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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환경오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실내공기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건축 실내에

서 현대인은 80%이상의 시간을 생활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공동주택 사무실 등에서 실내공기환경오염의 원

인이 되는1)건축내장재중 페인트 재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건축내장재료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화, 복잡화, 기

화, 건식화, 고급화 되면서 TVOC(Total Voltile 

Organic Compounds), HCHO(Formaldehy) 등이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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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이 크고 재실자에게는 두통, 현기증, 메스꺼

움, 졸음, 집중력 감퇴 등을 불러일으키는 건물증후군

(Sick Building Syndrome)을 유발시켜 건강장애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표 1>참고

국제적으로는 건강자재, 무공해 건축자재등의 환경친화성 

자재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의 시초도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비등점을 따라 구분하기도 했다. 특히 현대 건축물은 복

합물로 구성된 건축재료들의 사용은 재료들의 내구성 향

상이나 미장공사, 도장공사 등에서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

여 화학물질 사용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축내장재료인 페인트 재료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는 오랜 시간동안 실내공기로 방출되며 농

도가 높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검출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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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highly recognized that there is need for protection against indoor air pollution, as we realize 

environmental pollution is growing, For example, in an indoor environment, a person spends more than 80 

percent of their time inside the building. Thus, concern about indoor decoration materials is growing, since 

they cause pollution in the rooms of an apartment, as well as in offices. As the indoor decoration materials 

become more diverse and lusurious, so the effect of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HCHO(Formaldehy) is growing. The indoor decoration materials cause the Sick Building Syndrome, such as 

headaches, dizziness, or lack of concentraion, and they in turn cause serious deterioration in people's health. In 

this study, I probed the status of the indoor air pollution and carried on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about 

the prevention technique. In doing so, I performed experimental tests and an assessment of the indoor 

decoration materials of an apartment. I also examined elements of the emitted and the emission. Finally, I 

examined the character of emissions, by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ventilation. With respect to VOCs tests, I applied the method of solid state adsorption using the 

adsorptive tube, based on the measurement of the American EPA TO-17, ASTM 5116-97, and the 

measurement of the Japanese Wall Decoration Industrial Association. The tested sample was analyz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fter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dissolvent extraction. As subjects of 

the test, Paint were selected. The process of this test is as follows; first, I figured out the character of the 

emission, by measuring the emitted concentration of VOCs and HOHC from the indoor decoration materials of 

an apartment. Second, I made a small-scale chamber and the test was processed in the chamber in order to 

suggest an environment-friendly prediction modle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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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오염원 및 인체 향
1)  

오염물질 발 생 원 인체영향2)

먼지
대기중의 먼지가 실내유입, 

실내 바닥의 먼지 등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연소가스

(CO, NO2, SO2 

등)

각종난로(연탄, 가스, 석유),

벽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만성폐질환, 기도저항증가, 

중추신경영향

라돈 콘크리트, 흙, 지하수, 화강암 폐암 등

포름알데히드

각종합판, 보드, 가구, 옷감, 단

열재,소취재, 담배연기, 화장품 

등

눈, 코, 목 자극증상, 어지러움, 기

침, 정서불안, 기억력상실, 설사, 

피부질환

석면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방열

재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미생물성 물질

(곰팡이, 

박테리아)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

동물, 세탁기, 왁스, 방향제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역질, 현

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유기용제

(알데히드, 케톤)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

과정, 세탁소, 왁스, 방향제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역질, 현

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악취 각종 악취발생원
식욕감퇴, 구토, 알레르기증, 불면, 

정신 신경증

전자파 각종 전자제품 식욕감퇴, 호르몬 감소, 백혈병

방

향

족

탄

화

수

소

벤젠
칩보드, 잡지, 신문, 흡연, 방취

제, 연소, 표백제 등

혈액 독성이 아주강함, 골수 손상,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빈혈 

톨루엔
페인트, 카페트, 바닥단열재, 잡

지,신문 등

가장 독성이 강함, 간․신장․혈
액․신경 등에 독성, 피로감, 정신찬

란 등

에틸벤젠
가구광택제, 바닥왁스, 페인트,

전기용품 등
신경계에 대한 독성이 아주강함

자일렌 카펫, 단열재, 비닐타일
간․신장․혈액에 대한 독성이 

아주강함

클로로포름
컴퓨터, 카셋트, 비디오카메라, 

전기설비
간장 장해

스티렌 전기제품 및 화장품류
신경계, 피부점막 등에 대한 독성이 

아주강함

아세톤 칩보드 호흡기 장해

 

