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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필요성2)

 현대인은 대부분의 일상적인 삶을 실내에서 보낸다. 이

로 인해 일반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실내 환경

의 제반 특성은 삶의 질을 가름하는 주요 조건이된다. 현

대 사회의 다양한 실내환경 중 대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환경은 직장인의 경우 업무공간이 될 것이며 어린

이, 노인, 주부들의 경우 주거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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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성원 모두의 삶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거공간

은 현대 도시인에게 공통적으로 비중 높은 생활의 터전

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최근 우리사회가 양적․물질

적 추구에서 질적․비물질적 추구 성향으로 발전하고 있

는 추세에서 삶의 질의 핵심개념인 ‘건강’이 사회적 화두

로 떠오르고 급속히 파급되고 있다. 건강을 지키고 증진

시킬 수 있는 주거계획요소는 다양하며, 이를 위한 전략

적 접근이 주택건설업체, 유관 기업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들 중 ‘실내 공기질’은 가장 큰 화두이자 전략으

로 등장하 다. 특히, 20세기 생산적 효율성의 패러다임

으로 전 국토에 빠르게 보급되어 왔던 아파트의 문제점

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한 정부의 규제가 시

작됨으로서 ‘실내 공기질’은 더욱 큰 쟁점이 되었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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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oor air quality (IAQ) is recognized as a byproduct of industrialization that took place in the 20th century.  

The great attention to IAQ has been gained since 1980s, and led to numerous research studies that have 

mainly made in the developed countries.  As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Korea enters in the 

process of qualitative growth, IAQ has viewed as one of the core issues in the society, and research in 

relation to IAQ has been implemented until now in the fields of engineering and medical science.  It is widely 

known that the sources and effects of indoor air pollution have been various, and IAQ research with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is required.  Nevertheless, few research embedded into a socio-behavioral approach 

to identifying interventive measures of residents and analyzing their choices is m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 of an interactive measure of residents in apartments that is 

air purification with phytoncide available in the market, and to investigate their self-reported effects of the air 

purifying substance on sick building syndrome symptoms.  This study utilizes a field experiment design with 

pre-test and post-test, and the experiment is conducted in a natural field setting.  A total of 87 test subjects 

from 32 households with already sick building syndrome are drawn via internet, and the participation is solely 

voluntary.  The participants receive and use the air purifying substance, and are asked to use it continuously 

for two weeks and identify their self-reported symptoms of before- and after-use.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air purification using phytoncide is effective to alleviate their symptoms in 

relation to sick building syndrome.  Also it is noted that the participants report that the use of the air 

purification causes the positive impacts on their daily lif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hat compares the group 

with only humidifier and evaluates the mid-term and long-term use of the air purification and it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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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선진국들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된 ‘빌딩증후군’에 대

한 사회적, 개인적 우려가 파급되었다. 특히 새집에서 실

내공기질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서, ‘새집

증후군’이란 이름으로 변모되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

다. 이 증상은 새 아파트에 이사한 후 거주자가 간지러

움, 두통, 피부 트러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각된 주택의 건강성이란 주택 자

체의 계획 특성 외에 건물 구조체, 내부구성물, 생활재 등

이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생태적 건강성을 의미하는 것이

다(이연숙, 2002).

 최근 실내 공기질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새집증후군

과 관련하여 휘발성 물질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그 주범으로 부각되는 것은 화학 접착제

와 각종 내장재들이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그 원

인은 한가지로 국한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

각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산업에서 활용되는 대략 8만여 가지의 화학물질

과 기술적 혼합물 등 중 겨우 3만여 종만 생체시스템에 

미치는 향이 알려져 왔을 뿐, 이들에 의해 파생되는 그

리고 시너지 효과로 나오게 되는 오염도는 미지수로 남

아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Mcdonough, 

2003). 

 우리의 일상적 삶이 펼쳐지는 주거공간에는 수없이 많

은 건축재, 실내디자인 구성재, 생활재 요소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가 20세기 산업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라 생각하

면 요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듯 현대인들의 생활환경과 제품들에는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들어있고 또 방출되고 있을 것이라

는 불안감과 그 정확한 향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호

한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공기질을 보다 개선하는 대안들

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실행해왔다. 또한 재료, 제품과 설

비의 신중한 선택, 시공/설치 방법의 조건, 유지관리 요구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자연환기를 통한 환기, 습기 조절, 신

선한 공기 교환, HVAC의 통합시스템을 제공하며 생활양

식을 절제하기도 한다.  

