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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in industrial areas and factors affecting

exposure to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 Benzene, Toluene, Xylene) as well as to assess exposure levels

according to house-type, and whether residents were indoors or outdoors.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assess the dif-

ferences in exposure levels to indoor, outdoor and personal VOCs in a case group and a control group across all areas,

as well as in each different area, from May to October 2007, in. 110 residents of the G, Y and H industrial areas of the

Jun-nam province. The geometric mea-levels of airborne benzene for the case group 1.31part per billion(ppb) indoor,

1.29 ppb outdoor, and 1.32 ppb for personal exposur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 the control group 0.99, 0.87 and

0.57 ppb, respectively. The geometric mean level for toluene personal exposure across the G, Y and H areas was

5.70 ppb for the case group and 6.31 ppb for the control group. While the outdoor level was 4.27 ppb for the case group

and 5.06 ppb for the control group, The indoor level for the case group was 4.78 ppb, similar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4.69 ppb. The geometric mean levels for airborne xylene across the G, Y and H areas were 0.16 ppb(outdoor),

0.12 ppb(personal exposure) and 0.10 ppb(indoor) for the case group, and for the control group were 0.17(personal

exposure) and 0.09 ppb(indoor and outdoor). The indoor/outdoor(I/O) ratio for case group is 1.19, while that of the con-

trol group is 1.15, indicating that the indoor level was higher than the outdoor level. The interrelationship differences

among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levels in the air in the G, Y and H area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door and outdoor figures for xylene. In terms of the different types of houses and energy type

uesd, the geometric mean level for airborne benzene, toluene and xylene for houses were 1.61, 5.39 and 0.12 ppb,

respectively. while the figures for flats were 0.67, 3.32 and 0.05 ppb, respectively. Outdoors, the levels of benzene and

toluene in flats were 0.71 and 2.62 ppb, respectively. and 1.58 and 5.35 ppb in houses. For personal exposure, the house

levels of benzene, toluene and xylene were all higher than for flats. Houses using oil for heating hav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than flats, which use gas fo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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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모든 실내/외 환경과 다양한 미

세환경으로부터 혼합물의 형태로 방출된다.1) 휘발성유

기화합물의 노출 모니터링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는 실

외 농도 보다는 실내 농도와 개인 노출 농도가 더 높

았으며, 이는 개인 활동과 실내 발생원에 의한 영향으

로 개인노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 더욱

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소가 개인 시간활동 양

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노출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는 것이다.3)

EXPLOLIS(European exposure study) 연구에서도 시

간활동 양상과 사회인구학적 요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의 노출사이에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4) 또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VOCs에 대한 노출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노출요인과 생체지표간의 관련성을 파

악하여 노출량을 산정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5)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세계보

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은 “산업국가에서 발생된 환경오

염이 질환발생에 25-30% 정도 기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6)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성 질환 발병 우려

가 제기되었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산업단지 지

역주민에 대하여 향후 20년간의 장기 건강영향조사를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지역인 여천 지역은 1967년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기 시

작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빈발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다. 여

천산단 주변마을의 경우 아황산가스 등 환경기준에 정

해진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

으나, 지금까지 관리되지 못하였던 휘발성유기화합물

질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지역으로 휘

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안전문제 및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996년 9월 여천 산업단지 및

확장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휘발성유

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

편, 기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신규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적

용하여 관리하고 있다.7)

실제로 대기 중 VOCs에 의한 호흡기와 자극성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의하면 화학단지에서 배

출되는 VOCs에 대한 개인 만성 노출은 호흡기계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VOCs의 인체 노출량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흡착제에 대기 중의 목적물질을 분자

확산 현상에 의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Passive

sampler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Passive

sampler는 전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경제적으로 다량의 측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상오염 물질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고 해석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8) VOCs 수

동식 시료채취기(3M)는 측정기간이 증가할수록 상대표

준편차(RSD)가 감소하는 것으로 즉 정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미국 환경청(EPA)

에서 실시한 VOCs 수동식 시료채취기의 정밀도 실험

결과에서도 측정기간이 증가할수록 농도값의 정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Passive sampler를 사용하여 공

