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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반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제품사용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

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줌에 따라 안전한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전업 주부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의 개인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업주부의 개인노출 및 실내공간에서의 포름알데히드의 영향과 포름알데히드

를 함유한 주요 소비제품 목록 작성을 통해 개인 노출과 소비제품 노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와 국외에서 인체 노출과 관련하여 관심대상이 된 소비제품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함유 가능 제품 중 국내외 사용 유무를

고려하여 조사된 결과 살충제, 광택제, 페인트, 개인위생용품, 세정제, 접착제,

탈취제를 포름알데히드 함유 소비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전업주부(n=60)의 24시간 동안의 포름알데히드 개인 노출농도는 58±

37 ㎍/㎥이고, 거주 공간 중 거실은 56±41 ㎍/㎥, 침실은 107±65 ㎍/㎥이었다.

소비제품 목록 중 국내 노출행태가 확보되고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제품 41

종에 대해 ConsExpo 4.1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거주 공간에서의 소비제품

사용에 의한 실내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31 ㎍/㎥으로 추정되었다. 포름알데히

드 개인 노출농도의 거주 공간 별 농도 차이는 개인 외출 시 방문한 장소이거

나 집안 실내에서 머문 곳에 의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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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업주부의 24시간 개인 모니터링에 의한 인체 노출량은 0.01 ㎎/㎏/

day이었으며, 거실, 침실 및 소비제품에 의한 인체 노출량은 각각 0.008 ㎎/㎏

/day, 0.0003 ㎎/㎏/day, 0.0001 ㎎/㎏/day이었다. 거실에 의한 인체 노출량은

0.008 ㎎/㎏/day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비제품에 의한 인체 노출량은 41종

의 소비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검출농도를 적용했을 경우 0.0001 ㎎/㎏/day로

가장 낮았다. 거실에서의 인체 노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침실에 비해

실내 농도는 낮았지만 거주시간 및 호흡률(가벼운 활동)로 인한 차이로 판단

된다. 41종의 소비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규제 농도를 적용했을 경우 인체 노

출량이 0.01 ㎎/㎏/day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를 적용했을 때 보다 100배

높았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가능한 소비제품 중 국내 포름알데히드

함량 및 노출행태 정보가 있는 41종 중 노출기여도 가장 큰 제품군은 피부접

촉 제품이었다.

국내에서 현재 확보된 노출계수 이외에 실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검출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노출계수를 확보하여 인체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확한 노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품을 일반인들이 사용 빈도, 사

용 시간, 사용 횟수 등에 대한 노출 계수의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소비자 제품에 함유된 포름

알데히드의 효과적인 위해성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되는 말 : 포름알데히드, 소비제품, 인체 노출량, 실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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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제품사용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피

해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줌에 따라 안전한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

구가 증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경로나 위해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규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지 못함으로서 정

책적으로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소비자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소비자 노출

평가 (Consumer Exposure Assessment)’ 기법을 개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

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2006)

포름알데히드는 '새집 증후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일반주택 및 공공건물에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아수지폼(Urea

Formaldehyde Foam Insulation : UFFI))과 실내가구의 칠, 가스난로 등의 연

소과정, 접착제, 흡연, 생활용품, 의약품, 접착제 등에 의해 발생해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환경부, 2002).

포름알데히드는 메탄올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체다. 자극성 냄

새를 갖는 가연성 무색 기체로 살균제나 방부제로 사용되고 피혁제조나 사진

건판, 폭약 등의 제조에 이용되며, 베클라이트와 같은 석탄계, 요소계, 멜라민

계, 합성수지 제조 등 공업용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의 주요

발생원으로는 단열재나 섬유옷감, 실내가구인 장롱, 싱크대, 바닥재 난방연료

의 연소과정, 흡연, 생활용품, 의약품, 접착제이다. 일반적으로 40% 수용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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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 사용하는 포르말린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심한 자극성 포름알데히드

를 발생하며,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독제, 살균제 ,방부제, 방충제, 살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국립환경과학원, 2006). 가구 및 전기·전자제품 등 24종

의 생활용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류 평균 0.74

㎎/h (7일 기준), 생활가전 평균 0.11 ㎎/h(가동 시), 사무기기 평균 0.07 ㎎/h

(가동 시), 장난감. 의류평균 0.025 ㎎/h(7일 기준)로 가구류의 방출량이 가장

많았다(국립환경과학원, 2007). 오랫동안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경우 정

서적 불안정,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의 곤란 등을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는 폐

수종, 비염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

출될 경우 눈과 코 등 호흡기도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눈꺼풀에 염증을 유

발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실내 공기 중 일반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제품사용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가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안전한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

정이고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공감 유해물질에 대한 최종적인

영향을 받는 수용체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규제법’을 통해 가정용품에 사용되는 포

름알데히드 등 17종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사용용도 및 대상제품별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 2006), 어린이와 주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민감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들에 대한 노출 경로나 위해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는 평가결과를 바

탕으로 규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국립환경과학원(2011년) 「국가우선순위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Ⅰ)」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일일 활동시간 양상에 따른 개인노출평가

연구에서 사무직 근로자, 학생, 주부들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노출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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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개인노출과 환경노출간의 차이가 주택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주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전업 주부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의 개인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주부의 개인노출 및 실내공간에서의 포름알데히드의 영향과

둘째,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주요 소비제품 목록 작성을 통해

셋째, 개인 노출과 소비제품 노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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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포름알데

히드의 개인노출평가와 ConsExpo 4.1 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제품 노출량을 추

정하였다.

실내 공간의 주 체류자인 전업주부의 건강 영향에 미치는 실내 공기질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비제품의 분류와 포름알데히드

성분 및 규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용품의 사용행태를 통해, 일상생활에

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소비제품 노출량을 추정하였다.

생활용품의 우선순위 목록은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소비자제

품, 제품 내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용도목록을 통해 생활용품 중 포름알데히드

함유성분 조사 및 노출계수(사용빈도/사용시간/사용량)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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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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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실측에 의한 포름알데히드의 개인 노출량 산출

개인노출 모니터링 대상매체는 인체노출이 예상되는 흡입노출경로와 관련

된 주요 활동공간을 선정하였다. 실내 활동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활화학용품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개인 노출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업주부는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취침을 통한 포름알데히

드 노출에 영향을 받으므로 집안 실내시간과 취침시간으로 구분하여 Passive

sampler를 이용하여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전체 대상자들에게

24시간 개인 노출량 평가를 위해 Passive sampler를 호흡역 주변에 착용하여

노출평가를 실시하였다.

2.1.1. 조사 대상 및 일반적 현황 특성

조사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안양, 광명, 부천)에 거주하는 비흡연자

로 전업주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주거지별 설립년도는

1975∼2012년 까지 다양하였고 최근 2년간(2011∼2012년) 설립된 주거지는 2

곳으로 나타났다. 시설크기는 9.5∼151.8 ㎡이고 거주인원은 2∼6명이었다. 지

역특성으로 주택가, 상업지역, 공장 등의 생산이 밀집된 지역, 근처에 고속도

로가 있는 지역, 주위에 산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주택가에 거

주하는 대상자가 대부분이었고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거나 산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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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료 채취

실내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고, 개인위생용품 사용빈도가 높은 전업주부

60명을 대상으로 개인노출과 실내공기노출을 passive sampler를 이용하고 동

시에 모니터링하여 전체 노출 수준에서 실내 공기노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

인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전업주부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개인 노출량을 측정

하기 위해서 UME-100 badge(SKC, USA)를 대상자의 호흡역 부근에 부착하

여 조사하였다. 취침 시와 비취침을 구분하여 24시간 동안 개인의 호흡역 부

근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취침시간대에는 취침하는 호흡역 부근에, 비취침

시간대에는 거실에 Badge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대상자

시간

전업주부(n=60)
채취시간

(시간)

측정

방법개인노출 실내공기 취침

취침

호흡기

주변에

Badge

부착

-

호흡기

주변에

Badge

부착

취침시간

(6 ∼ 8)

Passive

sampler

비취침

개인

Badge

착용

실내거실

Badge

부착

-
비취침시간

(16 ∼ 18)

표 1. 포름알데히드의 개인 노출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자료원 : 이종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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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시료 분석

시료채취 및 전처리 초자기구들의 acid cleaning 및 건조․밀폐 보관을 철

저히 하도록 하였고 시험에 이용되는 모든 시약은 HPLC 특급 시약 사용하였

다. 습기에 의한 확산률 및 흡수율의 차이가 심해지므로 대상자들에게 이를

주지시켜 가능한 습기가 직접 UME-100 badge에 닿는 것을 막았다.

UME-100 badge는 24시간 노출, 취침시간, 비취침 시간에 노출시킨 후 용기

를 이용하여 밀폐시킨 후 냉장상태에 운반하여 분석 전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채취된 Passive Sampler는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에 달려있는 확산모니터 2개

의 꼭지를 모두 열고 3 ㎖의 DW를 가운데 구멍으로 주입 후 즉시 마개를 닫

고 조심스럽게 가끔 흔들어주며 30분 동안 탈착시켜 표준용액을 위와 같이 농

도수준 별로 첨가하고 발색시약을 첨가하여 최종 부피 8㎖ 가 되도록 한다.

