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 －

1)

*
1

수 2008년 7월 14일, 채택 2008년 10월 15일

* 2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Department of Forest Products,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 주 자(corresponding author) : 박상범(e-mail : parksb@forest.go.kr)

목재공학 37(1): 12∼18 , 2009
M okchae K onghak 37(1) : 12∼18 , 2009

목조주택 내 마감자재에 따른 카르보닐화합물의 방산특성*1

이 희 *
2
⋅박 상 범*

2†
⋅강  석*

2
⋅이 상 민*

2
⋅박 종 *

2

Emission Characteristics of Carbonyl Compounds Depending on 
Different Finishing Materials in a Wooden House*1

Hee-Young Lee*2⋅Sang-Bum Park*2†⋅Young-Suk Kang*2⋅Sang-Min Lee*2⋅

Jong-Young Park*2 

요  약

  

  본 연구는 실내마감자재가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목재주택 내 친환경 마감자재로 처

리한 시험실 내부의 카르보닐화합물의 방산특성을 조사하 다. 실험 결과 포름알데히드, 아세톤  헥사알데히

드가 카르보닐화합물의 부분을 차지하 으며, 이  포름알데히드가 25.6～30.5%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시험실 R2-2를 제외한 모든 시험실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 치 

이하를 나타내었고,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시험실 R1-3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실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

시한 기 (48 µg/m3)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토벽지를 사용한 R1-1에서 상 으로 높은 방산량을 나

타내었고, 나무숯 패 을 설치한 R2-2에서 모든 카르보닐화합물에 해 높은 방산량을 나타내었다. 편백으로 

치장한 거실인 시험실 R1-3은 나머지 시험실에 비해 아세톤을 제외하고 반 으로 낮은 포름알데히드와 카르

보닐화합물 방산량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indoor air quality of a wooden hous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carbonyl compounds from indoors whose interiors were finished using eco- 
friendly materials were detected. From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the carbonyl compounds 
mostly consisted of formaldehyde, acetaldehyde, and hexaldehyde. Especially, formaldehyde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compounds at 25.6～30.5%. All the rooms except for 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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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d formaldehyde less than criteria of indoor air quality of newly-constructed houses. In 
addition, all the rooms except for room R1-3, contained acetaldehyde more than the level of 48
μg/m3 recommended by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s a results of the 
different wall covering, the room R1-1 of Hwangto emitted relatively higher levels of carbonyl 
compounds than the room R2-1 of phytoncide. In addition, the room R2-2 of the bamboo charcoal
panels emitted more carbonyl compounds than the room R1-2. The living room R1-3 of Japanese
cypress (Cryptomeria Japonica) emitted lower levels of carbonyl compounds than other rooms.

Keywords : wooden house, indoor air quality, finishing material for interior, carbonyl compounds, 
formaldehyde

1. 서  론

카르보닐화합물(aldehyde, ketone)은 , 코, 입

이나 피부 등에 반복 으로 노출 시 독성을 나타내

며, 실외보다 실내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 시 실내에

서 생활하는 빈도가 높은 인들의 건강을 하

게 된다(Crump, D., 1995). 특히 acetaldehyde나 

benzaldehyde에 장기간 노출 시 암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고농도로 단기간 노

출 시 이나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래할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Leikauf, 2000). 2-butanone의 경

우 장기간 노출 시 신경, 간, 신장  호흡기에 다소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S EPA, 

1990). 기 에 존재하는 카르보닐화합물은 일차

으로 식물이나 자동차, 폐기물 소각(fuel, coal, 

oil), 산업공정 에서 방출되며, 자연 으로나 인

으로 생성된 탄화수소의 산화에 의해 이차 으

로 생성된다. 한 도시 기  주요 카르보닐화합

물인 formaldehyde  acetaldehyde는 화학  

스모그 발생을 진시키기도 한다(Grosjean et al., 

2002). 