단지역 일부 주민들의 개인특성 및 노출관련 영향요인

을 파악하고 다양한 발생원을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물

질인 VOCs(Benzene, Toluene, Xylene)의 농도를 평가

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원(실내·외) 및 주택의 유형에

따른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남에 위치한 G, Y, H 공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07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공단 반경

5 km 이내에 거주여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노

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출그룹 주민(82명)과 노출그룹

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에 낮은 농도로 노출될 것

으로 판단되는 공단 반경 10 km 이외에 거주하는 대조

그룹 주민(28명)을 대상으로 공기 중 VOCs의 국소환

경(주택실내·실외) 및 개인노출농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별 개인특성 및 노출관련

영향요인 파악을 위해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2. 공기 중 VOCs 측정 및 분석방법

공기 중 VOCs 측정에 사용된 측정기는 badge type

의 수동식 시료채취기(passive sampler)로 참여자의 개

인노출과 국소환경인 주택실내(거실)와 주택실외(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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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문밖)에서 연속 3일 이상 공기를 포집하였다. 개

인노출의 경우는 참여자들의 옷깃이나 가슴높이 등 호

흡기 위치에 가까운 곳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에 사용

된 VOCs용 수동식 시료채취기는 3M사의 OVM

#3500(3M, USA)이였다. 

VOCs 농도분석은 각 샘플의 OVM 중간 포트에 이

황화탄소(CS2)를 1.5 ml 주입하고 30분간 정치 및 가볍

게 흔들어준 후 GC(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 1). 이용된 GC의 분석 조건은 다음

Table 1과 같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설문 결과

총 11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

응답자 5명을 제외한 10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개인노출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4.33±13.58세 이

었으며, 주부 중 2명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간접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 중 주택에서 29.1%, 직장에서는 2.7%

만이 간접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주택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노출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주택의 형

태는 단독주택 59.1%, 아파트 31.8%로 대부분이 단독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6.4%

가 4년 이상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Table 2).

2. 공기 중 VOCs 농도

1) Benzene

노출군과 대조군의 공기 중 benzene의 주택실내, 실

외 및 개인노출 농도는 Table 3과 같다. 노출군

benzene의 주택실내, 실외, 개인노출의 기하평균 농도는

각각 1.31, 1.29, 1.32 ppb이었으며, 대조군은 0.99,

0.87, 0.57 ppb로 조사되었다. 참여자 중 화학물질 취급

자 및 세탁소 근무자의 개인노출 농도는 26.4 ppb 및

27.5 ppb를 나타내었고, 전체적 평균 농도에 영향을 고

려하여 표에서 제외하였다. 실내, 실외 및 개인노출 농

도는 노출군에 비해 대조군이 낮은 농도분포를 보였으

며, 노출군과 대조군간의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환경부(2005)에서 운영중인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의

실외 benzene의 농도 범위는 0.02-1.50 ppb 수준이었으

며, 서울 도곡동(1.23 ppb), 인천 연희동(1.50 ppb), 시흥

정왕동(1.16 ppb), 부산 온천동(1.21 ppb) 등의 지역과

노출군 실외 농도가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었다. 그러

나 울산 여천동(0.65 ppb), 울산 야음동(0.44 ppb), 대구

남산동(0.49 ppb), 대전 구성동(0.57 ppb), 태안 파도리

(0.15 ppb) 등은 본 연구결과에 비해 낮은 연평균 농도

Table 1. GC condition for VOCs analysis

Condition

Column

Oven

Carrier

Detector

Injector

Shimadzu-CBP1 25 m(length)×0.22 mm

(Column ID)×0.25 µm(flim thickness)

60oC(2.5 min) to 100oC(1 min) at 30oC/min 

Nitrogen(5 ml/min)

FID, 250oC

1 µl, 250oC

Fig. 1. The procedure of VOCs analysis in Air.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umber (%)

Smoking
Yes 2( 1.8)

No 103(93.6)

Indirect

smoking

Residential 

indoor

Yes 32(29.1)

No 72(64.6)

Workplace 

indoor

Yes 3( 2.7)

No 69(62.7)

House type

Single-family house 65(59.1)

Multiplex house 5( 4.5)

Apartment 35(31.8)

Construction years

≤1 year 0( 0.0)

1-4 years 8( 7.3)

4-10 years 39(34.5)

10-20 years 39(35.5)

20 years < 18(16.4)

Road type near house

four-lane 21(19.1)

Two-three lane 37(33.6)

Single lane 32(29.1)

The others 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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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었다.

