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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의 실내공기질(IAQ, Indoor Air Quality)에 관

한 연구는 분진, CO, CO2 및 환기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

었다. 최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도 소형챔버법을 이용한 건축

내장재 및 석유화학계 제품 등과 같은 단일건축 자재에 대

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방출량(Emission Rate) 평가
1) 및 발생강도(Emission 

Factor) 평가에 대한 것이 많다.1) 실제 건물에서도 실내

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2)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 경과

에 따른 건축자재 및 실내에서의 VOCs 농도감소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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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의 바닥마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온돌용 마루와 

실내에 설치한 대형 가구(붙박이 장)를 중심으로 시간 경

과에 따른 VOCs 농도를 측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m, p, o-Xylene)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실측치를 바탕으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식을 개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환기회수 변화에 따른 실내의 휘발

성유기화합물 농도 감소를 예측하 다.

연구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강도(Emission Factor)

재료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강도는 단위시간당 

단위면적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h)을 나타내

는 것이며,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3)

EFa          =           
(Ct −Cb, t) Q

A
          =           

(Ct −Cb, t) NV

A

                              =             (Ct −Cb, t) q                    =                    (Ct −Cb, t)
N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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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ime-dependent concentration variations of VOCs from fixed furniture and Ondol floor widely 

used as finishing material of the floor were measured, and prediction equa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measured results.

 VOCs were measured and analyzed based on EPA TO-17 and NIOSH 1500, 1501 method respectively, and 

GC/FID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VOCs concentration.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for 10 days after 

the installation of furniture and for 40 days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floor in the residence constructed more 

than 10 years ago.

 In both case of floor and furniture installation, time-dependent concentration decay of VOCs can be properly 

converted into logarithmic scale. Especially in case of furniture, toluene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and 

took longest time to decay.

 As a result of the prediction of VOCs concentration decay under different air change rate using estimated 

equations, concentration decay rate of indoor VOCs increased rapidly as the air change rate also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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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흐름도

    

EFa : 단위면적 당 VOCs 방출강도 (㎍/㎡․h)

Ct : 시간 t에서 VOCs 농도(㎍/㎥)

Cb,t : 시간 t에서 BLANK 농도(㎍/㎥)

A : 시료면적(㎡) 

Q : 환기량(㎥/h)

V : 실용적(㎥)

N : 환기횟수(회/h)

q : 단위면적당 환기량(㎥/㎡․h)

L : 시료부하율(㎡/㎥)

Emission factor(방출강도)와 emission rate(방출률)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4)

ER = A*(EF )․․․․․․․․․․․․․․(2)

    

ER : emission rate(방출율) [㎍/h]

A* : 오염원의 면적 [㎡] 

EF : emission factor(방출강도), [㎍/㎡․h]

실내의 VOCs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 (ti) =
M (ti)

Vs

−Cbk․․․․․․․․․․․(3)

    

C(ti) : 시간 에서의 물질 농도 [㎍/㎥]

M(ti) : GC/FID, GC/MS에서 얻은 물질의 양[㎍]

ti : 경과한 시간 [h]

Vs : sampling volume [㎥]

Cbk : 측정전의 배경농도 [㎍/㎥]

오염원이 일정한 방출률을 보이고 있거나, 거의 일정하

면 방출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R(ti) = QC(ti)․․․․․․․․․․․․․(4)

    

R(ti) : 경과시간 ti에서의 emission rate [㎍/h]

Q : 외부로부터의 공기도입량 [㎥/h]

윗 식에서는 실내의 농도가 정상상태로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으며, 최소한 실험개시 후 환기회수

가 3회 이상이 경과된 후 사용
4)하여야 한다.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시간의 함수로 방출률을 계

산할 수 있으며, 실험기간동안 적절한 측정치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함수로 나

타내는 경우에는 식 (5)와 같이 1차 감쇠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초기농도와 시간을 0으로 하면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ti) = Ro e
−kt․․․․․․․․․․․․․․(5)

    

Ro : 초기 방출률 [㎍/h]

k : 1차 감쇠 상수

Ct =
Ro (e

−kt − e − Nt)

V (N − k) ․․․․․․․․․․․(6)

식 (6)에서의 k값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k=(N )e
( k- N )t max․․․․․․․․․․․․․(7)

여기서,

    tmax : 최고 농도의 시간

3. 실험방법 및 내용

온돌용 마루와 수납용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특성 및 설치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실내 휘발성유기화합

물의 농도감쇠를 예측하기 위하여 신축후 10년 이상된 

실제주택에 마루와 가구를 각각 설치하고 실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하 다.

