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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C/Monitor^ 구성 전자부품으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Organic Com

pounds, VOCs｝을 분석하였다. Monitor를 구성히는 전자부품으로부터 연속으로 방출되는 VOCs의 경향을 시 

료챔버에 직접 연결되어있는 잔류가스 분석기(Residual Gas Analyzer, RGA)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전자부 

품에서 방출되는 VOCs의 성분을 RGA오卜 GC-MS로 분석하였다. 정성분석된 VOCs 중 소량으로 방출되더 

라도 불쾌한 냄새와 건강상의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toluene, xylene, cyclohexanone 및 benzofiiran에 대하 

여 GC-MS로 정량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전자부품중 PCB(CEM-l)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가 

열시작 후 30분에서 1시간동안 toluene, xylene, cyclohexanone 및 phenol이 다량으로 연속 방출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 거의 모든 전자부품에서 toluene, xylene, phenol, cyclohexanone 및 benzofuran 등의 물질들이 

측정시간 범위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방출되었다. 부품들 중 Trans가 가장 높은 VOCs의 방출농도를 보였으며, 

전자부품으로부터 정량분석된 VOCs 중에는 xylene의 방출농도가 550〜 2482 Rg/nF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ABSTRACT, \blatile Organic Compounds(VOCs) emitted from 이ectmnic parts comprising of PC/Monitor 
s반 have been analyzed. VOCs trends consecutively emitted from electronic parrs were analyzed by using 
Residual Gas Analyzer(RGA)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sample chamber, and VOCs emitted from 
electronic part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by RGA and GC-MS. Since toluene, xylene, cyclohexanone, and 
benzofiiran will bring on the deleterious smell and the heaith risk, even though very small amount of these <ire 
exposed to human body, quantitative analysis was achieved by GC-MS system.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except PCB(CEM-l) of which is one of the electronic parts, the left of elecironic parts represented, imme
diately from 30 minutes to 1 hour after heating, the trends that toluene, xylene, cyclohexanone and phenol were 
consecutively emitted very high, and toluene, xylene, pheno], cyclohexanone, and benzofuran irom most of the 
electronic parts were emitted very frequently within the measuring period. Finally, Trans of electronic parts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emission, and xylene(550~2482 was the most noticeably emitting 
compound of VOCs.

서 론

일 상생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V, Per

sonal Computer!PC). Electric Heater, 복사기 등과 같 

은 전자제품들로부터 건강상의 위해(health risk)를 일 

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의 노출가능성에 

대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의 노출 중 특히 냄새에 대한 국가적, 민족적 차이는 

그들。】 처한 문화와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므 

로, 국제화시대에 우리의 수출상픔들이 세계 각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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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냄새에 대 

한 노출가능성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자부 

품들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데 , 화학약품 및 제품을 주 

원료로 하는 부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인체가 유해가스 

및 유해성 냄새물질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근 보고된 바 있다.''' 띠라서 PC Monito^ 사용할 

때 monitor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약 80 °C 정도 

로 가열되고, 특히 전자부품에서 유해가스가 발생되므 

로 각 전자부품들에 대하여 발생되는 VOCs의 성분과 

농도 및 이에 따른 서한도(7泌% 3) 규제의 초과정도 

와 인체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PC Monitor는 Trims, PCB(FR-1). PCB(CEM-l), DY 

FBT 등 다양한 전자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들은 

monitor내에서 전압조절기능-. 전자회로기판 기능 그리 

고 화면조절기능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들 

이다. 이들 부품에는 충진제, 가소제, 가교제. 촉매 , 염 

료 등 매우 다양한 화학약품들이 포함되어있으며 , 동시 

에 다량의 접착제로 처리되어 있는데 , 이 접착제의 주 

성분으로는- acrylic acid, BAM(Buty] Acrylate Moncxner), 

MMAfMethyl methaacrylate), VAMCVinyl Acetate Mo
nomer) 등이 있고 toluene, ethyl acetate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유기용제를 접착제의 주성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로 구성된 부품에 

열을 가하면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 

어 일반 실내공기 중에서 냄새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VOCs의 정성, 정량분석과 발생메카니즘에 내한 관련 

연구와 논문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실정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비등점이 비교적 낮은 탄하수 