실외 교통량, 주변에 석유정제시설 등과 같은 산업시

설, 자동차 수리소, 주유소와 같은 시설이 있을 경우

공기 중 오염물질의 흡입에 의해 높은 농도의 benzene

에 노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0)

본 연구 대상지역의 경우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

으며,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benzene에 노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benzene의 대기

환경기준인 1.57 ppb를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국

1.57 ppb, 일본의 0.94 ppb로, 대조군은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노출군의 경우 일본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노출군과 대조군의 I/O 비는 각각 1.13, 1.36으로 실

내가 실외보다 농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조군의 경

우 노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I/O 비가 높게 나타났다.

제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2007)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주택 실내, 주택 실외와 개인노출의 기하평균

농도는 경우 각각 0.37, 0.36, 0.80 ppb로 본 연구결과

가 다소 높거나 비슷한 농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국립

환경과학원(2009)9)의 연구결과 평일 여름의 대구,

아산, 서울, 순천의 주택실내 기하평균이 각각 0.78,

0.73, 0.27, 0.57 ppb, 실외 1.02, 0.89, 0.31, 0.61 ppb

로 실내는 본 연구결과가 높았으며, 실외의 경우 대구

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아산, 서울, 순천은 낮은 기하

평균값을 보이고 있었다. 개인노출은 대구, 아산, 서울,

순천이 각각 1.04, 0.85, 0.55, 0.70 ppb로 서울을 제외

한 대구, 아산, 순천은 대조군에 비해 높고 노출군에

비해 낮은 농도 경향을 띄고 있었다.

 

2) Toluene

노출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toluene의 개인노출 기

하평균 농도는 각각 5.70 ppb, 6.31 ppb, 실외 노출군

4.27 ppb, 대조군 5.06 ppb로 노출군에 비해 대조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 농도는 노출군 4.78 ppb, 대조

군 4.69 ppb로 비슷한 농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 등

(2003)25)이 보고한 2000-2001년 여수산단 실외 대기

중 toluene의 평균 농도인 3.01 ppb 보다 높은 수준이

었으며, 대구 및 서울 도심지역의 도로변의 평균 농도

인 18.4, 38.96 ppb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WHO(1990)의 대기환경 1주일 평균(63 ppb) 및 30분

평균(243 ppb)의 참고치를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toluene, xylene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신경계,

간과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27,28)

본 연구 대상 지역의 경우 VOCs 배출사업장이 밀집

Table 3. Resident in indoor or outdoor and personal exposure levels of benzene 

 (unit:ppb)

Case Area (n=82) Control Area (n=28)
t

ND%a M ± SDb GMc Range I/Od ND%a M ± SDb GMc Range I/Od

Indoor 13.4 1.95 ± 1.62 1.31 0.10-6.20
1.13

10.7 1.23 ± 0.79 0.99 0.20-3.50
1.36

.005**

Outdoor 13.4 1.83 ± 1.37 1.29 0.05-6.16  7.1 1.13 ± 0.95 0.87 0.22-4.22 .006**

Personal  6.1 2.09 ± 2.04 1.32 0.02-10.61 35.7 0.94 ± 1.07 0.57 0.08-3.75 .002**

**p<0.01.
aPercentage of samples in which compound was not detected.
bArithmetic mean ± Arithmetic 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dIndoor/Outdoor ratio.

