℓ유량으로 1시간 동안 포집

<표 3.5> 실내환경 측정 기자재 항목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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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피스 건물의 실내 환경 및 공조시설 현황

3.2.1 오피스 건물의 실내 환경

오피스 건물의 실내환경에 관한 현황 조사는 각 실의 위치와 층, 실의 구

성,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 중 실내근무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중

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

성 유기화합물, 석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실내에서 발생

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발생요소도 같이 측정하였다. 1차 측정은 겨울

에 실시하여 총 72개소를 측정하였고, 2차 측정은 겨울 측정 당시 관리기준

기준치이하의 수치로 측정이 되었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가 나온 실만 분

류하여 총 25개소 측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계절별 수치 비교를 위해 2차

측정 때 조사한 모든 실을 선정하여 겨울의 1차 측정 수치와 비교분석 하였

다. <표 3.6> ~ <표 3.10>은 대상 오피스 건물의 실내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

다.

<표 3.6> 겨울 및 여름철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 1

측정개소명 측정개소 특성 공통 측정 환경

A관

사무실1(1층)

▶ 겨울: 작은 실에 재실인원이 밀집

되어 있고 난방 가동 중

▶ 여름: 서류와 문서 세단기사용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 40.51㎡

A관

사무실2(3층)

▶ 겨울: 재실인원없었으며난방가동중

▶ 여름: 자연환기 실시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39.86㎡

A관

사무실3(3층)

▶ 겨울: 재실인원없었으며난방가동중

▶ 여름: 컴퓨터가 가동되고 있었으며

실내의 근무하는 인원에서 발생하

는 열도 비교적 높음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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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겨울 및 여름철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 2

측정개소명 측정개소 특성 공통 측정 환경

A관

사무실4(4층)

▶ 겨울: 재실인원없었으며난방가동중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없음.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창 없음

§ 바닥재질:인조대리석

§ 바닥면적:39.86㎡

A관

사무실5(4층)

▶ 겨울: 재실인원없었으며난방가동중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112.58㎡

A관

사무실6(5층)

▶ 겨울: 이동이 많은 업무 수행.

▶ 여름: 컴퓨터가 가동되고 있었으

며 실내의 근무하는 인원에서 발

생하는 열도 비교적 높은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인조대리석

§ 바닥면적:50.0㎡

A관

사무실7(5층)

▶ 겨울: 재실인원없었으며난방가동중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4개

§ 창면적 : 4.11x8㎡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29.63㎡

A관

사무실8(6층)

▶ 겨울: 복사기가 많아 오염물질에

영향이 있을거라 판단됨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16.20㎡

A관

사무실9(6층)

▶ 겨울: 재실밀도가 굉장히 높았으

나 먼지가 다소 높을 뿐 공기 환

경은 괜찮은 편임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20.47㎡

A관

사무실10(7층)

▶ 겨울: 재실밀도가 높아 이산화탄

소의 기준 초과 예상

▶ 여름: 바닥은 카펫 창문에는 커

텐등이 설치되어 있어 미세먼지

에 영향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카펫

§ 바닥면적: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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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겨울 및 여름철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 3

측정개소명 측정개소 특성 공통 측정 환경

A관

사무실11(7층)

▶ 겨울: 재실인원없었으며난방가동중

▶ 여름: 자연환기 실시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11㎡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40.00㎡

A관

사무실12(7층)

▶ 겨울: 이동이 많은 업무 수행.

▶ 여름: 자연환기 실시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2㎡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120.23㎡

A관

사무실13(9층)

▶ 겨울: 재실밀도가 높아 이산화탄

소의 기준 초과 예상

▶ 여름:컴퓨터가 가동되고 있었으

며 실내의 근무하는 인원에서 발

생하는 열도 비교적 높음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18.97㎡

A관

사무실14(11층)

▶ 겨울: 이동이 많은 업무 수행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40.00㎡

A관

사무실15(12층)

▶ 겨울: 재실밀도가 높아 이산화탄

소의 기준 초과 예상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52.58㎡

A관

사무실16(20층)

▶ 겨울: 재실인원없었으며난방가동중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창없음

§ 바닥재질:P-타일

§ 바닥면적:84.40㎡

B관

사무실(1층)

▶ 겨울: 재실밀도가 굉장히 높았으

나 먼지가 다소 높을 뿐 공기 환

경은 괜찮은 편임

▶ 여름: 자연환기 실시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6㎡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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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겨울 및 여름철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 4

측정개소명 측정개소 특성 공통 측정 환경

B관

사무실2(1층)

▶ 겨울: 재실밀도가 굉장히 높았으

나 먼지가 다소 높을 뿐 공기 환

경은 괜찮은 편임.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14㎡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57.29㎡

B관

사무실3(2층)

▶ 겨울: 재실인원없었으며난방가동중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30.50㎡

B관

사무실4(2층)

▶ 겨울: 재실밀도가 높아 이산화탄

소의 기준 초과 예상.

▶ 여름: FCU냉방 중, 창문 밀폐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50.64㎡

B관

사무실5(3층)

▶ 겨울: 이동이 많은 업무 수행.

▶ 여름: 자연환기 실시.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18.97㎡

B관

사무실6(4층)

▶ 겨울: 재실인원없었으며난방가동중

▶ 여름: 자연환기 실시.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8㎡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50.64㎡

B관

사무실7(4층)

▶ 겨울: 이동이 많은 업무 수행.