 국내외 보고서에 의하면 TVOC는 거주자들에게 자극과 

불쾌감을 유발시키며 여러물질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원에 대한 정확

한 측정과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의 실험방법으로는 ①TVOC 실험방법은 미국 

EPA TO-17과 ASTMD5116-97을 참고로 하여 일본벽장

협회 실험측정을 실시하 고 흡착튜브를 사용한 고체 흡

착방법을 이용하 다. ②HCHO 실험방법은 미국 EPA 

TO-11을 참고로 일본벽장협회 측정을 실시하 고 

2.4-DNPH 카트리지를 사용하 으며  ③측정된 시료는 

여러 가지 페인트를 실험측정하 으나 그 중 건축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회사 제품을 선정하 다.

 페인트로부터 방출되는 TVOC에 의하여 저하된 실내공

기질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페인트에서의 방출되는 

TVOC가 측정되었으며 측정된 TVOC농도를 통하여 페

주1) 김신도 등 대기오염개론, 서울 동화기술, 1993.8 P247-264

한국과학재단, 실내외 공기질의 유해평가 관리 및 기준치 개발에 

관한 연구 1991, pp94-98

Hines, A.L. et al Indoor Air Quality and Control, New Jerser 

PTR Prentice Hall 1993 pp 20-201

Samet J.M and Spengler J.D Indoor air pollution : a health 

Perspective, London : The Jones Hopkins Press. 1991. 

pp.131-347

인트의 방출계수(emission factor)와 실험기간동안 페인트

에서 방출되는 TVOC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연구한 

것이다.3)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실험 장치 구성

실험에 사용된 페인트 재료는 ◯◯회사 제품을 구입하여 

실험측정에 사용하 다. Screening 작업을 통하여 검출된 

TVOC중 미국 EPA-14에서 규제 대상물질과 유사한 실

험에서 검출되었던 물질이 본 연구측정에서 나타나 평가

될 성분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물질이 <표 2>에 제시 하

다.

표 2 실험측정결과에 관한 오염물질

List Compound Molecular Formula
molecular 
weight(g)

Boiling 
point(℃)

1  n-Hexane C6H14 86.18 69

2  Methylcyclopentane C5H9CH13 84.16 72

3  2,4-Dimethylpentane (CH3)2CHCH2CH(CH3)2 100.21 80

4  Benzene C6H6 78.12 80～81

5  Cyclohexane C6H12 84.16 80～81

6  2-Methylhexane CH3(CH2)3CH(CH3)2 100.21 90

7  2,3-Dimethylpentane C7H16 100.21 89～90

8  3-Methylhexane CH3CH2CH2CH(CH3)C2H5 100.21 91

9  2,2,4-Trimethylpentane (CH3)2CHCH2C(CH3)3 114.23 98～99

10  n-Heptane CH3(CH2)5CH3 100.21 98

11  Methylcyclohexane C6H11CH3 98.19 101

12  2,3,4-Trimethylpentane (CH3)2CHCH(CH3)CH(CH3)2 114.23 113～114

13  Toluene C6H5CH3 92.14 110～111

14  2-Methylheptane CH3(CH2)4CH(CH3)2 114.23 116

15  3-Methylheptane CH3(CH2)3CH(CH3)C2H5 114.23 118

16  n-Octane CH3(CH2)6CH3 114.23 125～127

17  Ethylbenzene C6H5C2H5 106.17 136～137

18  m,p-Xylene C6H4(CH3)2 106.17
138～140 (m)

137～138 (p)

19  Styrene C6H5CHCH2 104.15 145～146

20  o-Xylene C6H4(CH3)2 106.17 143～145

21  n-Nonane CH3(CH2)7CH3 128.26 151

22  lsopropylbenzene C6H5CH(CH3)2 120.20 152～154

23  n-Propylbenzene C6H5CH2CH2CH3 120.20 159

24  m-Ethyltoluene C2H5C6H4CH3 120.20 158～159

25  p-Ethyltoluene C2H5C6H4CH3 120.20 162

26  1,3,5-Trimethylbenzene C6H3(CH3)3 120.20 165

27  o-Ethyltoluene C2H5C6H4CH3 120.20 164～165

28  1,2,4-Trimethylbenzene C6H3(CH3)3 120.20 166～169

29  n-Decane CH3(CH2)8CH3 142.29 174

30  1,2,3-Trimethylbenzene C6H3(CH3)3 120.20 175～176

31  m-Diethylbenzene C6H4(C2H5)2 134.22 180～182

32  p-Diethylbenzene C6H4(C2H5)2 134.22 184

33  n-Undecane CH3(CH2)9CH3 156.31 196

34  n-Dodecane CH3(CH2)10CH3 170.34 215～217

  

