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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안 보건 리에 있어 심이 미약하 던 학 실험실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발생 수 과 그로 

인한 험성을 알아보기 하여 2010년 5월 26일부터 6일간 서울시에 소재한 K 학을 상으로 학과별 

실내 오염인자를 측정, 분석하 다. 그 결과 MSDS 비치 여부와 노출 감시설 설치 유무, 보호구 지  

황은 기 과학실험실인 화학과, 물리학과, 의학과 등에서의 리가 비교  양호하 으며, 치의학과, 미

술학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리를 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실험실 내의 폼알데하이

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는 미술학과가 다른 실험실에 비하여 히 높게 검출되었고 유사학과별

로 집단화 한 그룹의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미술학과, 생활과학과가 포함된 기타학과에서 높게 나타나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반 으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향에 한 인식이 

조하고 그에 한 리가 미흡한 학과의 실험실에서 높은 수 의 험성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단

되었다. 

■ 중심어 :∣폼알데하이드∣실험실내 건강과 안전∣대학교 실험실∣총휘발성유기화합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ccurrence level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 

and the riskiness caused by it at university laboratory, which had been faintly interested in safe 
health management. It measured and analyzed indoor pollutants by academic department 
targeting K university where is located in Seoul Metropolis for 6 days starting from May 26, 
2010. As a result, the appearance of being furnished with MSDS, the appearance of installing 
the exposure-reduction facilities, and the present status of supplying protective equipment in 
order to grasp the present status of managing harmful chemical substance at university 
laboratory were relatively good in management at the Dept. of Chemistry, the Dept. of Physics, 
and the Dept. of Medical Science, which are basic science laboratories. The activity for 
managing harmful chemical substance in the Dept. of Dental Medicine and the Dept. of Fine 
Arts was surveyed to be insufficient. Also, the concentration of formaldehyde and TVOCs(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side laboratory was detected noticeably highly in the Dept. of 
Fine Arts compared to other laboratories. The concentration of formaldehyde in a group, which 
was collectivized by similar academic department, was indicated to be higher in other academic 
departments including the Dept. of Fine Arts and the Dept. of Life Science, thereby having 
shown significant difference. The concentration of formaldehyde and TVO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laboratory without installation compared to the laboratory with installation of 
fume hood. Seeing the above results, it could be known that a whole drop in recognition on 
influence of chemical upon health leads to being able to increase occurrence level of hazardous 
factor due to being insufficient in activity of protecting exposure to chemical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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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 교육수 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 은 국가 

반 인 교육의 질 수 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연구개발

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 다. 국가 산업으로서의 연구개

발을 통한 과학과 경제발 의 요성이 인식되면서 

학, 민간, 정부기  등에 실험실, 연구실 설립과 연구활

동이 지원되고 다양한 연구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

록 하는 국가 인 개발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

력은 국가 연구개발의 수 을 지속 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연구개발의 증가와 더불어 실험실에

서의 안 사고 발생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에

는 「연구실 안 환경 조성에 한 법률(이하 연안

법)」이 제정되었고 「산업안 보건법(이하 산안법)」

을 기 로 한 산업안 보건 제도에서도 주로 기업에서

의 실험실 안 보건 리가 시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기 , 기업의 실험실과는 달리, 학교실험실

의 경우 다양한 유해․ 험성 인자를 취 함에도 불구

하고 사용되는 양이 고 비정형화된 이유로 리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1][2]. 

선진외국에서는 연구실험실 보건문제와 리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어 련 법률을 마련하고 있고, 연구

기 에서도 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체계 인 보건

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3].

특히 미국의 경우 직업안 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ct)에 유해화학물질을 취

하는 실험실 작업에 한 별도의 규정(OSHA CFR 

1910.1450 Occupational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in Laboratories)을 정하여 학 내 연구실험

실의 유해화학물질에 한 리를 철 히 하고 있다

(OSHA, 1990). 일본도 연구실한 력 법령에 화학물

질을 취 하는 학 실험실은 노동안 생법을 용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실험실 안 책을 정

부차원에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4].

우리나라 경우 한 학 내 실험  실습실에서 사

용되고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보건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학 실험

실의 사고사례 분석에 따르면, 체 사고의 49%는 “충

돌, ” 사고 으며[5], “유해물질 노출 ”이 21%

에 이르고 있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만성  건강

향의 잠재 험성에 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김명신과 백남원(1998)은 일부 학의 화학실험실을 

상으로 공기  유기화합물을 측정하 으며, n-Hexane, 

Chloroform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가 높고 일

부의 경우 허용기 을 과한 것으로 보고하 다[6]. 신

용철 등(2007)은 정부출연 연구기 과 학 실험실에 

한 실내환경 조사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고

하 으며 n-Hexane, Xylene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높은 농도를 보 다[7][8]. 한 실험자의 60% 가

량이 실험  “머리가 무겁고 둔한 느낌을 느낀 이 있

다”, “코 는 인후의 자극을 느낀다”고 응답하 다. 하

지만 이러한 화학  유해인자에 하여 학의 실험자

들을 상으로 한 생물학  모니터링실시율은 11.3%

(공공연구기  51.9%, 기업체 52.2%)에 불과하여[1] 이

들에 한 종합 인 황 악과 리 책이 요구되어 

진다.