▶ 여름: 컴퓨터가 가동되고 있었으

며 실내의 근무하는 인원에서 발

생하는 열도 비교적 높음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4.11x5㎡

§ 바닥재질: P-타일

§ 바닥면적: 168.80㎡

기숙사1(3층)

▶ 겨울: 재실인원 없었으며 전체적

으로 청소상태가 좋지 않았다.

▶ 여름: 실에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가 가동되고

있었다.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2㎡

§ 바닥재질: 장판

§ 바닥면적: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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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겨울 및 여름철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 5

측정개소명 측정개소 특성 공통 측정 환경

기숙사2(4층)

▶ 겨울: 재실인원 없었으며 먼지양

이 많았음

▶ 여름: 벨벳소재 커텐, 이불 있었

으며 창문은 모두 밀폐상태

§ 냉난방(FCU)

§ 개구부 : 문2개

§ 창면적 : 2㎡

§ 바닥재질: 장판

§ 바닥면적: 4.11㎡

<표 3.6> ~ <표 3.10>의 측정한 총 25개소의 공통된 내부 측정 환경을 살

펴보면 측정실마다 근무하는 공간의 크기, 오피스 재실 인원 등 측정 시 공

기 오염의 영향요소가 달랐으며 겨울의 실 측정 특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전

체 측정실 모두 난방 가동으로 창과 문이 밀폐되어 있어서 환기량이 부족했

다.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또한,

여름의 실 측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연환기를 하는 실과 냉방의 가동으로

창과 문을 밀폐하고 있는 실이 있었다. 추후 자연 환기하는 실과 창과 문을

밀폐하고 있는 실에 대해 수치를 비교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3.2.2 건물 공조설비의 방식 및 운영 현황

(1) 공조방식

① A관 저층부 및 사무실(5~20층) : FCU(팬 코일 유닛방식)

② B관 사무실(1~4층) : FCU(팬 코일 유닛방식)

③ 기숙사 (1~4층) : FCU(팬 코일 유닛방식)

(2) 공조설비

① 공기조화기(FCU): 중앙 관리로 시간별 운영

② 천장 패키지에어컨: B관 저층부 3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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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조설비의 운영

대상 건물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되어 있으며, 실별 사용시간 및 용도

에 따른 적용성과 부분부하 발생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반영하고 있었다.

공기조화기 운용은 기준층 10층에 설치된 중앙 공조기를 이용하여 공조

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냉난방은 FCU(팬 코일 유닛방식)으로 시행되고 있

었다. 냉난방의 운영은 계절별 운영방식으로 겨울철은 실내온도 17~19℃,

실내습도 40~45%의 기준으로 운전하고, 여름철은 실내온도 26.5~28.5℃, 실내

습도 50~55%로 운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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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오피스 건물의 실내 및 실외 온 · 습도 환경 현황

(1) 온도 현황

실내온도는 다음과 같다. 각 건물의 측정시간 중(오전 9시, 오후 6시) 측정위치

의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평균 실내온도는 겨울이 약 21.5℃ 최대온도는

25.8℃ 최저온도는 19.8℃로 측정되었다. 여름의 평균온도는 약 27.4.℃ 로 나타났

으며 최고온도는 29.9℃, 최저온도는 23.4℃로 측정되었다. 겨울철 및 여름철 최저

온도로 측정된 실은 다른 측정 공간보다 규모가 크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

으며 재실인원이 적은 사무실이었다. 또한, 최대온도가 측정된 실은 다른 공간

보다 재실인원이 많고 남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사용 업무가 잦은 사무

실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 3.11>, 와 (그림 3.1), (그림 3.2) 참조)

<표 3.11> 실내·외 온도분포

측정실 여름(℃) 겨울(℃)

A관

사무실1(1층)

실내 26.8 실내 19.7

실외 25.9 실외 5.3

A관

사무실2(3층)

실내 27.6 실내 21.5

실외 25.6 실외 1.2

A관

사무실3(3층)

실내 28.7 실내 20.2

실외 29.1 실외 6.3

A관

사무실4(4층)

실내 26.4 실내 20.1

실외 29.9 실외 -2.9

A관

사무실5(4층)

실내 29.2 실내 22.7

실외 25.6 실외 2.8

A관

사무실6(5층)

실내 27.6 실내 24.0

실외 25.6 실외 -0.9

A관

사무실7(5층)

실내 27.0 실내 23.5

실외 25.6 실외 -2.9

A관

사무실8(6층)

실내 25.0 실내 23.0

실외 28.3 실외 -4.5

A관

사무실9(6층)

실내 27.7 실내 20.3

실외 25.6 실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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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실내·외 온도분포 (계속)

측정실 여름(℃) 겨울(℃)

A관

사무실10(7층)

실내 29.1 실내 21.2

실외 28.3 실외 -0.9

A관

사무실11(7층)

실내 30.0 실내 25.8

실외 28.3 실외 -4.7

A관

사무실12(7층)

실내 29.6 실내 20.1

실외 28.3 실외 3.0

A관

사무실13(9층)

실내 27.1 실내 20.2

실외 29.9 실외 -5.6

A관

사무실14(11층)

실내 28.0 실내 21.9

실외 25.6 실외 -6.4

A관

사무실15(12층)

실내 29.0 실내 23.6

실외 25.6 실외 -5.6

A관

사무실16(20층)

실내 24.2 실내 20.6

실외 25.9 실외 -4.7

B관

사무실1(1층)

실내 26.4 실내 25.8

실외 29.9 실외 4.4

B관

사무실2(1층)

실내 23.4 실내 20.1

실외 28.5 실외 4.4

B관

사무실3(2층)

실내 25.3 실내 20.2

실외 28.5 실외 6.9

B관

사무실4(2층)