1) 김신도 등 대기오염 개론, 서울 동화기술, 1993.8 p247∼264, 한국과학

재단. 실내외 공기질의 유해평가 관리 및 기준치 개발에 관한 연구 

1991.pp84∼98

   Hines, A.L. et. al Indoor Air Quality and Control. New Jerser PTR 

Prentice Hall 1993. pp20∼201

   Samet. J.M and Spengler J.D. Indoor air pollution : a health 

perspectivre, London : The Johns Hopkins Press 1991. pp1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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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장치의 구성도

실험장치는 <그림 1>과 같이 일본벽장협회에서 사용하는 

실험장치를 사용하 으며 방출실험챔버를 이용하여 페인

트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

험장치로는 방출시험챔버 <그림 2>, 시험편의 Seal, 시험

편의 고정틀, 공기정화장치, 온도습도 조절장치 및 기록

계, 유량계, 펌프, 오븐시료포집장치, 분석장치로 구성되었

다.

  

             그림 2. 방출실험챔버

 방출시험챔버 제작은 <그림 2>와 같다. 실험에 사용되

는 방출시험챔버용량은 40ℓ이고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TVOC와 HCHO가 흡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제작했으며 부품처리가 가능하고 세정 열처리

가 용이하게 제작되었다. 뚜껑과 몸체가 분리되고 하단 

부분에는 청정한 공기주입을 위하여 급기구를 설치하

으며 뚜껑에는 배기와 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한 배기구를 

설치하 다. 또한 외부공기와 기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출시험챔버 몸체와 닿는 뚜껑 안쪽둘레에 테프론

(Teflon)재질로 봉(Sealing)하 다.

 실험대상재료인 페인트 재료는 ◯◯회사 제품인 합성수

지 에멀션 페인트를 사용하 다. 현장감 있도록 하기 위

하여 20년 이상 페인트칠하는 기능공을 이용하여 3회 칠한

다음(재료규격 : 가로 18cm, 세로 18cm, 두께 0.4mm)현장

에서 공사하는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도록 실행하 다.

  2.2 샘플링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샘플링과정과 분석과정의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인 표준화등을 위하여 US EPA TO-17과 일본벽

장공업협회 방법등을 참고 하 다.

 흡착튜브(Sorbent tube)는 고체흡착법을 이용한 활성 샘

플링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TVOC 채취용 흡착재

(Carbotrap 200mg, C4-C16 TVOC 채취용)가 사용되었다.

 샘플은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과 열, 습기 등에 향을 

받지 않도록 폴리에칠렌 주머니로 감싸며 건축재료에 대

해 제품의 종류 등 라벨을 붙여 표시하 다. 특히, 채취

한 샘플은 운반도중 온도에 의한 향 등이 그 재료의 

방출 특성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

의하 다. 준비된 건축내장재는 방출실험이 진행되기 전

까지 4℃의 냉장고에 보관하 으며 보관 기간은 4주 이

내로 하 다. packing된 자재는 제조 후 약 2∼3일이 경

과된 시료를 사용하 다. 측정방법으로 시료를 고정틀에 

고정시킨 시험편을 방출시험챔버의 중앙에 놓고 공기가 

시험편의 방출면에 위에 균일하게 흐르도록 한 다음 온

도와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건축내장

재에서 방출되는 TVOC와 포름알데히드의 방출특성을 

파악하 다. 환기량은 0.04ℓ/min이고 환기회수는 단위시

간당 방출시험챔버에 공급되는 공기의 체적으로 약 0.5회

/hr이며 기류속도는 시험편의 표면을 흐르는 공기의 속도

로 0.03∼0.06m/s 이다. 시료부하율(loading factor)은 시

험편의 표면적과 방출시험챔버 비율로 약 1.7㎡/㎥ 정도

이다.

