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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ldehydes emitted by the

printing industry and to evaluate their impact on adjacent residential areas.

Methods: Aldehydes and THC were measured from the front of the control device in the printing and coating

process. Aldehydes and ketones were measured by workplace area, residential area, and background area to

evaluate their impact.

Results: The concentrations of formaldehyde (<0.047 ppm) and acetaldehyde (<0.068 ppm) in the printing and

coating process were relatively low, and the methyl ethyl ketone used as the primary solvent was the main

carbonyl compound in the printing process. The daily mean concentrations of formaldehyde and acetaldehyd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workplace area, residential area, or background area.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methyl ethyl ketone was high in the order of workplace area, residential area, and background

area.

Conclusions: The concentrations of formaldehyde and acetaldehyde in the adjacent residential areas are

considered to be more influenced by secondary sources of photochemical reactions than by primary sources.

Methyl ethyl ketone is considered to be highly influenced by the primary source, which is print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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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기오염 대책은 “0 배출(Zero emission)”의 개념

에서 출발하나, 실제 산업생산 분야의 공정상 오염

물질의 발생은 필연적이다.1)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

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각 배출원에서

어떤 성분들이 주로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들 각 성분들에 대한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

하여, 적절한 관리기술 및 운전조건 등을 결정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3)

알데하이드류는 자동차 운행, 화석연료와 바이오

매스의 소각 및 생산 공정 등과 같은 1차 발생원과4-7)

대기 중에서 인위적 혹은 생물기원 탄화수소류의 광

화학 반응에 의한 2차 발생원을 통해서 대기로 배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Tel: +82-51-200-7680, E-mail:

kcchoi@dau.ac.kr

Received: 30 July 2019, Revised: 25 August 2019, Accepted: 26 August 2019

원 저 Original articles



인쇄시설의 알데하이드류 배출특성 및 영향 평가 475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9; 45(5): 474-486

출된다.8-12) 알데하이드류는 환경보건학적으로 위해

한 성분, 광화학 반응의 주요한 부산물, 환경부에서

규정하는 관리대상 악취성분, 휘발성유기화합물, 특

정대기유해물질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13-16) 알데하이드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원에서의 개별 알데하이드류에 대한

배출특성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진은 선

행연구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알데하이드류의

배출이 예상되는 종이제품 제조, 아스팔트 제조, 인

쇄, 도장 및 도료 제조, 섬유가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알데하이드류의 배출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들 5개 업종 중 인쇄업은 상대적으로 알데하이드류

와 총탄화수소(THC)의 배출농도가 높았다.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생산물량의 증가에 따

라 세척제나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휘발성물질의

취급량 증가로 화학물질 배출량이 2015년 2,092톤

에서 2016년 3,456톤으로 19.1% 증가하였다.18) 그

러나 인쇄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 부족으

로 배출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주거단지와 인접하여 유해물질과 악취관련 민원

이 빈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쇄사업장에 대하여 알데하

이드류의 배출특성과 발생 알데하이드류의 인접주거

지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인쇄사업장 배

출 알데하이드류와 THC 등의 항목별 상관성을 평

가하였으며, 인쇄사업장 밀집지역의 중심, 피해 예상

인접주거지역, 원거리의 대조군에서 카보닐화합물과

기준성오염물질(NO2, CO, O3) 및 기상(풍속, 온도)

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업체 및 시료채취 지점 선정

인쇄시설에 대한 알데하이드류 배출특성 조사는

경기도 G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인쇄 업체에 대

하여 업체별 2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장 배출구

의 방지시설 전단에서 알데하이드류와 함께 THC를

측정하였다. 이들 조사 대상시설의 주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현황 등은 Table 1과 같다.