소 화합물의 총칭으로서 benzene, toluene, alcohol-ff-, 

ketone류. ester, ether, trichloroethylene 등 수많은 휘 

발성 유기물질을 일컫는다. 이러한 VOCs는 폐용제, 

유류폐액, 페인트, 코팅제, 연소부산물, 가구, 접착제 

등의 다양한 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되고, 그 농도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려져 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들 중 benzene과 같은 일부 

물질들은 매우 강력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로 인체에 노출 시 만성 또는 급성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한 휘발성으로 인 

해 실내 공기 중으로 쉽게 방출된 VOCs는 실내의 환 

기부족으로 잔존하게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VOCs 물질들과 함께 호흡을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형태로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된匸卜. Benzene, chloro

form. PCE. toluene, styrene 등은 체내에서 물질대사 

에 의해 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축적되어 암 

을 유발시키는 매우 유해한 물질들이며 그 밖의 여러 

VOCs 물질들은 눈과 코, 상부기관의 통중을 느■끼게 

하고 중독증상을 일으켜 신경장해, 위통. 소화기장해, 

각종 호흡기장해 , 간 및 신장장해, 조혈장해 등을 일으 

킬 수 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병적 건물 

중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셔 본 연구는 Personal Computer 사용 시 monitor 

내부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내부의 부품들이 가열되 

고, 인체에 해로운 다양한 VOCs 물질들이 monitor 

외부로 방출되어져 나올 때 , 빙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 

물을 전자부품별로 정성 및 정량분석하고, 빌생 메카니 

즘을 규명하였다.

실 험

분석장치. Monitor의 각 구성부품별로 VOCs의 정 

성 및 정량분석을 위하여 크기가 각각 1.26m3. 34.54m' 

인 소형 stainless chamber와 대형 stainless chamber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이 두 개의 chamber내에 monitw 

의 구성부품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온도조절을 위하여 

부픔에 thermocouple를 접촉시킨 후 2개의 halogen 

lamp로 부품을 가열하였다. Computer 작동 시 monitor 

가 가열되는 속도는 4，C/min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승온속도로 chamber내 부품을 서서히 가열시킨 후. 

80 °C에서 8〜 12시간동안 둥온으로 유지하였다. 4°C/ 

min의 승온속도에 따라 chamber내에 위치한 각 부품 

에서 방출되는 가스의 경향을 Quadrapole Mass Antdy- 

zer가 장착된 잔류가스 분석기 (RGA)로 분석하였다. 또 

한 8()。(2의 일정온도로 유지하여 발생한 기체시료를 

진공으로 sampling cellROnl)에 포집한 후 GC-MS 

system을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하였다.

실험시작 전 chamber 200”C에서 3시간 동안 내부 

를 bake out을 하였으며, 각기의 분석마다 blank tes르 

실시하여 바탕신호를 상쇄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 Chamber^! 부품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연속적인 방출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RGA를 사용하 

였는데, 이 장치는 사중극자 질량분석계 (Quadrupole 

Mass spectrometer)를 포함하고 있으며. 5X10"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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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 Schematic diagram of gas analysis system equipped with RGA and operational chamber.

의 아주 낮은 압력으로 정성 및 반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기기이다. 실험에 사용한 부품들은 Monitor 

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부픔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공 

급받아 사용되기전의 상태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장 

시간 둥온으로 유지되어 발생한 VOCs의 정성 및 정 

량분석을 위하여 HP-1 Methyl Siloxane 모세관 칼럼 

(50 mX0.2 mmX0.50 |xm)°1 장착된 GC-MS system 

(HP 6890 Gas Chromatography & 5973 Mass Selective 

Detector>5로 실험하였다’ 기체시료는 시료 chamber로 

부터 vacuum sampling하여 gas tight syringe로 GC 

에 주입하였으며. GCiGas Chromatography)의 분석조 

건은 포집한 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분석대상 물질들이 

대부분 미량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splitless mode 

(injector port)로 분석하였고, GC의 Oven 온도 프로 

그래밍은 초기온도 50 °C에서 10분, 온도 상승속도 

"C/mii芒로 승온시켜 최종온도 250。€에서 10분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의 총 분석시간(Run 

Time)은 4()분이었다. 이전의 분석으로 오염물질이 모 

세관 칼럼에 남아서 다음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 

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분간 300。€：에서 예비가열 

(post run)을 매 분석마다 시행하였다.