 실내 오염을 줄이기 위해 건설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건물 구조와 설비, 내장재 등을 고려하고, 소비자들의 관

점에서는 제품과 식물과 그리고 재료 등을 고려한다. 후

자의 경우, 공기 청정제, 공기정화 식물, 숯, 황토 등의 재

료가 그 예이다.  소비자는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은 아니지만, 건물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다. 실제 오염원을 모르는 현실적 상황에서 

혼합되어있는 공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차

원에서 한편으로는 한두 가지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조치가 실제 널리 행해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의 건강 증상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 향에 대한 연구 또한 의학적, 보건학적, 화학

적, 심리적 관점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

자 스스로가 느끼는 변화는 객관적 증상분석과 더불어 

‘실내공기오염의 향’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이다. 실로 오늘날 이러한 공기오염에 대한 대처 방안으

로 소비자가 택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이 각각에 대한 

향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험․분석될 때 생태계 위기와 

건강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중 소비자가 수월하게 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공

기청정용 가습액을 사용했을 때 거주자들이 느끼는 자각

증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 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피톤치드 성분이 있는 공기청

정용 가습액을 가습기에 희석하여 사용하 을 때 그 효

과를 파악하고자 하 다. 

2. 문헌고찰

2.1 공기환경기준

 우리나라경우 공기조화를 실시하는 실내공기의 허용기

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기환경에 관

한 기준은 1978년 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실

내 공기 오염방지를 위한 실내공기환경기준에 관한 법령

은 2004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1)이 있으

나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의 의무화, 오염물질방

출 건축자재 사용제한과 같은 매우 소극적인 차원의 규

제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실내환경이 아닌 지하역사, 지

하도 상가, 의료기관, 도서관, 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

설에 한정되어 앞으로 그 범위가 더 확대 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즉 현재의 공기환경기준은 그 대상범위도 확

장해야 할 뿐 아니라 기준 물질의 범위 또한 넓어질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어디까지나 최저 기준 일뿐 공

기질을 정화시키는 노력은 그 한계가 있을 수 없다. 

한편 실내에서 사람이 안락함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 몇몇 중요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공기 중 해로운 물질의 양, 실내의 냄새, 공기의 온

도 및 습도, 소음, 전기장이나 이온 같은 전기적 요인, 색

깔 등이 있다. 특히 공기의 정화, 활성화, 가습 및 이온화

는 실내 공기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킨다.2)

2.2 실내 공기오염

실내공기오염이란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공기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실내부의 각종 마감재료, 주

방기구의 사용, 흡연, 생리작용, 외부로부터의 오염된 공

기의 실내유입 등 매우 복합적인 오염원에 의해 야기되

며, 또한 그 향은 두통, 눈, 코, 피부 등이 민감하게 반

응하는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004.5.30.시행

2) 한상봉. 2003. 가습과 실내환경, 설비기술협회 20권 3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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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복합적 오염원을 범주화한 표1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실내공기오염원의 종류3)

 오염된 공기는 건강에 유해한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불순물들은 커텐, 벽, 가구, 카펫 등에 쌓여 이

를 청소하기 위한 화학용제와 유기화합물 사용과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1970년대 초반에 들어 선진국에서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들이 건조하고 혼탁한 공기로 인하여 두통이나 현

기증, 안질, 후두염 알레르기성 질환 등 각종 건강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증가하 다. 이러한 빌딩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은 불충분한 환기량에 

의해 실내로의 공기 유입이 감소됨에 따라 신선한 공기

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서 발생한다. 이처럼 거주공간

에서도 다양한 원인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거주자들

은 여러 가지 건강상에 질환을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따갑거나 가렵다’, ‘코가 자주 막힌다’, 