파장 580 nm에서 UV 분석 시료채취 및 전처리 초자기구들의 acid cleaning

및 건조․밀폐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회수율 (Recovery)은 Blank 시

료에 임의의 농도로 표준용액을 일정량 spike하여 시료와 동일한 공정을 거쳐

분석함으로서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고농도 및 저농도에 해당하는 임의의 시료를 조제하여 반복 측정한 후, 측

정값의 상대편차를 측정하여 재현성을 평가함으로서 측정 기기의 정밀도 평

가. 저농도의 상대편차는 10% 이내, 고농도 상대편차는 25% 이내이면 적합하

다고 판정하였다. 재현성 평가는 분석재현성평가와 측정재현성평가를 각각 실

시하여 각 기관별 보유 분석 장비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였다. 미지 시

료를 제조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산출된 결과와 상호비교를 통한 재현성 평가

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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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41.53x + 5.010
R?= 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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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assive sampler의 포름알데히드 분석을 위한 검량선 결과

2.1.4. 인체 노출량 추정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포름알데히드의 개인 24시간 인체 노출량 과

개별공간에서의 인체노출량을 알아보았다. 위해도 추계를 위한 인체 노출량

산출에 필요한 인체 노출계수는 환경부에서 출판한 한국 노출계수 핸드북(환

경부, 2006)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국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Exposure Factor Handbook (US EPA, 2002) 에서 제시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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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소비제품 목록 작성

2.2.1.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원 조사

유럽 연합(EU) 및 미국 환경 보호청(US.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

제품 목록을 바탕으로, 제품의 용도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 분류와도 적절히 접목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럽 연합과

미국 환경 보호청 이외 미국 NIH HPD, 덴마크 survey, 캐나다의제품 중 포

름알데히드 성분 및 규제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특정 제

품 내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성분과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유효 성분 목록 중 포름알데히드 함유 조사, 국내외 규제법(산업자원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EU Directive76/769/EEC, 일본 화심법)에서 해당

제품 내 포름알데히드 제한 또는 금지가 되는 규제 농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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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사 내용

국내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서 해당 용도로 보고된 물질

-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명기된 함유 물질

-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 특정 제품 내 함유

성분

- 친환경 상품 진흥원 주요 유효 성분 목록
-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해당 제품의

규제물질

국외

- 미국 NIH HPD 가정용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 덴마크에서의 국가차원의 61개 제품 조사에서 보고된

물질

- 캐나다에서 제품 내 포함되는 유해물질

- EPA 가정용 폐기물 함유 유해성분

- EU 가정용 폐기물 함유 유해성분
- EU 76/769 상 해당 제품 내 규제 물질

- 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상 해당

제품 내 규제물질

표 2. 국내외 포름알데히드 함유 및 규제 제품 조사

2.2.2. 국내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한 우선관리 소비제품목록

국제기관 EU, U.S EPA, 덴마크 등 소비자 노출 평가를 통해 소비제품 내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조사

한 결과와 국내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노출계수 용도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

는 ‘한국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CISS)’의 제품 목록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

제품 목록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함유 가능 제품 및 국내 및 국

외 기관별 규제 농도를 조사하였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조사대상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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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국내에서 보고된 소비제품군 별 노출계수가 확보된 제

품에 한해 최종 제품 목록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 소비제품의 우선순위 선정 절차

2.3. 노출모형을 통한 포름알데히드 소비제품의 개인 노출량

추정

ConsExpo 4.1 모형은 소비자 제품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과 흡수

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RIVM)에 의해 개발되었다(Van Veen 2001). ConsExpo 4.1 모형

에서 고려하는 노출경로는 흡입 ,피부, 경구 노출이 포함된다. ConsExpo 4.1 모

형에 대한 기본 입력변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고,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제품 형태에 따라 임의 입력 모델 및 인자 값이 할

당된다. 모델을 구동시키기 위해 모든 변수들을 입력해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메뉴얼 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모든 흡입 섭취 변수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13 -

확보된 결과 값들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vanVeen, 2001).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나 실측자료 이외에 보고되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기

본 값을 이용하였다.

2.3.1. 소비제품 노출 시나리오

ConsExpo 4.1 모형에는 다음 그림과 같은 노출 시나리오가 내재되어 있으

며, 각각 제품의 노출 특성에 맞게 노출 경로가 설정되어 노출량을 평가할 수

있다. ConsExpo 4.1 모형에서는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로 즉, 흡입,

피부, 구강을 통한 노출 경로를 다룬다. 각 경로별로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여

러 가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각 노출 경로별로 내장된 시나리오들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흡입노출에 관해서 다루고자 한다. 흡입 노출

에 내장된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ConsExpo 4.1 모형의 노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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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xpo 4.1 모형에 이용되는 흡입노출에 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노출 경로 노출량 산정수식 인자

증

기

노

출

즉각적

배출
Cair={(Ao×wf)/V }×e-qt

Cair:실내공기중 물질의 농도 [㎏/㎥] / Ao:제품의

양 [㎏ ]/ wf:제품내 물질의 중량 비율[비율]/ V :

실내 공간의 부피 [㎥]/ q:실내 공간의 환기율 [횟

수/s]/ d:노출 기간 [s]

일정한

배출

Cair= {(Ao×wf/tr)×(1-e-q

t) }/qV Cair= {(Ao×wf/t

r)×(1-e-qt)×(e-q(t-tr)) }/

qV

Cair:실내공기중 물질의 농도 [㎏/㎥] / tr:배출 시

간 [s]/ Ao:제품의 양 [㎏ ]/ wf:제품내 물질의 중

량 비율[비율]/ V :실내 공간의 부피 [㎥]/ q:실내

공간의 환기율 [횟수/s]

휘발

배출

d A a i r / d t = K

×(P eq-dAprod /d t=-K

×(PePq-aiPr)-airQ)+×AVt

orot/oTm×apCp×aiwr f

Aprod:제품내 물질의 질량 [㎏ / Peq:평형 증기압

[Pa]/ Pair:실제 증기압 [Pa] / Vroom :실내 공간

의 부피 [㎥]/ q:실내 공간의 환기율 [횟수/s ]/

Atot:사용된 제품의 총량 [㎏] / Tapp:적용 시간

[s]/ wf:제품내 물질의 중량 비율[비율]/ K:질량전

이계수

스프레이노출 Cair(t)=∫Aair(δ,t)dδ/V
V :실내 공간의 부피 [㎥ ]/ Aair(δ,t):시간 t에서

직경 δ인 비말의 질량 / Cair:실내공기중 물질농도

표 3. ConsExpo 4.1 모형에 이용되는 흡입 노출량 계산식

2.3.2. 노출모형에 적용 가능한 소비제품

ConsExpo 모형 version별로 대상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 시나리오에 대

한 기본 값을 제공하는 database를 제공하고 있으며, version 4.1의 대상제품

은 다음과 같이 피부접촉제품, 해충관리 제품, 세정 제품, 소독 살균제의 4개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다. 모델 실행화면에는 각각에 대한 제품 카테고리가 정

해져 있으며, 대상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특정 입력변수에 대한 모수 값들이

초기 값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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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노출평가모델인 ConsExpo 4.1 모형에서 제안하는 평가 대상 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소비자 제품 목록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제품군 목록 작성단계에서 기존의 모델에서 평가 대상 제품 목록을 검토하

여 반영하였으므로 누락되는 제품군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의 현재 ConsExpo

4.1 모형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비제품으로는 피부접촉제품, 해충관리 제품, 세

정제, 소독살균제로 분류되는데 제품에 대한 상세 분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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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하위제품 세부제품

해충

억제

제품　

스프레이　 틈이나 균열에 이용, 공기중살포

혼합형 제품 혼합형 사용 제품

작은조각 작은조각(밀폐형), 작은조각 혹은 상자형

전기 휘발형 전기 휘발형

미끼 쥐약

살포형 분말 살포형분말

세정 및

세척

제품

　　　

세탁용 제품　 세제(분말형), 섬유유연제, 세제(액상형)

식기세척용 　　식기세척용액(수동형), 식기세척용액(자동형),

부엌용 세제 부엌용 합성세제

젖병 세정제 젖병세정제

다용도 세척제　 액상형 세척제, 스프레이형 세척제, 물티슈

피부접

촉제품

모발관리 　 샴푸, 린스, 젤, 무스, 염색제, 탈색제, 퍼머제, 헤어스프레이

목욕-샤워용 비누, 거품용 입욕제, 분말형 입욕제, 로션, 타월, 오일형 입욕제

피부관리 　 페이스크림, 핸드크림, 바디로션/팩 필링젤, 페이스팩, 화이트닝

메이크업　
페이셜메이크업, 메이크업리무버,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메이크업리무버, 립스틱 및 입술관련 용품, 매니큐어,리무버

세정 및

세척

제품　

정전기 방지제 정전기방지제(액상),정전기방지제(분말)

위생제품 욕실 세척용 스프레이, 욕실 세척용액, 변기 세척제, 변기세척제

바닥/카페트/
가구용제품　

바닥 세척제, 바닥걸레질 시스템, 바닥 광택제, 바닥용 피막제, 카페
트 세척제(액상), 카페트 파우더, 카페트 얼룩 제거제(폼), 가구 광택
제, 가구 가죽 스프레이, 유리세척제, 오븐 세척제, 금속세척제,

소독

살균제

이끼제거제 이끼제거제

곰팡이제거제 검정곰팡이제거제

실내용 실내용 소독제

수영장용 액상 과립형, 알약형

물침대컨디셔너 물침대 컨디셔너

화장실약품 화장실약품소독제

쓰레기통용 쓰레기통용 소독제

가축용 생물제 새장 소독제, 동물사육시설 소독, 동물 운송시설 소독

피부접

촉제품

데오드란트 스틱형 데오드란트, 스프레이형데오드란트

구강관리용 치약, 구강청정제

발관리용제품 풋크림(발한억제), 풋크림(무균)

향수 향수

남성용
피부접촉제품 쉐이빙크림, 에프터쉐이브

자외선보호용 썬크림 로션

유아용제품 베이비크림,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표 4. ConsExpo 4.1 모형의 소비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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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노출모형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방안

생리학적 모수는 해당 국가의 통계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EU. SES에서 소비자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입력변수들을 비교했을 때, 체중

이나 호흡율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적절히 차용할 만한 수치가 없다(국

립환경과학원,2006). 본 연구에서 체중에 대한 입력변수는 한국소비자 노출계

수 핸드북을 이용하였다.

