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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들의 실내 활동 시간 증가와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

품의 화학물질 사용 확 등으로 인한 실내오염발생원 증가는 건강상 장애

가능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내 공간의 공기 오염은 사실상 외부의 기

오염보다 더욱 심각하며, 인에게 직 이고 한 해를 래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생활화학용품에 한 리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와 련된 연구결과도 지속 으로 보고되

고 있다.

택제는 사용 특성 상 도포하고 문지름의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

용 시 호흡률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이

흡입을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이에 한 수 을 악하는 것은

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일부 실내용

택제를 선정하여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공간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이

후 지속 으로 머무르면서 향을 받게 되는 실제 사용 환경 시나리오를

모사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한 인체

흡입노출 향을 평가하 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 ｣에 따른 소형챔버법

을 활용하여 용도 유형별로 경시변화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농도를 비교하 으며, 선행자료 시험분석을 통하여 다빈도로 검출

된 해우려물질을 선정하 다.

최종 선정된 해우려물질 방출농도 단 표면 당 방출량을 활용하

여 성인 어린이에 한 흡입 경로에 따른 노출계수를 통하여 실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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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자동차 내부에서 사용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인체 노출 향을 비

교·평가하 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제품의 용도에 따른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평균 농도는 도포 모사단계인 기 30분보다 지속 단계 가정한

4.5 시간 동안의 평균농도에서 가구용 택제 방출량이 47%로서 가장 많

이 증가하 다. 유형별로는 스 이 형태가 기보다 지속단계에서 42%,

액상형 제품이 21%, 함침형 제품이 53%로서 함침형 제품이 가장 많이 증

가하 다. 스 이 형태 제품이 액상 함침형 제품에 비해 일시 으로

휘발성이 큰 물질이 많은 비 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 방출량이 다른 유

형의 제품에 비해 높지만, 지속 으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은 함침형 제품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 농도는 시간별 부분의

제품에서 어들었으며, 오염물질별 구성비로는 n-butylacetate(0.28 ∼

15.05%), d-limonene(28.15 ∼ 75.74%), alpha-pinene(0.18 ∼ 5.71%)이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인체흡입 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택제에서 방출되는 단 표면 당

방출량에 해 성인 어린이를 상으로 노출평가를 한 결과,

d-limonene alpha-pinene을 제외한 다른 조사 상 오염물질들 모두 방

출은 되지만 인체 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린이를

상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바닥용 스 이 제품에서 d-limonene과 성인

어린이를 상으로 자동차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죽용 함침형 일부 제품

에서 alpha-pinene의 Hazard quotient(HQ)가 1을 과하 다. d-limonene

alpha-pinene 물질은 향료로서 사용되는 terpene류 화합물로서 실내 오

존과 빠르게 반응하여 2차 생성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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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해성을 최소화시키기 해서는 이러한 향료

사용량이 많은 택제는 선택하지 않도록 추천된다. 한 택제 사용에

따라 호흡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등 민감 계층의 해성이 일반 성인보

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 향 평가를 정 하게 하기 해서는 연령별

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등 집단에 한 특수성이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택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인체흡입노출량, 노출 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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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속한 증가에 따라 인체 건강에 미치는

향이 큰 실내공기질 리가 요한 문제로 두되었다. 인은 하루

24시간 90% 정도를 실내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Dockery and

Spengler, 1981), 이러한 을 미루어 볼 때 실내 공간의 공기 오염은 사

실상 외부의 기오염보다 더욱 심각하며, 인에게 직 이고 한

해를 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실내공기오염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03년도 환경부에서는 ｢다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리법｣을 제정함으

로서 실내공기질 리를 한 제도 인 기틀을 마련하 고, ’04년도에는

‘실내공기질 리 기본계획’ 수립, ‘실내환경개선 의회’ 구성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리체계를 구축하 다.

실내 공간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공기오염물질은 연구 기에는 외

부 창문을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일반 기오염물질(부유입자, SO2, NO2

등)에 주로 심이 집 되었으나, 최근에는 인체 건강에 미칠 잠재력에

한 인식 확산과 분석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실내공기오염물질에 심을 갖

게 되었다(환경부, 2011). 특히, 실내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향제, 세정

제 등 다양한 생활용품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용빈도가 높고, 다양한 화학물

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

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카르보닐(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

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될 수 있다(Md Mahmudur

Rahman et al., 2014, Sanghwa Kim et al., 2015).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11.4월)로 인하여 실내 환경에서 화학물

질 함유제품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문제가 사회 이슈로 두되고 있으

며,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 사용 용도에 따른 인체 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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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미지의 화학물질

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하여「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리를

한 근거를 마련하 다(환경부, 2014).