‘피부가 건조해진다’, ‘피부가 가렵거나 반점이 생긴다’, 

‘기침이 자주 난다’, ‘가슴이 답답해 지거나 호흡곤란을 느

낄때가 있다’, ‘머리가 아프다’, ‘입안이나 목이 바짝 마른

다’ 등을 들 수 있다.4)

이에 일반인들은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

러 가지 대처방법을 이용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순으로 환기, 공기정화식물 및 숯의 사용, 공기청정기, 

식습관의 변화, 침구 진드기 방지 커버의 이용, 천연소재

의 의류,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거나, 친환경 건축물 자재

의 이용, 실내청소, 습도조절, 해충퇴치, 침구세탁 등을 

들 수 있다.5)6)

2.3 실내공간의 생태적 건강성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미국의 경우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해 생산성 손실 비용이 매년 5천2백80억 달러에서 6천 

6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 

산업국가의 대부분 국민이 일상생활 90%를 실내에서 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화학물질의 농도가 실외의 

100배에 달한다는 사실로 인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3) 김흥식, 전주 . 2002.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과 환기시스템 

개선. 한국생활환경학회지 9권2호. pp140-145

4) 장지혜, 2005. 새집증후군에 대한 아파트 거주자의 자각증상

및 반응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5

5) 장지혜, 2005. 새집증후군에 대한 아파트 거주자의 자각증상

및 반응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5

6) 보건복지부. 2002. 실내환경오염이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향평가 및 예방모델개발. p132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합성물질의 증가와 잘못된 에너

지 보존기법의 결과로 지적되어왔다(Pilatowicz, 2003). 건

축물의 건자재 및 가구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포름알데히

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진드기, 바퀴벌레, 흡연 등 각종 유해 물질도 실

내 공기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그러

나 실제 이러한 보고에서 나열하고 있는 무수한 유해물

질 뒤에는 더 없이 복잡하고 방대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1995년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10

만 여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한다고 하 으며, 1987년 

이후 Mcdonough는 컴퓨터 마우스, 전기면도기, 휴대폰, 

비디오 게임 테잎, 헤어드라이, 휴대용 CD플레이어 등 대

형제조업체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기형 유발물질

이나 발암성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밝혔다

(Mcdonough, 2003).

 모든 사람의 몸은 내부적 요인이건 외부적 요인이건 스

트레스에 민감하며, 이런 스트레스는 신체가 중금속이나 

병원균 등에 노출됨으로써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암세포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즉, 신체가 다양한 환경유해물

질에 둘러싸일수록 세포복제 과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

아진다는 것이다. 몇몇 화학물질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 외에도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데 약화된 면역체계는 

문제를 일으키는 암세포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게 하며 

가장 치명적인 화학물질은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건강한 세포를 죽여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향을 미

친다(Mcdonough, 2003).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반응은 오

염의 종류와 농도, 노출시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특히 아동, 노인, 병자, 임산부, 태아는 제한

된 면역 시스템 및 발달 상태로 인해 더욱 위험한 상태

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들에게 더욱 위험한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는 사실이다

(Pilatowicz, 2003). 

2.4 실내가습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기에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

인 가습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너무 건조

하면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가 힘들고, 습도가 심하면 기

구나 물건에 나쁜 향을 준다. 

 한상봉은 가습이란 실내 공기에 물이나 수증기를 인공

적으로 공급하여 습도를 높이는 것을 뜻하며, 공기 가습

기는 습기의 절대량을 증가시킨다. 대기는 항상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기상조건에 의존한다. 대개 

무게비로 0.5에서 3%정도이며 쾌적감을 느끼는 상대습도

의 범위는 40-60%이다. 실내온도가 높을수록 상대 습도

가 낮다. 따라서 적당한 습도 유지를 위해서는 최적 실내

온도 20℃이상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상봉, 

2003)

 한편 ASHRAE Handbook에서는 적정 습도에 관하여 다

7) 보건복지부. 2002. 실내환경오염이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향평가 및 예방모델개발.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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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상대습도 30-50%로 제어된 공

간에서는 질병 병원균들의 생존기간이 상당히 줄어든다

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들

은 건조한 대기 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더욱 더 

만연하다. 과도하게 건조한 공기는 감기나 후두염 그리고 

기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균들

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된다. 이는 건조하면 콧속의 세

포가 갈라져서 흡입된 병원균이 혈류에 직접 접촉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 가려움증, 피부염, 틈, 무릎