유해성분 함량에 대한 정보는 노출평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산업

안전보건법상의 물질보건안전자료(MSDS)는 대상제품의 경우 일부 주요 성분

에 대한 정보는 확보가 가능하지만 미량성분이거나 정보공개 예외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정보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2006). CAS번

호, 분자량, 증기압 등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

료는 성분특성 자료는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입력 값의 편차가 크고 단위 등 입력자료 형태에서도 차

이가 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자료 값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준 값을 적용하였다.

소비자노출평가에서 노출정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품

사용량, 노출기간과 같은 제품의 사용행태와 관련된 기존의 조사결과가 국내

에서는 많이 확보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확보된 사용행태에 관

한 제품을 활용하되, 노출행태가 확보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ConsExpo

4.1 모형에서 제공하는 값을 이용하였다. 제품 사용공간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국내 건축물에 대한 사용공간을 활용하고자 국토해양부와 다른 국내기관에서

보고된 수치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총면적에 대한 기준만 제시되고 평균적인

거실, 침실, 욕실에 대한 규격 면적이 제시되지 않아 국내 건설업체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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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용 공간 면적을 활용하였고 환기율은 주부들의 기본적인 사용공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입력자료 상세자료(예시) 자료 확보방안

생리적 모수 ㆍ체중(연령대별, 성별)
· 한국 소비자

노출계수 활용

제품고유정보

ㆍ제품내 성분함량 정보(중량비, 농도 등)

ㆍ제품 물리적 특성 (제품형태-액상, 고

상, 기체, 스프레이 밀도)ㆍ제품 사용

방법(사용용법, 희석 비율, 포장재, 분무

량, 일회 사용량 등)

ㆍ문한자료 활용

ㆍ실험을 통한

제품 함량조사

물리화학적 특성

ㆍ성분명ㆍCAS번호ㆍ분자량

ㆍ용해도ㆍ증기압(온도별)

ㆍ분배계수(Kow,Kp)등

· 기존 문헌자료

검색(MSDS)

제품으로부터

성분 배출특성
ㆍ휘발율(속도, 분율)ㆍ증발율

ㆍ모델 기본가정

으로 처리

제품 사용행태

ㆍ제품 사용량 ( 회당 제품 사용량, 적용

면적 )ㆍ사용패턴 (년간 /월간 /주간 /

일간 사용빈도)ㆍ노출 기간 (이벤트당

노출/접촉 시간)

ㆍ기존 문헌자료

사용 공간 정보

ㆍ대상 공간 정보 (구획별 면적, 체적, 층

고)ㆍ대상 공간 활용 (구획구분, 구획별

제품 적용 상태)ㆍ환기율 (환기주기, 환

기율, 기류속도)

ㆍ문헌자료 활용

ㆍ모델 기본가정

으로 처리

· 현장조사 자료확보

표 5. ConsExpo 4.1 모형의 입력 변수 및 자료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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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포름알데히드의 개인 노출량 평가

1.1. 전업주부의 일일 노출농도 평가

전업주부 6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개인노출 흡입농도, 거실 및 침실에서의

실제 거주시간에서의 농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업주부 60명에 대한 24시간

평균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58±37 ㎍/㎥, 거실에서의 포름알데히드의 평균

농도는 56±41 ㎍/㎥, 취침 시 침실에서의 포름알데히드의 평균 농도는 107±65

㎍/㎥로 침실에서의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거실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

타났다.

기술통계량

(시료수=60)

포름알데히드 농도(㎍/㎥)
개인(24시간) 거실 취침

평균 57.5 56.4 107.4

표준편차 36.5 40.6 64.5

최소 15.0 24.5 30.3

최대 201.0 245.5 344.4

중앙값 46.3 46.3 91.3

5분위수 22.0 25.9 37.8

95분위수 123.0 122.8 247.3

자료원 : 이종현 외 (2012)

표 6. 일부 전업주부의 24시간 개인노출 및 공간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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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개인노출과 거실 및 침실공간의 농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 실

내공간인 침실과 거실에서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중 24시간 개인노출

농도가 높은 경우는 외출시간이 긴 전업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5. 일부 전업주부의 24시간 실내 활동공간 별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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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한 우선관리 소비제품 목록

2.1. 국내 및 국외 소비제품 분류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소비제품에 함유되어 국외에서 국가별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소비제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EU의 소비자 노출평가는 관

심대상 소비자제품 목록에서 15개 분류 94개 제품 목록물질에서 노출이 가능

한 소비자제품 파악을 위한 초기 스크리닝 평가의 활용 목적으로 소비자제품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8). 덴마크 EPA는 ‘Consumer

Product Programme’을 통해 소비자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파

악하기 위해 세부제품에 대하여 survey 실시하였다. ‘Consumer Product

Programme’은 유해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제품 함유 화학물질 및 이들

문제 화학물질의 대체물질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국립

환경과학원, 2008). 이외에 일본 NITE와 캐나다 등에서도 소비자 노출 평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하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피부 접촉제품 및 개인위생용품, 세정제 및

살균제에서 공통적으로 인체 노출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관심대상 소비제품으

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 (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의 제품분류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CISS)의 노출계수 ‘조사대상 품

목 범위’는 용도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

(CISS)’ 제품 목록에 근거해 노출계수 조사 중요도 평가 대상 제품 목록을 결

정하였다. CISS는 성인을 대상으로 공통 사용제품과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성

별의 유사성, 남녀 성별 모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며 특정 성별 제품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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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되는 제품, 유사한 사용 패턴과 노출경로 제품,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세정제 및 살균제, 개인위생용품, 완구인형, 사무용품

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국립환경과학원, 2008).

대분류 중분류
세정제 및
살균제

세탁용 합성세제, 세탁용 고형비누, 부엌용 합성세제, 부엌용 비누,

화장실용 세정제, 욕실용 세정제, 탈취제 등

개인위생용품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스프레이, 모발 염색제, 비듬제, 거제, 파

마약, 목욕용 오일, 버블바스, 바디클렌저, 면도용 크림, 어린이용 피부접

촉제품, 치약, 선스크린 피부접촉제품, 탈모제, 발모제, 방취제, 향수 등

완구/인형

세안류, 맛사지류, 화장수류, 영양크림류, 영양오일류, 팩류, 파우더, 파

운데이션, 립스틱, 볼연지, 매니큐어,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

이메이크업 리무버

사무용품 노트. 수첩. 앨범, 필기용구(연필, 볼펜, 샤프, 지우개, 자)

개인위생용품
모기향, 에어졸 살충제, 초음파 방충기, 의치용품, 미용화장지, 화장지, 입

욕제, 물수건, 체력측정기, 방향제, 물휴지

EU소비자노출
평가 대상제품

세척제/광택제,접착제/접합제, 프린팅/필기 관련 물질, 페인트 및 첨가

제, 연료, 표백제/소독제/살균제, 제거제, 사진인화용 화학물질, 직물 화학

물질, 차량용품, 피부접촉제품/개인위생용품, 식품 처리/포장재, 실내공기

오염물질, 장난감/놀이, 기타

US EPA

‘가정에서

발견되는
소비자제품’

피부접촉제품․위생용품, 가정용 가구, 의복 처리제품,가정관리 제품, 주

택 건축/개선 제품(DIY), 자동차 관련 제품, 개인관리용품

덴마크EPA
조사제품

Chemicals in Consumer Product’에서 93개 세부제품에 대해 Survey 실

시 - 가죽제품, 세정제, 헤어스타일링 제품, 의류, 화장지, 애완동물용품,

구두관리제품, 완구류, 어린이 피부접촉제품 등

Health Canada
'sentinel

product'

가정용 세정제, 비누와 세제, 피부접촉제품과 개인관리 용품, 식품 첨가

제, 직물 처리제, 페인트/코팅, 접착제/접합제, 취미/공예품, 자동차 관리

용품, 윤활제, 연료/용제, 잔디/가든 관리제품

일본 NITE
신변제품

도료, 가정용접착제, 건재용 접착제, 세제, 살충제, 피부접촉제품, 식기,

어린이용품, 의류제품

일본 중독
DB검색시스템

정보제공 제품

세제, 피부접촉제품, 모발용품, 문구, 살충제, 건조제류, 전지, 차용품, 왁

스류, 애완동물용품, 비료, 살균제, 제초제, 살서제, 오디오, 공업용품, 가

스, 의약품

RIVM발간
‘FACT Sheet'

피부접촉제품, 세정제, 방향제, 소독제,살충제, 주택 건축/개선 제품(DIY),

페인트, 장난감

표 7. 국내 및 국외 기관별 유해화학물질 함유 소비 제품 목록

자료원 : 국립환경과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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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성분조사 및 규제내용

국내외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대상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함유

성분으로 포함되는 제품,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대상제품 중에서 포름알데

히드가 검출된 제품, 국내외에서 대상제품 중 규제하고 있는 물질 중 포름알

데히드의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목록을 작성하였다. 국내에서 포름알데히

드 성분 확인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특정 제품에 명기된 함유 물질,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 특정 제품 내 성분, 친환경 상품 진흥원 주요

유효 성분 목록이었고 국외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 확인은 미국 NIH HPD 가

정용 제품, 덴마크에서의 국가차원의 61개 제품 조사에서 보고된 물질, 캐나다

에서 제품 내 포함되는 유해물질, EPA 보고 성분 목록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제품에 대한 성분 정보를 미국 국립건강연구

소(NIH)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정용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Household product database)의 제품 목록을 토대로 국내외적으로 소비자 제

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목록을 반영하여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소비제품 목