인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알데하이드류의 인접주

거지역에 대한 영향 평가는 인쇄사업장이 밀집해 있

는 G시를 대상으로 인쇄사업장 밀집지역의 중심

(Workplace area: 인쇄사업장 중심), 피해 예상 인접

주거지역(Residential area: 인접주거지역), 인쇄사업

장과 원거리의 대조군(Background area: 대조군)에

서의 알데하이드류 농도 분포 특성을 비교하였다. 선

정된 지역은 인쇄사업장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 없으며, 인쇄사업장과 인접주거지역이 산으로 둘

러싸여 있다. 따라서 교통량이 적어 인쇄사업장 발

생 알데하이드류의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영향 평가

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상 오염물질 및 시료채취 방법

알데하이드류 중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폼알

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

틸알데하이드를 대상 오염물질로 정하였다. 또한 인

쇄사업장에서 용제로 많이 사용되는 케톤류인 메틸

에틸케톤과 아세톤에 대해서도 시료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Information of target facilities in this study

Company Facilities Emission Device Control Device

WJ Printing
WJ Printing 1 Printing (Gravure) AC

WJ Coating 1 Coating (Dry Lamination) AC

LS Printing
LS Printing 1 Printing (Gravure) AC

LS Printing 2 Printing (Gravure) AC

YS Printing
YS Printing 1 Printing (Gravure) AC

YS Coating 1 Coating (Dry Lamination) AC

*AC: Activated Carbon adsorption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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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업장 배출구에서의 시료채취는 각 사업장의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조건에서 DNPH

(dinitrophenylhydrazine)가 코팅되어 있는 실리카 카

트리지(Lp-DNPH S10, Supelco)를 이용한 2,4-DNPH

유도체화분석법으로 채취하였다.19,20) 시료채취는 봄

(4월), 여름(8월), 가을(10월)에 각각 1회씩 측정하였

으며, 시료채취량은 1.0 L/min의 유량 조건에서

DNPH 카트리지의 파과실험을 통해 적정 포집량을

고려하여 포집시간을 선정하였다.

인쇄사업장의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또한 2,4-DNPH 유도체화분석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채취는 인쇄사업장 중심, 인

접주거지역, 대조군에서 각각 선정된 대상 지점의 지

면 1.5 m 높이에서 1.0 L/min의 유량으로 90분 동안

채취하여 총 채취량이 90 L가 되도록 하였다. 시료

채취 시기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봄은 4월, 여

름 8월, 가을 10월로 선정하였으며, 시료채취는 선

정된 측정지점에서 오전 1회(10:30~12:00), 오후 2

회(13:10~14:40, 15:00~16:30) 수행하였다.

3. 시료 분석방법

DNPH 카트리지에 채취한 시료는 아세토나이트릴

용매를 이용하여 DNPH 유도체를 추출하였다. 추출

된 시료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Waters

2695)에 C18 컬럼(WAT 086344 Nova-Pak 3.9×150

mm, 4 µ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쇄공정의 용제로 메틸에틸케톤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HPLC 분석조건에서는 메틸에틸

케톤의 고농도 피크로 인해 뷰틸알데하이드와 메틸

에틸케톤의 피크가 분리되지 않아 두 항목의 농도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인쇄사업장 발생 알데하이드류의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영향 평가에서는 LC/MS (Agilent 1260)를 사

용하여 뷰틸알데하이드와 메틸에틸케톤을 정성 및

정량 분석하였다. 배출구에서의 알데하이드류 시료

채취시 불꽃이온화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방식의 TVA-2020 (Thermo Electron)을 사용

하여 THC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4. 측정분석 정도관리

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출한계(Detection

limit), 정확도(Accuracy) 및 정밀도(Precision)를 평

가하였다. 개별물질에 대한 방법검출한계(MDL)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HPLC 분석시 액상표준용액

을 이용한 알데하이드류의 액상 방법검출한계(MDL)

범위는 1.990~3.723 µg/L이며, 시료채취량 5 L와 90

L를 적용하여 대기 중 농도로 환산한 기체상 방법

검출한계는 각각 1.240~1.593 ppb, 0.063~0.089 ppb

였다. 인증표준물질을 이용한 HPLC 분석의 정확도

평가결과 98.3~100.7%를 나타내었으며, HPLC 크로

마토그램의 적분 면적(Area)의 정밀도와 머무름시간

(RT)의 정밀도는 1% 이하로 평가되었다. 개별 물질

에 대한 검정곡선의 결정계수(R2) 또한 0.999 이상

으로 우수하였다.