 측정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방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본측정과 제어방안을 위한 측정으로 나누어 측

정하 다. 기본측정은 4주 동안 연속적으로 측정하 으

며, 제어방안을 위한 측정은 1주 동안 연속 측정하 다.

 측정시 온도와 습도조건은 기본측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쾌적범위에 준하여 온도 

21±1℃, 습도 50%의 조건을 유지하 고, 제어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서 측정조건을 2가지 조건으로 서로 다르게 

유지하 다. 측정조건은 아래의 <표 3>와 같다. 또한, 방

출시험챔버에서의 기타 다른 조건들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3. 건축내장재 실험측정 조건 

항    목
기호

(단위)

실험조건
일본시험법

TVOC HCHO

포집용량 V(ℓ)  3  15

포집시간 T(min) 60  60

포집유량 Q(㎖/min) 50 250

환 기 량 Q(㎡/hr)  0.02 0.01

환기회수 N(회/hr) 0.5 0.5±0.015

방출시험

챔버용적
V(㎥)  0.04 0.02±0.2

부 하 율 L(㎡/㎥) 1.7 2.2±0.2

시료크기 A(㎡)    0.0648 0.027±1

온    도 ℃ 21±1 21±2

상대습도 % 50 50±0.5

 본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ATD-400에 장착하여 350℃(흡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흡착제의 최대 허용온도 이하로 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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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에서 일정시간(10분) 열탈착한다. 이 때에 흡착

되어 있는 목적성분이 잘 분리되게하기 위하여 흡착튜브

를 통하여 흐르는 carrier gas(운반가스: 질소 또는 헬륨 

: 헬륨을 사용하 음)을 일정량(50㎖/min)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열탈착된 목적성분 및 시료는 Cold Trap(이 

Trap은 목적성분을 재 흡착하기 위하여 Carbosieves S-

Ⅲ 50㎎과 Carbotrap 20㎎으로 충전된 것임)에 재흡착 및 

농축한다. 이 때의 시간은 시료를 함유한 흡착튜브의 열

탈착시간과 동일한 시간이며, Cold Trap의 온도는 -30℃

로 유지하게 한다. 재 흡착 및 농축된 시료는 다시 일정

온도 300℃(흡착제의 허용온도)로 재열탈착하여 GC상으

로 유입시켜 실시하 다.

표 4. ADT-400 분석조건 

Desorb Flow 50㎖/min Desorb Time 10min

Over Temp 350℃ Min psi 10psi

Cold Trap

 Low Temp
-30℃

Cold Trap

 High Temp
300℃

Outlet flow 10㎖/min Trap Hold Time 10min

Transfer line 

Temp
220℃ Valve Temp 220℃

   

①측정/실험 재료

  

②현장감있게 칠하기

   

③시료고정틀에 재료삽입

  

④시료고정틀 조이기

그림 3. 실험 샘플링 과정

 standard solution을 각각 2배, 3배, 5배, 10배, 20배 희석

화한 walking solution을 이용하여 표준물질에 대한 선형

성 평가를 실시하 다. <표5> 포름알데히드의 분석조건

이다.

표 5. 포름알데히드 분석조건  

List System and Operation Condition

HPLC Waters 600s U.S.A.

Detector UV/vis. 360㎜

Column Nova-PakⓡC18(3.9×150㎜)

Mobile Phases ACN/Water(55/45 V/V)

Analysis time 20min

Injection Volume 20㎕

Column Temperature 25℃

Flow Rate 1.0㎖/min

Purge gas He(5 nine degree)

He Purge flow 100㎖/min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컬럼은 BP-1 

column을 사용하 으며 BP-1 column은 내경 0.32㎜, 길

이가 60m, 컬럼내의 충전제의 두께는 1.0㎛이었다.(BP-1

칼럼의 충전물질은 poly(dimetylsiloxane)100%)검출기는 

탄화수소류에 감도가 좋은 FID(불꽃이온화검출기)을 이

용하 으며 이때의 온도는 250℃ 으며 컬럼 flow는 약 

1㎖/min이었다. 