록을 작성하였다. 캐나다, EU, 식약청에서 피부접촉제품에 대한 규제 농도는

2000 ppm, 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방향제에 대한 규제 농도는 25 ㎎/L, 물

휴지 20 ㎎/㎏, 섬유유연제 75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서 규

제하는 미용화장지 농도는 4 ㎎/L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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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비 제품 노출평가를 위한 최종 선정제품

국내외 기관별 인체 노출과 관련하여 관심대상이 된 소비제품에 대해 종합

한 결과 개인위생용품과 세정제에서 높은 이용행태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보고된 제품 중 전자모기향와 방향제는 이용행태에 따른 노출계수

확보와 지속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모델링을 통해 노출영

향에 대한 정량 값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제품군에 대한 하위제품군 중

ConsExpo 4.1 모형의 제품군에는 없지만 노출계수가 확보된 제품군에 한해서

는 모델링을 통한 정량화가 가능하여 각각의 제품군의 하위제품군으로서 추가

로 노출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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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ategory

제품군 주요 제품들

가정용
살충제

살충제
분사형모기약 (에프킬라), 매트형 전기모기향
(홈매트), 액체형 전기모기향

광택제 가구 광택제 왁스

페인트 분사형 페인트

오염물질
배출

가정용품
직물제품

카페트, 커튼, 바닥깔개, 샤워커튼, 침대커버/수건,
의류/신발, 속옷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직물내 방
염성분, 방수성분, 색소 및염료, 섬유유연제, 풀먹
임 등)

표백/
살균제

소독살균제
화장실용 변기 세정 살균제, 옥시싹싹, 에어컨 살
균제

개인
위생용품

두피 및
모발제품

입욕제, 모발 염색제, 모발영양제, 샴푸, 쉐이빙 크
림, 화장비누, 스프레이 (spraying)

피부 접촉
제품

화장수, 향수, 에프터 쉐이브 로션, 탈취제/발한억
제제, 탈모제, 얼굴메이크업, 손톱미용, 입술관련제
품,피부크림,피부오일,썬크림/썬탠제품, 탤컴파우더/
바디파우더, 물을 쓰지 않는 피부세척제, 모발용
왁스, 모발용 젤

일회용
위생용품

휴지, 물티슈, 위생냅킨 및 탈지면, 성인용 기저귀,
반창고

점막접촉제품 콘택트 렌즈액, 구강청정제, 치약, 칫솔

세정제

세탁용 세제
액상형 (세탁용 전처리제 등), 분말형 (슈퍼타이
등), 고체형 (세탁 비누 등)

다용도 세정제
찌든때가 있는 곳에 뿌린후 닦아내어 사용(액상형,
분말형, 에어로졸형 등)

식기용 세정제
액상형(퐁퐁, 트리오, 자동식기세척기 전용 린스
등), 분말형(자동식기세척기에 투입하는 식기
세척제)

접착제
접착제
/풀 제거제

접착제
/풀 제거제

탈취제,
및 방향제

실내 탈취제 방 탈취제

변기용 탈취제 변기용 탈취제

섬유용 탈취제 섬유용 탈취제

냉장고 탈취제 냉장고 탈취제

방습제 방습제

방향제 방향제

표 8. 국내 및 국외 기관에서 보고된 포름알데히드 함유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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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모형을 통한 포름알데히드 소비제품의 개인 노출량

추정

3.1. 노출 모형의 입력변수

포름알데히드 함유 가능 제품 중 현재까지 보고된 포름알데히드 성분조사

를 하였으며 포름알데히드 성분조사나 규제에 대한 사항이 없는 제품군은 이

러한 제품군 모두에서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 보고된 자료가 없거나 ConsExpo

4.1 모형에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관심물질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 제

품 63종 중 41종의 제품에 대해 ConsExpo 4.1 모형을 통해 노출량을 추정하

였다. 가구광택제, 분사형 페인트, 직물제품, 접착제, 탈취제 같은 경우는 현재

까지 보고된 노출계수가 없고 ConsExpo 4.1 모형의 소비제품 목록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아 정량 값을 산출할 수가 없었다. 구강청정제, 치약 등과 같이 점

막과 접촉할 수 있는 제품은 국내에서 보고된 노출 계수는 없지만 ConsExpo

4.1 모형의 소비제품 목록에는 있으나, 흡입노출이 아닌 경구노출에 의한 정량

값을 산출 하도록 되어 있어 포름알데히드 소비제품 목록을 작성하는데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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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ategory

제품군 제품 설명 및 예시
모형
적용
유무

비고

가정용
살충제

살충제
분사형모기약 (에프킬라),매트형전기
모기향 (홈매트), 액체형전기모기향

O

광택제 가구 광택제 왁스 X - 노 출 계 수 및

검 출 / 규 제 농

도 값이 없음

- 모 형 에 포 함

된 제품이 아님

페인트 분사형페인트 분사형페인트 X

오염물질
배출용품

직물제품

카페트, 커튼, 바닥깔개, 샤워커튼,
침대커버/수건,의류/신발, 속옷 등에
서 발생하는 물질 (직물내 방염성분,
방수성분, 색소 및염료,

X

표백/
살균제

소독살균제
화장실용 변기 세정 살균제, 옥시
싹싹, 에어컨 살균제

O

개인
위생용품

두피 및
모발제품

입욕제, 모발염색제, 모발영양제, 샴
푸, 쉐이빙 크림, 화장비누, 스프레
이 (spraying)

O

피부접촉제품

화장수, 향수, 에프터쉐이브 로션,
탈취제/발한억제제, 탈모제, 얼굴메
이크업, 손톱미용, 입술관련제품,피
부크림,피부오일,썬크림/썬탠제품, 탤
컴파우더/바디파우더, 물을 쓰지 않
는 피부세척제, 모발용 왁스, 모발
용 젤

O

일회용
위생용품

휴지, 물티슈, 위생냅킨 및 탈지면,
성인용 기저귀, 반창고

O

점막접촉제품
콘택트렌즈액, 구강청정제, 치약,
칫솔

X

- 노 출 계 수 및

검 출 / 규 제 농

도 값이 없음

세정제

세탁용 세제
액상형(세탁용 전처리제 등), 분말형
(슈퍼타이 등), 고체형(세탁 비누)

X

다용도세정제
찌든때가 있는 곳에 뿌린후 닦아내
어 사용(액상형, 분말형, 에어로졸형
등)

X - 노 출 계 수 및

검 출 / 규 제 농

도 값이 없음식기용세정제
액상형(퐁퐁, 트리오, 자동식기세척
기 전용 린스 등), 분말형(자동식기
세척기에 투입하는 식기 세척제)

X

접착제
접착제
/풀 제거제

접착제
/풀 제거제

X -노출계수 없음

탈취제,
및 방향제

실내 탈취제 방 탈취제 X - 노 출 계 수 및

검 출 농 도 값

이 없음

- 모 형 에 포 함

된 제품이 아님

변기용탈취제 변기용탈취제 X

섬유용탈취제 섬유용탈취제 X

냉장고탈취제 냉장고탈취제 X

방습제 방습제 X

방향제 방향제 O

표 9. 포름알데히드의 소비 제품 노출평가를 위한 최종 선정제품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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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xpo 4.1 모형의 노출계산에 필요한 공통입력변수(생리학적 모수, 포

름알데히드 고유정보, 대상공기 환기율, 대상 공간 면적), 포름알데히드 함량정

보와 제품별 특성변수(포름알데히드 함량 및 규제기준)들에 대해 국내에서 보

고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생리학적 모수는 해당 국가의 통계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앞선 외국 모델의 국내 적용성 검토 결과, 일부 생리학적 모수에 대해서는 국

내에서 제시된 권고 값 들이 존재하나, 인구집단 별 또는 연령대별 세부적인

생리학적 모수에 대한 자료가 국내에는 미흡하다. EU. SES에서 소비자 노출

을 평가하기 위한 입력변수들을 비교했을 때, 체중이나 호흡율 정도를 제외하

고는 국내에서 적절히 차용할 만한 수치가 없다(국립환경과학원, 2006). 본 연

구에서 체중에 대한 입력변수는 한국소비자 노출계수 핸드북을 이용하였다.

ConsExpo 4.1 모형에서 요구되는 입력변수는 제품 내 성분함량 정보, 물리

적 특성, 사용방법 등 입력 변수가 많다. 또한 대상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다. 제품 고유 정보 가운데 특히, 유해성분 함량에 대한 정

보는 노출평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물질보건안

전자료(MSDS)는 대상제품의 경우 일부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는 확보가 가

능하지만 미량성분이거나 정보공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확보가 용

이하지 못한 실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2006). CAS 번호, 분자량, 증기압, 분배

계수 등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는 성분특성

자료는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에 따라 입력 값의 편차가 크고 단위 등 입력자료 형태에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자료 값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준 값을 적용하였다.