III. 결 과

1. 인쇄사업장 배출구에서의 배출특성

1.1. 업체별 배출특성

3개의 인쇄 업체에 대하여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인쇄사업장 배출구의 방지시설 전단에서 알데하이드

류와 함께 THC를 측정하였다.

Table 2. Method detection limit of aldehydes analysed by HPLC

Compounds
MDL

µg/L ppbv (5 L) ppbv (90 L)

Formaldehyde 1.990 1.593 0.089

Acetaldehyde 2.737 1.493 0.075

Propionaldehyde 3.058 1.264 0.063

Butyraldehyde 3.723 1.240 0.069

※µg/L: MDL of Liquid phase (with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ppbv (5 L): MDL of sampling volume 5 L (at 20oC, 1 atm)

ppbv (90 L): MDL of sampling volume 90 L (at 20oC, 1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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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는 포장제품을 생산하는 WJ 업체의 측정

시기별 WJ 인쇄 1호기와 건조 1호기의 알데하이드

류와 THC의 배출농도를 나타내었다. WJ 인쇄 1호

기의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는 각

각 0.018~0.033, 0.020~0.036 ppm이었으며, 프로피

온알데하이드는 모든 측정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

다. 뷰틸알데하이드+메틸에틸케톤 농도는 15.971

~23.967 ppm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메틸에틸케톤(MEK) 타입 잉크의 용제와 희석제

로 사용된 메틸에틸케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WJ 건조 1호기의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의 농도는 각각 0.016~0.037 0.022~0.034 ppm으로

WJ 인쇄 1호기와 유사한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프

로피온알데하이드는 여름 측정시에만 0.023 ppm을

나타내었다. 건조 1호기는 인쇄 1호기에 비해 뷰틸

알데하이드+메틸에틸케톤의 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건조 1호기의 경우 용제로 아세트산에

틸(EA)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쇼핑백, 봉투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LS 업체의

경우 기존 일반잉크의 재고사용과 ECO잉크에 의한

생산품의 품질저하를 이유로 일반잉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S 인쇄 2호기의 경우 봄

에는 7도 인쇄, 톨루엔 용제를 사용하였으며, 여름

에는 7도 인쇄에 MEK:EA:Toluene=4:4:2로 혼합

한 용제, 가을은 5도 인쇄에 톨루엔 용제를 사용하

였다. 여름 측정시 상대적으로 알데하이드류의 농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름 측정시 용제에 포함된

메틸에틸케톤에 의해 뷰틸알데하이드+메틸에틸케톤

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Fig. 1(b)).

포장제품을 생산하는 YS 업체의 인쇄 1호기는 생

산제품에 따라 잉크의 용제로 에틸알콜을 사용한

ECO잉크와 용제로 메틸에틸케톤을 사용한 일반잉

크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희석제로 사용된 용제

또한 ECO용제(에틸알콜+프로필 아세트산), MEK:

Toluene=4:1 등 생산제품과 사용잉크에 따라 달리

사용하였다. YS 건조 1호기의 접착제는 접착제와 경

화제를 메탄올 용제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측정기간 동안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접착제와 경

화제, 용제를 사용하였으나, 가을의 뷰틸알데하이드+

메틸에틸케톤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용

제로 메틸에틸케톤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뷰틸알데하

이드+메틸에틸케톤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YS 인쇄 1

호기와 YS 건조 1호기가 동일한 공간에 위치해 있으

며 작업장에 사용 중인 잉크용기 등의 적재로 인한

비산배출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Fig. 1(c)).