실내 26.6 실내 20.3

실외 28.5 실외 -0.7

B관

사무실5(3층)

실내 28.5 실내 25.3

실외 28.5 실외 5.8

B관

사무실6(4층)

실내 26.8 실내 21.8

실외 29.1 실외 3.2

B관

사무실7(4층)

실내 26.8 실내 22.1

실외 28.2 실외 3.2

기숙사1(3층)
실내 26.8 실내 19.8

실외 29.1 실외 3.2

기숙사2(4층)
실내 26.8 실내 20.0

실외 29.1 실외 2.8

평균
실내평균 27.4 실내평균 21.1

실외평균 27.7 실외평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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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여름 실내·외 온도분포 (그림 3.2) 겨울 실내·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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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도 현황

실내습도는 다음과 같다. 각 건물의 측정시간 중(오전 9시, 오후 6시) 측정위치

의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평균 실내습도를 측정한 결과 겨울은 약 22.2%

로 측정되었다. 총25개소 중 겨울의 최대습도는 52.4%로 측정되었으며 최저습

도는 16.9%로 측정되었다. 여름의 평균습도는 약 60.6%로 측정되었으며 25개

소 중 여름의 최대습도는 69.4%로 측정되었고 최저습도는 48.4%로 측정되었

다. (<표 3.12>,와 (그림 3.3), (그림 3.4)참조)

<표 3.12> 실내·외 습도분포

측정실 여름(%) 겨울(%)

A관

사무실1(1층)

실내 60.1 실내 22.3

실외 69 실외 69.0

A관

사무실2(3층)

실내 63.3 실내 18.1

실외 69 실외 69.0

A관

사무실3(3층)

실내 50.4 실내 17.5

실외 69.2 실외 69.2

A관

사무실4(4층)

실내 63.3 실내 22.3

실외 69.2 실외 69.2

A관

사무실5(4층)

실내 61.0 실내 17.4

실외 69.2 실외 82.5

A관

사무실6(5층)

실내 69.4 실내 23.0

실외 82.5 실외 60.8

A관

사무실7(5층)

실내 51.6 실내 21.6

실외 82.5 실외 78.9

A관

사무실8(6층)

실내 59.8 실내 16.9

실외 82.5 실외 60.8

A관

사무실9(6층)

실내 61.5 실내 18.2

실외 82.5 실외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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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실내·외 습도분포 (계속)

측정실 여름(%) 겨울(%)

A관

사무실10(7층)

실내 58.1 실내 22.1

실외 60.8 실외 67.2

A관

사무실11(7층)

실내 62.9 실내 19.4

실외 60.8 실외 59.2

A관

사무실12(7층)

실내 65.8 실내 20.6

실외 60.8 실외 60.6

A관

사무실13(9층)

실내 61.5 실내 22.4

실외 82.5 실외 59.5

A관

사무실14(11층)

실내 58.1 실내 17.2

실외 60.8 실외 60.2

A관

사무실15(12층)

실내 62.0 실내 21.6

실외 60.8 실외 66.0

A관

사무실16(20층)

실내 65.8 실내 22.3

실외 60.8 실외 70.8

B관

사무실1(1층)

실내 65.8 실내 18.1

실외 60.8 실외 69.0

B관

사무실2(1층)

실내 66.0 실내 20.2

실외 60.8 실외 69.2

B관

사무실3(2층)

실내 60.9 실내 21.7

실외 78.8 실외 82.5

B관

사무실4(2층)

실내 61.9 실내 21.3

실외 58.8 실외 60.8

B관

사무실5(3층)

실내 55.3 실내 22.6

실외 58.8 실외 78.7

B관

사무실6(4층)

실내 56.8 실내 38.9

실외 67.2 실외 67.2

B관

사무실7(4층)

실내 55.4 실내 52.4

실외 67.2 실외 58.8

기숙사1(3층)
실내 48.4 실내 18.4

실외 67.2 실외 59.2

기숙사2(4층)
실내 64.1 실내 19.2

실외 59.2 실외 59.2

평균
실내평균 60.6 실내평균 22.1

실외평균 68.0 실외평균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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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여름 실내·외 습도분포 (그림 3.7) 겨울 실내·외 습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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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내공기환경 현장 측정 결과 및 분석

3.3.1 미세먼지(PM10) 측정 결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150㎍/㎥이하이며, 각 건물에서의 평균

미세먼지농도는겨울의경우 31.24㎍/㎥로나타났으며, 측정 중관리기준을초과한측정실

은 151㎍/㎥수치가측정된 (B관사무실2)로나타났다. 여름의경우에는평균농도가약 28.3㎍

/㎥로 나타났으며, 측정 중 관리기준을 초과한 실은 겨울과 마찬가지로 152㎍/㎥의 수치로

측정된 (B관사무실2)로나타났다. 여름의경우가겨울보다평균농도가작은수치로측정되

었는데, 겨울보다여름이환기량이많음으로판단된다. 하루중미세먼지의농도의변화양상

은건물에따른뚜렷한특징보다는근무자들의출입이나이동에의해간헐적으로높은수치

로보이고있었다. (아래<표 3.13>,와 (그림 3.8), (그림 3.9)참조)

<표 3.13>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단위: ㎍/㎥)

측정실 여름(PM10) 겨울(PM10)

A관

사무실1(1층)

실내 36 실내 30

실외 27 실외 26

A관

사무실2(3층)

실내 41 실내 25

실외 111 실외 20

A관

사무실3(3층)

실내 31 실내 48

실외 32 실외 87

A관

사무실4(4층)