Table 4. Resident in indoor or outdoor and personal exposure levels of toluen

(unit:ppb)

Case Area (n=82) Control Area (n=28)
t

ND%a M ± SDb GMc Range I/Od ND%a M ± SDb GMc Range I/Od

Indoor 23.2 6.82 ± 6.56 4.78 0.76-38.76
1.51

21.4 5.75 ± 3.89 4.69 0.92-18.28
1.25

.361

Outdoor 26.8 6.40 ± 7.27 4.27 0.66-42.26 14.3 6.24 ± 4.52 5.06 1.24-22.69 .921

Personal 17.1 8.80 ± 11.12 5.70 1.11-67.47 46.4 11.59 ± 17.57 6.31 1.36-70.65 .436

aPercentage of samples in which compound was not detected.
bArithmetic mean ± Arithmetic 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dIndoor/Outdoo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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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오염을 가중시켰을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

로 판단한다. 

I/O 비는 대조군 1.25, 노출군이 1.51로 1보다 높아

주택 실내특성에 따른 발생원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

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3) Xylene

노출군 전체의 기하평균 농도는 실외(0.16 ppb), 개인

노출(0.12 ppb), 실내(0.10 ppb) 순이었고, 대조군의 경우

개인노출(0.17 ppb), 실내와 실외(0.09 ppb) 순이었다. 전

체 대상자의 50% 이상에서 xylene이 불검출 되었으며,

국소환경 및 개인노출 농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O 비는 노출군 1.19, 대조군 1.15로

실외 농도에 비해 실내 농도가 높았다(Table 5).

Xylene의 농도는 WHO(1990)의 1주일 평균(184 ppb)

및 30분 평균(1013 ppb)의 guideline에 크게 못 미치는

농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Benzene, Toluene, Xylene의 I/O 비는

모두 1보다 컸다. I/O 비가 1 보다 큰 경우 실내에 발

생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1) Egeghy 등에 의하면

실내의 경우 흡연이나 요리, 난방을 위한 연료의 사용

또는 개인의 생활양식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

어,12) 본 결과 역시 실내에 Benzene, Toluene, Xylene

의 발생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저농도

에서는 실외 농도보다 실내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13) 실외에 주요한 발생원이

있는 경우는 실외의 농도도 개인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4)

본 연구 결과 Benzene, Toluene, Xylene의 실외와

실내의 기하평균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화력발전소 및 연

관단지 등과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 등의 실외 발생원

에 의한 실내 및 개인노출 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시료채취 시점이 5월에서 10월인

점을 감안할 때 환기량의 증가로 인한 실외에서 실내

로의 유입을 배제할 수 없다. benzene 노출군, toluene

과 xylene 대조군의 개인노출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

는데, 이것은 개인노출 농도의 경우 측정시간 동안의

개인 활동행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15)으로, 실제 노출

군의 경우 대부분 도시형 생활, 대조군의 경우 농촌형

생활 형태가 많아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타 연구결과와의 비교시 시료채취 지점의 선정, 기상

조건 및 시료채취 방법의 차이에 따라 농도 차이를 보

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도범위들은 국

내외 도심지역 및 산업지역에서 관찰되는 수준16-18)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기는

하나 발암물질로 알려진 Benzene의 경우 노출군이 대

조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더욱 다양한 국소 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연구를 통

해 정확한 발생원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주택실내, 주택실외 그리고 개인노출 농도간의 상관관계

Benzene의 개인노출과 국소환경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주택실내, 실외, 개인노

출 농도의 상관성 분석 결과 개인노출은 실내 및 실외

농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p<0.01). 이 같은 결

과는 측정시기가 5-10월임을 감안할 때 주택의 환기에

의한 영향과 참여자 대부분이 주로 주택의 실내에서 생

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국소환경과 개인노출 간 toluene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p<0.01). 

Xylene의 개인노출 농도는 주택실내 및 실외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실외에 비해 실내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실내에서 xylene의

발생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Table 5. Resident in indoor or outdoor and personal exposure levels of xylene 

(unit:ppb)