소비자노출평가에서 제품 사용행태는 노출정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행태는 소비자의 성별, 계층별, 직업별 행태가 매우 다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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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제품 사용

량, 노출기간과 같은 제품의 사용행태와 관련된 기존의 조사결과가 국내에서

는 많이 확보되지 않았다. 제품 사용행태에 관한 자료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

존 데이터베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생활행태가 상이한 외국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모델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내 데이터를 확보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확보된 사용행태에 관한 제품

에 관해서는 활용하되, 확보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ConsExpo 4.1 모형에

서 제공하는 값을 이용하였다. 제품 사용공간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국내 건

축물에 대한 사용공간을 활용하고자 국토해양부와 다른 국내기관에서 보고된

수치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총면적에 대한 기준만 제시되고 평균적인 거실, 침

실, 욕실에 대한 규격 면적을 제시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업체에

서 제공하는 사용 공간 면적을 활용하였고 환기율은 주부들을 통해 기본적인

사용공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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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변수 입력 변수 입력 값 자료 출처

생리학적 모수

체중 60 ㎏

한국노출계수

핸드북 (2006)호흡률

수면 시 9.33 ㎥/day

가벼운

활동
32.9 ㎥/day

포름알데히드의

고유 정보
증기압 10 ㎜Hg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대상 공간 환기율 환기율 4.2 시간 이종현 외 (2012)

대상 공간 면적

침실 25 ㎥

국내건설업체 자료

활용

거실 39.6 ㎥

부엌 18 ㎥

욕실 12 ㎥

표 10. 포름알데히드 소비제품 중 ConsExpo 4.1 모형 적용을 위한 생리적 및

공간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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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세부제품 적용함량 (㎎/㎥) 규제기준 자료 출처

모발 및
목욕제품

화장비누 0.001

2000
ppm

이종현 외
(2012)

버블 바스 0.001

로션 0.001

세안류 0.001

샴푸 0.01

린스 0.01

헤어 스프레이 2
헤어왁스 0.9

헤어젤 2

바디클렌저 0.9∼ 1

피부
접촉제품

매니큐어 0.001

아이섀도 불검출 ∼ 12.6

마스카라 1.27∼ 1.5

아이라이너 펜슬형 불검출 ∼ 12.6

메이크업 리무버 크림클렌징 0.9

볼연지 0.001

살트임 방지크림 0.001

향수 1.9

선스크린 피부접촉제품 1.3

영양크림류 0.001

아이라이너 붓형 불검출 ∼ 12.6

메이크업 리무버 오일클렌징 0.001

페이스 스크럽 0.001

매니큐어리무버 (아세톤) 0.001

파우더 2.9

파운데이션 0.001

튼살크림 0.001

메이크업 리무버 폼클렌징 0.001

페이스팩 로션형 2 ∼ 21
소비자시민모임

(2009)

미용화장지 4 ∼ 8
4㎎/ℓ
미만

한국소비자보호
원(2004)

페이스팩 (시트형) 0.7 ∼ 51
소비자시민모임

(2009)

물티슈 210
20㎎/㎏
미만

소비자시민모임
(2005)

세정제 및
살균제

욕실용 세정제

2.9 이종현 외
(2012)

부엌용 합성세제

세탁용합성세제 (가루형)

세탁용합성세제 (액상형)

세탁형합성세제 (코튼형)

섬유유연제 75㎎/㎏

방향제 방향제 25 ㎎/ℓ

살충제 전자모기향 0.08 - 양원호(2008)

표 11. 모형적용 소비제품의 함유 및 규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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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비제품에 대한 노출 계수는 국내에서 보고된 값으로 이용하였다.

사용빈도, 사용량, 사용기간 중 한 부분이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ConsExpo

4.1 모형의 기본 값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ConsExpo 4.1 모형에서 기본 값으

로 이용되는 노출 계수는 유럽인의 기준에 맞게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버블바

스와 세안류의 경우 국내에서 보고된 노출계수 중 각각 유사하게 이용되는 제

품인 바디 클렌져와 화장비누와 동일한 사용량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제품별 포름알데히드의 중량 값은 실험을 통해 검출된 값이나 문헌

조사를 통해 조사된 값을 적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포름알데히드가 불검출 되

었을 경우 검출한계 값 0.002 ㎎/㎏의 1/2을 이용하였다. 또한 세정제 제품 6

종 중 섬유유연제에 대해서만 노출계수가 조사되지 않아 세탁용 합성세제와

유사한 노출계수가 조사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량 값을 산출하였다. 세

정제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례는 있지만 명확한 수

치 값이 보고되지 않아 다른 제품군의 실험을 통해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평균

검출 농도를 활용하였다. 방향제 역시 검출된 사례는 있지만 명확한 검출 정

량 값이 없어 평균 검출농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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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O
노출제품

제품군 제품 설명
노출 계수

검출농도
기타
적용값사용빈도 사용시간 사용량

개인

위생용품

모발 및

목욕제품

화장비누 4.2(회/일) 0.3(분/회) 1.0(g/회)

불검출 - 검출한계 값

(0.002 ㎎/㎏)의 1/2적용

버블바스 0.5(회/일) 16(분/회) 조사되지 않음 5.7(g/회)1)

로션 2.0(회/일) 322(분/회) 조사되지 않음 8(g/회)

세안류 0.8(회/일) 2.5(분/회) 조사되지 않음 1.0(g/회)2)

샴푸 0.8(회/일) 2.0(분/회) 6.2(g/회)

린스 0.6(회/일) 1.8(분/회) 5.6(g/회)

헤어스프레이 0.5(회/일) 3.4(분/회) 0.6(g/회) 1.9 ㎎/㎏

헤어왁스 0.5(회/일) 2.1(분/회) 1.3(g/회) 0.9 ㎎/㎏

헤어젤 0.5(회/일) 2.2(분/회) 조사되지 않음 2.2 ㎎/㎏ (0.3g/회)

바디클렌저 0.6(회/일) 6.7(분/회) 5.7(g/회) 0.9 ㎎/㎏ ∼ 1.0 ㎎/㎏

피부

접촉제품

매니큐어 0.2(회/일) - 0.1(g/회) 불검출 - 검출한계 값 (0.002 ㎎/㎏)의 1/2적용 5(분/회)

아이섀도 0.6(회/일) 조사되지 않음 0.08(g/회) 불검출 - 12.6 ㎎/㎏ 1.3(분/회)

마스카라 0.6(회/일) 조사되지 않음 0.05(g/회) 1.3 ㎎/㎏ ∼ 1.5 ㎎/㎏ 2.6(분/회)

아이라이너 펜슬형 0.7(회/일) 조사되지 않음 0.05(g/회) 아이섀도와 동일적용 2.6(분/회)

크림클렌징 0.9(회/일) 조사되지 않음 0.6(g/회) 0.9 ㎎/㎏ 5(분/회)

살트임 방지크림 0.5(회/일) 조사되지 않음 0.5(g/회) 영양크림 동일적용 1.9(분/회)

향수 0.5(회/일) 2.0(분/회) 0.04(g/회) 헤어스프레이 동일적용

선스크린
피부접촉제품 0.6(회/일) 1.2(분/회) 조사되지 않음 1.3 ㎎/㎏ 0.03(g/회)

영양크림류 0.7(회/일) 1.5(분/회) 1.8(g/회) 불검출 - 검출한계 값 (0.002 ㎎/㎏)의1/2적용

물티슈 2.2(회/일) 5.9(분/회) 조사되지 않음 210 ㎎/㎏(소비자시민모임, 2005) 3.4(g/회)

표 12. 포름알데히드 소비제품 중 ConsExpo 4.1 모형 적용을 위한 농도 및 노출행태 변수

1) 바디클렌져 사용량과 동일 적용, 2) 화장비누 사용량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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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O
노출제품

제품군 제품 설명
노출 계수

검출농도
기타
적용값사용빈도 사용시간 사용량

개인
위생용품

피부
접촉제품

파우더 1.2(회/일) 조사되지 않음 0.09(g/회) 2.86 ㎎/㎏ 2.6(분/회)

볼연지 0.7(회/일) 조사되지 않음 0.09(g/회) 불검출 – 검출한계 값 (0.002 ㎎/㎏)의1/2적용 2(분/회)

아이라이너 붓형 0.7(회/일) 조사되지 않음 0.05(g/회) 아이섀도 동일적용 2.6(분/회)

메이크업 리무버(오일) 0.7(회/일) 조사되지 않음 0.4(g/회) 불검출 – 검출한계 값 (0.002 ㎎/㎏)의1/2적용 5(분/회)

페이스 스크럽 0.3(회/일) 조사되지 않음 0.2(g/회) 메이크업리무버 폼클렌징동일적용 5(분/회)

매니큐어리무버 0.2(회/일) - 0.1(g/회) 불검출 – 검출한계 값 (0.002 ㎎/㎏)의1/2적용 5(분/회)

페이스팩 로션형 0.4(회/일) 조사되지 않음 0.2(g/회) 2 ㎎/㎏ ∼ 21 ㎎/㎏ (소비자 시민모임, 2009) 20(분/회)

미용화장지 1.9(회/일) 4.9(분/회) 조사안됨 4 ㎎/㎏ ∼ 8 ㎎/㎏(한국소비자 보호원, 2004) 3.42(g/회)

파운데이션 0.9(회/일) 조사되지 않음 0.1(g/회) 불검출 - 검출한계 값(0.002 ㎎/㎏)의 1/2적용 2.6(분/회)

페이스팩(시트형) 0.2(회/일) 조사되지 않음 1.2(g/회) 0.7 ㎎/㎏ ∼51 ㎎/㎏(소비자 시민모임, 2009) 20(분/회)

튼살크림 0.6(회/일) 조사되지 않음 0.5(g/회) 영양크림 동일 적용 1.9(분/회)

폼클렌징 1.2(회/일) 조사되지 않음 0.6(g/회) 불검출 - 검출한계 값(0.002 ㎎/㎏)의 1/2적용

세정제

세탁용
세제 및
소독
살균제

욕실용 세정제 0.3(회/일) 36.9(분/회) 0.04(g/회) 소지제품별 평균 검출농도 (2.9㎎/㎏)적용

부엌용 합성세제 2.0(회/일) 28.9(분/회) 0.05(g/회) 소지제품별 평균 검출농도 (2.9㎎/㎏)적용

세탁용합성세제(가루형) 0.6(회/일) 43.0(분/회) 0.1(g/회) 소비제품별 평균 검출농도 (2.9㎎/㎏)적용

세탁용합성세제(액상형) 0.6(회/일) 31.6(분/회) 0.09(g/회) 소비제품별 평균 검출농도 (2.9㎎/㎏)적용

세탁형합성세제(코튼형) 0.4(회/일) 30.7(분/회) 0.03(g/회) 소비제품별 평균 검출농도 (2.9㎎/㎏)적용

섬유유연제 조사되지 않음 소비제품별 평균 검출농도 (2.9㎎/㎏)적용
0.6(회/일),31.6(분/
회),0.09(g/회)1)