실제 주택적용 실험은 가구설치 후 110일간, 마루설치 

후 40일간 실험을 실시하 다.  측정은 단순하게 실내의 

농도를 평가하기위한 방법인 출입문과 창문을 30분 개방

후 5시간 폐한 다음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실제 생활

상태에서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 다. 또한 

일반적인 생활상태에서는 가구의 문을 개방하지 않고 생

활하기 때문에 가구의 문을 개방하지 않고 측정을 실시

하 다.  실내의 환기회수는 측정개시 후  2일 동안 측정

을 실시하 으며, 측정결과는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개별물질(benzene, toluene, ethylbenzene, m, 

p-xylene, o-xylene)의 농도와  BTEX 농도합계로 나타

내었다. 

  



주택에 설치한 온돌 마루 및 붙박이 가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감소 예측 / 조현・방승기・백용규・손장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 5, No. 1  2005. 3 53

표 1. GC-FID 분석조건

기기 기기모델 및 실험조건

GC-FID

(Agilent 6890 

plus)

 Column : HP-1 capillary column

               (30m×0.32㎜×0.5㎛)

 Column temp : 35℃(5min)~230℃(10min)

 Carrier gas : N2
 Column flow : 1 ㎖/min

표 2. 측정 대상실의 개요

마루

(W×D×H ㎜)

가구

(W×D×H ㎜)

실크기 3,000×4,500×2,150 4,200×3,600×2,300

설치면적 2,800×4,300 4,000×660×2,300

부하율 0.465 ㎡/㎥ 0.294 ㎡/㎥

환기회수 0.7 [회/h]

 

a) 마루설치

b) 가구설치 c) Air Sampling

 그림 2. 마루, 가구 설치 및 Air Sampling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 및 분석은 EPA TO-175)과 

NIOSH  15016), 15007)을 이용하 으며, 분석은 GC/FID를 

이용하고, 분석조건은 표 1과 같다.

  그림 2는 측정대상실에 마루와 가구의 설치 장면과 측

정에 사용한 Air Sampling용 펌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며, 표 2와 그림 3에 측정 대상실의 개요와 가구설치실, 

마루설치실의 평면을 나타내었다. 표2에서 부하율은 가구 

및 마루의 각각의 표면적을 가구를 설치한 실의 체적과 

마루를 설치한 실의 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4. 측정결과 및 분석

4.1 마루설치 실험결과

그림 4는 신축한지 10년이상 경과된 실제 주택에 온돌

용 마루를 설치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실내의 VOCs 농

도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측정 대상물질인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및 m, p, o-Xylene)

의 실내 농도는 측정개시후 100시간까지는 급격하게 농도

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Benzene의 경우에는 다른 물질과는 달리 설치 초기부

터 측정 종료시까지 거의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있다. 

a) 가구설치

b) 마루설치

그림 3. 측정 대상실의 평면

그림 4. 각 물질의 농도변화(마루설치)
 

Benzene을 제외한 ethylbenzene 및 m ,p, o-xylene의 경

우에는 실내 농도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감소경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Toluene의 경우에는 마루 설치 초기에는 다른 물질과 

비슷한 농도 및 감소경향을 나타내었고, 300시간 경과 후

에 그 값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마루를 실내에 설치한 경우, 발생하는 휘

발성유기화합물은 설치 초기에는 마루재료 자체에서 발

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집중적으로 실내의 농도에 

향을 미치고, 설치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마루자체에 

의한 향보다는 마루설치 시 시공재료로 사용한 석유 

화학계물질로 이루어진 접착제에 의한 향인 것으로 판

단된다. 