분석대상 물질의 정성분석은 분석결과로 나타난 각 

봉우리에 대하여 RGA와 GC-MS의 Library를 이용하 

였고, 정량분석은 GC/MS로만 하였는데 정성분석을 바 

탕으로 monitor 부품들에서 나타난 분석대상 물질들 

중 가스 발생 시 인체에 가장 유해하며, 그 냄새 또 

한 작은 농도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toluene, xylene, cyclohexanone 및 

benzofuran을 선정하여 외부표준법으로 농도와 봉우리 

면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검량선을 작성하여 정량하 

였다. 그리고 분석 시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실 

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기기의 일 

간 반응변화와 감도(sensitivity)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실험일 마다 외부표준물질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미리

Fig. 2. The calibration curves ot Benzofurane (a) and Cylcohexanonc (b) lor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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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검량선을 확인한 바, 2~5%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 Fig. 2에 작성한 4개 물질의 검량선 중 benzo- 

furan과 cyclohexanone의 검량선을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은 personal computer "시■용•시 monitor를' 구 

성하는 전자부품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 

석하고자 수행되었다. Monitoi를 구성하는 전자부품을 

가열하면 부품의 표면 및 내부 구성재료로부터 휘발성 

이 강한 VOCs가 발생되어져 나온다. 이러한 메카니즘 

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각각의 전자부픔으 

로부터 발생되는 VCXM의 방출경향을 RGA로 분석하 

였으며, 또한 온도별로 발생되는 VOCs를 정성분석하 

였다. 이러한 정성분석을 바탕4로 하여 VOCs 중 toluene, 

benzofuran, xylene 및 cyclohexanone 4가지 물질들 

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부품들로부터 발생되는 농도를 

정량분석하였디 •.

VOCs의 방출경향(trends). Personal computer 사용 

시 monitor가 약 80"C정도로 가열되는 과정에서 

monitor의 전자부품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치성분들이 

방출되는데, 부품별로 발생되는 VOCs 성분들의 시간 

의 경과에 따른 방출추이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때 초기온도는 25 "C이었고 PC의 작동온도인 80 "C까 

지 4°C/minS] 속도로 승온하였다.

F筋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선 Tmns의 방춘추이를 

보면. 가열 시작 후 약 3()분까지 phenol, xylene, 및 

⑹uene이 상대적으로 다량 방출되다가 약 35분 이후 

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방출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Trans를 구성하는 동선을 코팅 

할 때 사용된 에나멜과 외부덮개용 티이프의 접착제에 

포함된 유기용매 성분이 휘발되기때문인 것으로 생각 

되며 , 일정시간후 잔존용매랑1의 감소에 따라 방출량이 

급감되었다.

Monitor의 하면조절장치로 쓰이는 F汨T에서 toluene, 

cyclopcnttme, cyclohexanone의 방출경향은 가열함에 

따라 야 30분대까지 서로 다른 수준으로 현저하게 증 

가하였지만 1시간이 경과한 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를 나타내었고、5시간 경과한 후에는 기의 검출한계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 중 toluene은 유기용매이고 

cyclopentane 및 cyclohexanone은 접착제의 성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PCB(FR-l)은 PCB(CEM-l)과 방출경향이 서로 다 

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성재료 자체가 다른 것 

에 기인한다. PCB(ER-l)에서는 cyclohexanone과 phcnoL 

xylene이 초기에 다량 방출된 후, 분 또는 150분 

정도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떨어졌으머, PCB(CEM-l) 

은 cyclohexanone만이 미량 검출되었다. DY는 PCB 

(CEM-!)과 마찬가지로 부품이 가열됨에 따라 VOCsS] 

방출양에 큰 변화없이 Toluene, Xylene 및 Cyclohex

anone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 시 간에 따른 방출량의 감소가 크지 않았다. 이는 

VOCs가 DY를 구성하는 고분자재료의 내부로부터 확 

산되어나와 표면에서 휘발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 

됨을 보여주고있디-.