한 학 실험실을 상으로 한 공기  유해인자 

측정․분석은 화학․의학 등 기 과학 분야의 실험실

에 집 되어 왔으며, 이는 실제로 이러한 기 과학 실

험실에서의 사고 보고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던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술학과의 경우, 유기용제 성분의 물감, 도료, 

화  조각 재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료

들에서는 톨루엔, 벤젠, 메틸셀로솔  아세테이트 등이 

발생되고[9] 목재류의 경우에는 목재를 잘게 부수어 펴

고 착제를 뿌려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착시켜 제작

되는 과정에서 착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방출되어 

학교내의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

학물질을 직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출 험

성에 한 리 책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가 미흡하 던 미

술학과와 기 과학 실험실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

를 비교해 보고자 하 다. 이는 단순한 일부 화학물질

의 농도 측정과 비교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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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분야의 실험실에 한 정확한 실태 악과 향후 

이러한 실험실에 한 안 보건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에 한 검토로 이어져야 하며, 장기 으로는 학 실

험실에서의 안 보건  환경에 한 인식 강화를 한 

것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기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실내환경 측정이 필요한 실험실을 선

정하기 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K 학교를 상으로

2010년 5월 26일부터 약 6일간에 걸쳐 시행하 으며, 

각 학과별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용량, 사

용빈도 등을 악하여 목록화 하 다. 그  소량을 간

헐 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을 제외하고 균일한 수 의 

화학물질을 연속 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을 선정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실험실의 목록과 주요 취

 화학물질의 [표 1]과 같다.

표 1. 화학물질 취급 실험실과 주요 화학물질

학부  학과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주요 발생원

화학과, 물리학과 Acids, VOCs, 시약류

의학, 약학과 Formaldehyde, Acids, 
Gases 시약류, 가스

치의학과 Pb, Formaldehyde, 
Acids 보존액, 시약

미술학, 생활과학과 VOCs(Toluene, 
Acetate류) 용제류

각 실험실의 주요 화학물질 취  실태에 한 조사 

결과, 학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반 으로 폼알

데하이드와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표 인 화학물질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두 물질에 

한 측정  평가를 실시하 다. 폼알데하이드와 휘발

성유기화합물은 표 인 실내환경에서의 오염물질로

서 화학물질의 취  뿐 아니라 건축자재, 가구 등에도 

발생되는 물질이다. 

서울시내에 치한 K 학은 화학과를 비롯한 다양

한 학과를 갖추고 있으며 각 건물의 건축년도  환경

이 유사하여 실내오염에 의한 측정결과의 과 평가가 

비교  어 다양한 학과에서의 환경측정 결과 비교가 

용이한 것으로 단되었다.

K 학의 각 학과 실험실  사무실의 측정 개요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각 학과의 실험특성과 유해인자의 

발생원 특성에 따라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험  

혹은 작업 에서 측정을 실시하 으며 연구실 반

인 유해인자의 발생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연구실에

서의 농도를 측정하 다. 한 실험실과 행정사무실이 

명확한 구분 없이 오 된 실험실은 실험실과 행정사무

실 모두에서 측정, 분석을 수행하 다. 

2. 연구방법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의 측정  분

석방법은 우리나라 환경부의 2009년에 고시한 실내공

기 질 공정시험기 에[11] 의하여 측정  분석하 으

며, 실내공기 질 측정 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온도를 함께 측정하여 분석결과에 보정하 다. 측정지

은 앙부 벽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치에

서 바닥 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석은 흡착

제(Tenax TA)가 충 된 흡착 에 시료를 열 탈착하고, 

다시 온농축 에서 재 농축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

피(Gas Chlomatograph: FID)를 이용 n-헥산에서 n-헥

사데칸까지의 범 에서 검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상으로 하여 톨루엔으로 환산하 다. 폼알데하이드

의 분석은 2,4-DNPH 카트리지에 흡착된 시료를 

Acetonitrile 5㎖로 탈착시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 그래

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로 분석

하 다. 

연구의 정도 리(quality control, QC) 실험은 물질별 

검량선의 직선성(linearity) 평가와 분석 정 성

(analysis precision test) 평가를 실시하 다. 