택제는 가구, 자동차 가죽시트, 바닥, 구두 등의 표면에 택을 내기

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며, 스 이, 고·액상 등의 여러 타입으로 국내외

에서 매되고 있다. 다양한 용도 형태의 제품으로 실내 환경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3년도(약 1 800억 원)에 ‘11년도(약

1,150억 원) 비 약 5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하며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다.

택제의 사용과 련된 건강 험은 휘발물질에 한 흡입 피부 흡

수와 련이 있다(Hai Guo et al., 2001). 주요 증상은 코와 목의 자극,

손상, 간 신장 문제, 폐 조직 손상 신경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HWRIC 1984). 제품 사용 특성 상 도포 문지름 등의 행동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량이 평소(0.45 m3/hr)보다 약 4배 정도 증가(1.75 m3)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 노출 련성이 매우 높은 품목이라

할 수 있다(Danish 2010, EU TGD 2003). 한, 택 성분을 티슈 는 스

펀지에 함침시킨 제품을 장갑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이 피부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다(Danish, 2010).

몇몇의 역학 연구에서는 개인 생용품의 노출로 따른 천식 는 천식

악화 민감 특성(sensitivity properties) 등의 호흡 향에 한 연 성을

검토했지만(Cara A.M. Bondi 2011), 여 히 노출 경로 건강 악 향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과 제품을 정확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Bédard et

al., 2014; Le Moual et al., 2014; Vernez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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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자동차 실내 등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들

보다 많기 때문에 생활용품에서 배출되는 많은 오염물질로부터 무방비 상

태로 노출되어 있다. 건물 내에서 일을 하는 성인 직장인, 일반 업주부들

어린아이들까지 그 노출범 가 범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인체 건강

의 잠재 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러한 실내 공간에서의 택제

사용 등으로 인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노출에 따른 건강 해를 측

하고 응 방안을 수립하기 하여 실제 사용 환경을 모사하여 주요 노출

경로인 흡입을 통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노출을 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사용되는 일부 택제를 상으로

사용 단계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특성을 악하고, 이로

인한 인체 건강에 미치는 향 노출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 공간에서 사용되는 일부 택제를 상으로 실제 환경조건

을 모사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농도를 측정하고,

둘째, 제품의 용도 유형을 고려하여 인체 노출량을 평가함으로서

셋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일부 유해물질에 한 건강 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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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사용되는 일부 택제를 상으로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공간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이후 지속 으로 머무르면

서 향을 받게 되는 실제 사용 환경 시나리오를 모사하여, 시간별 택제

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측정·분석한 값과 흡입독성참고

치와 비교하여 물질별 인체건강 해도를 평가하고,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

한 노출 향 수 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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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국내 선행연구 분석

국내에서 택제 제품에 한 노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한 리 안

기 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2014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가

표 이다.

택제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조사 제품 내 리 상 해우려물질을

조사·분석하여 해성 평가를 실시하 다. 사용원료 목록을 입수한 제품에

해 국내외 연구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시 제품을 상으로 스크리

닝 정성 시험을 통해 해우려물질 22개를 선정하 다. 특히 사용원료 목록

외의 유해물질 검을 하여 시 제품에 한 스크리닝 정성시험 분석을

수행하 고 휘발성이 큰 유기용제류(VVOCs)는 헤드스페이스법(headspace)

으로 상 으로 휘발성이 낮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반휘발성유기

화합물(SVOCs)은 용매추출법(solvent extraction)으로 분석하여 해우려물

질을 선정하기 하여 고려하 다.

선정된 해우려물질을 상으로 국외 해성평가 방법을 국내에 용시

키기 해 물질의 구성성분비, 제품 노출계수(국내외 자료조사 실측, 설

문조사 실시), 소비자 이용행태(설문조사 실시), 노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해성평가를 실시하여 MOE 100 이하 결과를 보인 dimethyl formamide에

한 안 기 (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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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 선정

택제는 일반 으로 자동차용, 바닥용, 가구용, 가죽용 등에 주로 사용

되며, 고상, 스 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등), 티슈·스펀지 등에 택 성

분을 함침시켜 사용하는 함침형 등 다양한 성상을 지니고 있다.

