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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탈 이트류(Phthalates)와 롬화난연제류(PBDEs)는 잘 

알려진 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SVOCs)이며, 각

각 가소제(plasticizer)와 방염제(flame retardants)로 산업

계로 리 사용되어왔다.

표 인 내분비장애물질인 Phthalates  디에틸헥실

탈 이트(DEHP)의 경우 일반 으로 폴리염화비닐(Poly- 

Vinyl-Chloride, PVC)와 같은 제품 가소제(Plasticizer)로 

리 활용되고 있다(Wilke et al., 2003). 이러한 탈 이

트류는 라스틱 물질과 공유결합을 하지 않아 결합력이 

약해 쉽게 떨어져 나오므로, 생산이나 이동 과정, 사용할 

때 쉽게 인간에게 노출이 가능하며(Becker et al., 2004), 

탈 이트를 함유하는 상품들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다

(Silva et al., 2007).

자제품, 커텐 등의 다양한 제품 등의 방염효과를 해 

사용되는 롬화난연제류(PBDEs)는 경제 이며 방염효과

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었고, 2000년  반 인

체 PBDEs 검출 사례가 보고되면서 독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국제 으로 PBDEs 는 규제되고 있

는 추세이다(US EPA, 2006a, b). PBDEs는 상품으로 

PentaBDE, OctaBDE, DecaBDE가 있으며, 3가지 모두 간

독성, 내분비계 장애, 신경발달장애, 발달 생식계 장애 등의 

독성이 알려져 있다(Birnbaum and Cohen Hubal, 2006).

국내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시설의 방염설치에 한 법

률『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시행령 

( 통령령 제19488호)』개정(2006. 5. 30)에 따라 보육시설 

등에 2007. 5. 30일까지 방염성능기  이상의 방염 상물

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이는 화재로

부터의 방차원에서 내려지는 조치이기는 하나, 방염제, 

즉 내분비장애물질인 PBDEs 등의 추가 인 노출원이 되

고 있는 실정이다. 

살충제류(Pesticides)의 노출은 어린이 건강과 련해서 

환경보건학 으로 요한 의미를 가진다(Faustman 등., 

2000; Sheets, 2000). 유기인계 살충제는 농약용도로 사용되

는  세계 으로 가장 리 사용된 화학물질 에 하나이

다(Junko 등., 2005). 따라서, 농약용도로 사용된 pesticides

가 기로 노출되고(Foreman et al., 2000), 실내공기오염물

질로 노출 가능하다(Camann et al., 1993; Mukerjee et al., 

1997). 농 지역의 경우 주거공간  공공장소에 유기인계 

살충제의 노출이 가능하며, 도심지역에서도 방역용으로 살

포되는 피 스로이드계(pyrethroid)  유기인계 살충제류

의 노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가정 는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유아  어린이의 경우 기어다니기 

등의 어린이 놀이 특성이 반 되어 성인에 비해 더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Cohen Hubal et al., 2000). 

한, pesticides는 실내외 공기, 바닥먼지, 제품표면 등에 오

염된 살충제에 노출되면서 다매체(Multiple pathways), 다

경로(Multiple routes) 노출이 가능하다(Brenda 등., 1999).

따라서, 본 고에서는 어린이 등 민감군 노출시 더욱 유해

할 수 있는 3P, 즉, 가소제인 Phthalates, 방염제인 PBDEs  

유기인계(Organophosphate, OP) 살충제류의 어린이 주요 활

동공간 내 다경로 노출과 해도에 따른 해 감 방법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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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thalates는 성독성은 낮은 편이지만(Becker et al., 

2004), 내분비교란물질로 작용하여 태아 사망, 기형, 고환과 

간 상해, 산화물질의 증 를 일으킬 수 있다(Latini, 2005). 

실험동물에서의 발생 이상은 태어날 때의 체  감소와 생존

률 감소, 생식기 기형, 수컷의 성기 길이 감소 등이 포함된

다(Wittassek et al., 2007). 한, 선행연구  Jaakkola 등

(1999)은 Phthalates가 알 르겐 는 그 유사한 작용을 한

다는 제안을 하 고, Bornehag 등(2004)은 Phthalates  

부틸벤질 탈 이트(BBzP)와 디에틸헥실 탈 이트(DEHP) 

의 먼지  농도와 알러지  천식과의 련성을 증명하

다. Phthalates는 먼지섭취(Incidental dust ingestion)가 주

요노출경로이다(Stapleton et al., 2005; Webster et al., 2005). 