살충제 살충제 전자 모기향
0.7(회/일)

480(분/회)
조사되지
않음

0.076 ㎎/㎏ (출처:양원호, 2008) (0.08g/회)

기타제품 방향제 방향제 1.2(회/일) 2.8(분/회) 3.0(g/회) 소비제품별 평균 검출농도 (2.9㎎/㎏)적용

표 12. 포름알데히드 소비제품 중 ConsExpo 4.1 모형 적용을 위한 농도 및 노출행태 변수 (계속)

1) 세탁용 합성세제(액상형)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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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출모형의 포름알데히드 소비제품 노출량 추정

3.2.1. 전자모기향

가정용 살충제(해충 억제제품) 중 전자 모기향은 배출모델 중 지속율을 이

용하였다.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인자들은 국내 문헌자료 및 규제 기준(국

립환경과학원(2009), 양원호 (2008), 실측값(이종현 등, 2012)을 이용하였다. 국

내외 문헌자료나, 실측값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ConsExpo 4.1 모형의 기본 값

을 활용하여, 관련 시나리오에 대해 제시된 값을 모델에 입력하여 노출 평가

를 실행하였다. 전자모기향에 대한 포름알데히드의 함유량은 국내 문헌 조사

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 생리학적 모수인 체중은 국내 성인 평균 기준인 60 ㎏

으로 나타내었고 환기율은 조사대상자인 전업주부의 평균 환기율인 4.2시간으

로 나타내었다. 전자모기향의 주요 표적이 되는 모기 등은 밤에 활동하므로,

이 제품은 저녁 시간에 거실 및 침실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중 침실에서는 밤

새 노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노출계수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모기향

의 기본적인 사용빈도, 사용시간을 확인하였다. 전자 모기향의 사용량에 대해

서는 보고되지 않아 ConsExpo 4.1 모형의 기본 값을 이용하였다. 전자모기향

은 주로 흡입 노출을 유발하며, 앞서와 같은 입력인자들을 사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한 결과 실내 공간 추정오염도는 1x10-5 ㎎/㎥, 인체노출량은 2x10-10 ㎎/

㎏/day으로 나타났다. 전자모기향에 대한 규정농도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

어 배출특성이 같은 방향제의 규제농도 25 ㎎/ℓ를 적용하여 소비제품에 대한

인체 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5x10-8 ㎎/㎏/day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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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제품 대상 제품 구분 실내농도 (㎎/㎥)
인체 노출량

(㎎/㎏/day)

살충제 전자모기향

검출함량 적용 0.00001 2x10-10

규제함량 적용 0.000009 5x10-8

표 13.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전자모기향 사용 시 인체 노출량

추정 값

3.2.2. 방향제

방향제는 인공적인 향을 만들기 위한 화학 성분과 이를 고체나 액체 형태

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성분까지 첨가하므로 화학 성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방향제는 배출모델 중 전자모기향과 같은 지속율를 이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하였다. 방향제의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인자들은 국내 문헌자료 및

규제 기준(국립환경과학원, 산업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식약

청, 기술표준원), 국외 규제기준(EU, 캐나다), 실측값(이종현 등, 2012)을 이용

하였다. 국내외 문헌자료나, 실측값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ConsExpo 4.1 모형

의 기본 값을 활용하여, 관련 시나리오에 대해 제시된 값을 모델에 입력하여

노출 평가를 실행하였다. 방향제에 대한 포름알데히드의 함유량은 농도 값이

보고되지 않아 다른 제품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평균 검출농도 3 ㎎/㎥

을 적용하였다. 그 외 생리학적모수인 체중은 국내 성인 평균 기준인 60 ㎏으

로 나타내었고 환기율은 조사 대상자인 전업주부의 평균 환기율인 4.2시간으

로 나타내었다. 노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2008)에서 보고한 741명의 조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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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들로 하여 사용빈도, 사용시간, 사용량을 확인하였다. 방향제는 주로 흡입

노출을 유발하며, 앞서와 같은 입력인자들을 사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한 결과

실내 공간 추정오염도는 9x 10
-1
㎎/㎥, 인체노출량은 5x10

-8
㎎/㎏/day으로 나

타났다. 방향제에 대한 규정농도는 산자부, 기술표준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

전관리법에서 정한 25 ㎎/ℓ적용하여 소비제품에 대한 인체 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4x10-7 ㎎/㎏/ day로 산출되었다.

소비제품 대상 제품 구분 실내농도 (㎎/㎥)
인체 노출량

(㎎/㎏/day)

방향제 방향제

검출함량 적용 0.9 5x10-8

규제함량 적용 0.002 4x10-7

표 14.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방향제 사용 시 인체 노출량 추정 값

3.2.3. 모발 및 목욕제품

모발 및 목욕제품은 배출모델 중 일시적 배출을 이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하

였다.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인자들은 실측값(이종현 등, 2012)을 이용하였

다. 국내외 문헌자료나, 실측값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Consexpo 4.1 모형의

기본 값을 활용하여, 관련 시나리오에 대해 제시된 값을 모델에 입력하여 노

출 평가를 실행하였다.

모발 및 목욕제품으로는 로션, 바디클렌져, 세안류, 화장비누, 버블바스, 샴

푸, 린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왁스, 헤어젤로 총 10종이다. 각각의 포름알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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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검출 농도는 로션, 세안류, 화장비누, 버블바스, 샴푸, 린스는 불검출되어

검출한계 값의 1/2 (0.001 ㎎/㎥)을 적용하였다. 헤어스프레이는 1.9 ㎎/㎥, 헤

어젤은 2.2 ㎎/㎥, 헤어왁스 0.9 ㎎/㎥으로 검출되었다. 그 외 생리학적 모수인

체중은 국내 성인 평균 기준인 60 ㎏으로 나타내었고, 환기율은 조사대상자인

전업주부의 평균 환기율인 4.2시간으로 나타내었다. 노출 계수는 국립환경과학

원 (2008)에서 보고한 741명의 조사대상자들의 사용빈도, 사용시간, 사용량을

확인하였다. 방향제는 주로 흡입 노출을 유발하며, 앞서와 같은 입력인자들을

사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한 결과 헤어스프레이에서 실내 공간 추정오염도는 4

㎎/㎥ 인체노출량 검출농도는 3x10-6 ㎎/㎏/ day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포

름알데히드 검출농도와 규제농도를 적용한 결과 세안류, 화장비누, 헤어스프레

이, 헤어왁스, 헤어젤에서는 농도 값이 매우 낮았다. 로션에서는 검출농도를

적용한 결과 7x10-9 ㎎/㎏/day, 규제농도를 적용한 결과 1x10-2 ㎎/㎏/day로 검

출농도와 규제농도간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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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제품 대상 제품 구분
실내농도

(㎎/㎥)

인체 노출량

(㎎/㎏/day)

두피 및

목욕제품

로션
검출함량 적용 1x10-8 3x10-9

규제함량 적용 7x10-2 1x10-2

바디클렌져
검출함량 적용 4x10-4 5x10-7

규제함량 적용 8x10-1 1x10-3

세안류
검출함량 적용 8x10

-5
6x10

-11

규제함량 적용 2x10-1 1x10-4

화장비누
검출함량 적용 8x10-5 4x10-11

규제함량 적용 2x10-1 8x10-5

버블바스
검출함량 적용 3x10-4 9x10-10

규제함량 적용 7x10-1 2x10-3

샴푸
검출함량 적용 5x10-4 3x10-10

규제함량 적용 1 6x10-4

린스
검출함량 적용 4x10-4 2x10-10

규제함량 적용 1 4x10-4

헤어

스프레이

검출함량 적용 4 3x10-6

규제함량 적용 7x10-2 3x10-5

헤어왁스
검출함량 적용 4x10-2 2x10-8

규제함량 적용 2x10-1 4x10-5

헤어젤
검출함량 적용 3x10-2 1x10-8

규제함량 적용 6x10-2 1x10-5

표 15.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모발 및 목욕제품 사용 시 인체

노출량 추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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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11
1.00E-10
1.00E-09

1.00E-08
1.00E-07
1.00E-06
1.00E-05
1.00E-04
1.00E-03
1.00E-02
1.00E-01

1.00E+00

검출농도(mg/kg/day)

규제농도(mg/kg/day)

그림 6.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모발 및 목욕제품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인체 노출량 비교



- 41 -

로션
0%

바디클렌져
16%

세안류
0%

화장비누
0%

버블바스
0%

샴푸
0%

린스
0%

헤어스프레이
83%

헤어왁스
1%

헤어젤
0%

(a) 검출농도 적용비율

로션
78%

바디클렌져
6%

세안류
1%

화장비누
1%

버블바스
9%

샴푸
3%

린스
2%

헤어스프레이
0%

헤어왁스
0%

헤어젤
0%

(b) 규제농도 적용 비율

그림 7.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모발 및 목욕제품 별 포름알데히드 인체 노출량 기여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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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피부접촉제품

피부접촉 제품은 배출모델 중 일시적 배출을 이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하였

다.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인자들은 실측값(이종현 등, 2012)과 국내기관에

서 보고된 검출농도를 이용하였다. 국내/외 문헌자료나, 실측값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 Consexpo 4.1 모형의 기본 값을 활용하여, 관련 시나리오에 대해 제