마루 시공 후 시간경과에 따라 석유 화학계 접착제가 

경화되면서 마루위로 서서히 방출되어 실내에 향을 미

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소형챔버를 

이용한 접착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특성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5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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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접착제는 측정초기에 일시

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강도가 감소하지만,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방출강도가 다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루를 시공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착제는 

석유화학계 접착제를 사용하며 이 접착제는 주제와 주제

의 경화속도를 촉진시키는 경화제를 함께 사용하는 2액

형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림 6은 2액형 접착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일부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루를 실제 주택에 설치했을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ethylbenzene의 농도감소를 예측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y축에 로그좌표

를 사용하고,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예측식은 직선 형태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ethylbenzene의 농

도는 y=159.26×e
(-0.0010×경과시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결정계

수는 0.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8은 m, p-xylene의 예측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ethylbenzene의 경우와 같은 형태의 식을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실내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예측식은 y=292.7×e
(-0.0013×경과시간)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결

정계수는 ethylbenzene의 경우보다 높은 0.87로 그 값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실제 주택에 적용할 경우 실내의 농

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는 o-xylene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지수함수

를 사용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실내의 농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식은 실내의 농도

=184.5×e
(-0.0010×경과시간)이며, 결정계수는 0.77로 m, 

p-xylene의 경우보다는 작게 나타났으나 실제 사용에 문

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의 농도를 예측한 결과

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10은 시간경과에 따른 실내의 xylene농도를 예측

한 것으로, 예측식은 실내의 농도=476.9e
(-0.0012×경과시간)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결정계수는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각 물질별 실내 농도를 예측한 결과를 표 3에 나타내

었다.

 

그림 5. 접착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강도(BTEX 합계)

그림 6. 주제+경화제의 VOCs 방출특성

그림 7. Ethylbenzene의 농도 예측(마루설치) 

 

그림 8. m, p-Xylene의 농도예측(마루설치)

그림 9. o-Xylene의 농도 예측(마루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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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xylene 농도 예측(마루설치)

표 3. VOCs 농도 예측 (마루설치)

물질 예측 모델 R
2
비고

ethylbenzene 159.26×e
(-0.0010×time)

0.72

m,p-xylene 292.7×e
(-0.0013×time)

0.87

o-xylene 184.5×e(-0.0010×time) 0.77

xylene 476.9×e
(-0.0012×time)

0.98

표 4. VOCs 농도 예측(가구설치)

물질 예측 모델 R
2

toluene 3616.3×e
(-0.1091×time)

+513.96×e
(-0.0006×time)

0.95

BTEX 3961×e
(-0.1173×time)

+556×e
(-0.0004×time)

0.948

4.2 가구설치 실험결과

그림 11은 가구를 실제 주택에 적용한 경우의 시간경

과에 따른 실내의 toluene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톨루엔의 경우, 가구를 

설치한 후 500시간이 경과된 후부터는 그 발생량이 급격

히 줄어들어 안정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oluene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측정기간 동안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는 실내에 가구를 설치한 경우 시간경과에 따

른 실내의 toluene의 농도 감소를 예측한 것으로 그림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측식은 3616.3×e
(-0.1091×경과시

간)+513.96×e(-0.0006×경과시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결정

계수는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얻어진 예측식은 실

내에 가구를 설치하고, 시간에 따른 농도를 알고자 할 경

우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은 BTEX 농도의 합계를 시간 경과에 따라 예

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예측식은 

3961×e
(-0.1173×경과시간)+556.5×e(-0.0004×경과시간)로 나타낼 수 있

으며, 결정계수도 toluene의 경우와 같이 0.95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내의 BTEX 농도를 예측할 경우

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는 가구설치에 

따른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예측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Toluene 농도변화 (가구설치)

그림 12. Toluene 농도 예측(가구설치)

그림 13. BTEX 농도 예측(가구설치)

 
그림 14.  Toluene 농도 감소 예측(가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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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BTEX 농도 감소 예측 (가구설치)

 

그림 16.  Ethylbenzene 농도 감소 예측 (마루설치)

그림  17.  m,p-xylene 농도 감소 예측 (마루설치)

