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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목

  

 새집증후군이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일종의 화학 물질 과민증의 하나로  

건축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축자재와 착제에

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로 인해 일반 으로 나타나는 이상 증세

를 말한다. 기증, 구토, 두통, , 코, 입, 목의 

막상해 각종 호흡기 증상, 아토피성 피부 질환 

등의 제반 증상을 Sick House Syndrome 즉 새

집증후군이라 규정하고 있다. 련자료
1,2,3)
에 의

하면 새집증후군의 원인은 새로 지은 집의 건축

자재, 벽지나 장  같은 내장재, 붙박이장, 씽크

 같은 가구에서 여러 가지 인체 유해물질이 배

출되기 때문이다. 새집에 입주한 이후 이유없이 

온몸에 붉은 반 이 나고 비염ㆍ아토피성피부염

ㆍ천식ㆍ두통ㆍ기 지염 등에 시달린다면 ‘새집

증후군’ 이나 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을 의심해 야 한다. 

새집증후군 증세로는 ‘ 이 따갑고 건조하다’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잦은 기침 등의 목 련’

이 36.4%, ‘원인 모르는 발진, 가려움 등의 피부

질환’이 36.0%, ‘코막힘, 콧물 흐름’29.7%, ‘두통, 

구역질 등 내과 련’18.0%, ‘호흡곤란’13.4%, ‘귀

가 아 고 안 들림’4.2% 등으로 집계 다. 발병자

들의 특성으로 여성이 과반수 이상인 61.5%로 나

타났고, 연령 별로는 10 가 35.6%로 가장 많았

고 그 뒤로 30 와 40  순이다. 특히 주목할 부

분은 새집증후군이 가장 많이 발병한 10 의 경

우 이를 보다 세분한 결과, 0세에서 7세 이하가 

과반수 이상인 52.9%를 차지하고 있어 상 으

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취학  ·유아들이 

새집증후군에 노출될 우려가 훨씬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다. 직업별로도 주부, 학생 등 비직

업인이 체의 72.5%를 차지해 체 으로 볼 때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발병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다.

 매기술은 새집증후군의 주요 오염물질로서  

포름알데히드(Table 1 참조)를 비롯한 다양한  



- 99 -

농 도(ppm) 병 상

0.01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의 측정 하안치

0.04 아토피성 피부염  신경조직 자극

0.05~0.1 냄새를 느낌

0.1 실내 기환경 기

0.2 에 자극이 시작됨

0.25~0.3 호흡기 장애 시작됨

0.5 목에 자극이 시작

2~3 을 르는 듯한 고통이 생김

4 물이 나옴 

10~20 정상 인 호흡이 란

30~50 성 독 증상,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 가능

50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의 측정 상한치포

Table 1 포름알데히드 농도에 따른 신체증상 

VOC들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다. 매반응은모

든 냄새와 세균, 유기 독성물질을 ‘CO2 + H2O’로 

분해한다. 본 고에서 제안한 스크류 방식의 기술

은 기존의 기술인 Filter형, Plasma형, 음이온방

식, 오존방식, 실내공간의 매 Spray방식과 비

교하여 살균, 탈취, 독성 유기화합물 분해능력이 

뛰어나며 안정하고 안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크류형 매 기기를 활용

하여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가스 제거에 

한 실측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매 원리  특징

 이산화티타늄(TIO2) 매는 자외선(400nm이

하)을 받으면 자(Electron), 공 (Electron 

Hole)가 형성되어 강한 산화력을 가진 하이드록

시 라디칼(-OH)과 슈퍼 옥사이드를 생성한다.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슈퍼 옥사이드가 공기와 

수 의 유기 화합물과 오염물질을 산화 분해시켜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변화시키게 된다. 

 반응에 따라 매 효과는 오염방지 효과, 공

기정화 효과, 수질정화 효과, 살균 효과, 냄새제

거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세균도 유기 화합물이

므로 매의 강력한 산화작용에 의해 산화분해 

되어 살균된다 .  

Fig. 1 TiO2 Coated Screw

    < LAMP >       < SCREW +　LAMP>

Fig. 2 UV램 와 스크류 결합      

2.2 스크류 매 기기의 특징

본 고에서 소개하는 스크류 매 기기의 형상 

 구조는 Fig.1  2와 같으며,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Screw 표면에 TiO2가 Coating 되어 표면에서 

자외선과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해물질을

제거한다.