과 팔꿈치 그리고 피부와 손톱이 맞닿는 부위가 아프게 

갈라지는 것, 머리카락과 손톱이 잘 부러지고 갈라지는 

것 등의 증상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으며, 특

히 이 증상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잘 나타난다. 이처럼 

노인들의 이러한 고통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서 상대습도를 35-50%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가습은 특정한 알레르기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경감시

키는 데에 직접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러

나 가습은 코의 섬유질을 강화하여 집안의 먼지, 깃털, 동

물의 털, 곤충의 비늘 등과 같이 알레르기로 인간을 괴롭

히는 것들의 향을 최소화 시킨다.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어떤 환자들은 온도나 습도가 변하면 고통을 

받지만,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기청정액으로 알려진 피톤치드 성분이 함

유된 가습액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실내를 가습한 전․

후의 건강성을 설문조사하 다. 건강에 대해 사용 전․후

를 주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습액이 사용하는 사람들

의 건강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를 알고자 하 다. 즉, 

본 연구는 현장실험연구(field experimental research)로서 

피톤치드 공기청정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용자의 건

강에 대한 자각반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사전사후실험

(pre-test post-test Experiment)이다. 

 독립변인으로 선정한 피톤치드 공기 청정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ㅊ’사의 제품으로 하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습액은 천연산림향인 피톤치드(Phytoncide)와 

탄산칼슘 세라믹(Chaff-Ceramic)용해수를 2:98로 혼합한 

용액이다. 피톤치드란 식물이 병원균·해충·곰팡이에 저항

하려고 내뿜거나 분비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산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

기능이 강화되며 살균작용도 이루어진다.8) 또한 Kitasato 

대학 의료위생학부 임상미생물학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

르면 탄산칼슘 세라믹 용해수는 가리비 조개껍질을 고온

으로 소결하여 성분 99%이상의 산화칼슘(CaO)으로 구성

된 다기능 분말을 물에 용해시켜 ph-12이상의 강 알칼리

성으로 만든 용액이다. 이 용액은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 및 각종 부유 미세먼지 등의 포집 및 살균, 

8)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2003. 두산. 

    http://www.encyber.com

곰팡이 방지에 효과가 있다.

 종속변인인 새집증후군 자각증상은 선행연구들을 참고

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하 다. 측정방법은 증상이 전혀 

없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증상이 약간 

있다 4점,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5점의 5단계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자각 증상은 설문에 임하는 주부

뿐 아니라 그 가족의 구성원 모두의 증상을 포함하여 응

답하게 하 다. 이로서 응답하는 주부의 경우, 직접적 자

각 증상이며, 피험자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의 증상은 주

부가 파악한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자각 증상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생활상의 변화를 측정하 으며 이는 피험자 

스스로가 전후를 비교하여 답할 수 있도록 실험후에 질

문하 다.

  실험 대상군의 선정과 자료의 수집과정을 간략히 서술

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2월 한 달간 인터넷 웹 서베

이를 이용하여 공기청정제 제품을 사용할 거주자를 모집

하 으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새집증후군으로 

논란이 많았던 새 아파트 즉, 2002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에 살고 있는 거주자로 당시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가지

고 있거나, 거주 중인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향후 공

기청정제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하 다. 구체적 

대상은 주부로 하 으며 조건은 실험하고자 하는 독립변

인의 체계적 효과를 정확히 측정 될 수 있게 하도록 실

험기간 중 어떠한 다른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협조를 다

짐하도록 하 다. 이로서 실험대상자는 자원을 한 특성이 

있으나 실험 처리효과가 가장 예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집단으로서 본 실험 취지에 적합한 이들로 선정되었다 

할 수 있다. 

 웹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35명이 모집되었

다. 공기청정제는 2005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자택으

로 배송되었고, 2005년 1월 17일 이후부터 2주간 공기청

정제를 사용한 이후 2005년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

일간 웹 서베이를 실시하 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웹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총 

32명이 응답하 다. 자료는 SPSS12.0 통계 패키지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4. 연구결과분석

4.1 일반적 특성

 피험자의 연령, 학력,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동거 가족 

수, 월 소득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2와 같다. 