Phthalates와 PBDEs는 실내 제품으로부터 배출된 반휘

발성유기오염물질을 흡입함으로서 노출될 수 있다. 그러

나, Phthalates의 특성상 증기압이 낮고 높은 흡수계수를 

가지고 있어 실내 기  가스상의 농도는 매우 낮고, 먼

지 흡착율이 높아(Uhde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가스

상 흡입 노출은 배제하 다. 피부 노출 경로를 통해서는 

놀이 기구 표면과의 , 바닥재 표면과의 , 바닥 매

트와의 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주요 노출원인 바닥먼지에 한 선행 연구자료를 살펴

보면, Clausen 등(2001)은 덴마크의 일반가구(n=23)에서의 

평균농도를 858μg/g DEHP dust, Bornehag 등(2004)은 스

웨덴의 일반 가구내 어린이들의 침실(n=346)에서의 먼지 

 DEHP의 농도를 770μg/g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농도 분포를 보 다. Fromme 등(2004)은 일반가정에서의 

실내 먼지  Phthalates  DEHP가 략 80% 정도 차

지한다고 언 하 다. 일반 으로 DEHP 노출의 가장 

요한 노출원은 음식물이며, Meek and Chan(1994)등의 연

구에서는 DEHP의 일일노출량을 10μg/kg/day로 평가하

다. 장난감으로 인한 노출은 어린이의 mouthing activity

에 의해 5.7～44μg/kg/day 정도의 노출을 상하 다. 

PBDEs의 경우 오스트 일리아 선행연구(Leisa-Maree 

et al., 2009)에서 home 0.5～179pg/m
3
, office 15～487pg/m

3

으로 어린이 용시설인 본 연구의 상시설에 비해 낮은 

실내공기 농도 분포를 보고하 다. Shoeib 등(2004), Allen 

등(2007), Cahill 등(2007)에서 PBDEs 실내 공기 농도는 

60-5509 pg/m3 의 범 를 발표한 바 있다. Zhao(2004)은 공

기 에 있던 PBDEs가 폴리우 탄폼을 포함한 의자나 카

펫 등에 침 되어 있다가 다시 공기 으로 배출될 수 있음

을 보고하 다. 즉, 폴리우 탄 폼 의자  카펫은 1차 오염

원인 동시에 2차 오염원임을 주장하 다(Umweltbundesamt, 

2000). 

살충제류의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Kawahara et al. 

(2005)의 선행연구에서 childcare facilities에서 range 0.008 

～0.018μg/m3
, mean 0.002μg/m3

, home에서 range N.D～

0.032μg/m3
, mean 0.029μg/m3

의 수 으로 조사되었다. Bouvier 

et al.(2006)의 선행연구에서는 occupational exposure가 

상되는 florist shops 실내공기에서 N.D～0.13μg/m3
로 green-

houses에서 N.D～0.37μg/m3
, gerneral population 비교 조사

한 결과 range ND～0.014μg/m3로 낮은 농도분포를 나타낸

다. Loo et al.(2004)의 선행연구에서는 Agricultural와 Non- 

Agricultural의 home 조사 결과 불검출되었다라고 보고하

다. Kawahara et al.(2005)의 선행연구에서 childcare 

facilities에서는 불검출 되었고, home에서 range 0～0.012μ

g/m
3
, mean 0.007μg/m3

의 수 으로 보고하 다. Loo et al. 

(2004)의 선행연구에서는 Agricultural home range ND～

0.01μg/m3
, non-Agricultural home range ND～0.05μg/m3

 

으로 유사한 농도를 제시하 다.

3. 어린이활동공간 3P노출 황

본 고에서는 자가 참여하여 수행한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노출실태  해성평가 사업(환경부, 2007～

2008)의 주요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하 다.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인 실내놀이터  보육시설(놀이

방, 어린이집, 유치원)을 평가 상공간으로 지정하여 국 

6개 도시(서울, 안산, , 수원, 부산, 여수)의 실내놀이

터 42개 시설, 놀이방 40개 시설, 어린이집 42개 시설, 유

치원 44개 시설을 조사하 다

도시 실내놀이터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서울 7 7 7 7

안산 7 7 7 7

7 5 8 8

수원 7 7 6 8

부산 7 7 7 7

여수 7 7 7 7

소계 42 40 42 44

표 1. 실태 조사 황

3.1 프탈레이트류(Phthalates)

어린이 노출의 주요 경로로 알려진 바닥먼지  Phtha-

lates는 디에틸헥실 탈 이트 (DEHP)는 98.4%, 디엔부틸

탈 이트(DnBP) 95.2%, 벤질부틸 탈 이트(BBzP) 84.5%, 

 디에틸 탈 이트 (DEP) 7.1% 검출율을 보여 DE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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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80% 이상의 높은 검출율을 보 다. 