Case Area (n=82) Control Area (n=28)
t

ND%a M ± SDb GMc Range I/Od ND%a M ± SDb GMc Range I/Od

Indoor 59.8 0.12 ± 0.08 0.10 0.02-0.46
1.19

57.1 0.10 ± 0.04 0.09 0.04-0.21
1.15

.463

Outdoor 74.4 0.27 ± 0.57 0.16 0.04-2.76 50.0 0.09 ± 0.01 0.09 0.08-0.11 .260

Personal 61.0 0.15 ± 0.10 0.12 0.03-0.52 75.0 0.13 ± 0.08 0.17 0.07-0.30 .728

aPercentage of samples in which compound was not detected.
bArithmetic mean ± Arithmetic 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dIndoor/Outdoo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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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s between personal exposure and micro-

environments levels of benzene

Indoor Outdoor Personal

Benzene

Indoor 1

Outdoor .902** 1

Personal .734** .757** 1

Toluene

Indoor 1

Outdoor .612** 1

Personal .537** .377** 1

Xylene

Indoor 1

Outdoor -.098 1

Personal  .717** .537** 1

**p<0.01

Table 8. Outdoor levels of VOCs in each house type & heating oil

(unit:ppb)

House type N Heating oil N ND%a M ± SDb GMc Range p-value

Outdoor

Benzene
Single-family house 41 petroleum 35  0.00 2.08 ± 1.27 1.58 0.22-4.17

.000**

Apartment 32 liquefied petroleum gas 29  0.00 0.86 ± 0.47 0.71 0.13-1.78

Toluene
Single-family house 41 petroleum 30  14.29 7.36 ± 6.64 5.35 0.99-35.18

.001**

Apartment 32 liquefied petroleum gas 26  10.34 2.83 ± 0.96 2.62 0.65-4.73

Xylene
Single-family house 41 petroleum 18  48.57 0.28 ± 0.62 0.15 0.04-2.76

-
Apartment 32 liquefied petroleum gas  0 100.00 -

**p<0.01.
aPercentage of samples in which compound was not detected.
bArithmetic mean ± Arithmetic 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Table 7. Indoor levels of VOCs in each house type & heating oil

(unit:ppb)

House type N Heating oil N ND%a M ± SDb GMc Range p-value

Indoor

Benzene
Single-family house 41 petroleum 35  0.00 2.21 ± 1.53 1.61 0.24-5.89

.000**

Apartment 32 liquefied petroleum gas 29  0.00 0.85 ± 0.62 0.67 0.10-3.25

Toluene
Single-family house 41 petroleum 27 22.86 7.91 ± 7.74 5.39 0.92-38.76

.037*

Apartment 32 liquefied petroleum gas 28  3.45 4.26 ± 4.27 3.32 0.76-24.10

Xylene
Single-family house 41 petroleum 18 48.57 0.14 ± 0.09 0.12 0.03-0.46

.033*

Apartment 32 liquefied petroleum gas  7 75.86 0.06 ± 0.04 0.05 0.02-0.13

*p<0.05, ** p<0.01.
aPercentage of samples in which compound was not detected.
bArithmetic mean ± Arithmetic 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4. 주택 유형 및 사용 연료에 따른 공기 중 VOCs 농도

주택 유형과 난방 연료에 따른 실내 공기 중 BTX의

농도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각각 41가구, 32가구이었으며, 그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

는 가구는 35가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스를 난방연

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29가구이었다. 그 외에 전기, 연

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있었으나 해당 가구

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택 유형 별로 측정 기간 중 난방 시간을 살펴보면

난방 연료로 가스와 석유를 사용하는 주택의 하루 평

균 난방시간은 각각 1.47 hr/day, 0.67 hr/day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주택의 난방 사용시간 비율이 높았다. 

단독주택 중 실내에서의 Benzene, Toluene, Xylene

농도의 기하평균은 각각 1.61, 5.39, 4.55, 0.12 ppb이

었으며, 아파트의 경우 0.67, 3.32, 2.86, 0.05 ppb이었

다. 실내에서 이들 오염물질의 농도 평균은 단독주택에

서 석유를 난방연로로 사용하는 가구가 아파트에서 가

스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보다 Benzene, Toluene,

Xylene의 농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 

실외의 경우, 실내와 마찬가지로 Benzene, Toluene의

농도는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xylen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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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검출 되었다(Table 8). 주택 유형 및 난

방 연료에 따른 개인노출의 농도를 Table 8에 제시하였

다. Benzene, Toluene, Xylene 모두 단독주택이 아파

트에 비해 높은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p<0.05,

p<0.01).