2) Screw 표면의 주름은 화학반응 면 을 높

여 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이 Screw 내부로 유입되면 Screw를 따라 

회 하면서 주름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반응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3)UV LAMP (자외선 장범  : 100~400(nm) )

는 다단계의 구조로 용한다. 1차는 O3 LAMP

로서 살균  탈취능력 (185nm)을 가지고 있다.

2차는 UV-C LAMP로서 자외선 에서, 가장 살

균력이 강하며, 1분간 쪼이면 장균, 디 테리아

균, 이질균 등은 99% 사멸 (254nm)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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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오존(O3) 제거 추이

장소 고신의료원 해부학실습실내 

공간체 38㎥

기농도 25.85ppm 

Table 1 측정 조건

3차는 UV-A LAMP로서 유기물질, 오존 분해 

(360nm)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 Multi-Step Process (공간반응 / 표면반응)

장별로 독립된 각각의 자외선램 와 오존램

를 독립된 튜 에 설치하여 직렬 는 병렬의 형

태로 연결하고, 각각 특성이 다른 LAMP가 내장

되어 있는 Screw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단계별로 

살균, 탈취, VOC분해 공정이 일어난다.

2.3 기존 기기와의 차이

1) 필터형 공기청정기 

 Hepa Filter를 비롯한 Filter 방식은 일정한 크

기의 Particle,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일 뿐 

Filter의 Mesh보다 크기가 은 물질(세균, 유해

가스)은 통과시킨다. 한 Filter 리를 잘못하면 

더 많은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공기 에 떠다닌

다.

2) 허니컴형 매기기 

 허니컴형의 매기기는 규칙 이거나 확실한 

반응을 기 하기가 어렵다. 허니컴형의 통공으로 

오염물질이 통과할 때 매반응을 일으켜야 하

는데 빛(자외선)과 매의 반응 효율이 낮은 까

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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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포름알데히드 제거 추이

3) 기집진 방식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며 기기의 내부에 고 압

을 발생시켜 그 정 기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방식. 무필터 정화기 는 음이온 정화기라고도 

불리며, 기계 내부의 방 사를 이용해 높은 볼트

의 직류 압을 보내 방 사 주변에 계를 형

성시켜서 흡입된 공기를 계를 통과할 때 부

유 물질을 순간 으로 소각시키는 방식이다.

3. 실험결과  분석

3.1 O3 제거 결과

당사 실험실에서 수행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실험은 60분동안, 기기의 배출구로부터 

50mm지 에서 측정한 data로서 단 는 ppm이

다. 기 에 오존은 항상 존재하며 통상 0.01 ~ 

0.03ppm이다. 한 오존은 환경기 상 연간 평균

치는 0.02ppm이하이며, 1시간 평균치는 0.1ppm이

하이다. 실측결과 기 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포름알데히드와 새집증후군 인자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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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아세트산  벤젠 제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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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오존 제거 추이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의 제거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4에 나타냈다.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고, 포름알데히드의 실내 기환경기

은 0.1ppm이다. 측정결과 30분 후 7.68ppm(약 

70% 감소), 60분 후 2.92ppm( 기 비 89%감

소), 12시간 후 0.32ppm( 기 비 99%감소)으로 

나타났다.

3.3 기기별 성능 비교

Fig.5는 Test Chamber(1.1mX1.1mX1.8m)에서 60

분 동안 아세트산  벤젠(ppm)의 제거를 나타

낸 추이다. 약 60분 이후에는 부분이 제거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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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Odor 제거 추이

3.4 실물 데스트(42㎡)

 Fig. 6  7은 오존(O3)  ODOR 제거 추이로

서 측정시간은 60분이고, 측정 단 는 ppm이다. 

측정결과 O3 최  0.014(ppm)이고, ODOR 감소

율은 90.7%로 나타났다. 

4. 결론

매를 이용한 공기정화기기는 2차오염이 발생

하지 않는 무공해 기기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VOCs 등을 분해하여 제거한다. 

테스트 결과로서 이를 입증할 수가 있으며, 기존 

공기정화기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악취까지 같이 

제거를 할 수 있어 효율이 매우 높다. 

 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은 시간이 흘러도 계

속 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를 이용한 공

기정화기를 이용해 이를 지속 으로 제거해낸다

면 여러 가지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만성  피로

감등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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