실내 35 실내 42

실외 52 실외 87

A관

사무실5(4층)

실내 39 실내 50

실외 65 실외 87

A관

사무실6(5층)

실내 38 실내 46

실외 78 실외 28

A관

사무실7(5층)

실내 27 실내 38

실외 56 실외 52

A관

사무실8(6층)

실내 19 실내 15

실외 37 실외 28

A관

사무실9(6층)

실내 31 실내 16

실외 72 실외 10

A관

사무실10(7층)

실내 18 실내 22

실외 75 실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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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계속)

(단위: ㎍/㎥)

측정실 여름(PM10) 겨울(PM10)

A관

사무실11(7층)

실내 23 실내 34

실외 56 실외 26

A관

사무실12(7층)

실내 18 실내 26

실외 39 실외 28

A관

사무실13(9층)

실내 21 실내 39

실외 41 실외 52

A관

사무실14(11층)

실내 16 실내 43

실외 54 실외 10

A관

사무실15(12층)

실내 21 실내 16

실외 35 실외 52

A관

사무실16(20층)

실내 25 실내 152

실외 43 실외 32

B관

사무실1(1층)

실내 21 실내 16

실외 41 실외 22

B관

사무실2(1층)

실내 151 실내 37

실외 38 실외 24

B관

사무실3(2층)

실내 32 실내 40

실외 27 실외 32

B관

사무실4(2층)

실내 32 실내 33

실외 38 실외 24

B관

사무실5(3층)

실내 38 실내 21

실외 27 실외 22

B관

사무실6(4층)

실내 29 실내 23

실외 38 실외 52

B관

사무실7(4층)

실내 25 실내 54

실외 44 실외 22

기숙사1(3층)
실내 29 실내 20

실외 19 실외 22

기숙사2(4층)
실내 25 실내 31

실외 54 실외 32

평균
실내평균 36 실내평균 33.16

실외평균 49 실외평균 38.48

A관사무실16과B관사무실1 경우겨울과여름철측정시관리기준150㎍/㎥를초과하는

수치로측정되었다. 미세먼지의발생원인으로환기및재실자의영향이가장크게차지하는데

초과한사무실모두재실자의이동이많은업무로인해먼지밀도가높았다. 또한, A 관사무실

16의경우는특이상황으로실의창문이없어자연환기를실시할수없는공간이었으며재실자

가공간에서자주이동하는업무가잦아관리기준보다높은수치로측정되었다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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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여름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결과 (그림 3.9) 겨울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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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일산화탄소(CO) 측정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일산환탄소(CO)의 관리기준은 10ppm 이하이며, 각 오피스내

의 일산화탄소(CO)농도는 겨울의 경우에 평균 약 0.74ppm 전후였으며, 측정

기간에 측정된 최대 CO 농도는 1.50ppm으로 조사되었다. 여름의 경우에는

평균 약 0.45전후로 나타났으며, 측정기간 최대CO농도는 0.60ppm으로 측정되

었다. 측정결과 모든 측정개소 관리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 (아래 <표 3.14>

와 (그림 3.10), (그림 3.11) 참조).

<표 3.14> 일산화탄소(CO) 측정결과

(단위: ppm)

측정실 여름(CO) 겨울(CO)

A관

사무실1(1층)

실내 0.47 실내 0.37

실외 0.80 실외 0.60

A관

사무실2(3층)

실내 0.36 실내 0.29

실외 0.50 실외 0.70

A관

사무실3(3층)

실내 0.57 실내 1.11

실외 0.80 실외 0.50

A관

사무실4(4층)

실내 0.48 실내 0.32

실외 0.60 실외 0.80

A관

사무실5(4층)

실내 0.41 실내 1.09

실외 0.80 실외 0.60

A관

사무실6(5층)

실내 0.42 실내 0.60

실외 0.80 실외 0.70

A관

사무실7(5층)

실내 0.46 실내 0.29

실외 0.50 실외 0.60

A관

사무실8(6층)

실내 0.40 실내 0.50

실외 0.60 실외 0.50

A관

사무실9(6층)

실내 0.34 실내 0.19

실외 0.50 실외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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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일산화탄소(CO) 측정결과 (계속)

(단위: ppm)

측정실 여름(CO) 겨울(CO)

A관

사무실10(7층)

실내 0.60 실내 0.57

실외 0.60 실외 0.50

A관

사무실11(7층)

실내 0.56 실내 0.98

실외 0.70 실외 0.60

A관

사무실12(7층)

실내 0.50 실내 0.50

실외 0.80 실외 0.60

A관

사무실13(9층)

실내 0.47 실내 0.40

실외 0.60 실외 0.70

A관

사무실14(11층)

실내 0.44 실내 0.60

실외 0.60 실외 0.60

A관

사무실15(12층)

실내 0.39 실내 0.50

실외 0.60 실외 0.60

A관

사무실16(20층)

실내 0.58 실내 0.87

실외 0.50 실외 0.60

B관

사무실1(1층)

실내 0.60 실내 0.96

실외 0.70 실외 0.70

B관

사무실2(1층)

실내 0.50 실내 0.82

실외 0.50 실외 0.60

B관

사무실3(2층)

실내 0.59 실내 1.17

실외 0.60 실외 0.50

B관

사무실4(2층)

실내 0.44 실내 0.92

실외 0.70 실외 0.80

B관

사무실5(3층)

실내 0.41 실내 0.70

실외 0.60 실외 0.56

B관

사무실6(4층)

실내 0.43 실내 1.03

실외 0.80 실외 0.70

B관

사무실7(4층)