실내 환경에서 카르보닐화합물은 주로 건축자재, 

청소용품, 사무용품, 가구  조리나 난방으로 인해 

연소되는 동안 주로 발생하며, 오존과의 화학  반

응에 의해서도 생성된다(Uhde et al., 2007). 표

인 카르보닐화합물인 formaldehyde는 실내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검출되어 실내공기질에 상당한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ormaldehyde는 

목질보드 제조 시 사용되는 요소-포름알데히드 수

지에 의해 가구나 침  등 목질제품에서 주로 방출

이 일어난다. Acetaldehyde는 식물의 호흡이나 목

재의 불완  연소, 매연, 흡연  호흡 등에 의해 생

성된다. Acetone은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가정용품

으로 손톱 택 제거제나 페인트 시 의 주요 성분

으로 사용되며, acrolein은 담배나 가솔린의 연소에 

의해 생성되거나 실외의 오염물질의 분해로부터 생

성된다. 산업 으로 metacrolein은 합성수지 제조 

시 이용되며, 노출 시 , 코, 입, 폐에 심각한 자극

을 래한다. 한 2-butanone은 합성고무산업, 

라핀왁스 생산이나 래커, 니스, 페인트 리무버, 

착제 등과 같은 가정용품에 주로 사용되어진다. 

2-butanone은 실내와 실외공기에서 모두 검출되

며, 부탄이나 다른 탄화수소와 같은 공기  오염물

질들의 산화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US EPA, 1990).

이 게 생성된 실내공기 오염원을 제어하는 방법

으로는 환기를 통한 희석제거방법, 기계장치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이미 방산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오염물질 방출자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상형 아 트 구조에서 탑상형 구조로 

변화되면서 커튼월과 고정 폐형 창호의 사용으로 

개구율이 작아지고, 코어형 구조로 환기 시 맞통풍

이 불리하여 환기를 통한 공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문 , 2008). 따라서 최근

에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한 효과 인 방법으로 국

내 건설사들은 시공 당 부터 유해물질 방출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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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 house and places for measuring indoor air quality in a wooden house.

Table 1. List of main finishing materials used in measured rooms

Temperature & 
Humidity

Under wall & 
Under ceiling Wall& Ceiling Floor

Bed room
(R1-1) 24.7°C, 31.2% Gypsum board Hwangto mortar; 

Hwangto wall covering (1.52)*
Plywood flooring board 

overlayed fancy veneer (0.41)

Bed room
(R1-2) 27.8°C, 21.2% Gypsum board Charcoal mortar; 

Korean traditional paper (1.60)
Plywood flooring board 

overlayed fancy veneer (0.41)

Living 
room
(R1-3)

27.1°C, 22.0% Gypsum board Cryptomeria Japonica (0.64); 
Oil stain

Plywood flooring board 
overlayed fancy veneer (0.41)

Bed room
(R2-1) 23.9°C, 23.2% Gypsum board Hwangto mortar; 

Phytoncide wall covering (1.52)
Plywood flooring board 

overlayed fancy veneer (0.41)

Bed room
(R2-2) 27.8°C, 28.5% Gypsum board

Charcoal mortar; 
Korean traditional paper (1.60);
Bamboo charcoal panel (0.05)

Plywood flooring board 
overlayed fancy veneer (0.41)

* Loding factor (m2/m3)

를 사용하여 방출량을 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

며, 표면 이 넓은 마감재인 벽지나 마루 에 우선

으로 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 건설부분의 인

테리어 담당자들을 상으로 친환경마감재의 문제

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 시 품질에 

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 되어(박 등, 

2008), 친환경자재 사용에 따른 실내공기질에 한 

측정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르보닐화합물 노출에 따

른 건강 험에 한 이해를 개선하기 해 5개의 구

별되는 방으로 축조된 목조주택의 내부를 각 방마다 

다른 종류의 벽체  천장 마감재를 사용하여 처리

한 후, 각 방 내부에서 방산되는 휘발성화합물  카

르보닐화합물의 방산량을 측정․비교검토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측정 지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마감자재를 사용한 목조주택