각 상시설별 제품표면 시료는 디에틸헥실 탈 이트 

(DEHP)는 100.0%, 디엔부틸 탈 이트(DnBP) 96.9%의 높

은 검출율을 나타냈고, 벤질부틸 탈 이트(BBzP) 65.6%, 

DEP는 검출한계값 이하 다. 

각 상시설별 손 표면에서 묻어나오는 Phthalates의 평

가결과 디에틸헥실 탈 이트 (DEHP)는 95.0%, 디엔부틸

탈 이트(DnBP) 100.0%의 높은 검출율을 보 고, 벤질부

틸 탈 이트(BBzP) 45.0%, DEP는 검출 한계값 이하 다.

3.2 브롬화난연제류(PBDEs)

PBDEs의 먼지시료 분석 결과, 체 으로 560.95～

32,829.88ng/g의 범 로 시설별로 농도범 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공기시료와 동일하게 실내놀이터에서 16901.95 

ng/g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실내 복합 인 오염원에 기인한다. 8개의 이성질체  

BDE-209가 총 농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패턴을 보

고, Leisa-Maree 등(2009)의 선행연구에서도 BDE-209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BDE-28는 35%의 검출율을 보

으며, 그 외 물질도 100%검출되었다. 

보육시설 내 표제품 표면 즉, TV, 매트, 컴퓨터,  

모니터 등의 표면 시료 분석 결과, 불검출～2070.55pg/cm
2
 

범 의 농도를 보 다. 

표면 시료의 경우도 먼지와 마찬가지로 BDE-209가 총 

농도의 약 90%를 차지하 다. 이는 Deca-BDE가 자기

기의 하우징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TV나 컴퓨터의 표

면에서 실제 배출될 가능성과 제품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

는 먼지가 함께 묻어나왔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3.3 살충제류(Pesticides)

실내공기 시료 분석 결과, 유기인계 살충제류인 Dichlo-

rvos는 47.4%의 검출율을 보 다. 하 기에 시행한 1차 

조사에서는 175개 시설물  79개 시설물에서 평균 0.193 

μg/m3
의 dichlorvos가 검출되었고 동 기에 시행한 2차 

조사에서는 152개 시설물  67개 시설물에서 평균 0.04 

μg/m3의 dichlorvos가 검출되었다. 최  검출량은 하 기 

1.796μg/m3
 동 기 0.451μg/m3

이었다. 비록 Dichlorvos가 

계 에 계없이 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 기, 즉 방역

이 빈번히 수행되는 시기에 높게 조사되었다. Chlorpyrifos

는 낮은 검출율을 보 고, 실내놀이터에서는 검출되지 않

았으며, 놀이방 등 보육시설  유치원에서 0.003～0.029μg/ 

m3의 분포를 나타냈다.

먼지시료 분석결과 유기인계류  dichlorvos는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약 90%의 검출율을 보 으며 검출

범   평균농도는 놀이방 range N.D-0.020μg/g, mean 

0.009μg/g, 어린이집 range N.D-0.455μg/g, mean 0.124μg/g, 

유치원 range N.D-0.474μg/g, mean 0.135μg/g이었다. Loo 

et al.(2004)의 선행연구에서는 Agricultural와 Non-Agri-

cultural의 home 조사 결과 본 연구와 상이하게 불검출되

었다.

표제품 표면시료 분석결과, 책상, 걸상, 바닥매트  

장난감 등 제품표면에서 Dichlorvos는 100%의 검출율을 

보 다. 놀이방 range N.D-0.118μg/cm2
, mean 0.021±0.035

μg/cm2, 어린이집 range 0.041-0.290μg/cm2, mean 0.168± 

0.088μg/cm2
, 그리고 유치원 range N.D-0.116μg/cm2

, mean 

0.032±0.038μg/cm2
이었다. Loo et al.(2004)의 선행연구에

서는 Agricultural와 Non-Agricultural의 home 실내의 

children's toy의 wipe samples 조사 결과 불검출되었다. 