실내 0.30 실내 1.30

실외 0.50 실외 0.50

기숙사1(3층)
실내 0.30 실내 0.87

실외 0.70 실외 0.50

기숙사2(4층)
실내 0.35 실내 1.51

실외 0.60 실외 0.70

평균
실내평균 0.45 실내평균 0.74

실외평균 0.60 실외평균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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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여름 실내·외 일산화탄소 측정결과 (그림 3.11) 겨울 실내·외 일산화탄소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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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이산화탄소(CO2) 측정 결과

오피스 이산화탄소(CO2)의 관리기준은 1000ppm이다. 각 오피스내의 이산화

탄소(CO2)의 평균농도는 겨울이 약 657.8ppm, 여름이 약 569ppm로 여름에 비

해 겨울의 CO2 농도가 다소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로 여름철

이 겨울철보다 자연 환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3.15>

와 (그림 3.12) 참조).

<표 3.15> 이산화탄소(CO2) 측정결과

(단위: ppm)

측정실 여름(CO2) 겨울(CO2)

A관

사무실1(1층)
실내 786 실내 563

A관

사무실2(3층)
실내 537 실내 473

A관

사무실3(3층)
실내 602 실내 600

A관

사무실4(4층)
실내 552 실내 895

A관

사무실5(4층)
실내 525 실내 637

A관

사무실6(5층)
실내 574 실내 819

A관

사무실7(5층)
실내 628 실내 596

A관

사무실8(6층)
실내 617 실내 709

A관

사무실9(6층)
실내 486 실내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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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이산화탄소(CO2) 측정결과 (계속)

(단위: ppm)

측정실 여름(CO2) 겨울(CO2)

A관

사무실10(7층)
실내 632 실내 807

A관

사무실11(7층)
실내 561 실내 351

A관

사무실12(7층)
실내 560 실내 642

A관

사무실13(9층)
실내 525 실내 327

A관

사무실14(11층)
실내 497 실내 636

A관

사무실15(12층)
실내 495 실내 498

A관

사무실16(20층)
실내 501 실내 552

B관

사무실1(1층)
실내 616 실내 1247

B관

사무실2(1층)
실내 738 실내 918

B관

사무실3(2층)
실내 813 실내 821

B관

사무실4(2층)
실내 714 실내 1049

B관

사무실5(3층)
실내 195 실내 243

B관

사무실6(4층)
실내 621 실내 752

B관

사무실7(4층)
실내 459 실내 423

기숙사1(3층) 실내 423 실내 514

기숙사2(4층) 실내 581 실내 940

평균 실내평균 569 실내평균 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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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여름,겨울 이산화탄소 측정결과

25개 측정개소 중 각 1049ppm, 1247ppm로 최대농도로 측정된 2개소가 관

리기준 1000ppm를 초과하고 있었다. 초과한 이유로 다른 실에 비해 재실 자

가 1.5배에서 2배 많아 재실자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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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 결과

폼알데하이드의 관리기준은 0.1ppm이다. 건축재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

장 대표적인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각 대상 건물의 측정실의

중심 지점에서 측정되었다. 각 건물에서의 폼알데하이드의 평균농도는 겨울

의 경우에 0.01 ~ 0.02ppm, 여름에는 0.01 ~ 0.02ppm으로 나타났다. 겨울/여름

철 총 한 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 0.1ppm 보다 낮은 수치로 측정 되었

다. 수치 비교 시 계절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다른 측정 개소도 측정 당시 재실 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구부를 개방된 상

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구부를 닫는 경우에 오염농도가 증가하

리라 생각되므로 다른 측정실도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아래 <표 3.16>

와 (그림 3.13) 참조).

<표 3.16>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결과

(단위: ppm)

측정실 여름(HCHO) 겨울(HCHO)

A관

사무실1(1층)
실내 0.02 실내 0.01

A관

사무실2(3층)
실내 0.01 실내 0.02

A관

사무실3(3층)
실내 0.01 실내 0.01

A관

사무실4(4층)
실내 0.01 실내 0.01

A관

사무실5(4층)
실내 0.02 실내 0.01

A관

사무실6(5층)
실내 0.01 실내 0.01

A관

사무실7(5층)
실내 0.01 실내 0.01

A관

사무실8(6층)
실내 0.02 실내 0.01

A관

사무실9(6층)
실내 0.01 실내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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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결과 (계속)

(단위: ppm)

측정실 여름(HCHO) 겨울(HCHO)

A관

사무실10(7층)
실내 0.04 실내 0.01

A관

사무실11(7층)
실내 0.01 실내 0.01

A관

사무실12(7층)
실내 0.02 실내 0.01

A관

사무실13(9층)
실내 0.01 실내 0.01

A관

사무실14(11층)
실내 0.01 실내 0.01

A관

사무실15(12층)
실내 0.04 실내 0.01

A관

사무실16(20층)
실내 0.08 실내 0.01

B관

사무실1(1층)
실내 0.14 실내 0.01

B관

사무실2(1층)
실내 0.01 실내 0.01

B관

사무실3(2층)
실내 0.02 실내 0.01

B관

사무실4(2층)
실내 0.02 실내 0.01

B관

사무실5(3층)
실내 0.01 실내 0.01

B관

사무실6(4층)
실내 0.01 실내 0.01

B관

사무실7(4층)
실내 0.01 실내 0.01

기숙사1(3층) 실내 0.02 실내 0.01

기숙사2(4층) 실내 0.01 실내 0.01

평균 실내평균 0.02 실내평균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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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여름,겨울 폼알데하이드 측정결과

25개소의 측정개소중최대농도 0.14ppm로관리기준을초과한 1개실의경우오피스내에

가장최근새로교체한가구들이많은측정개소로써, 다른 측정실에비해폼알데하이드오

염원인이많기때문에높은수치가나왔으며, 수치감소를위해실내자연환기증가등적절

한조치가필요하다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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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관리기준은 500㎍/㎥로 총 25개소를 측정 조

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의 권고기준 500㎍/㎥을 초과하는 측정

개소는 없었다. 모두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안전한 상태로 판단된다. 하지만

초과하는 수치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위험성은 잠재적

으로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아래 <표

3.17>와 (그림 3.14) 참조).