 연령별로는 30세-49세인 30․40대가 25명(59.4%)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26명(81.3%)이 대졸로 나타났고,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업주부가 23명(71.9%)으로 가장 많

았다. 배우자의 직업 분포는 일반 사무직이 17명(53.1%)

이었다. 응답자 전체에 대한 동거 가족 수를 살펴본 결과 

3-4인 가족이 전체의 23명(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

은 100-400만원 사이가 24명(75%)이었다. 전국 가계수입과 

비교하면 대개 중산층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9)



공기청정용 가습액이 새집증후군 자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연구 / 이연숙・이현정・조지연・임정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 5, No. 1  2005. 3 7

표 2. 피험자 가구의 일반적 특성

n=32

 

 위와 같은 일반적 특성 외에 피험자 실험전의 건강상태를 

8가지 자각 증상 별로 증상이 전혀 없다 1점, 그저 그렇다 2

점, 보통이다 3점, 증상이 약간 있다 4점, 증상이 매우 뚜렷

하다 5점의 5단계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그 분포특성과 평균을 이용한 프로파일을 함께 정리하

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 3. 피험자의 공기청정용 가습액 사용전 건강자각증상

n=87

항목
증상 정도

평균 편차
1 2 3 4 5

눈이 따갑거나 가렵다
f 3 22 36 25 1

3.0 0.9
% 3.4 25.3 41.4 28.7 1.1

2 10 25 41 9
코가 자주 막힌다

f
3.5 0.9

2.3 11.5 28.7 47.1 10.3%

- 8 17 45 17
피부가 건조해진다

f
3.8 0.9

- 9.2 19.5 51.7 19.5%

피부가 가렵거나 반점이 생
긴다

3.2 1.0
3 17 32 28 7f

3.4 19.5 36.8 32.2 8.0%

5 17 21 38 6
기침이 자주난다

f
3.3 1.0

5.7 19.5 24.1 43.7 6.9%

15 29 33 7 3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호흡곤
란을 때가 있다

f
2.5 1.0

17.2 33.3 37.9 8.0 3.4%

8 26 29 22 2
머리가 아프다

f
2.8 1.0

9.2 29.9 33.3 25.3 2.3%

5 16 31 34 1
입안이나 목이 바짝 마른다

f
3.1 0.9

5.7 18.4 35.6 39.1 1.1%

* 증상이 전혀 없다 ①-②-③-④-⑤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9) 통계청. 2003. 도시가계연보. 

   전국 사무직 가구 기준 가구별 월 평균소득은 294만원이다.

  3.0인 ‘보통이다’를 중립으로 보고, ‘증상이 전혀 없다’와 

‘증상이 없다’를 묶고, ‘증상이 있다’와 ‘증상이 매우 뚜렷

하다’를 하나로 보고 그 증상의 분포를 통해 문제가 두드

러진 순으로 살펴보면 ‘피부가 건조해 진다’(71.2%), ‘코가 

자주 막힌다’(57.4%), ‘기침이 자주난다’(50.6%), ‘피부가 

가렵거나 반점이 생긴다’, ‘입안이나 목이 바짝 마른

다’(4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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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피험자의 실험전 건강자각증상 분포곡선1

 위의 그림1은 증상이 있는 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렇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분포를 지니는 항목으로는 ‘코가 자

주 막힌다’(3.5), ‘피부가 건조해진다’(3.8), ‘기침이 자주 난

다’(3.3), '입안이나 목이 바짝 마른다’(3.1)등의 증상이 있다. 

 아래의 그림2는 건강에 있어서 아픈 증상이 없거나 그

저 그런 사람들의 응답으로 분포가 모든 항목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눈이 따갑거나 가렵

다’(3.0), ‘피부가 가렵거나 반점이 생긴다’(3.2), ‘가슴이 답

답하거나 호흡곤란을 느낄 때가 있다’(2.5), ‘머리가 아프

다’(2.8) 등의 증상들은 ‘보통이다’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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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피험자의 실험전 건강자각증상 분포곡선2

 이 중 아토피 환자로 진단받은 상태의 비율은 전체의 

35명(40.5%)이었다. 즉, 본 피험자들은 실내오염으로 인한 

새집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예민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피험자로 선정될 때 조건인 ‘실험기간 

중 공기 청정제 순수효과’를 측정하는데 자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 사용의 금지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를 파악한 결과, 공기청정제 외에 다른 방법을 병행한 비

율은 22명(25%)이 다. 

