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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축 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한 자재는 물론,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능성 건축자재의 개

발과 보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건축자재의 개발은 주로 벽지와 접착제, 페인트 및 바닥재 등 건축마

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기존의 온수를 이용한 바닥 난방 방식을 대신할 난방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온돌 패널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및 저감 성능이 있는 복합 바닥재가 개

발되었으며, 본 연구는 개발된 복합 바닥재의 실내 공기 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헙 대상 개요

실험 대상인 전기 온돌패널은 운모시트 위에 띠 형태의 활성탄소섬유 발열체가 일정 간격으로 배열되

어 있고 운모시트의 가장자리는 접착제에 의해 기밀이 유지되는 발열체가 있으며 무수히 많은 기공이

형성된 화산석 패널이 발열체의 위에 얹혀져 고정되어 구성된다. (그림1)

Fig 1. 전기온돌패널의 구성

전원을 연결하면 발열체가 저항에 의해 발열되고, 센서와 컨트롤러에 의해 설정된 온도를 일정하게 유

지되며 고온의 열이 화산석 패널로 전도되어 화산석 패널의 온도가 상승하여 실내의 난방이 이루어지

며, 화산석 패널의 무수히 많은 기공 내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어 에

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우수한 효과가 검증되었고, 화산석 패널이 전자파를 저감하고 원적외선을 방사하

여 사용자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친환경 기능성 복합 바닥재이다.

3. 전기 온돌 마루의 소형챔버 실험

전기 온돌마루 패널의 소형챔버 실험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전

기 온돌 패널과 전기 온돌 패널위에 공동주택에 시공되고 있는 온돌마루를 시공하여 두 자재를 대상으

로 소형챔버 실험을 통해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TVOC 및 HCHO 방출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운전조건은 (표 1)

과 같으며, 건축자재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의 채취방법은 (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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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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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미량펌프(Sibata MP-∑30)

150㎖/min으로 30분 동안 총 4.5ℓ

TVOC
․디지털미량펌프(Sibata MP-∑30)

150㎖/min으로 30분 동안 총 4.5ℓ

보관
․4℃이하 냉장고에 보관

(차광용 보관용기에 개별포장)

Table 2. 건축자재 오염물질 채취방법

소형챔버의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물질명 전기 온돌패널 전기 온돌패널+온돌마루

TVOC 0.043(최우수) 0.122(우수)

HCHO 0.001(최우수) 0.002(최우수)

Table 3. 전기 온돌패널과 복합자재의 TVOC 및 HCHO 방출강도 (㎎/㎡․h)

전기 온돌패널의 TVOC 방출강도는 최우수(0.20㎎/㎡․h미만), HCHO는 우수(0.03㎎/㎡․h미만) 등급

으로 평가되었다. 전기 온돌패널 + 온돌마루의 TVOC 방출강도는 우수(0.20㎎/㎡․h미만), HCHO는 최

우수(0.03㎎/㎡․h미만)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3. 전기 온돌 마루의 실내공기 오염농도 저감실험

전기 온돌마루 패널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

다. 즉, 실험실 A실에는 전기 온돌마루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B실에는 일반히터를 설치 한 후 각각의 실

에 실내공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시간경과에 따른 오염농도변화를 비교실험 하였다. 이 때, 실내 온도

는 A, B실 모두 똑같은 조건인 20℃로 설정하였으며 시간경과는 3시간-18시간-36시간 경과 후 각각의

실에서 오염농도를 측정하였다. 오염물질은 새집증후군의 주요물질인 HCHO, TVOC, VOCs(톨루엔, 자

일렌, 스틸렌, 에틸벤젠, 벤젠)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와 같은 물질을 가장 일반적으로 방출하는 유성페인

트와 수성접착제를 선정하였다(그림2, 표5 참조).