<표 3.17>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결과

(단위: ㎍/㎥)

측정실 여름(TVOC) 겨울(TVOC)

A관

사무실1(1층)
실내 37 실내 31

A관

사무실2(3층)
실내 24 실내 52

A관

사무실3(3층)
실내 104 실내 48

A관

사무실4(4층)
실내 47 실내 182

A관

사무실5(4층)
실내 65 실내 173

A관

사무실6(5층)
실내 32 실내 47

A관

사무실7(5층)
실내 73 실내 53

A관

사무실8(6층)
실내 34 실내 40

A관

사무실9(6층)
실내 24 실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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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결과 (계속)

(단위: ㎍/㎥)

측정실 여름(TVOC) 겨울(TVOC)

A관

사무실10(7층)
실내 13 실내 115

A관

사무실11(7층)
실내 34 실내 26

A관

사무실12(7층)
실내 19 실내 24

A관

사무실13(9층)
실내 126 실내 113

A관

사무실14(11층)
실내 32 실내 54

A관

사무실15(12층)
실내 24 실내 23

A관

사무실16(20층)
실내 48 실내 45

B관

사무실1(1층)
실내 16 실내 41

B관

사무실2(1층)
실내 31 실내 69

B관

사무실3(2층)
실내 26 실내 70

B관

사무실4(2층)
실내 36 실내 47

B관

사무실5(3층)
실내 26 실내 47

B관

사무실6(4층)
실내 16 실내 51

B관

사무실7(4층)
실내 21 실내 39

기숙사1(3층) 실내 41 실내 13

기숙사2(4층) 실내 49 실내 26

평균 실내평균 39.9 실내평균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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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여름,겨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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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석면(PCM) 측정 결과

오피스 석면의 관리기준은 0.01개/cc이하 이며, 총 25개소의 실을 펌프로 석면을 포

집하여 1차 측정 후 위상차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총 9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타났다. 관리기준을 초과한 측정실은 A관이 5개 실 , B관이 3개 실, 기숙사

1개 실에서 관리기준(0.01 개/cc이하)를 초과하고 있었다. (아래 <표 3.18> 참조)

<표 3.18> 석면(PCM) 측정결과

(개/cc)

측정실 공기채취량(ℓ)
시료섬유수

(개/㎟)

공기중석면

농도(개/cm3)

A관

사무실1(1층)
1200 23 0.009

A관

사무실2(3층)
1200 33 0.013

A관

사무실3(3층)
1200 24 0.009

A관

사무실4(4층)
1200 21 0.008

A관

사무실5(4층)
1200 30 0.012

A관

사무실6(5층)
1200 24 0.009

A관

사무실7(5층)
1200 24 0.009

A관

사무실8(6층)
1200 30 0.012

A관

사무실9(6층)
1200 24 0.009

A관

사무실10(7층)
1200 19 0.007

A관

사무실11(7층)
1200 17 0.007

A관

사무실12(7층)
1200 27 0.011

A관

사무실13(7층)
1200 15 0.006

A관

사무실14(7층)
1200 20 0.008

A관

사무실15(7층)
1200 30 0.012

A관

사무실16(9층)
1200 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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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석면(PCM) 측정결과 (계속)

(개/cc)

측정실 공기채취량(ℓ)
시료섬유수

(개/㎟)

공기중석면

농도(개/cm3)

B관

사무실1(1층)
1200 21 0.007

B관

사무실2(1층)
1200 33 0.008

B관

사무실3(1층)
1200 24 0.009

B관

사무실4(1층)
1200 21 0.011

B관

사무실5(1층)
1200 24 0.011

B관

사무실6(2층)
1200 24 0.009

B관

사무실7(2층)
1200 40 0.016

기숙사1(3층) 1200 34 0.013

기숙사2(4층) 1200 24 0.009

기준을 초과한 9개의 실을 정밀분석하기 위해 2차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석

면분석법은 앞장에서 설명한(p~21) 투과전자현미경법(TEM)으로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19>와 같다. 공기 중의 석면 섬유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1차 측

정 때 위상차현미경으로 분석된 9개 실의 초과 농도는 석면이 아닌 먼지로 확

인되었다.