4. 노출 해성  해 리

비발암독성물질의 경우에는 해 단 기 에 따라 평

균값의 독성 험지수(HI)가 1.0을 과하는 경우에는 유해 

향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 으며, 어린이 등 

민감군을 고려한 사  방  차원에서 평균값이 0.1을 

과하는 경우에도 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함께 고려하

다.

4.1 프탈레이트류(Phthalates)

DEHP 노출로 인한 HI의 50%th 값( 앙값)은 놀이방 

0.005, 어린이집 0.007, 유치원 0.003, 실내놀이터 0.001이하 

수 으로 산출되었으며, 95%th값은 놀이방 0.014, 어린이

집 0.017, 유치원 0.008, 실내놀이터 0.001이하로 산출되었

다. Phthalates 노출의 경로별 기여율은 놀이방의 경우 섭

취노출 79.7%, 피부노출 20.3%로서 조사되어 바닥먼지 섭

취에 의한 노출이 주 경로(바닥먼지 88.5%, 제품 10.5%, 

어린이 손 1.0%)로 나타났다. 어린이집(바닥먼지 76.5%, 

어린이 손 15.4%, 제품표면 8.2%)  실내놀이터(실내먼

지 79.3%, 제품표면 14.1%, 어린이 손 6.6%)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다경로 해성평가를 통한 경로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상 어린이시설 공통 으로 섭취노출 즉, 바닥

먼지를 통한 노출이 부분을 차지한다. 흡입의 주요한 매

개체는 실내공기 는 실내먼지이나, 선행 연구(CERHR, 

2000)에서 기 의 노출 향은 미미하므로 주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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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포함된 Phthalates의 섭취로 인한 노출은 매우 

요하다. 

‘Bornehag 등(2005a, b) 에 의하면 수 등으로 인한 습

기 원인으로 인해 폴리염화비닐(PVC)바닥재의 성능 하

(degradation)로 인한 추가노출이 가능하므로, 어린이 

상 시설 공간내에 수 등 방지 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끄럼틀, 모형, 책상, 의자, 찰흙 등 교육 자재로 인한 

phthalates의 노출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므로 바닥  제품

표면의 주기 인 청소로 실내 먼지의 제거  놀이 후 주

기 인 손씻기 등 어린이 개인 생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phthalates 등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내에서 화학 으로 결합하지 않아 용출 가능성이 높다(Pohle, 

1997; Lorz et al., 2002). 따라서, 오래된 건물일수록 바닥

재 등 건축자재 는 실내제품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므

로, 손상된 제품의 교체 등 세심한 심이 요구된다.

4.2 브롬화 난연제류(PBDEs)

상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생리 ·행동학  특성을 

고려하여 PBDEs의 비발암 독성에 의한 HI를 산출한 결

과 0.1을 과한 물질과 시설은 없었다. PBDEs 노출로 인

한 HI의 50%th 값( 앙값)에 의해 놀이방 0.0007, 어린이

집 0.0012, 유치원 0.0004, 실내놀이터 0.0001이하 수 으로 

산출되었으며, 95%th값은 놀이방 0.0038, 어린이집 0.0101, 

유치원 0.0022, 실내놀이터 0.002로 산출되었다.

PBDEs 노출의 경로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놀이방의 경

우 섭취노출 94.0%, 흡입노출 5.9%, 피부노출 0.1%로서 

바닥먼지 섭취에 의한 노출이 주 경로(먼지 79.7%, 실내공

기 20%, 어린이 손 0.2%, 제품 0.1%)로 나타났다. 유치원

(실내먼지 71.4%, 실내공기 28.2%, 제품 0.1%, 어린이 손 

0.3%)  실내놀이터(실내먼지 96.3%, 실내공기 3.6%, 제

품 0.07%, 어린이 손 0.03%)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PBDEs 노출의 경로별 기여율

이 흡입노출 51.9%, 섭취노출 47.7%, 피부노출 0.4%로서 

흡입  바닥먼지 섭취에 의한 노출이 주 경로(실내공기 

20.2%, 먼지 79.1%, 제품 0.3%, 어린이 손 0.4%)로 나타났

다. 따라서, 방염제품과 자제품 등이 많은 어린이활동공

간 내에서의 PBDEs는 노출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므로 사

용하지 않는 자제품의 원끄기, Phthalates와 마찬가지

로 바닥  제품표면의 주기 인 청소로 실내 먼지의 제

거  놀이 후 주기 인 손씻기 등 어린이 개인 생 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4.3 살충제류(Pesticides)