주로 표면보호제, 계면활성제, 용제, 향료, 마찰제, 보존제, 산화방지제,

안료, 분사제(스 이형)가 사용되며, 기본 인 표면보호제 성분과 함께 보

조 인 세정기능을 갖추기 한 계면활성제, 향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환경부, 2014).

본 연구에서 조사 상 제품은 환경부(2014)에서 해성평가 연구 상

으로 선정한 제품과 일부 같은 시료를 확보하 다. 이 자동차 속 표

면, 자동차 휠 등 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 시료부하율이

작은 구두약은 제외하고, 제품을 선정하 다.

국내 형마트 오 마켓에서 매되고 있는 시료를 수집하 고, 분무

식 제품을 포함한 스 이 형태(4), 에멀젼 제품을 포함한 액상 형태(2),

티슈형태(2) 총 8개 제품을 선정하 다. 사용 용도 주요성분은 제품 뒷

면에 표시된 내용을 토 로 표1에 작성하 고, 자동차 내장재 일반 가정

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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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lishes selected for chamber testing

Order Type Usage* Main ingredients*

1 Spray
Leather products, car

interior material

silicone, fragrance,

preservative

2 Spray
Wooden furniture, piano,

metal

polydimethylsiloxane,

naphtha, water

3 Spray Wooden floor surfactant, orange oil

4 Spray Wooden furniture

surfactant,

propellant(LPG gas),

fragrance(lavender oil)

5 Liquid
Leather products, car

interior material, sofa

propylene glycol,

fragrance(lavender),

water

6 Liquid Wooden floor
acryl emulsion, ethoxy

diglycol, water

7 Tissue Wooden furniture -†

8 Tissue
Synthetic leather, sofa,

bag, car interior material

silicon oil,

solvent(petroleum,

alcohol)

* It shows the declared substances and usage in the purchased products.

†No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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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ed of polish containing functional ingredients(focusing on

frequency)

Function Substance CAS. No
Max. weight

[%]

Surface

protection agent

polydimethyl-

siloxane
63148-62-9 30

carnauba wax 8015-86-9 10∼20

bees wax 8012-89-3 -

Surfactant

cetearyl alcohol 8005-44-5 -

fatty alcohol

ethoxylate
68920-66-1 -

Solvent

naphtha(petroleum),

hydrotreated heavy;

low boiling point

64742-48-9 15∼20

di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111-90-0 5∼10

2-butoxy ethanol 111-76-2 10

Fragrance d-limonene 5989-27-5 4.9∼5.1

Friction agent aluminium oxide 102110-18-9 50

Preservative CMIT/MIT - 0.1

Antioxidant tocopherol - 1

Dye black dye stuff - 1

Propellant
propane 74-98-6

41
butane 106-97-8

* 출처 : 환경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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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내 사용 환경조건 모사 VOCs 분석방법

2.3.1 VOCs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택제 실제 실내 사용 환경조건을 모사하기 하여 환

기가 원활하지 않는 공간에서 제품을 사용(도포)하고, 사용 이후 공간에 지

속 으로 머무르면서 향을 받게 되는 사용 시나리오를 모사하 다.

노출 조건설정을 통한 변경 이외의 일반 인 분석조건은 실내공기질공

정시험기 (ES 02131.1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소형챔버법)에 근거하 다.

실내 사용가능한 택제 8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알루미늄 호일

시(가로 100 mm × 세로 100 mm)에 약 3.3∼5 g을 달아 도포한 후, 소

형 챔버 내부 앙에 설치하여 폐한다. 함침 형태는 시료부하율 0.5

m2/m3이 되도록 잘라서 비한다. 폐된 소형챔버에 청청공기를 62

mL/min으로 공 하고, 고체흡착 을 챔버 배출구에 설치하여 50 mL/min

으로 유량을 채취한다. 채취한 고체흡착 시료를 열탈착-가스크로마토그

래 /질량분석기(TDU-GC/MS) 장비를 이용하여 4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에 하여 정량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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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ample production and procedure for VOCs analysis

챔버 내 시료의 부하율(시료 면 과 챔버 내부 부피의 비)은 약 0.5

m2/m3로,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나리오 가정을 하여 환기횟수도 일반

인 경우인 시간 당 0.5∼1회 보다 낮은 시간당 0.186회(최소 설정 가능한

환기횟수)로 설정한다.