Fig. 1. Emission concentrations of aldehydes and THC

from the inlet of control device



478 황철원 · 송일석 · 김세광 · 오천환 · 김태현 · 정병환 · 박은혜 · 김종수 · 최금찬

J Environ Health Sci 2019; 45(5): 474-486 http://www.kseh.org/

1.2. 개별 알데하이드류의 배출 특성 비교

Fig. 2는 인쇄사업장 배출구의 방지시설 전단에서

의 대상시설별 알데하이드류의 평균 농도를 나타낸

다. Fig. 2(a)는 폼알데하이드의 평균농도이며, 폼알

데하이드는 대상시설 중 YS Printing 1이 0.047 ppm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의 폼알데하이드 배출허용기준인 10 ppm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설치허가 대상 특

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의 폼알데하

이드 기준인 0.08 ppm보다도 낮은 값으로 인쇄사업

장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배출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아세트알

데하이드의 경우 가장 높은 농도인 0.068 ppm의 YS

Printing 1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유사한 농도

를 나타내었다(Fig. 2(b)).

Fig. 2(c)는 뷰틸알데하이드+메틸에틸케톤의 평균

농도를 나타내며, LC/MS를 이용하여 뷰틸알데하이

드와 메틸에틸케톤의 정성분석 결과 대부분의 피크

가 메틸에틸케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잉

크의 용제와 희석용 용제로 사용된 메틸에틸케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쇄공정에서 타 업체와 달

리 희석용 용제로 톨루엔과 시너를 주로 사용한 LS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메틸에틸케톤의 발생량이

적었으며, 코팅공정이 인쇄공정에 비해 메틸에틸케

톤의 발생량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1.3. 알데하이드류의 상관관계 평가

인쇄사업장 배출 알데하이드류와 THC 등의 항목

별 상관성은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 정도를 나타

내는 Pearson 상관계수(r)로 나타내었다. 인쇄공정에

서 알데하이드류와 THC, 인쇄도수(Color)에 대한 상

관분석 결과, 상관성이 있었던 항목들(p=0.01, 0.05

에서 유효한 값)은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

드, 폼알데하이드와 프로피온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

하이드와 뷰틸알데하이드+메틸에틸케톤, 뷰틸알데하

이드+메틸에틸케톤과 인쇄도수 등이었다. 폼알데하

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r=0.530), 폼알데하이드와

프로피온알데하이드(r=0.644), 뷰틸알데하이드+메틸

에틸케톤과 인쇄도수(r=0.636)는 상관성이 비교적 높

게(Pearson 상관계수 ǀrǀ>0.5) 나타났다. 뷰틸알데하

이드+메틸에틸케톤 농도와 인쇄도수의 상관성은 인

쇄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잉크의 용제로 사용되는 메

틸에틸케톤의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코팅공정에서 알데하이드류와 THC에 대한 상관분

석 결과, 상관성이 있었던 항목들은 폼알데하이드와

Fig. 2. Comparison of mean concentrations of aldehydes

from the inlet of contro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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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THC 등이

며,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r=0.848)의 상

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인쇄사업장 인접주거지역 영향 평가

2.1. 시료채취 기간의 기상개황

대기오염농도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기상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풍향, 풍

속 등의 기상조건에 따른 기상특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Table 3은 계절별 측정일에 S동의 방재

기상관측장비(AWS)에서 측정된 자료이며, Fig. 3은

S동 AWS의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일의 바람장미를

나타내었다.

계절별 측정일은 비가 오지 않고, 그 계절의 특성

을 대표하는 날로 선정하였다. 04월25일(봄)의 풍향

빈도는 북동풍(43.48%)>북북동풍(17.39%)의 순이

며, 08월22일(여름)의 주풍향은 북동풍(47.83%), 10

월24일(가을)의 주풍향은 북북동풍(30.43%)이었다.

계절별의 풍속빈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풍속 0.5~2.0

m/s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2.2. 인쇄사업장 인접주거지역 영향 평가 결과

Table 4는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

에서 각각 오전 1회, 오후 2회에 걸쳐 측정한 알데

하이드류의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폼알데하이드의 동

일시간 동안 측정위치에 따른 농도는 봄, 여름, 가

을의 계절별 측정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오전과 오후의 측정 시간에 따른 편차도 크지

않았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경우도 사업장 중심, 인

접주거지역, 대조군의 농도에서 측정위치와 시간에

Table 3. Meteorological conditions during the sampling days

Date
Temperature (oC) Wind speed (m/s) Wind 

direction

Rainfall

(mm)Mean Max. Min. Mean Max.