의 카르보닐화합물의 방출특성을 살펴보고자, Fig. 1

과 같이 목조주택을 축조하여 마감자재를 달리하여 

시공한 5개의 시험실에 하여 방출거동을 조사하

다. 사용된 마감자재의 종류는 Table 1에 제시하

으며, 측정된 시험실의 면 은 R1-1과 R2-1은 61.2 

m
2, R1-2와 R2-2는 69.23 m2  R1-3은 141.39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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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 formaldehyde, (B) acetaldehyde in different wooden rooms.

이 다. 구조용재로는 낙엽송 집성체를 사용하 고, 

벽지는 친환경 착제(풀)를 사용하여 시공하 다. 

한 바닥재는 HB마크 최우수 등 을 받은 것으로 

모든 시험실에 동일하게 시공하 다. 시험실 R2-2의 

나무숯 패 은 15장(0.35 × 0.35 m/장) 부착하

으며, 부착 시 산비닐계 수지를 사용하 다. 

2.2. 시료 채취

목조주택 완공(2006년 12월 29일) 한 달 후 

2007년 2월 1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측정이 이루어

졌으며, 시료채취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방

법에 하여 실시하 다. 시료채취 장치는 벽으로부

터 1 m 이상 떨어진 치에서 바닥 면으로부터 1.

2～1.5 m정도 높이의 시험실 앙에 설치하 다. 

창과 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 30분간 환기 시킨 

후,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닫

은 후 5시간 폐상태를 유지한 다음, 30분간 시료

를 채취하 다. 카르보닐화합물의 측정은 DNPH 

유도체화를 방해하는 오존을 제거할 목 으로 오존 

스크러버(Supelco, USA)를 2,4-DNPH 카트리지

(Supelco, USA)에 직렬로 장착한 후 펌 (MP-∑

100H, Sibata, Japan)에 연결하여 0.5 L/min의 

유량으로 30분간 2회 시료를 채취하 다. 한편, 시

료는 채취 후 1주일 이내에 분석하 으며, 채취한 

시료는 한 상태에서 분석 까지 4℃에 냉장 보

하 다.

2.3. 시료 분석

카르보닐화합물은 DNPH 카트리지에 포집된 유

도체화 된 시료를 acetonitrile (J.T Baker co., 

USA)로 추출 후 분석하 으며, 분석에 사용된 

HPLC는 LC-20AD (Shimazu, Japan), column은 

Shim-pack VP-ODS (150 mm length × 4.6 mm 

i.d, 4.6 µm)이며, PDA detector (SPD-M20A, 

Shimazu, Japan)로 360 nm에서 분석하 다. 이동

상으로 acetonitrile과 water를 사용하 으며, flow 

rate는 1 ㎖/min으로 주입량은 20 ㎕로 하 다. 검

량선은 Carb Method 1004 DNPH Mix 2 (Supelco, 

USA)를 5단계로 희석하여 작성하 으며, 표 물질

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동정  정량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목조주택의 카르보닐화합물의 방산특성

3.1.1. 포름알데히드의 방산특성

목조주택 내 카르보닐화합물의 방산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카르보닐화합물  formaldehyde, acetaldehyde, 

acetone  hexaldehyde가 부분을 차지한다는 보

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Wang et al., 

2007), formaldehyde가 25.6∼30.5%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오존이나 -OH와 련된 반응에 

의해 생성된 formaldehyde는 실내공기질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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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mission characteristic of other car-
bonyl compounds in different wooden 
rooms.