이는 Son 등(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파트에

비해 다세대주택의 실내 및 개인노출 농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농도 평균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p<0.05). 이러한 결

과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실내공기

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사용연료의 연소에 의한

실외공기의 오염도 증가로 환기를 통한 실내 유입 결

과 실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

며, 그로 인해 개인노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한

다. 그러나 연료의 연소, 차량배기가스 그리고 기타 공

장 등으로 부터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V. 결  론

본 연구는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G, Y, H 공단

지역에서 발생원을 중심으로 5 km 이내의 노출지역과

10 km 이외의 지역을 대조지역으로 선정하여 총 110명

(노출군: 82명, 대조군: 28명)에 대한 VOCs 농도를 측

정·분석하였다. 주택실내, 실외, 개인노출 등의 VOCs

(Benzene, Toluene, Xylene) 농도 차이와 상관성을 분

석하였다. 

1. 공기 중 benzene은 노출군의 주택실내, 실외, 개인

노출의 기하평균 농도가 각각 1.31, 1.29, 1.32 ppb이었

으며, 대조군은 0.99, 0.87, 0.57 ppb로 대조군에 비해

노출군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 노출군과 대조군의 I/O 비는 각각

1.13, 1.36으로 실내 발생원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전체 노출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공기 중 toluene

의 개인노출 기하평균 농도는 각각 5.70 ppb, 6.31 ppb,

실외 4.27 ppb, 5.06 ppb로 노출군에 비해 대조군이 높

게 나타났으며, 실내 농도는 노출군 4.78 ppb, 대조군

4.69 ppb로 비슷한 농도로 조사되었다. 

3. Xylene의 노출군의 기하평균 농도는 실외 0.16 ppb,

개인노출 0.12 ppb, 실내 0.10 ppb 순이었고, 대조군의

경우 개인노출 0.17 ppb, 실내와 실외 0.09 ppb 순이었

다. I/O 비는 노출군 1.19, 대조군 1.15로 실외 농도에

비해 실내농도가 높았다.

4. 주택실내, 실외 및 개인노출 농도간의 상관관계는

xylene의 주택실내와 실외를 제외하고 주택실내·실외

와 개인노출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p<0.01). 

5. 주택 유형 및 사용 연료에 따른 단독주택 실내의

농도 기하평균은 Benzene, Toluene, Xylene에서 각각

1.61, 5.39, 0.12 ppb이었으며, 아파트의 경우 0.67,

3.32, 0.05 ppb이었다. 이는 단독주택에서 석유를 난방

연로로 사용하는 가구가 아파트에서 가스를 난방연료

로 사용하는 가구보다 농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p<0.01). 실외의 경

우, 실내와 마찬가지로 Benzene, Toluene의 농도는 아

파트 0.71, 2.62 ppb에 비해 단독주택이 1.58, 5.35 ppb

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1). 개인노출의 경우 Benzene, Toluene, Xylene

모두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높은 농도 수준을 보

이고 있었다.

Table 9. Personal exposure levels of VOCs in each house type & heating oil 

(unit:ppb)

House type N Heating oil N ND%a M ± SD GM Range p-value

Personal

Benzene
Single-family house 41 petroleum 35  0.00 2.31 ± 1.61 1.62 0.20-5.38

.000**

Apartment 32 liquefied petroleum gas 29  0.00 0.78 ± 0.50 0.60 0.02-2.15

Toluene
Single-family house 41 petroleum 31 11.43 9.77 ± 12.58 6.24 1.36-67.47

.021*

Apartment 32 liquefied petroleum gas 28  3.45 4.17 ± 2.34 3.70 1.38-11.79

Xylene
Single-family house 41 petroleum 15 57.14 0.16 ± 0.08 0.14 0.02-0.33

.000**

Apartment 32 liquefied petroleum gas  8 72.41 0.06 ± 0.02 0.05 0.03-0.08

*p<0.05, **p<0.01.
aPercentage of samples in which compound was not detected.
bArithmetic mean ± Arithmetic standard deviation.
cGeometr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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