 총 8명의 사람들은 공기청정제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병행하 는데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한 

사람은 4명이었고, 나머지는 1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주부 연령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5
19
6
1
1

15.6
59.4
18.8
3.1
3.1

학력
고졸 
대졸 

6
26

18.8
81.3

본인직업

자 업
일반사무직
전문직
주부
무직

3
4
1
23
1

9.4
12.5
3.1
71.9
3.2

배우자 직업

자 업
일반사무직
전문직
무직

9
17
5
1

28.1
53.1
15.6
3.1

동거 가족수

2 명
3 명
4 명
5 명

3
11
12
6

9.4
34.4
37.5
18.8

월소득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이상

7
9
8
4
4

21.9
28.1
25.0
1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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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사람이 5명이고, 침구 진드기 

방지 커버를 사용한 사람이 1명, 환기를 평소보다 많이 

한 사람이 3명, 숯을 넣어 둔 사람이 1명이었다. 이는 각

종 증후군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피험자들이 2주

간의 실험기간 동안 다른 방안들을 자제하지 못하고, 공기개

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방법을 병행한 효과가 실험 분

석에 미치는 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시

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건강에 관한 자제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본 실험효과를 정확히 분

석하는데 있어, 다른 방안을 병행하여 사용한 집단은 제외하

고 총 24가구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4.2 공기청정제의 효용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기청정제는 가습액으로 공기청정

제의 단독효과만을 살펴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공기청정

제와 가습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들이 실험 

전 가습기 사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4와 같다.

표 4. 피험자의 가습액 사용여부

n=32

항목 빈도 백분율

피톤차프를 사용할때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사용하 다 8 25.0

가습기를 사용하 으나 피톤차프의 
사용때와는 달리 간헐적으로 사용하 다 22 68.8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2 6.3

 

 위와 같이 가습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전체 30명(93.2%)

이었다. 이로써 가습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피험자들

을 대상으로 하여 가습액을 실험하 으므로 그 건강성의 

증진여부에 가습은 크게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공기청정제만 사용한 피험자 가족의 모든 가족 구성원

들의 전체 실험 전후 분포 및 평균값과 그 차이의 유의

성 검사 결과는 다음의 표5, 표6, 그림3과 같다. 

 

 표 5. 피험자의 공기청정용 가습액 사용 2주후 건강자각증상

n=87

항목
증상 정도

1 2 3 4 5

눈이 따갑거나 가렵다
f 6 45 34 2 -

% 6.9 51.7 39.1 2.3 -

코가 자주 막힌다
f 9 37 34 7 -

% 10.3 42.5 39.1 8.0 -

피부가 건조해진다
f 5 37 37 8 -

% 5.7 42.5 42.5 9.2 -

피부가 가렵거나 
반점이 생긴다

f 11 40 32 4 -

% 12.6 46.0 36.8 4.6 -

기침이 자주난다
f 9 44 31 3 -

% 10.3 50.6 35.6 3.4 -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호흡곤란을 때가 있다

f 26 39 18 4 -

% 29.9 44.8 20.7 4.6 -

머리가 아프다
f 18 43 23 3 -

% 20.7 49.4 26.4 3.4 -

입안이나 목이 바짝 마른다
f 17 39 28 3 -

% 19.5 44.8 32.2 3.4 -

* 증상이 전혀 없다 ①-②-③-④-⑤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실험 전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8개의 

증상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모든 증상에 대해 

실험전후 반응을 물은 결과는 실험후가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피부가 건조해진다’, ‘코가 자주 막힌다’, 

‘기침이 자주 난다’와 같은 항목에서는 공기청정제의 사용

전후 크게 나타나는 반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호흡곤란

을 느낀다’의 증상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다음 표5의 결과는 개개인의 증상이 유의적으로 호전되

었음을 의미한다. 즉, 전자가 전후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라면 후자는 개인의 변화 자체에 대한 것이다. 