 그림 18.  o-xylene 농도 농도 감소 예측 (마루설치)

4.3 환기회수 변화에 따른 VOCs 농도변화 예측

그림 14는 실내에 가구를 설치한 경우 부하율을 0.294

로 고정하고 환기회수를 변화시켰을 때 시간경과에 따른 

실내 toluene의 농도감소를 예측한 것이다.  y축에 로그

값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환기회수 증가에 따라 

실내 toluene 농도감소 시간도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는 실내에 가구를 설치한 경우 BTEX 농도의 

합계를 이용하여 환기회수변화에 따른 실내의 농도감소

를 예측한 것이다. 환기회수 증가에 따라 실내의 BTEX 

합계 농도 감소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은 마루의 부하율이 0.465㎡/㎥이고, 환기회수가 

0.5∼1.0회/h인 경우 실내의 ethylbenzene의 농도감소를 

예측한 것이다.  환기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의 

ethylbenzene의 농도감소 시간도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7은 그림 16과 마찬가지로 부하

율을 고정한 경우, 환기회수변화에 의한 m,p-xylene의 농

도감소를 예측한 것이고, 그림 16은 환기회수변화에 따른 

o-xylene의 시간경과에 따른 농도감소를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휘발성유

기화합물의 경우 마루와 가구를 설치했을 경우 실내의 

농도는 측정초기(100시간)에 급격하게 감소하며 그 이후

에는 감소율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기회수

변화에 따른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감소에 대

한 예측은 실제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가구와 마루를 

실내에 설치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4  VOCs 농도 감쇠율

그림 19는  실내에 가구를 설치한 경우, toluene 및 

BTEX의 합계 농도의 시간경과에 따른 농도감쇠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실내의 BTEX 농도감쇠율은 

y=0.9711×e
(-0.1173×경과시간)+0.1364×e(-0.0004×경과시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oluene의 농도감쇠율이 

BTEX합계의 농도감쇠율 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은 마루를 설치한 경우 실내의 o-xylene, 

ethylbenzene, m,p-xylene의 농도 감쇠율을 표시한 것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내에 마루를 설치

했을 경우 ethylbenzene과 o-xylene의 농도 감쇠율은 거

의 같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p-xylene의 경우는 

다른 물질보다 농도 감쇠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  VOCs 농도 감쇠율 (가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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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VOCs 농도 감쇠율 (마루설치)

그림 21. 가구 설치에 따른 VOCs 농도 감쇠율 

그림 22.  온돌용 마루설치에 따른 VOCs 농도 감쇠율

그림 19와 그림 20은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를 측정 1회째를 1로 설정하고 예측식을 이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이에 대한 비율

로 나타낸 것이다.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실제 농도

의 감소비율은 그림 21과 같으며, 감소비율은 전체 발생

량에 대한 각 측정시각별 농도의 값을 발생량에 대한 비

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

내에 가구를 설치한 경우 실내의 BTEX와 toluene의 농

도는 가구설치후 500시간(약 20일) 까지 측정시간동안의 

80%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

과를 응용하여 Bake Out, 환기등에 의해 실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저감시킬 경우에는 설치 초기에 집

중적으로 저감대책을 실시하여 농도 감소 단축시간을 짧

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는 마루를 설치

한 경우, 전체 발생량에 대한 각 시각별 휘발성유기화합

물의 농도 감소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루와 가구를 실제주택에 설치하고 실

제 생활 상태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마루 및 가구에 의

한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하 다. 측정 결과

를 이용하여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 및 예측식을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구를 실내에 설치한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toluene의 단순 농도 감소를 예측한 결과 예측식은 

y=3616.3×e
(-0.1091×경과시간)+513.96×e(-0.0006×경과시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결정계수는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실내에 가구와 마루를 설치하고, 부하율을 고정한 

경우 환기회수 증가에 따라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농

도 감소 시간도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각종 재료를 실제 주택에 

적용한 후, 각 재료별 시간경과에 따른 실내의 휘발성유

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농도 감쇠 특성, 농도감쇠 예

측을 실시하고 재료의 면적 및 환기회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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