RGA에 의한 분석. RGA system에서 얻은 mass 

spectrum은 GC-MS system에서 분리되어 나온 하학 

종의 mass spectrum과는 달리 혼합물 spectrum•苫로서 

RGA system에는 이를 지원해주는 PBM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있으므로 따로 분리분석을 위한 장치 없이도 

내장된 soft ware의 검색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정성 

분석이 가능하다. Table I은 monitor의 전자부품별로 

40 °C. 60 °C, 그리고 80 "C에 각각 발생되어져 나오는 

VOCs를 정성분석한 결과를 정리히여 나티낸 것이다. 

Trans에서는 toluene, ammonia 및 소량의 valeralde- 

hyde가 검출되었는데, toluene은 용제성분이고 소량의 

ammonia는- 첨가된 암모늄염이 열분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valeraldehyde는 접착제 성분으로 보인 

다. PCB에서는 xylene, ethylbenzene과 같은 용매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온도상승에 따라 그 방출량 

이 대체로 중가하였다. Propyne은 PCB기판을 구성하 

는 고분자물질에 남아있는 잔존단량체가 휘발되는 것 

으로 판단되며 온도증가에 따라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분석시 공기에 의한 방해효과를 없애고자 KrTorr 정 

도의 진공 중에서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 

압조건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불소화합물이 검출되었다.

GC-MS에 의한 분석. Table 1과 Fig. 3에 나타낸 

RGA에 의한 분석결과와 비교하기위하여 Trans, PCB, 

DY, FBT 등의 전자부품으로부터 발생되는 VOCs를 

GC-MS system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의 

Table 2에 나타네었다.

GC/MS로 정성분석을 할 때, Mass quality가 가장 

높게 검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하여 GE 표 

준시약을 미리 주입하여 1차로 retention time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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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mission tivnds of VOCs emitted from 이ectronic parts on temperature (a) Trans, (b) FBT-A, (c) PCB(FKJ). (d) PCB (CEM- 
l) and (e) DY.

종］고, 2치로 parent ion peak를 화인함으로써 정성분 

셕을 중］였다. 여기에서 Mass Quality］%）는 GC-MS로 

분석 시 나타난 각 봉우리와 library &临사이에 일치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Fig. 3, Table 1 및 Table 2에 

근거하여 볼 때, silicon compounds가 GC-MS 분석 

에서 검춘된 점을 제외하고는. RGA와 GCMS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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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for electronic parts performed by Residual Gas Analyzer on temperature.

Electronic Parts -
Temperature

40 °C 60 °C 80 °C

- Toluene (36%) Toluene (32%)
Trans Valeraldehyde (2%) - -

Ammonia (l.S%) Ammonia (11%) 一

Ethylbenzene (18.6%) Ethylbenzene (39.9%) Ethylbenzene (26.3%)

PCB (FR-1) 
대기 압조건

Propyne (15.9%) Propyne (19.4%) Propyne (19.5%)
o-Xylene (13.4%) o-Xylene (15.4%) o-Xylene (17%)

— Fluoroacetone (12.5%) Fluoroacetonc (13.3%)
- Acetaldehyde (11.5%) -

o-Xylene (26.7%') o-Xylene (43.1%) o-Xylene (26.7%)
Ethylbenzene (20.8%) - 一

PCB(FR-l) - Cyclopropane (10.8%) Cyclopropane (8.2%)
진공조건 — Trifluorethylene (3.9%) Trifluorethylene (3.4%)

Propyne (13.3%) 一 -
- Nitrous oxide (18.7%) Nitrous oxide (27.9%)

FBT Formaldehyde, Hydrogen sulfide, chloroethylcne nitric oxide, propanal

Table 2.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of VOCs emitted 
from electronic parts by GC-MS

Compound —
Mass Quality (%)

Mean SD N

T이UCDC 84.5 ±10.85 11
Benzofuran 67.3 ±12.04 6
Xylene 87.7 土 8.66 11
Cyclohexanone 74.3 ±24.34 6
Phenol 74.2 ±18.59 5
Silicon compounds 58.8 土 수57 4
Cyclohexane 45.0 土 9.17 3
Benzaldehyde 66.0 ±28.28 2
Ethylbenzene 58 - 1
Styrene 95 - 1

의 정성분석에 나타난 VOCs 물질들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able 3에서 Mass Quality 