<표 3.19> 석면(PCM) 정밀분석결과

(개/cc)

측정실 공기채취량(ℓ)
시료섬유수

(개/㎟)

공기중석면

농도(개/cm3)

A관 사무실2(3층) 1200 < 0.0008 Fibers/cc Chrysotile : 0

A관 사무실8(6층) 1200 < 0.0008 Fibers/cc Chrysotile : 0

A관 사무실12(7층) 1200 < 0.0008 Fibers/cc Chrysotile : 0

A관 사무실15(7층) 1200 < 0.0008 Fibers/cc Chrysotile : 0

A관 사무실17(11층) 1200 < 0.0008 Fibers/cc Chrysotile : 0

B관 사무실1(1층) 1200 < 0.0008 Fibers/cc Chrysotile : 0

B관 사무실2(1층) 1200 < 0.0008 Fibers/cc Chrysotile : 0

B관 사무실4(2층) 1200 < 0.0008 Fibers/cc Chrysotile : 0

기숙사1(3층) 1200 < 0.0008 Fibers/cc Chrysotil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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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 개소가 관리기준 이하의 수치로 확인되었지만, 건물의 노후화 및

손상 혹은 내부수리 등으로 인하여 공기 중 석면의 농도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석면의 비산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3.7 대상 건물 현장 실태조사 후 분석 결과

대상 오피스 건물 25개소의 대해 실측 조사한 결과 물질별로 실의 업무 특

성 및 특이상황에 인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기준을 초과한 몇 개의

실을 제외 하고 그 이외의 측정실 모두 관리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래

<표 3.20> 참조)

<표 3.20> 실태조사 관리기준 초과 현황

25개

측정실
초과 현황

오염물질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

하이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실내 2개소 - 2개소 1개소 - -

현재 대상 건물의 경우 공조설비 시스템의 운영이 계절별 운영방식으로 시

간별로 운행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물질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가 이루어져 관리기준의 수치로 측정이 되었다.

또한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가구로 교

체한 실을 제외하고 대부분 측정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된 가구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수치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측정실 모두 실내 시스템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내환경이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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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대상건물의 측정 실 현황을 분석하였고, 25개 측정 개소에 대

해 계절별로 현장 실측을 하여 실내공기환경의 실태를 조사 분석 하였다.

(1) 온도 측정결과 겨울철의 경우 실내 평균온도는 21.2℃로 측정되었으며, 최

대온도는 25.8℃, 최저온도는 19.8℃로 조사되었다. 여름철의 경우 실내 평균

온도는 27.4℃로 측정되었으며, 최대온도는 29.9℃, 최저온도는 23.4℃로 조사

되었다.

(2) 습도 측정결과 겨울철의 경우 실내 평균습도는 22.2%로 측정되었다. 최대

습도는 52.4%로 측정되었으며 최저습도는 16.9%로 측정되었다. 여름철의 경

우 실내 평균습도는 60.6%로 측정되었다. 최대습도는 69.4%로 측정되었고 최

저습도는 48.4%로 측정되었다.

(3) 사무실 실내공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가지 항목(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서

유기화합물(TVOC), 석면(PCM)) 등을 계절별로 실측한 결과 겨울철 여름철

모두 측정 실 대부분 관리기준 이내의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겨울철

이 여름철보다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에서 약간 더높

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유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창문 개방 횟수가 더욱

많음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음물질에 대해 미세먼지(PM10)는 최대 152㎍/㎥

(권고기준150㎍/㎥), 이산화탄소(CO2) 최대 1247ppm(권고기준1000ppm), 폼알

데하이드(HCHO) 최대 0.14ppm(권고기준0.1ppm)로 각각 관리기준을 초과하

고 있었다. 초과한 곳을 분석한 결과 재실자가 다른실보다 1.5배에서 2배로

많았고 특히, 재실자의 이동업무가 잦은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또한, 폼알데하이드 실내 건축마감재와 최근에 구입한 가구가 많은 장소에서

농도가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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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0년대 준공된 건물로 당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1차(위상차 현미경)분석과 2차(투과전자현미경)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에서는 총 9개소에서 석면농도가 높게(기준치 이상)검출되었다. 초과한 실에 대

해 관리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석면인지 미세먼지인지 정확한 성분함유 분석을

위해 2차 정밀측정을 실시하였다. 정밀분석 결과 관리기준 이상의 농도 물질은

석면이 아닌 미세먼지로 판명되어 1차 측정 시 기준이상으로 나온 9개실 모두

관리기준 이내의 농도임이 확인되었다.

(5) 측정대상의 경우 30년 동안 오랜 시간 운영되고 있는 건물로 공조설비

시스템을 계절별 운영방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측정

실이 환기가 잘 이루어 지고 있었고 실내공기환경도 적절한 상태로 유지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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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오피스건물의 실내공기환경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실내공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가지 항목(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서

유기화합물(TVOC), 석면(PCM)) 등을 계절별로 실측한 결과 겨울철 여름철

모두 측정 실 대부분 관리기준 이내의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겨울철

이 여름철보다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에서 약간

더높은농도를보이고있었다. 이유로겨울철보다여름철이창문을개방하는

횟수가많아환기횟수증가로판단된다. 이때, 미세먼지(PM10)는최대 152㎍

/㎥(권고기준150㎍/㎥), 이산화탄소(CO2) 최대 1247ppm(권고기준1000ppm),

폼알데하이드(HCHO) 최대 0.14ppm(권고기준0.1ppm)로 각각 계절별로 권고

기준초과로나타났다. 초과한곳을세부분석한결과재실자가다른실보다 1.5

배에서 2배로 많았고 특히, 재실자의 이동업무가 잦은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

하고있었다. 또한, 실내건축마감재와최근에구입한가구가많은장소에서는

폼알데하이드농도가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2) 측정건물은 1980년대에 준공된 건물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어

석면농도를측정하였다. 석면농도는실의공기를포집하여 1차분석(위상차현

미경)과 2차분석(투과전자현미경)을 실시하였다. 1차분석결과 총 9개소에서

관리기준 이상으로 높게 검출 되었다. 그러나, 2차 투과전자현미경의 정밀분

석결과 1차 기준이상의 농도는 모두 석면이 아닌 미세먼지임이 확인이 되었

고 모두 관리기준 이내의 농도임이 확인되었다.