Fig.2 공대 7층

Mock-up실험실 평면

실험실 A실 B실

크기
3.0×2.7(m)

(8.1㎡)
3.0×2.7(m)

(8.1㎡)

열원
전기 온돌패널
(0.5m*0.5m*6개)

일반히터

열원수 온돌패널 6개 가스보일러 1대

오염원
유성페인트
+수성접착제

유성페인트
+수성접착제

온도 20℃ 20℃

Table 5. 온돌패널 Mock-up 실험실 실험조건



다음은 전기 온돌마루 패널을 설치한 A실과 일반히터를 설치한 B실의 측정결과이다. (표 6, 표7)

(단위 :㎍/㎥)

시공단계 측정일자 TVOC HCHO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틸렌 Unknown

측정전 09.3.16 938.59 10.66 8.98 170.8 120.5 118.8 1.32 519.19

3시간후 09.3.16 128003.7 21.12 33.23 326.53 11093.4 17661.6 2.1 98886.74

18시간후 09.3.17 81148.14 28.11 7.75 162.28 1632.66 3327.05 9.0 76008.95

36시간후 09.3.17 23850.43 15.88 3.67 92.74 223.03 419.72 2.84 23108.43

Table 6. A실의 전기 온돌마루 패널의 오염물질 저감 실험결과

 

  (단위 :㎍/㎥)

시공단계 측정일자 TVOC HCHO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틸렌 Unknown

측정전 09.3.16 952.24 11.88 6.08 159.9 108.28 130.21 1.79 545.74

3시간후 09.3.16 120159 20.66 37.94 358.34 12898.2 19602.7 3.33 87258.49

18시간후 09.3.17 133264.5 37.25 10.67 163.29 4263.91 9222.46 27.54 119576.6

36시간후 09.3.17 47005.86 15.86 3.0 58.94 370.26 752.01 2.62 45819.03

Table 7. B실의 일반히터의 오염물질 저감 실험결과

(표 6)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오염물질이 설치되기 전인 초기농도는 두실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

고 있었다. 이 때,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설치 된 후 3시간 후의 TVOC인 경우 오염농도방출정도는 A

실(전기 온돌마루 패널)과 B실(일반히터)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시간 이후 부터 A실은

TVOC 경우 1.6배 감소하기 시작하여 36시간 이후에는 약 5.4배까지 감소하고 있었다.

한편, 일반히터가 설치된 B실은 TVOC인 경우 18시간 경과 후에도 A실과는 달리 감소되지 않고 오

히려 오염농도가 약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36시간 경과 후에는 A실과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었

지만 그 감소폭은 전기 온돌마루 패널이 설치된 A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CHO인 경우 TVOC와는 달리 방출농도 값도 기준치 이하로 작았지만 A실, B실 모두 3시간

과 18시간 경과후 까지 그 오염농도가 증가하고 있었고 36시간이 지나서야 감소하고 있었다. 한편,

TVOC와 마찬가지로 HCHO도 A실(전기 온돌마루 패널)은 B실(일반히터)과 비교하여 오염농도 값이 적

게 검출되고 있었다.(그림 3, 그림 4)

Fig 3. A실과 B실의 TVOC 방출농도 Fig 4. A실과 B실의 HCHO 방출농도 

또한, VOCs에서도 TVOC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이 설치 된 후 3시간 후 오염물질 방출정도는 A실(전

기 온돌마루 패널)과 B실(일반히터) 모두 증가하고 있었지만 18시간 이후 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기 온돌마루 패널이 설치된 A실은 일반히터가 설치된 B실과 비교하여 오염물질농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었으며, 특히 자일렌과 에틸벤젠의 저감효과가 큼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5, 그림 6).



Fig 5. A실의 VOCs 방출 강도 (단위:㎍/㎥) Fig 6. B실의 VOCs 방출 강도 (단위:㎍/㎥)

4. 결 론

본 연구는 친환경 기능성 복합 바닥재인 전기 온돌 패널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환경 성능을 평가하였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온돌 패널의 소형 챔버 방출 강도 측정 결과 TVOC와 HCHO 모두 HB마크 기준으로 최우수

에 해당하는 방출 강도를 보였으며, 패널에 온돌마루를 시공하여 시험한 결과 전기 온돌 패널시보다 다

소 방출강도가 상승하였으나 TVOC는 우수, HCHO는 최우수 등급의 방출 강도로 오염물질이 낮게 방

출됨을 확인하였다.

(2) 전기 온돌 패널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Mock-up실험실에 오염물질을 설

치하여 일반 히터와 비교 실험을 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TVOC와 HCHO 모두 일반 히터가 설치

된 곳보다 오염물질 이 적게 검출되었으며, VOCs 또한 일반히터에 비해 오염물질이 저감됨을 확인하였

는데, 특히 에틸벤젠과 자일렌에 있어 큰 저감효과가 있다.

(3) 향후 오염물질 저감 등 다양한 친환경 기능성 건축 복합자재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

라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의 실내 공기 환경 성능의 평가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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