표 6. 분석조건 

Column
BP-1

(0.32×60×1)
FID Temp 250℃

Initial Temp  40℃ 2nd Temp 100℃

3rd Temp. 180℃ Final Temp 230℃

Initial Hold 12min Initial rate  5℃/min

2nd rate 7℃/min 3rd rate 25℃.min

Attenuation 1

GC는 Perkin Elmer사(미국:1996년)의 AutoGC XL을 사

용하 다. GC의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6> 참고

 
①GC장비

 
②ATD400 장비(열탈착기)

 
③컬럼검출과정 ④컬럼검출분리과정

그림 4. TVOC 분석과정

3.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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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내장재료인 페인트 재료에서 발생하는 TVOC 농도

를 분석한 결과 오염물질의 방출량 변화가 나타났다. <

그림 5> 참고 중 isoproply benzene, m-diethy benzene, 

124-trimethy benzene, n-udecane n-octance, 

m-ethyltoluene등이 꾸준히 방출되며 재료마다 조금씩 차

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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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페인트의 각 TVOC 성분별 방출율 변화

4. TVOC 거동에 관한 방출량 예측모델

 측정에 따른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TVOC 구성요소들

의 탈가스방출거동을 계산할 수 있는 ASTMD5116-P7에

서 방출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채택 실시하 다.

4.1. Emission Factor(TVOC)

 방출속도(Emission Rate,ER)와 방출율(Emission Factor, 

EF)은 실험대상물체에서 방출되는 탈가스 방출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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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1)  Emission Factor(TVOC)

가. Emission Rate와 Emission Factor와의 관계

            ER=A(EF)                      

 (1)

여기서 ER(Emission Rate) : 방출속도(㎎/h)

      EF(Emission Factor) : 방출율(㎎/㎡h)

나.EF-Direct Calculation form the Time-

  Concentration Profile

      EF( t 0)=(C a, i/Δt i+NC a, i)/L       

  (2)

Where

C a, i/Δt i=[(C a, i-C a, i-1)/(t i-t i-1)+(C a, i+1-C a, i)/(t i+1-t i)]/2  

                                            (3)

다. EF-First order Decay source model

          EF(t 0)=(EF 0)/e
- k, t            

 (4)

    C a=L(EF 0)(e
- k, t-e -n, t)(N-K)    

                                               

  (5)

여기서 Ca : 예측농도(㎎/㎡)

L : 시료부하율(㎥/㎡)

EF0 : 초기방출율

K : 감쇄계수(1/hr)

N : 환기회수(회/hr)

(2)  Mass Balance(TVOC)

  가. Total Mass Balane Equation

M E=(M a,F-M a,B)+(M s,F-M s,B)+M x

(1)

 

  나. 챔버(chamber)내의 벽면에 흡착되는 양은 없고 

     실험초기 챔버(chamber)에서의 TVOC 농도는 

     “0”으로 가정

               M E=M a,F+M x
                (2)

  다. 챔버(chamber) 출구로 유출되는 TVOC의 질량

      

               M a,F=C a,FV                   (3)

  라. 챔버(chamber)에 남아있는 TVOC의 질량

                 M x=S․Q                    (4)

 where

     S=∑[ (C a, i+C a, i+1( t i+1-t i)/2]       

                                                   

  (5)

4.2 페인트 TVOC 농도 및 예측모델

그림 6. 페인트 TVOC 농도 및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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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페인트 HCHO 농도 및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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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과 <그림 7>은 TVOC와 HCHO의 방출농도가 

다른 건축내장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방출농도를 보

여주고 있다. 모델식의 결과 TVOC과 HCHO의 초기 방

출율 EF0는 각각 1.42㎍/㎡hr, 0.09㎍/㎡hr이고 k는 

0.01892, 0.0079로 나타났다. HCHO의 경우는 높은 조건

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TVOC와 HCHO는 초기에는 24시

간 때와 12시간 때에 각각 높은 방출농도를 보이고 있다.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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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실험 측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페인

트 재료에서는 TVOC 방충율이 최고일때는 2일에 1.01

(㎍/㎡hr) 으며 경과일 28일 이후에는 0.9(㎍/㎡hr)정도

로 완만한 곡선을 나타냈다.

 페인트 재료에서 방출되는 TVOC농도를 백분율로 나타

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페인트 재료 측정된 총 TVOC 방출량

 건축내장재중 페인트 재료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예

측을 위하여 측정한 Data를 분석하여 TVOC 및 HCHO

방출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건축내장재를 대상으로 측정된 자

료가 보완된다면 쾌적하고 건강한 건축내장재 선정과 시

공방법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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