를 기준으로 할 때, toluene, benzofuran, xylene, cyclo

hexanone 및 phenol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량성분들 

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toluene, benzofuran, xylene, cyclohex

anone 그리고 phenol 등은 monitor 전자부품에서 방 

출하는 VOCs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물질로 판명 

이 되었으며, 이들은 인체에 장시간 노출 시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VOCs의 정량분석. 위에서 언급한 RGA와 GC-MS 

의 정성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VOCs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며, 서한도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방출되는 물질로서 toluene, benzofuian. xylene 및 cyclo- 

hexanone을 선정하여 각 부품별로 정량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전자부품별로 4 가 

지 성분의 농도가 아주 다양하게 검출되었으며, Trans 

의 toluene과 xylene, FBT-B의 xylene은 다른 부품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Trans 부품에서 발생되는 toluene 및 xylene의 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전압조절기능의 역할 

을 하고 있는 Trans에는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제로 구 

성된 코팅제 및 접착제가 다른 부품들 보다 더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한편 cyclohex

anone 보다 toluene, xylene, benzofuran이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cyclohexanone의 끓는점 (155.6 °C)이 

다른 물질보다 상당히 높고, 본 실험의 온도조건(최고 

80 °C)으로는 cyclohexanone의 방출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했기 떼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Personal computer 사용시 monitor에서 방출되는 휘 

발성 유기회합물을 잔류가스 분석기와 GC-MS system 

으로 정성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VOCs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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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ble 3. The concentration (iig/m3) of VOCs emitted from electronic parts measured by GC/MS system (Trans, DY PCB(FR- 
1), PCB(CEM-l ), FBT-A, and FBT-B)

Compound
Concentration (BVB©) Threshold MAK

Trans DY PCBFR 니 PCBCEM 니 FBTA FBTB Limit (ppm)! (ppm)2

1'oluenc
1430 

0.35 ppm
17.25

4.2 ppb
33

8 ppb
2.9

0.7 ppb
5

8 ppb
- 10-15 心

Xylene
2482

0.53 ppm
1120

0.24 ppm
583

0.13 ppm
550

0.12 ppm
-

1314 
0.28 ppm

1 100

Benzofuran t 2()4ppb 21()40ppb 5400.1 ppm 一 - 一 一

Cyclohexanone - 41 ppb + 338ppb t 15033ppb 0.88 50

Note t： 검줄되었으나 정량 불가능, 1: 냄새의 서한도로서 노출이 겅계되는 농도、2 : 목인에서 규제하는 작업장 노출 최고 허용 

농도 (Maxim사 Allowable Concentrations)

건강상의 장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불쾌한 냄새를 유 

발하■는 toluene, xylene, cyclohexanone 및 benzofiiran 

을 GC-MS로 정량분석하고 이를 규제농도와 비교함으 

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LMonitor의 전자题에서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VOCs의 경향邪서, VOCC가 거의 방출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 PCM(CEM-l)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가열 시작 후 약 30분대를 기준으로 toluene, cyclohex

anone, xylene 및 phenol 등이 다량 방출되었다.

2. 온도별로 발생되는 VOCs의 경향은 40 °C 이하 저

온에서는 주로 solvent류(toluene, xylene 등)와 잔존단 

량체인 hydrocarbon류(styrene등)이 발생되었고, 40 °C 

~60"C의 중온에서는 열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질소성 

물질 및 cyclobutane 등의 2차 반응물질이 검출되었으 

며, 의 고온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큰 물질들과 silicon compounds7]- 빌생되었다.

3. GC-MS로 수행한 정성분석으로 검출된 VOCs 중 

toluene, xylene, benzofuran, cycldicxanone 그리고 phsol이 

높은 Mass Quality(%를 나티내으로써 monitor의 전자부 

품에서 가장 빈번히 방출되는 물질들로 평가되었다.

4. 분석물질을 데상으로 한 정량분석에서는 Trans 부

품이 가장 높은 농도로 VOC르 방출하였으며, FBT- 

A가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들 부품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농도의 범위는 toluene이 2.9~ 

1430 xylene은 55() ~ 2482 }ig/m3, benzofuran

은 20~540|jg/m3, 그리고 cyclohexanone은 4~ 150 

lig/nf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xylene에 노출될 수 있는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전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무를 

담당한 이재억, 여경식, 이성수, 정강모 씨들에게 김사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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