향을 주기 때문에 실내오염원으로서의 강도는 

formaldehyde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propio-

naldehyde, crotonaldehyde  benzaldehyde가 가

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실 R2-2를 제외한 모

든 시험실에서 formaldehyde 방산량이 신축 공동주

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 치(210 µg/m3) 이하를 나

타내었다. 특히 거실인 시험실 R1-3에서 측정된 

formaldehyde의 농도(126 µg/m3)는 박 등(2007)의 

보고와 유사한 범 (90.82 ± 45.81 µg/m3)를 나타내

었으며, 120세 의 입주  일반주택의 실내오염물

질을 조사한 장 등(2007)의 연구결과(71.68 ± 35.50 

µg/m3)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시

험실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시한 100 µg/m3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아세트알데히드의 방산특성

Acetaldehyde의 경우에도 주된 카르보닐화합물

로 시험실 R1-3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실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시한 기 (48 µg/m3)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환경부의 악취방지법과 련

한 화합물  하나인 acetaldehyde는 나머지 pro-

pionaldehyde, butyraldehyde  valeraldehyde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기 농도보다 훨씬 낮은 농

도를 나타내었다. Acetaldehyde도 오존이나 -OH와 

련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화합물  하나로 보

고되었다. 콘크리트 주택이 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는 acetaldehyde의 방산농도가 낮아 규제 상에서 

제외하 으나, 일본에서는 13종의 규제 상 화합물 

에 acetaldehyde가 포함되어 있다. Acetaldehyde

의 방출은 목조주택과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목재의 acetaldehyde의 방출에 한 후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1.3. 기타 카르보닐화합물의 방산특성 

실내공기 에 존재하는 알데히드류는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oleic acid 등과 같은 지방산

의 산화로 생성된다고 보고되었으며, 특히 linoleic 

acid는 주로 hexaldehyde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목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물질의 주성분인 

α-pinene은 -OH와 반응하여 formaldehyde, ace-

taldehyde, acetone, campholenealdehyde  pi-

nonaldehyde 등 다양한 카르보닐화합물을 생성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일반 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

인 PB, MDF에서 방산되는 화합물은 hexaldehyde와 

benzaldehyde가 우세하다고 보고하 다(Baumann et 

al., 2000).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조건으로 acetone과 ac-

rolein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으로 ac-

rolein은 범 하게 생성되기는 하나 구조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화합물과 쉽게 반응이 일어나며, 

기존의 보고에서도 실내공기질 측정 시 acrolein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로 아세톤에 의한 함

량으로 보여진다(Wang et al., 2007). Acetone은 

다른 카르보닐화합물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

는데, 이는 분해나 -OH와의 반응에 의해 분해되

기까지의 life-time이 략 각각 40일, 20일 정도인

데 반해, -OH와 반응에서의 formaldehyde  ace-

taldehyde의 life-time이 략 으로 1.5시간에서 

24시간 정도로 짧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epson 

et al., 1991). 

2-butanone+butyraldehyde는 시험실 R1-1과 

R2-2에서만 검출되었으며, m-tolualdehyde는 모

든 시험실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 지방족화합물

들이 방향족화합물(benzaldehyde, tolualdehyde)

보다 상 으로 높은 함량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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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aldehyde와 m-tolualdehyde의 구물질로 

각각 toluene과 xylene이 알려져 있으며, benzalde-

hyde는 여러 단계를 거친 toluene의 산화에 의해 생

성되며, benzoic acid로 쉽게 산화된다. 한 m-tol-

ualdehyde는 xylene과 -OH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

는데, xylene의 메틸기에 H2가 제거된 methyl ben-

zyl 라디칼이 형성된 후 O2  NO의 존재 하에서 추

가 인 반응에 의해 m-tolualdehyde가 생성된다. 

그러나 거의 부분은 xylene의 aromatic ring에 

-OH가 첨가되면서(약 90%) dimethyl hydroxyl 

cyclohexadienyl 라디칼이 형성된 후 기조건 하에

서 O2와 반응하여 primary peroxy radical을 수소제

거에 의해 phenolics 화합물이나 aromatic oxide/ox-

epin이 형성되어 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lvert et 

al., 2002). 본 연구에서 함께 수행했던 휘발성 성분 

분석에서 검출된 toluene과 benzaldehyde의 함량과

의 계에서 상 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으며, xylene

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tolualdehyde는 모든 

시험실에서 검출되지 않아 m-tolualdehyde이 생성될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이 등, 2007). 