공기 시료 채취 간격은 휘발성 물질의 방출이 가장 큰 도포 직후인 30

분 간격으로 2회 채취한다. 이후 1시간 간격으로 채취하여 총 5시간 동안

6회의 시료를 연속 으로 채취한다. 방출시험 조건은 아래 표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자료에서 최종 선정된 22종 물질 일반 인

정의(C6∼C16)에 해당하지 않는 알콜류 LC-MS로 분석하는 알데하이드

류는 제외한 물질 7종과 8개 제품에서 유해성 고려 다빈도로 검출된 휘

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염물질을 최종 선정하며, 방출농도 방출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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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OCs quantified substances

No. Compounds Formular CAS No.

1 hexane CH3(CH2)4CH3 110-54-3

2 chloroform CHCl3 67-66-3

3 1,2-dichloroethane ClCH2CH2Cl 107-06-2

4 2,4-dimethylPentane (CH3)2CHCH2CH(CH3)2 108-08-7

5 1,1,1-trichloroethane CH3CCl3 71-55-6

6 n-butanol CH3CH2CH2CH2OH 71-55-6

7 benzene C6H6 71-43-2

8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9 1,2-dichloropropane CH3CH(Cl)CH2Cl 78-87-5

10 bromodichloromethane CHBrCl2 75-27-4

11 trichloroethylene C2H3Cl3 79-01-06

12 2,2,4-trimethylpentane (CH3)2CHCH2C(CH3)3 540-84-1

13 n-heptane CH3(CH2)5CH3 142-82-5

14 methyl isobutyl ketone (CH3)2CHCH2COCH3 108-10-1

15 toluene C6H5CH3 108-88-3

16 dibromochloromethane ClCHBr2 124-48-1

17 n-butylacetate CH3COO(CH2)3CH3 123-86-4

18 n-octane CH3(CH2)6CH3 111-65-9

19 tetrachloroethylene C2Cl4 78-87-5

20 ethylbenzene C8H10 100-41-4

21 m,p-xylene C6H4(CH3)2 108-38-3

22 styrene C8H8 100-42-5

23 o-xylene C6H4(CH3)2 95-47-6

24 n-nonane CH3(CH2)7CH3 111-84-3

25 alpha-pinene C10H16 80-56-8

26 m-ethyltoluene C2H5C6H4CH3 620-14-4

27 p-ethyltoluene C2H5C6H4CH3 622-96-8

28 1,3,5-trimethylbenzene C6H3(CH3)3 108-67-8

29 o-ethyltoluene C2H5C6H4CH3 611-14-3

30 beta-pinene C10H16 127-91-3

31 1,2,4-trimethylbenzene C6H3(CH3)3 95-63-6

32 n-decane CH3(CH2)8CH3 124-18-5

33 1,4-dichlorobenzene C6H4Cl2 106-46-7

34 1,2,3-trimethylbenzene C6H3(CH3)3 526-73-8

35 d-limonene CH3C6H8C(CH2)CH3 5989-27-5

36 nonanal C9H18O 124-19-6

37 n-undecane CH3(CH2)9CH3 1120-21-4

38 1,2,4,5-tetramethylbenzene (CH3)4C6H2 95-93-2

39 decanal CH3(CH2)8CHO 112-31-2

40 n-dodecane CH3(CH2)10CH3 112-40-3

41 n-tridecane CH3(CH2)11CH3 629-50-5

42 n-tetradecane CH3(CH2)12CH3 629-59-4

43 n-pentadecane CH3(CH2)13CH3 629-62-9

44 n-hexadecane CH3(CH2)14CH3 544-76-3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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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 condition of emission testing for pollutants by chamber

Classification Analysis condition

Temperature and

humidity
(25±1) ℃, (50±5)%

Number of air change 0.186/hr

Air feed flow rate 62 mL/min

Air sample rate 50 mL/min

Air sampling

duration(min)

0∼30, 30∼60, 60∼120, 120∼180,

180∼240, 240∼300

Figure 3. Tenax TA tube. Figure 4. TDU-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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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lected for VOCs candidate substances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2014)

Substances CAS No.

benzene 71-43-2

toluene 108-88-3

ethyl benzene 111-76-2

xylene 100-41-4

styrene 100-42-5

-pinene 80-56-8

d-limonene 598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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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식을 활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한 농도 방출량을 계산

한다.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ng/L)

 
×

C : 챔부내부 농도(ng/L)

R.F :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응계수(ng/area)

Area :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

V : 공기시료 채취량(L)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mg/m2․h)

 

 ×
 

×

SERa : 시험편 단 면 당 방출량(mg/m2·h)