 전․후 집단 모두 사용전보다 사용후의 값이 낮게 나타

났고 이는 건강증상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

이값이 높을수록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 만약 개인에게 변화가 대개 없고 단지 몇 명만이 크

게 변화한 경우라면 전자는 유의적으로, 후자는 무의미하

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본 실험에서는 집단적 변화, 개

인적 변화가 모두 유의적으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 전체 실험 대상자의 사용전․후 건강자각증상 변화

 n=8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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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이  따 갑 거 나  가 렵 다

코 가  자 주  막 힌 다  

피 부 가  건 조 해 진 다

피 부 가  가 렵 거 나  반 점 이  생 긴 다

기 침 이  자 주  난 다

가 슴 이  답 답 해 지 거 나  

호 흡 곤 란 을  느 낄  때 가  있 다

머 리 가  아 프 다

입 안 이 나  목 이  바 짝  마 른 다

실 험 전 실 험 후

그림 3. 전체 실험군의 건강자각증상 변화

 이들 증상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인별 

실험 전후 차이에 대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건강상태가 안 좋아진 응답자도 한,두명 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의 차이값을 ‘0’으로 두고, 

‘0’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실험 대상자의 

증상 사용전 사용후 차이값 t-value

눈이 따갑거나 가렵다 3.0 2.4 0.6 8.24*

코가 자주 막힌다 3.5 2.5 1.0 10.93*

피부가 건조해진다 3.8 2.6 1.2 15.64*

피부가 가렵거나
반점이 생긴다

3.2 2.3 1.0 9.51*

기침이 자주 난다 3.3 2.3 1.0 9.19*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호흡곤란을 느낄 때가 있다

2.5 2.0 0.5 6.47*

머리가 아프다 2.8 2.1 0.7 7.79*

입안이나 목이 바짝 마른다 3.1 2.2 0.9 10.40* 



공기청정용 가습액이 새집증후군 자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연구 / 이연숙・이현정・조지연・임정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 5, No. 1  2005. 3 9

99%이상이 0이상의 차이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태가 확실히 좋아진 사람들, 즉 차이값이 1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특히 이중 50%이상의 사람들이 응답한 항목은  

‘피부가 건조해진다’(76명, 87.3%), ‘코가 자주 막힌다’(61

명, 70%), ‘입안이나 목이 바짝 마른다’(58명, 66.7%), ‘피

부가 가렵거나 반점이 생긴다’(57명, 65.4%), ‘기침이 자주 

난다’(51명, 58.6%), ‘눈이 따갑거나 가렵다’(45명, 51.7%) 

등의 순이다. 이는 본 연구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

들이 건강상태가 유지 이상으로 호전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표 7. 실험전․후의 건강자각증상 차이에 의한 분포 및 유의성검증