2018. 04. 25 12.8 22.6 2.2 1.7 7.2 NE 0

2018. 08. 22 28.9 35.6 21.7 1.8 7.3 NE 0

2018. 10. 24 9.5 17.9 5.6 0.8 5.4 NNE 0

※Max.: Maximum, Min.: Minimum, Wind direction: Prevailing wind direction

Table 4. Concentrations of aldehydes and ketones at each sampling site (Unit: ppb)

Season Compounds
Workplace area Residential area Background area

AM PM-1 PM-2 AM PM-1 PM-2 AM PM-1 PM-2

Spring

Form-A 2.054 2.495 2.678 2.127 2.469 2.420 1.950 2.554 2.822

Acet-A 1.488 1.692 1.551 1.452 1.665 1.466 1.203 1.275 1.305

Propion-A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Butyr-A+MEK 19.651 29.157 27.080 17.119 9.715 14.010 2.245 2.176 1.741

Summer

Form-A 5.627 5.753 5.626 5.386 5.319 5.228 5.595 5.440 4.935

Acet-A 1.823 1.787 1.888 2.108 1.681 1.597 1.604 1.546 1.652

Propion-A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MEK 11.632 35.264 71.405 31.089 4.299 9.786 1.918 2.909 2.182

Acetone 2.396 2.786 3.583 3.426 2.033 2.427 1.909 1.819 2.031

Fall

Form-A 2.631 4.568 4.225 1.914 2.110 2.542 3.573 1.841 2.520

Acet-A 1.625 1.916 2.240 1.412 1.674 1.938 1.302 1.433 2.028

Propion-A 0.192 0.248 0.254 0.000 0.000 0.260 0.000 0.000 0.237

MEK 17.668 86.964 94.593 10.693 3.233 2.300 7.024 1.837 1.427

Acetone 4.288 3.877 4.576 4.211 2.900 3.439 3.533 2.574 2.679

※AM: 10:30~12:00, PM-1: 13:10~14:40, PM-2: 15: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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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향성을 가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봄

(4월) 측정에서 뷰틸알데하이드+메틸에틸케톤의 농

도는 오전, 오후 측정 모두 인쇄사업장 중심>인접주

거지역>대조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봄 측정을 통해

뷰틸알데하이드와 메틸에틸케톤의 정성분석의 필요

성을 확인하였으며, 여름 측정부터 LC/MS를 사용

하여 뷰틸알데하이드와 메틸에틸케톤의 정성 및 정

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여름(8월) 측정에서 메틸에틸

케톤의 농도는 오전의 경우 조업 시작 후 얼마 되

지 않아 사업장 중심에서 측정한 메틸에틸케톤의 농

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오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세톤은 메틸에틸케톤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농도는 낮았으나 농도분포 특성은 메틸에

틸케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을(10월) 측정에

서 메틸에틸케톤의 농도는 여름 측정시와 동일하게

오전의 경우 사업장 중심에서 측정한 메틸에틸케톤

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오후로 갈수록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메틸에틸케톤의 분포 특성은

오전, 오후 측정 모두에서 인쇄사업장 중심>인접주

거지역>대조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름 측정시에

비해 사업장 중심에서의 농도는 높으나 인접주거지

역에서의 농도는 낮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Table 3과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름