(3) 측정대상 건물은 약 30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건물로 특히, 냉난방이 계절별

로잘운행되고있었고실의특징으로대부분의실이환기가잘되고있었다.

측정실모두유지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어서실내공기환경측정결과양호

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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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피스 건물의 실내 공기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정 경 윤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실내공기질(IAQ; Indoor Air Quality)은 사무실의 질적인 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기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더욱 건물의 기밀성

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실내환기는 기계적인 환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외부 신선공기

의 공급감소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축적을 야기 시켰으며 이들 물질의 노출에 의한

사람의 건강에 대해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로인해 선진외국에서는 사무실환

경의 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제노

동기구에서는(상업용 및 사무용) 위생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였고, 또한 국내에서도

사무실 환경의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령을 재정하여 사무실 공기

질 기준을 제시하여, 현행 자율적인 오피스내 환경 측정체계의 측정제도로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

행 자율적인 오피스 환경 측정체계의 제도를 통해 얼마만큼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지 실내공기환경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부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겨울 및 여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공

기환경은 사무실 실내공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세먼지(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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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석면) 6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측정 수치를 살펴보면, 오피스 건물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CO)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2가지 항목은 기준치

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세먼지(PM10)는 최대 152㎍/㎥, 이산화탄소(CO2) 최대

1247ppm, 폼알데하이드(HCHO) 최대0.14ppm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2) 총 25개소의 석면 공기를 포집하여 1차(위상차 현미경)분석과 2차(전자현미경)분석

을 실시하였다. 1차에서는 총 9개소에서 석면농도가 높게(기준치 이상)검출되었다.

1980년대 준공된 건물로 당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초

과한 실에 대해 공기 중에 기준치 초과한 물질이 석면인지 미세먼지인지 정확한 성분함

유 분석을 위해 2차 정밀측정을 실시하였다. 정밀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의 농도 물질로

석면이 아닌 미세먼지로 판명되어 25개실 모두 석면농도는 기준치 이내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석면의 손상 정도와 비산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관리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서울에 위치한 건물을 선정하여 실내공기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오피스건물의 공

기환경 물질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총 6가지의

항목의 물질에 대해 25개 실 중 몇 개의 실을 제외하고 각각의 물질 별 수치는 심각하지

않고 관리기준 이하로 조사되었다. 측정대상 건물 모두 1980년대 준공된 건물로 오랜 시

간 운영되고 있는 건물로 물질의 농도 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치로 측정될 거라 예상하

였지만, 오염물질의 대해 수치상으로 안전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유로 공조설비

시스템의 운영이 계절별 운영방식으로 시간별 운행이 되고 있어서 일산화탄소, 미세먼

지, 이산화탄소등의 물질을 적절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은 비율로 측정되었다고

사료된다.

핵심어 : 실내공기환경, 산업안전보건법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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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air quality (IAQ) contributes to the qualitative aspect of office

environments. However, buildings’ air-tightness has come to be regarded

as essential because energy-saving technologies are applied preferentially,

and indoor air quality has therefore become dependent on mechanical

ventilation. Developed countries have therefor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for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air quality in office

environments, an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a

convention regarding hygiene in commercial and office buildings. In Korea

too, the importance of air quality control in office environments has been

acknowledged, and related laws have thus been established to present

standards for office air quality. Office air quality is currently measured

under autonomous office environmental measur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surveys of the actual quality of the

indoor air environments of office buildings located in Seoul to determine

how well indoor air environments are maintained and managed through

existing autonomous office environmental measurement sys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ctual quality of indoor air environments was surveyed in

winter and summer when indoor air environments are most affect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For air environments, six items considered

closely related to office indoor air were measured, i.e., fine dust (PM10),

carbon dioxide (CO2), carbonmonoxide(CO), formaldehyde(HCHO),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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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eorganic compounds(TVOC), and asbestos. The measured values of

CO and TVOC, which are office building indoor air pollutants, did not

exceed their thresholds. However, PM10, CO2,and HCHO showed

maximum values of 152 ㎍/㎥, 1247 ppm, and 0.14 ppm, respectively, thus

all exceeding their thresholds.

(2) Air was collected from a total of 25 rooms in which asbestos had

been used, and the first (phase microscope) and second (electron

microscope)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first analysis, high pollutant

concentrations exceeding the threshold were detected in a total of nine

rooms. Since the subject buildings were completed in the 1980s when

construction materials containing asbestos were still in use, a second

precise measurement was conducted for the rooms that had exceeded the

threshold. This was done in order to accurately analyze the components to

see whether the pollutants in the air that had exceeded the threshold were

asbestos or fine du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recise analysis, the

materials with concentrations exceeding the threshold were found to be fine

dust, not asbestos. Consequently, all 25 rooms were found to have asbestos

concentrations not exceeding the threshold. However, the degree of damage

due to asbestos and the possibility of asbestos scattering should always be

examined and controlled.

(3) Buildings located in Seoul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degree of office

building air environment pollution through surveys of the actual quality of

the indoor air environm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buildings were

generally managed and controlled well. Of a total of six pollutants, the

degrees of pollution by individual materials were not serious and did not

exceed the thresholds in most of the 25 rooms. The subject buildings were

all completed in the 1980s and had thus been operating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was therefore expected that they would show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of pollutants. However, these buildings were found to have

safe pollutant values. This is most likely due to the fact that air-conditioning

systems have been operated when necessary throughout the seasons so that

pollutants, such as CO, PM10, and CO2, were appropriately controlled.

Keywords: indoor air environment, pollutant,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