3.2. 마감자재에 따른 카르보닐화합물의 

방산특성

마감자재  용 면 이 40～50%를 차지하는 벽

지를 달리하여 치장한 시험실 R1-1 (24.7°C, 31.2%)

과 R2-1 (23.9°C, 23.2%)의 카르보닐화합물의 방산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반 으로 시험실 R1-1이 

R2-1보다 높은 방산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시험

실 R1-1이 방산에 유리한 온⋅습도 조건으로 방산

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 벽지사용

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산특성을 비교한 

보(이 등, 2007)에서 인 으로 생성된 휘발성유기

화합물(Anthropogenic VOCs)인 ethyl benzene  

xylene의 양이 두드러지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일부 피톤치드 등에 한 향으로 추측되었으

나, 카르보닐화합물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propionaldehyde  benzaldehyde가 R2-1에서 

다소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등, 피톤치드벽지에 

한 효과를 알기는 어려웠다. 

나무숯 패 을 설치한 R2-2 (27.8℃, 28.5%)에

서는 그 지 않은 시험실 R1-2 (27.8℃, 21.2%)에 

비해 모든 카르보닐화합물 해 높은 방산량을 나타

내었다. 나무숯 패 이 포름알데히드에 해 높은 

탈취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실에 나무

숯 패  설치하 을 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

았다. 이는 시험실 R2-2의 면  1.84 m2에 해당하

는 나무숯 패  부착 시 사용한 착제에서 유래

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방산

량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시험실 내부의 습도

가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천장과 벽면을 편백으로 치장한 거실 R1-3 (27.1°C, 

22.0%)은 나머지 시험실(침실)에 비해 반 으로 

낮은 카르보닐화합물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특이

으로 acetone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한 거실은 

acetaldehyde의 방산량이 낮고 체 카르보닐화합

물에 해 acetaldehyde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주택에 비해 목조

주택이, 침실에 비해 거실이 상 으로 은 양의 

acetaldehyde를 방산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田, 2007). 

4. 결  론 

본 연구는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에 향을 미치

는 실내마감자재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동일한 

주택내부의 거실과 침실들의 벽면  천장의 마감처

리를 달리하여 각 공간의 실내공기질 특성을 조사하

고, 본 논문에서는 실내공기질에 향을 미치는 

인자 에서 카르보닐화합물에 한 특성을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카르보닐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

히드, 아세톤  헥사알데히드가 부분을 차지한다

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포름알데히드

가 25.6∼30.5%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2) 시험실 R2-2를 제외한 모든 시험실에서 포름

알데히드함량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 치 이하를 나타내었고, 시험실 R1-3 (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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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기존의 보고와 유사한 범

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세트알데히드

의 경우 시험실 R1-3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실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시한 기 (48 µg/m2)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벽지를 달리하여 치장한 시험실에서 황토벽지

를 사용한 R1-1 (24.7°C, 31.2%)이 피톤치드 벽지

를 사용한 R2-1 (23.9°C, 23.2%)보다 높은 방산특

성을 나타내었으며, 방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하는  온․습도가 가장 큰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으며 벽지에 한 효과는 알기 어려웠다.

4) 천장과 벽면을 편백으로 치장한 시험실 R1-3 

(27.1°C, 22.0%)은 나머지 시험실에 비해 반 으

로 낮은 카르보닐화합물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특이

으로 acetone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5) 목조주택의 포름알데히드의 방산특성은 일반

주택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카르보닐화합물의 경우 복합 인 실내오염원으로부

터 방출되거나 다른 화합물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

기 때문에, 목재 한 발생원이 될 수 있다고 보인

다. 마감자재를 통한 개선과 더불어 2차 인 발생에 

향을 주는 온․습도의 조 에 의해 카르보닐화합

물의 방산량을 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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