과 가을 측정일의 주풍향은 각각 북동풍(47.83%)과

북북동풍(30.43%)이었으며, 평균 풍속은 여름 1.8 m/s,

가을 0.8 m/s였다. 인접주거지역의 측정지점은 인쇄

사업장 중심 측정지점의 서남서 방향에 위치해 있어,

북동풍이나 북북동풍시에 인접주거지역 측정지점의

측정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 측

정시에 비해 여름의 평균풍속이 높으며, 여름의 주

풍이 북동풍이어서 가을에 비해 인쇄사업장 발생 메

틸에틸케톤의 농도가 인접주거지역 측정지점에 미치

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을 측

정시 여름보다 사업장 중심에서의 농도는 높으나 인

접주거지역에서의 농도가 낮은 이유는 풍향과 풍속

차에 의한 확산의 방향과 속도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에

서의 계절별 알데하이드류와 케톤류의 일일 평균농

도를 나타낸다. 폼알데하이드의 일일 평균농도는 인

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a)). 이는 사업장에서의 폼알데

하이드의 배출농도가 낮으며, 배출 후 희석으로 인

해 사업장 중심의 농도가 낮고, 대조군에서 Isoprene,

Terpene 등 식물기원 VOCs의 광화학반응에 의한 알

데하이드류의 생성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계절별 폼알데하이드의 평균농도는 봄과 가

을에 비해 여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 4(b)는 계절별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일일 평균농

도를 나타낸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일일 평균농도

는 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계절별 농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여진(2005)은 대기 중 폼알데하이

드 농도가 모든 측정지점에서 봄과 가을에 비해 여

름의 농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세

트알데하이드의 경우 전 지점에서의 공통적인 계절

변동을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1)

Fig. 3. Wind roses during the sampl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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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c)는 계절별 메틸메틸케톤의 일일 평균농도

를 나타내며, 메틸에틸케톤의 일일 평균농도는 인쇄

사업장 중심>인접주거지역>대조군의 순을 나타내었

다. 메틸에틸케톤은 인쇄공정에서 잉크의 용제와 희

석용 용제로 사용되므로 배출량이 높으며 계절별 측

정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메틸에틸케톤

의 농도는 폼알데하이드와 달리 대조군에서도 계절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사업장 중심의 경우 가

을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메틸에틸케톤은 대

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악취방지법에서 지정악취물질로 배출허용기

준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악취방지법에서 메틸

에틸케톤의 기타지역 부지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기

준은 13 ppm으로 본 연구에서의 인쇄사업장 중심의

측정치는 배출허용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나

타내었다. 아세톤은 메틸에틸케톤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농도가 낮았으며, 일일 평균농도는 인쇄사업장

중심>인접주거지역>대조군의 순을 나타내고 있으

나, 메틸에틸케톤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Fig. 4(d)).

2.3. 알데하이드류의 상관관계 평가

대기환경기준에 포함된 오염물질 중 문헌고찰을

통해 카보닐화합물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기준성오염물질 자료(NO2, CO, O3)와 기상

자료(풍속, 온도)를 이용하여 카보닐화합물과의 상관

분석을 하였다. 실외 대기 중의 기준성오염물질과 기

상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 연구의 측정

지점과 인접한 G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

였다. Table 5는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

조군에서의 카보닐화합물과 기준성오염물질 및 기상

과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전 측정지점에서 폼알

데하이드는 기온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서영교(2002)의 연구에서 모든 측정지점에서 폼알데

하이드가 다른 카보닐화합물보다 기온과 일사량에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22) 프로피

Fig. 4. Comparison of mean concentrations of aldehydes and ketones at each sampl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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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알데하이드는 모든 측정지점에서 방법검출한계 이

하의 빈도가 높았다. 이를 제외한 카보닐화합물과 기

준성오염물질과의 상관분석에서 상관성이 있었던 항

목은 사업장 중심에서 뷰틸알데하이드+메틸에틸케

톤과 NO2이다.