시된 값을 모델에 입력하여 노출 평가를 실행하였다. 피부접촉 제품으로는 메

이크업 리무버 폼클렌징, 메이크업 리무버 오일클렌징, 메이크업 리무버 크림

클렌징, 파우더, 파운데이션, 페이스 팩(로션형), 페이스 팩(시트형), 페이스 스

크럽, 매니큐어 리무버, 매니큐어,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붓형, 아이라이너 펜

슬형, 마스카라, 볼연지, 튼살 크림, 살트임 방지 크림, 향수, 선스크린, 영양크

림, 미용화장지, 물휴지를 대상제품으로 하였다.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는

메이크업 리무버 크림클렌징 메이크업 리무버 오일클렌징, 메이크업 리무버

폼클렌징, 파운데이션, 페이스 스크럽, 매니큐어, 매니큐어 리무버, 볼연지, 튼

살크림, 살트임 방지크림, 영양크림은 불검출되어 검출한계 값의 1/2 (0.001 ㎎

/㎥)을 적용하였다. 아이섀도와 아이라이너는 6 ㎎/㎥, 마스카라 0.9 ㎎/㎥, 향

수 1.9 ㎎/㎥, 선스크린 피부접촉제품 0.7 ㎎/㎥이 검출농도를 보였다. 페이스

팩 로션형 1 ㎎/㎥ 페이스팩 시트형 9 ㎎/㎥ 물휴지 21 ㎎/㎥ 미용화장지 6

㎎/㎥으로 국내 기관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보고된 포름

알데히드 검출농도를 적용하였다. 그 외 생리학적 모수인 체중은 국내 성인

평균 기준인 60 ㎏으로 나타내었고 환기율은 조사대상자인 전업주부의 평균

환기율인 4.2시간으로 나타내었다. 노출 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2008)에서 보

고한 각각의 조사대상자들로 하여 사용빈도, 사용시간, 사용량을 확인하였다.

앞서와 같은 입력인자들을 사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한 결과 물티슈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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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실내 공간 추정오염도는 24 ㎎/㎥인체 노출량 추정

오염도는 1x10-4 ㎎/㎏/day의 결과로 산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검출농도와 규

제농도 적용 시 비교한 결과 물티슈에서 규제농도가 검출농도에 비해 10배정

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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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제품 대상 제품 구분 실내농도(㎎/㎥)
인체 노출량

(㎎/㎏/day)

피부

접촉

제품

메이크업리무버
폼클렌징

검출함량 적용 4x10-5 9x10-11

규제함량 적용 9x10-2 2x10-4

메이크업리무버
크림클렌징

검출함량 적용 4x10
-2

6x10
-8

규제함량 적용 1x10
-1

1x10
-4

메이크업리무버
오일클렌징

검출함량 적용 3x10-5 4x10-11

규제함량 적용 6x10-2 8x10-5

파우더
검출함량 적용 9x10-6 1x10-8

규제함량 적용 1x10-2 8x10-6

파운데이션
검출함량 적용 5x10

-6
5x10

-12

규제함량 적용 2x10
-2

9x10
-6

페이스팩(시트형)
검출함량 적용 2x10-1 1x10-7

규제함량 적용 1x10-1 3x10-5

페이스팩(로션형)
검출함량 적용 5x10-2 2x10-7

규제함량 적용 2x10-2 3x10-5

페이스 스크럽
검출함량 적용 1x10

-5
7x10

-12

규제함량 적용 3x10
-2

1x10
-5

매니큐어 리무버
검출함량 적용 4x10-6 2x10-12

규제함량 적용 2x10-2 3x10-6

매니큐어
검출함량 적용 4x10-7 1x10-12

규제함량 적용 2x10-2 3x10-6

아이새도
검출함량 적용 1x10

-5
4x10

-9

규제함량 적용 1x10
-2

2x10
-6

마스카라
검출함량 적용 2x10-6 1x10-9

규제함량 적용 9x10-3 2x10-6

아이라이너 펜슬형
검출함량 적용 1x10-2 8x10-9

규제함량 적용 9x10-3 2x10-6

아이라이너 붓형
검출함량 적용 1x10

-2
8x10

-9

규제함량 적용 9x10
-3

2x10
-6

볼연지
검출함량 적용 3x10-6 2x10-12

규제함량 적용 6x10-3 4x10-6

튼살크림
검출함량 적용 2x10-5 7x10-12

규제함량 적용 9x10-2 1x10-5

살트임 방지크림
검출함량 적용 2x10

-5
6x10

-12

규제함량 적용 3x10
-2

1x10
-5

향수
검출함량 적용 3x10-3 1x10-9

규제함량 적용 4x10-3 1x10-5

선스크린
검출함량 적용 8x10-4 2x10-10

규제함량 적용 6x10-3 7x10-7

영양크림류
검출함량 적용 7x10

-5
3x10

-11

규제함량 적용 3x10
-1

5x10
-5

미용화장지
검출함량 적용 7x10-1 2x10-6

규제함량 적용 1x10-3 2x10-6

물휴지
검출함량 적용 24 1x10-4

규제함량 적용 6x10-3 1x10-5

표 16.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피부접촉제품 사용 시 인체 노출량 추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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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04

1.00E-03

1.00E-02

검출농도

규제농도

그림 8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피부접촉제품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인체 노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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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피부접촉제품 별 포름알데히드 인체 노출량 기여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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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세정제 및 살균제

세정제 및 살균제는 일시적 배출을 이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하였다. 세정제

및 살균제에 대한 포름알데히드의 함유량은 농도 값이 보고되지 않아 다른 제

품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평균 검출농도 (0.03%)를 적용하였다. 그 외

생리학적 모수인 체중은 국내 성인 평균 기준인 60 ㎏으로 나타내었고 환기율

은 조사대상자인 전업주부의 평균 환기율인 4.2시간으로 나타내었다. 노출계수

는 국립환경과학원(2008)에서 보고한 각각의 조사대상자들로 하여 사용빈도,

사용시간, 사용량을 확인하였다. 앞서와 같은 입력인자들을 사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한 결과 부엌용 합성세제에서 실내 공간 추정오염도 2x10-1 ㎎/㎥, 인체노

출량은 4x10
-6 ㎎/㎏/day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엌용 합성세제가 6종의

제품 중 검출농도와 규제농도를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세탁용 합성세제 및 섬유유연제의 검출농도와 규제농도는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노출량이 낮았다.

소비제품 대상 제품 구분 실내농도(㎎/㎥) 인체 노출량(㎎/㎏/day)

새정제

세탁용합성세제(가루)
검출농도 1x10-2 10x10-8

규제농도 3x10-4 3x10-6

세탁용합성세제(액상)
검출농도 9x10

-2
6x10

-8

규제농도 2x10
-4

2x10
-6

세탁용합성세제(코튼)
검출농도 3x10-3 1x10-12

규제농도 9x10-5 3x10-11

섬유유연제
검출농도 9x10

-2
6x10

-8

규제농도 3x10
-4

2x10
-6

욕실용 세정제
검출농도 1x10-1 6x10-7

규제농도 4x10-3 2x10-5

부엌용 합성세제
검출농도 2x10

-1
4x10

-6

규제농도 8x10
-3

1x10
-4

표 17.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세정제 사용 시 인체 노출량 추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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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13
1.00E-12
1.00E-11
1.00E-10
1.00E-09
1.00E-08
1.00E-07
1.00E-06
1.00E-05
1.00E-04
1.00E-03

검출농도(mg/kg/day)

규제농도(mg/kg/day)

그림 10.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세정제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인체 노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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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용

합성세제
83%

(a) 검출농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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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규제농도 적용

그림 11. ConsExpo 4.1 모형에 의한 세정제 별 포름알데히드 인체 노출량 기여율 비교



- 50 -

4. 포름알데히드 인체 노출량의 영향 요인 분석

4.1. 주요 노출원 별 기여도 분석

실측을 통한 개인 24시간 동안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58±37 ㎍/㎥로 나타

났고 개별 공간에서의(거실/침실)농도는 거실이 56±41 ㎍/㎥로 나타났고 침실

이 107±65 ㎍/㎥로 나타났다. 그리고 ConsExpo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소

비제품 노출 농도는 31 ㎍/㎥의 결과를 보였다. 개인 24시간 동안의 포름알데

히드 농도와 개별 공간 전체에서 발생한 농도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개인

외출 시 방문한 장소이거나 집안 실내에서 머문 곳에 의한 차이로 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개인(24시간)
개별 공간/ 행위별 농도

거실 침실 소비제품

농도

(㎍/㎥)
58±37 (15 ∼ 201)

56±41

( 25 ∼ 246 )

107±65

(30 ∼ 344)
31

표 18. 일부 전업주부의 개인 노출 및 주요 노출원 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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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포름알데히드의 개인 24시간 인체 노출량 과

개별공간에서의 인체노출량을 알아보았다.

실측을 통한 개인 24시간 포름알데히드의 인체 노출량 농도는 0.01 ㎎/㎏

/day로 나타났고 개별 공간에서의(거실/침실) 인체 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거

실이 0.008 ㎎/㎏/day로 나타났고 침실이 0.0003 ㎎/㎏/day로 나타났다. 그리고

ConsExpo 4.1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소비제품의 공간별 인체 노출량의(거

실/침실/욕실/부엌) 농도는 0.0001 ㎎/㎏/day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체 노출

량을 산출할 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각각의 공간에 머무른 시간을 조사한 결

과 거실은 16±1 시간이고 침실은 8±1 시간으로 나타났다. 취침시간은 실제 대

상자가 이용기간이고 그 외 시간은 거실로 하였다.