직선선 평가 결과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결정계수

(r2)는 0.997, 폼알데하이드는 0.999로 양호한 직선성을 

보 고 재 성 평가는 동일한 농도의 표 물질을 7회 

반복 실험하여 상 표 편차(RSD%)로 재 성을 평가

하 고 RSD 값이 두 물질 모두 5% 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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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실 안 보건 리를 한 실험실의 구체

인 활동을 평가하기 하여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물질안 보건자료)에 한 인식과 비치 

황, 흄후드의 설치, 개인보호구의 지   착용 등의 

황 악을 실시하 다. 각 실험실을 상으로 실시한 안

보건 황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2]과 같다.

  

표 2. 실험실 안전보건 활동 현황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대한 인식 여부
MSDS 비치 여부

보호구 및 보호장비
개인보호구의 지급
흄 후드의 설치

 

3. 자료분석
각 실험실에 한 황 악과 측정결과의 분석을 

한 통계 인 방법으로서 Student's t-test와 ANOVA 

test를 실시하 다. 통계 로그램으로는 SPSS(ver.12.0)

을 사용하 다. 

III. 연구결과 

3.1 실험실 측정 개요
화학과, 물리학과, 의학과, 약학과, 치의학과, 미술학

과, 생활과학과의 학과 내 실험실 공기  유해물질 농

도 측정의 개요와 화학물질 리의 기 인 지표를 조

사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실험실 및 사무실 측정개요

학부 및 학과 MSDS 
비치여부

노출저감시설
(후드 등) 보호구 지급

화학과 비치됨 설치됨 지급됨
물리학과 비치됨 설치됨 지급안됨
의학과 비치안됨 설치됨 지급됨
약학과 비치안됨 설치됨 지급안됨
치의학과 비치안됨 미설치됨 지급안됨
미술학과 비치안됨 미설치됨 지급안됨
생활과학과 비치안됨 미설치됨 지급됨

화학과 외 6개학과에 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

알데하이드를 측정․분석하 고 그  MSDS(물질안

보건자료)에 비치된 실험실은 2개소, 노출 감시설이 

설치된 실험실이 4개소, 개인보호구를 지 한 실험실이 

3개소로 조사되었다.    

 

3.2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실험실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톨루엔, 에

틸- 벤젠, 자일 , 스티 을 상으로 하 으며 각각의 

물질들에 한 농도는 실험실에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 인 수 에 한 비교는 총휘발성유

기화합물(TVOC)로 하 다.

폼알데하이드와 마찬가지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m
3과 비하

을 때, 일부의 시료에서 기 을 과하 으며 미술학과

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기 을 과하 다.   

그림 1. 각 학과 실험실에서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발생수  분포 비교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마찬가지

로 미술학과에서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생활과학 실험실에서의 평균농도 한 상

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표 4]. 

반면 화학, 물리학, 의학 실험실에서는 평균치에 비하

여 월등히 높은 이상값(Outliers)이 존재하 으나, 반

인 수 을 비교하는데 있어 큰 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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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실험실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m3)

n Mean±SD Range IQR

화학과 14 370.86
±535.33

17.30
～1870.0

36.55
～584.90

물리학과 10 106.84
±130.30

15.50
～449.60

22.43
～139.75

의학과 6 76.52
±117.95

7.80
～308.10

12.45
～147.75

약학과 7 39.19
±30.66

8.90
～82.50

12.20
～65.10

치의학과 6 162.67
±220.51

10.60
～506.10

12.33
～409.43

미술학과 4 674.43
±283.96

425.80
～1009.10

432.35
～959.53

생활과학 4 168.1
±76.36

55.40
～224.70

89.88
～218.28

  * Interquartile Range

연구 상이 되는 학과들을 계열별로 분류하 다. 기

과학 계열로서 화학과 물리학 실험실을, 보건학 계열

로는 의학, 약학, 치의학, 그리고 미술학, 생활과학과로 

분류하 다. 이는 학과의 성격과 동일 단과 학  실

험 내용과 취  물질의 유사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각 계열 그룹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비교 결과, 

95% 신뢰수  하에서의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지는 

못하 으나 미술학, 생활과학계열, 기 계열, 의학 계열

의 순서 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관련계열별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비교(㎍/m3)

구분 n Mean±SD p-value*
화학, 물리학
(기초계열) 24 260.85±431.62

0.058의학,약학,치의학
(보건학계열) 19 89.97±143.21

미술학,생활과학 8 421.26±332.12

  * ANOVA

3.3 폼 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는 체 측정지 에서 검출되었으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폼알데하이드 100

㎍/m3)과 비하 을 때, 일부의 시료에서 기 을 과

하 으며 미술학과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기 을 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각 학과 실험실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농도