    n=87  
           

증상
차이빈도 최대

차이 
최소
차이

평균
차이

SD
t-
value-2 -1 0 1 2 3

눈이 
따갑거나 가렵다

f - 1 41 35 10 -
2 -1 0.6 0.70 8.24*

% - 1.1 47.1 40.2 11.5 -

코가
자주 막힌다

f - 1 25 33 23 5
3 -1 1.1 0.91 10.93*

% - 1.1 28.7 37.9 26.4 5.7

피부가 
건조해진다

f - 1 10 44 29 3
3 -1 1.3 0.75 15.64*

% - 1.1 11.5 50.6 33.3 3.4

피부가 가렵거나 
반점이 생긴다

f 1 1 28 35 21 1
3 -2 0.9 0.87 9.51*

% 1.1 1.1 32.2 40.2 24.1 1.1

기침이 자주난다
f - - 36 26 19 6

3 0 0.9 0.96 9.19*
% - - 41.4 29.9 21.8 6.9

가슴이 답답해지
거나 호흡곤란을 
때가 있다

f - 1 51 29 5 1

3 -1 0.5 0.68 6.47*
% - 1.1 58.6 33.3 5.7 1.1

머리가 아프다
f - 1 43 26 16 1

3 -1 0.7 0.83 7.79*
% - 1.1 49.4 29.9 18.4 1.1

입안이나 목이 
바짝 마른다

f - - 29 40 14 4
3 0 0.9 0.82 10.40* 

% - - 33.3 46.0 16.1 4.6

*p<.001
  

 이러한 증상완화 결과는 ‘가습’이라는 요인과 피톤치드의 

미세 먼지 포집 및 곰팡이 방지효과가 함께 결합되어 나

타난 것으로 그 구체적 성분의 효과를 현 단계에서 명확

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습이 전반적으로는 환경이 

습해지면서 개선되는 일반적인 효과가 건강사태의 완화

에도 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연구에서는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세 한 

효과 추적을 위해서는 이후 가습기만 사용한 집단과 피

톤치드 청정제를 사용한 집단 간의 실험연구를 통해 비

교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험자 환경의 습도 또한 측정할 

필요가 있다. 

4.3 생활상의 변화 여부

 응답자에게 공기청정제를 사용함으로써의 생활상의 변

화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8, 그림4와 같다. 

표 8. 생활상의 변화 여부

n=32

생활상의 변화
그렇지  않다 그렇다

f % f %

생활 속의 짜증이 줄어들었다 11 34.4 21 65.6

일의 작업 효율이 좋아졌다 13 40.6 19 59.4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16 50.0 16 50.0

대인관계가 편해졌다 22 68.8 10 31.3

집에 있는 것에 스트레스가

덜해졌다
10 31.3 22 68.8

가족관계가 원활해진 편이다 15 46.9 17 53.1

  
31.3%

50.0%

53.1%

59.4%

65.6%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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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생활상의 변화

  위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생활상의 변

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 순서는 ‘집에서 보

내는 시간이 많아졌다’(22명, 68.8%), ‘생활속의 짜증이 줄

어들었다’(21명, 65.6%), ‘일의 작업 효율이 좋아졌다’(19

명, 59.4%), ‘가족관계가 원활해진 편이다’(17명, 53.1%),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16명, 50.0%), ‘대인관계

가 편해졌다’(10명, 31.3%)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토

피 환자의 경우 사회적 대인관계가 불편하고, 기피한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 대인관계에서 편해진 결과는 본 연구

의 피험자 35명(40.5%)이 아토피 환자인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중시되고 기존 아파

트 환경의 문제점과 공기오염 위해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관한 제반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의학적․화학적 분석보다는 거주자의 자각 증상에 초점

을 맞추었다. 이것은 의학․화학적 분석 결과와 일치 하

지 않을 수 있더라도 거주자의 삶의 질에 대한 자각이라

는 점에서 보다 삶의 질과 직접 연계 된다 할 수 있어 

중요시 되어야 하는 관점이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건물환경을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

음으로서 실내 공기환경의 건축적 조건을 통제할 수 없

는 거주자들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쉽게 선택 할 수 있는 '공기청정제' 사용효과를 거주자의 

건강 자각증상을 통해 밝히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한 주된 연구방법은 사전

사후 현장실험 (pre-test, post-test field experiment) 으

며, 독립변인은 '피톤치드 성분이 든 가습용 공기청정제'

고, 종속변인은 거주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8가지 새집증후군 증상이었다.  본 실험연구에는 32가구

의 총 87명이 피험자로 참여하 으며 실험처치기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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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이었다.  본 연구의 피험자 모집과 자료 수집은 인터

넷을 통한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으며, 실험측정은 web상

의 자기 기입식 설문지로 하 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통해 피톤치드가 함유된 가습용 

공기청정제는 거주자의 제반 건물증후군 관련 증상을 완

화시키는데 효용성이 있고, 일상생활상의 긍정적인 변화

를 수반하게 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더욱 명확한 관

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표본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단계의 연구에 이어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공기청정제의 효과를 일반 가습기 사용 

효과와 보다 면 히 비교함으로써 피톤치드의 효과를 차

별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으며, 공기청정제의 중·장기적 

사용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이러한 

공기청정 성분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면 보다 

일방적으로 건축되어 대량 산업체제로 보급되는 아파트 

문화가 보편적인 우리사회에서 건물의 질적 개선과 더불

어 소비자 지향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품 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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