개인(24시간)
개별 공간/ 행위별 농도

거실 침실 소비제품

인체 노출량

(㎎/㎏/day)
1x10-2 8x10-3 3x10-4 1x10-4

표 19. 일부 전업주부의 개인 및 주요 노출원 별 전체 노출량

실내 환경의 인체 노출량과 24시간 개인 인체 노출량을 비교한 결과 개인

인체노출량 (0.01 ㎎/㎏/day)과 거실/침실/소비제품 (0.009 ㎎/㎏/day)로 인한

농도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거실에서의 농도가 0.008 ㎎/㎏/day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침실은 0.0003 ㎎/㎏/day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를 적용할 했

을 경우 소비제품 농도는 0.0001 ㎎/㎏/day로 가장 낮았다. 거실에서의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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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침실에 비해 환경 노출량은 낮았지만 호흡률

로 인한 차이로 판단된다.

또한 거실에 대한 개인 인체 노출량(0.008 ㎎/㎏/day)과 실내 환경에서의

인체 노출량(0.009 ㎎/㎏/day)간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가구, 바닥재, 벽지

등으로 인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2. 일부 전업주부의 포름알데히드의 개인 및 주요 노출원 별 인체

노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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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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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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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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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규제농도 적용

거실
63%

침실
2%

소비재
1%

unknown
34%

(a) 검출농도 적용

그림 13. 일부 전업주부의 포름알데히드의 개인 인체 노출량 대비 주요 노출원 별 기여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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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포름알데히드 소비제품별 기여도 분석

ConsExpo 4.1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43개의 제품에 대한 모델링을 실시하

였다. 모발 및 목욕제품(10종), 피부접촉제품(23종), 세정제 및 살균제(6종), 살

충제(1종), 방향제(1종)에 대한 인체노출량(㎎/㎏/day)을 추정하였다. 세정제와

방향제의 경우 국내/외에서 보고된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없어

다른 제품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 평균 농도를 적용하여 모델링하였

다. 개인의 인체 흡입 노출량에 대해 제품별 인체 흡입 노출량을 알아본 결과

모발 및 목욕제품 10종에서 3x10-7 ㎎/㎏/day)로 나타났고 피부접촉제품 23종

에서 0.0001 ㎎/㎏/day와 세정제 및 살균제 6종에서 5x10-6 ㎎/㎏/day로 나타

났다. 살충제에서는 2x10-10 ㎎/㎏/day와 방향제에서는 5x10-8 ㎎/㎏/day로 나

타났다. 피부 접촉제품에서 인체 노출량이 가장 높았고 살충제 및 방향제에서

는 인체 노출량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체 41종의 소비제품에 대한 포름알

데히드의 검출농도 적용시과 규제농도 적용 시 인체노출량에 대한 비율을 살

펴본 결과 검출농도 적용 시 물휴지(물티슈)에서 91%로 높게 나타났고 규제

농도 적용 시 로션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가능한 소비제품 별 인체 노출 기여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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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가능한 개별 소비제품(41종)의 인체 노출 기여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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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선행연구로서 국내 국립환경과학원(2011년) 「국가우선순위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Ⅰ)」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일일 활동시간 양상에 따른

개인노출평가 연구에서 사무직근로자, 학생, 주부들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노출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인노출과 환경노출간의 차이가 주택실내에 머무르

는 시간이 긴 주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노출과 환경노출간의 차이에 대한 요인을 찾고자 국내

에서 노출계수가 확보된 소비제품에 대해 노출모델을 이용하여 소비제품에 대

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인 노출량 및 실내 환경농도를 조사한 결과

24시간 개인 노출량 0.01 ㎎/㎏/day (100%) 중 거실에서의 인체 노출량은

0.008 ㎎/㎏/day (63%), 침실 0.0003 ㎎/㎏/day (2%), 소비제품 0.0001 ㎎/㎏

/day (1 %)로 소비제품에 대한 영향은 다소 낮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소비

제품의 성분 조사 방법은 제품 내 함유 여부에 대해 실제 제품을 분석하지

않고 국내와 국외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목록의 불확실

성이 있다. 소비자 제품에 대한 실제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조사 결과가 보고

된 자료 및 제품에 관련된 표시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을 정

리한 것으로, 이 목록이 해당 제품의 성분농도가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

며,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료 조사

를 근거로 한 차원에서는 가능한 대부분의 자료를 pooling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모델에 대한 적용성 검토 결과, 기존의 외국 모델들은

다양한 평가인자들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국내 특성 값을 확보할 필요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환경부, 2004). 각 모델별로 국내 자료 확보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평가인자에 대해 국내 입력 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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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델 결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 결과 값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입력변수가 제품정보, 소비자 사용행태, 인체 생리학적 변수와

관련된 변수들임을 파악하였다.

샴푸, 치약, 치아미백제, 헤어린스, 버블바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은 EU

소비자와 우리나라 소비자 간의 제품 기인 유해물질 노출량의 차이가 2배 이

내로 비교적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바디클렌저, 세안류, 화장비누, 선스크린

피부접촉제품, 영양크림은 2배 이상의 노출량 차이가 나타난 제품으로 평가되

었다(국립환경과학원, 2008). 현재 ConsExpo 4.1 모형에서는 피부접촉제품, 해

충억제 제품(살충제), 세정제, 소독 살균제에 대해서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24시간 개인 노출량(100%) 중 거실은 0,008 ㎎/㎏/day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실공간에서의 가구제품이나 바닥재, 벽지에서

배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침실은 0.0003 ㎎/㎏/day 소비

제품에서는 0.0001㎎/㎏/day로 나타났다. 동일한 물질 농도를 가정하였음에도

우리나라 사람과 유럽인 간에 제품 사용으로 인한 노출량의 차이가 발생함으

로 사용빈도 및 사용시간 등의 노출계수가 노출량 계산에서 주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 소비자노출평가모델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태조사, 실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입력정보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ConsExpo 4.1

모형의 제품군 외에 기존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문헌자료, 모델의 가정 등을

통해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대상제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출시나리오

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외국 모델의 국내 적용성 검토결과에서 외국과 우리

나라의 대상제품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노출평가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형 소비자 노출평가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소비자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하여 노출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출 시나리오 템플릿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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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할 것이다(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06).

따라서 소비자제품의 경우 제품 사용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 노출 억제가 필요하다. 소비자 노출에 대한 영

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름알데히드 함유 소비자제품의 사용에 따른 소비자

노출평가 및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바, 이의 기반이 되는 국내 적용 가능한

소비자 노출계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0). 정확한 노출량

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품을 일반인들이 사용 빈도, 사용 시간, 사용

횟수와 같은 노출 계수의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제품에 대

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제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의 효

과적인 위해성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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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개인노출 및 실내공간에서의 포름알데히드의

영향과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주요 소비제품 목록 작성을 통해 개인 노출과

소비제품 노출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와 국외에서 인체 노출과 관련하여 관심대상이 된 소비제품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함유 가능 제품 중 국내외 사용 유무를

고려하여 조사된 결과 살충제, 광택제, 페인트, 개인위생용품, 세정제, 접착제,

탈취제를 포름알데히드 함유 소비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전업주부(n=60)의 24시간 동안의 포름알데히드 개인 노출농도는 58±

37 ㎍/㎥이고, 거주 공간 중 거실은 56±41 ㎍/㎥, 침실은 107±65 ㎍/㎥이었다.

소비제품 목록 중 국내 노출행태가 확보되고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제품 41

종에 대해 ConsExpo 4.1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거주 공간에서의 소비제품

사용에 의한 실내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31 ㎍/㎥으로 추정되었다. 포름알데히

드의 개인 노출농도의 거주 공간 별 농도 차이는 개인 외출 시 방문한 장소이

거나 집안 실내에서 머문 곳에 의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업주부의 24시간 개인 모니터링에 의한 인체 노출량은 0.01 ㎎/㎏/

day이었으며, 거실, 침실 및 소비제품에 의한 인체 노출량은 각각 0.008㎎/㎏/

day, 0.0003 ㎎/㎏/day, 0.0001 ㎎/㎏/day이었다. 거실에 의한 인체 노출량은 0.

008 ㎎/㎏/day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비제품에 의한 인체 노출량은 41종의

소비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검출농도를 적용했을 경우 0.0001 ㎎/㎏/day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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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았다. 거실에서의 인체 노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침실에 비해 실

내 농도는 낮았지만 거주시간 및 호흡률(가벼운 활동)로 인한 차이로 판단된

다. 41종의 소비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규제 농도를 적용했을 경우 인체 노출

량이 0.01 ㎎/㎏/day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를 적용했을 때 보다 100배

높았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가능한 소비제품 중 국내 포름알데히드

함량 및 노출행태 정보가 있는 41종 중 노출기여도가 장 큰 제품군은 피부접

촉제품이었다.

정확한 노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품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사용 빈도, 사용 시간, 사용 횟수와 같은 노출 계수의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소비자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제품에 함

유된 포름알데히드의 효과적인 위해성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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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ous substances affects national health by exposure to consumer

and consumer used in the process. it is increasing consumer's needs on

the safe consumer.

The objective of this was to analysis between 24 hours of personal

exposure and consumer exposure through formaldehyde effect in the

housewife's personal exposure and indoor space. This study was to

analysis major consumer list containing formaldehyde.

This study was proceeded as following. First, formaldehyde's

measurements from personal. Second, the major factor analysis from

personal exposure. Third, personal exposure's estimation through Cons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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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odel. Forth, comparison of the personal exposure's measurements and

individual space measure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ccurrence difference personal exposure

and living room, bedroom, and consumer. living room's concentration was

the highest and consumer was the lowest. it made a decision that the

living roon is higher than on the respiration rate. and it was confirmed a

little consumer effect on the human through ConsExpo 4.1 mode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ed exposure value procure

containing formaldehyde in the different consumer besides current was

procured exposure value on the consumer in domestic.


Key Words : formaldehyde, consumer, human exposure, indoor a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