[그림 2]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실험실별로 

폼알데하이드 농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실험

실에 비하여 미술학과의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각 실험실의 폼알데하이드 농도(㎍/m3)

n Mean±SD Range IQR
*

화학과 14 41.20
±29.28

1.66
～98.48

16.44
～64.52

물리학과 10 69.14
±39.33

10.03
～133.96

44.71
～107.28

의학과 6 58.31
±49.60

0.07
～128.59

16.29
～109.49

약학과 7 39.54
±17.32

9.20
～57.42

24.82
～53.07

치의학과 6 87.41
±28.81

35.15
～113.40

68.15
～111.81

미술학과 4 253.27
±231.38

104.15
～594.58

107.08
～495.56

생활과학 4 83.52
±51.07

25.50
～145.35

35.10
～133.85

  * Interquartile Range

각 계열 그룹의 폼알데하이드 농도 비교 결과, 각 계

열별로 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미술학

과와 생활학과계열의 농도가 히 높은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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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관련 계열별 폼알데하이드 농도(㎍/m3)

구분 n Mean±SD p-value
*

화학, 물리학
(기초계열) 24 52.85±35.89

0.002의학,약학,치의학
(의학계열) 19 60.59±37.79

미술학,생활과학 8 168.40±179.71

  * ANOVA

IV. 고찰

학 실험실에 종사하는 실험자들의 유해물질 

으로 인한 건강 향에 해서는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증명되어 왔으며 그 험성이 경고되었다. 기 과학 실

험실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방사선, 생물학  인자 등이 

복합 으로 존재하여 만성 인 건강 향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실험자들의 암 발생이나 감염성질환, 여성 

실험자의 경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12-14].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의학과를 비롯한 

학 실험실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독성 향이 큰 

화학물질인데 특히 해부학 실험실을 포함한 의학과에

서는 실험자로 하여  호흡기질환과 의 자극 등을 나

타내며[15], 여성 실험자들에게 있어 유산 유발의 기여

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미술학과의 경우 한 작업 특성상 이러한 유해물질

의 노출이 비정형 이고, 순간 인 고농도의 화학물질

에 노출된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에 한 황 악과 

리 책의 수립이 필요하다[17][18]. 하지만 이러한 작

업방식이 이미 미술학과 학생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이

는 자연스럽게 후배들로 하여  달되고 있어 화학물

질로 인한 건강 향의 유해성에 하여 학생들과 선임 

실험자들이 주지하도록 하고 노출 감 시설의 확충과 

개인보호구의 착용이 습 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한 미술학과를 비롯하여 학 실험실 종사자들의 

건강 향에 한 안 보건 스크리닝이 필요하며 화학

물질의 독성을 기 로 한 안 보건 가이드라인의 개발, 

보 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안 보건 리에 있어 심이 미약하 던 

학 실험실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발생 수 과 그로 인

한 험성을 알아보기 하여 수행되었으며, 서울시에 

소재한 한 개 학을 상으로 학과별 실내 오염인자를 

측정, 분석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 실험실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리 황을 

악하기 하여 MSDS 비치 여부와 노출 감시설 

설치 유무, 보호구 지  황을 조사한 결과, 기

과학실험실인 화학과, 물리학과, 의학과 등에서의 

리가 비교  양호하 으며, 치의학과, 미술학과

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리를 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실험실 내의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분석한 결과, 미

술학과의 농도가 다른 실험실에 비하여 히 높

게 검출되었다. 유사학과별로 집단화 한 그룹의 폼

알데하이드 농도 비교 결과 미술학과, 생활과학과

가 포함된 기타학과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농도를 보 다. 

3)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분석한 결과 폼알데

하이드와 마찬가지로, 미술학과에서 다른 실험실

에 비하여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일부 시료에서 환경기 을 과하는 수치

가 검출되었으며, 특히 미술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서

의 결과를 월등히 상회하는 높은 수 의 농도가 검출되

었다. 미술학과는 MSDS의 비치, 노출 감 시설의 설치 

등의 보호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화학물질 노출보호 활동이 미흡한 실험실에서 유해인

자의 발생 수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은 반 으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는 기존에 일련의 사고 발생과 환경안 보건 평가

에서 험에 한 우려가 제기된 기 과학 연구실에 비

하여 상 으로 안 보건 리가 미흡하 던 미술학

과 등에서도 리 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시되는 결과



K대학교 실험실의 실내공기질 실태 및 관리방안 329

로 보여졌다. 한 실습  실험실에 한 안 보건 

리에 취약한 국내 많은 학에 실험실 통합 환경안 보

건 리 시스템 정착이 시 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가 일개 학을 상으로 실시되었고 일부 화

학물질에 한 실내 농도 수 으로써 모든 안 보건의 

성과를 표할 수는 없다. 한 체 인 에서의 

험성 평가가 아닌 실내환경  유해물질의 농도 측

정, 평가만 이루어진 것은 본 연구의 제한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실험실에서의 안 보건 항목으로 MSDS

와 보호 장비, 보호구만을 고려한 것 역시 확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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