IV. 고 찰

대기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1차 발생원과 2차

생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폼알데하이드의 1차 발

생원은 자동차 배기가스(Grosjean et al., 1993)와 고

정배출원(Grosjean and Swanson, 1983)을 포함한

다.14,23) 도시 대기 중 폼알데하이드의 2차 발생량은

라디칼에 의한 VOCs의 대기화학 반응의 영향이 높

다. 또한 Isoprene 반응과 같은 식물기원 탄화수소에

의한 2차 폼알데하이드의 생성 또한 그 영향이 높

다.13,24) 폼알데하이드의 대기 중 농도의 계절적 변화

가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지만, 그 경향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폼알

데하이드는 캘리포니아 남부(Grosjean, 1991)의 가

을에 최대 수준에 도달했으며,25) 로마(Possanzini et

al., 1996)와 동부 핀란드(Viskari et al., 2000)에서는

여름에 최고농도에 도달함을 보고하고 있다.26,27) 이

지역적 편차는 태양의 광도, 온도, 풍향 등과 같은

지역의 기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

다.28) 본 연구에서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과

대조군의 각 측정 지점은 차량 통행량이 적으므로

자동차 배출원에 의한 폼알데하이드의 영향은 비교

적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폼알데하이드의 일일 평

균농도가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에

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측정지점과 관계없

이 동일한 계절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폼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carbonyl compounds, air pollutants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Site Compounds NO2 CO O3 Wind speed Temperature

Workplace

area

Form-A
.021

(.957)

-.203

(.600)

.128

(.743)

.395

(.292)

.733*

(.025)

Acet-A
.620

(.075)

.202

(.603)

-.309

(.418)

-.147

(.706)

.141

(.718)

Propion-A
.992**

(.000)

.895**

(.001)

-.887**

(.001)

-.798**

(.010)

-.669*

(.049)

Butyr-A+MEK
.686*

(.041)

.296

(.439)

-.237

(.538)

-.229

(.554)

-.034

(.930)

Residential

area

Form-A
-.465

(.207)

-.600

(.088)

.489

(.182)

.719*

(.029)

.933**

(.000)

Acet-A
.091

(.817)

-.164

(.674)

-.068

(.862)

.068

(.862)

.376

(.318)

Propion-A
.604

(.085)

.210

(.587)

-.370

(.327)

-.210

(.587)

-.204

(.599)

Butyr-A+MEK
-.584

(.099)

-.393

(.296)

-.251

(.516)

.141

(.717)

.251

(.515)

Background 

area

Form-A
-.407

(.276)

-.411

(.271)

.313

(.413)

.579

(.102)

.775*

(.014)

Acet-A
.443

(.232)

.005

(.990)

-.163

(.675)

.076

(.846)

.314

(.411)

Propion-A
.604

(.085)

.210

(.587)

-.370

(.327)

-.210

(.587)

-.204

(.599)

Butyr-A+MEK
.217

(.574)

.539

(.135)

-.517

(.154)

-.369

(.328)

-.444

(.232)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1 (two-tailed)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5 (two-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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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하이드 농도가 여름에 증가하는 이유는 폼알데

하이드의 휘발배출량이 증가하였기 보다는 광화학반

응에 의한 2차적인 생성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6에는 국내외 주요 지역에서 조사된 대기 중

알데하이드류와 케톤류의 농도를 본 연구에서의 측

정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

치는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에서의

봄, 여름, 가을 측정치를 전체 평균하여 나타내었으

며, 메틸에틸케톤과 아세톤은 여름과 가을의 평균값

이다.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다른 연구에서의 도심

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서의 측정치와 큰 농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구미와 부산의 공업

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측정한 농도와 유사한 값을 나

타내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

틸알데하이드의 경우 도로변지역, 도심지역, 공업지

Table 6. Concentrations of carbonyl compounds in other studies and this study

Site

(Sampling period)

Mean concentrations (ppb)
References

Form-A Acet-A Propion-A Butyr-A MEK Acetone

Seoul-Road side

(1997.10~1998.8)
10.13 7.64 - - - -

Yeo et al.

(2002)29)Buchun-Road side

(1997.10~1998.8)
8.86 7.79 - - - -

Sihwa-Industrial

(2003.6~2004.11)
2.7 1.1 0.2 2.5 - -

Kim

(2005)11)

Seoul-Down town

(2001~2003)
4.61 1.87 0.17 0.28 1.43 4.07

Jeong

(2004)30)Bucheon-Down town

(2001)
4.59 2.72 0.23 <0.02 2.22 3.87

Gumi-Industrial

(2003.12~2004.11)
3.62 5.46 0.91 0.30 3.19 3.59

Lee

(2005)21)Gumi-Residential

(2003.12~2004.11)
3.41 2.20 1.12 0.26 1.76 2.71

Langmuir-forested

(1997.6~1997.8)
2.30 1.00 1.20 - 1.30 1.20

Ignacio et al.