ADAF를 보정한 경우 과발암 해도 50% 해당값에서 

호흡, 섭취  피부노출의 총 과발암 해도에서 어린이

집 3-4세에서 3.99×10
-3
의 높은 해를 보 다. 유치원 

5-6세에서도 4.63×10
-4
 높은 해도로 산정되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의 공간 내 노출 기간  일일시간이 길고, 

3-4세의 빨기, 기어다니기, 뒹굴기 등의 어린이 특유의 노

출형태가 반 된 결과이다. 한 5-6세의 경우도 3-4세와 

동일하게 공간 내 노출기간  일일시간이 길고 뒹굴기 

등 활발한 행동  노출 특성이 반 된 결과이다. 

본 결과에서 발암 해도에 기여하는 주요 노출경로는 

섭취나 피부노출보다는 주로 호흡에 의한 노출의 기여도

가 높았다. 어린이집 3-4세 99.6%과 유치원 5-6세 99.5%

의 경우 99%이상 호흡노출이 주요 경로 고, 실내놀이터 

3-4세 82.9%, 5-6세 81.4%, 7-9세 76.9% 의 경우 연령

별 차이는 있지만, 호흡노출이 주요 경로 다. 그러나, 놀

이방의 경우 피부  62.7%, 흡입 26.2%, 섭취 11.0%로 

다양한 경로로 노출이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노

출평가시 놀이방 0.5-2세 손 표면에서 다른 경로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결과이며, 기어다니기 등의 유아 행동특성

이 반 된 노출시나리오에 의한 결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경우 부분 도심에 치한 어린이시설

들을 측정하 고 농 지역에 치한 시설은 없었으므로 

agricultural에 의한 기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도심 근교

에 치한 일부 농업지역에서 사용된 pesticides가 입자 사

이즈, 습도, 풍향 등에 의해 비농업지역에 치한 가정  

지역사회에 침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Tiefenbacher, 

1998; Koch et al., 2002; Shalat et al., 2003). 마지막으로 

Dichlorvos의 경우 방역용으로 사용 지되었으나, 농업용

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역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용으로 사용 권고하는 Pyrethroid계 물질에 비해 

Dichlorvos는 매우 렴하기 때문에 업상 이익을 해 

지 품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FDA에서는 디클로르보스 해성 논란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유기인계 살충제 사용을 면 지하 으

며, 2007년 3월까지 기존의 살충제 포함 제품도 수거했다

고 한다. 그러나 유해성에 한 인식 부족, 렴한 가격, 

높은 살충효과 등의 이유로 소독업체  일부에서 불법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업체 확인을 통

해 직  사용했는지에 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제한

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살충제에 한 해

성평가를 통한 해도 홍보가 요구된다.



특집 special issue
교육시설의 실내공기질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1권 제6호 통권 제103호 2014년 11월 27

한, 어린이 활동공간 내 정기 인 방역의 경우 공휴일 

등을 이용한 방역을 실시하고, 실시한 후에는 바닥, 제품 

등에 묻어있는 살충제류의 2차 노출을 이기 해 물걸

를 사용한 청소 즉, 바닥, 제품을 닦아 어린이 손  피

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5. 결론

최근 어린이시설에 한 이용도가 계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 2의 가정’인 어린이 보육시설  놀이시설에 

한 다경로, 다매체 노출평가를 통해 어린이 연령별 노출형

태를 반 한 해성평가를 통해 해성 여부를 평가한 것

에 한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Phthalates  PBDEs가 본 연구 상 조사 모든 매체 

(실내공기, 먼지  제품표면 등)에서 꾸 하게 검출되고 

있어, 명확한 오염원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 비록 어린이 

주요 상시설인 보육시설  실내놀이터에서 phthalates 

 PBDEs로 인한 해도는 높지 않았으나, 사 방차원

에서의 견해에서 지속 인 다경로 실내 환경모니터링  

다경로 인체 노출로 인한 축 과 질병과의 연 성 연구 

등의 지속 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과 으로 사용 지된 물질의 어린이시설 내의 검출

과 그 해가 높음을 감안할 때 어린이 활동공간 내 살충

제류 노출에 한 심도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시설 리자의 어린이 민감성 물질인 3P 즉, 

가소제류(Phthalates), 난연제류(PBDEs)  유기인계 살충

제류(Pesticides)의 다경로 노출과 련한 해성 홍보를 

통해 어린이 민감성 물질에 핸 노출 해도 리가 선

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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