(2004)31)Socorro-rural

(1997.6~1997.8)
3.40 1.40 2.80 - 2.40 2.40

 Los Angeles-urban

(1993.10)
5.30 4.00 0.79 - <0.08 1.60

Grosjean et al. 

(1996)32)

El Paso-urban

(1995.7)
5.70 8.40 0.50 - 2.2 16.5

Martin and Popp 

(1996)33)

Montelibretti-urban

(1999.6)
5.80 4.70 0.30 - - 5.90

Possanzini et al. 

(2000)34)

Busan-Industrial

(2015.6~2016.5)
3.96 1.53 0.14 0.24 3.15 4.26

Choi 

(2017)35)Busan-Residential

(2015.6~2016.5)
3.30 1.31 0.13 0.12 0.96 3.08

Workplace area

(2018.4~2018.10)
3.96 1.78 0.08 <MDL 52.92 3.58

This study
Residential area

(2018.4~2018.10)
3.28 1.67 0.03 <MDL 10.23 3.07

Background area

(2018.4~2018.10)
3.47 1.48 0.03 <MDL 2.88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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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측정된 타 연구결과와 유사하거나 낮게 나타

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지역이 인쇄 업체 외에

다른 오염 배출시설이 없으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어 이동배출원의

영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메틸

에틸케톤의 경우는 타 연구결과에 비하여 인쇄사업

장 중심과 인접주거지역에서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

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이 인쇄사업

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접주거지역의 측정위치가

사업장의 부지경계와 인접하여 인쇄공정에서 잉크

용제와 희석용 용제로 사용된 메틸에틸케톤의 농도

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은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

에서 측정된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메틸

에틸케톤, 아세톤에 대하여 평균농도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메틸에틸케톤의 경우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인쇄사업장 중심/대조군, 인접주거지

역/대조군의 농도비가 각각 5.17, 18.38, 3.55로 인

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의 농도가 확연

한 차이를 보인다. 그 외 카보닐화합물은 0.95~1.48

의 비율로 측정위치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톤

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쇄사업장에 의한 영향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며, 잉크의 용제와 희석용 용제로 사

용된 메틸에틸케톤의 경우는 인쇄사업장에 의한 영

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나타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알데하이드류와 THC의

배출농도가 높고 주거단지와 인접하여 유해물질과

악취관련 민원이 빈번한 인쇄사업장에 대하여 알데

하이드류의 배출특성과 인쇄사업장 발생 알데하이드

류의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생산제품과 생산조건에 따른 인쇄사업장의 알데하

이드류 배출특성 조사결과 인쇄공정의 주요 용제로

사용되는 메틸에틸케톤의 배출 농도는 높았으나, 알

데하이드류의 배출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배출 농도는

0.018~0.047 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0 ppm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쇄사업장의 인접주거지역 영향 평가결과 폼알데

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계절별 일일 평균농도

는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폼알데하이드의 평균농도는

모든 측정지점에서 봄과 가을에 비해 여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접주거지역에서의 폼

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는 인쇄사업

장에 의한 1차 발생원의 영향보다는 광화학반응에

의한 2차 발생원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메틸에틸케톤의 계절별 일일 평균농도는 사업

장 중심>인접주거지역>대조군의 순으로 계절별 측

정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메틸에틸

케톤의 경우 1차 발생원인 인쇄사업장에 의한 영향

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인쇄사업장 중심, 인접주거지역, 대조군에서 카보

닐화합물과 기준성오염물질 및 기상과의 상관분석

결과 전 측정지점에서 폼알데하이드는 기온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폼알데하이드는 광화학

생성분율이 다른 카보닐화합물보다 크며,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광화학반응에 의한 폼알데하이드의 생

성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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