Ct : 시간 t에서 소형방출시험챔버 내 오염물질의 농도(mg/m3)

t : 시험시작 후 경과시간(min)

n : 환기횟수(회/h)

L : 시료부하율(m2/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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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condition of VOCs by chamber

Automated thermal desorber

: TD-20 (Shimazdu, Japan)

Gas chromatograph / Mass

spectometer: GC2010/GC MS-QP2010

plus (Shimazdu, Japan)

Parameters Conditions Parameters Conditions

Tube desorption

temp.
280 ℃

Injection mode Split(1:100)

Sampling time 1. min

Tube desorption

flow and time

60 mL/min,

15. min

Column flow 1.1 mL/min

GC column
VB-1

(60 m × 0.25 mm ×

1.4 μm)

Cryogenic

refocussing temp.
-20 ℃

Initial temperature 40 ℃(4 min)

1st. Temp. ramp

rate

4 ℃/min

(40∼230 ℃)

2nd Temp. ramp

rate

20 ℃/min

(230∼280 ℃)

Trap desorption

temp.
280 ℃

Final temperature 280 ℃(10 min)

Interface

temperature
280 ℃

Trap desorption

time
5 min

Ionization method EI(Quadrople)

Ionsource

temperature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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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험분석 정도 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석 결과에 한 정 ·정확도 등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액상표 물질(Supleco사의 52

Compound indoor air standard(100 µg/ml in methanol : water 95:5,

4M7537-U)로 크로마토그램 상 n-헥산(hexane)에서 n-헥사데칸

(hexadecane)범 의 4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혼합된 표 물질을 사용하

다. 시료 비부터 분석까지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 다.

○ 방법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법검출한계는 7개 바탕값(blank)을 측정하고, 표

편차를 계산하여 이 값의 3.14배를 검출한계로 하 다. 3.14는 7개 분석

한 값에 한 99% 신뢰구간에서의 t분포의 퍼센타일 값이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개별 해우려물질에 한 방법검출한

계는 아래 표에 나타내었으며, 0.0002 ∼ 0.005로 나타났다.

       ×

MDL : 방법검출한계(mg/m2·h)

T : the students's t-값(신뢰수 : 99%, 자유도 : n-1)

S : 검출된 시료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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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thod detection limit(MDL) of TVOC and hazardous

substances of concern

물질 방법검출한계(mg/m2·h)

hexane 0.0004

benzene 0.0003

toluene 0.0004

n-butylacetate 0.0004

ethylbenzene 0.0003

m,p-xylene 0.0002

styrene 0.0002

o-xylene 0.0003

alpha-pinene 0.0002

d-limonene 0.0003

TVOC 0.005

○ 검정곡선(결정계수 : R2)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은 각 물질별 농도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

타낸 것으로 시료 각 물질별 농도를 포함하도록 범 를 설정한다. 액상

표 물질을 Tenax TA인 고체흡착 에 함침하여 만든 5단계 농도수

(20.0 ng, 50.0 ng, 100.0 ng, 200.0 ng, 400.0 ng)의 표 시료를 분석하여

작성하 다. 측정값 검정곡선은 아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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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alibration curve for hexane Figure 6. Calibration curve for benzene

Figure 7. Calibration curve for toluene Figure 8. Calibration curve for

n-butylacetate

Figure 9. Calibration curve for ethylbenzene Figure 10. Calibration curve for m,p-xylene

Figure 11. Calibration curve for styrene Figure 12. Calibration curve for o-xylene

Figure 13. Calibration curve for alpha-pinene Figure 14. Calibration curve for d-limon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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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도(회수율,%) 정 도(상 표 편차,%)

정확도(accuracy)란 시험분석 결과가 참값에 얼마나 근 하는가를 나타

내는 것이며, 표 물질 분석한 결과값과 인증값과의 상 백분율로 구한다.

정 도(precision)는 시험분석 결과의 반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복 시험

하여 얻은 결과를 상 표 편차(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로 나타

내며 연속 으로 n회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과 표 편차로 구한다. · ·

고농도(20 ng, 50 ng, 100 ng)수 에 따라 3회 반복 분석하 으며, 표 물

질 3회 반복 분석한 총 평균 회수율은 97 ∼ 118%로 양호하 다.

 

  
×

R : 회수율(%)

Xspiked : 시료의 톨루엔 측정값(ng)

X0 : 흡착 의 평균배경 값(ng)

Xi : 주입한 톨루엔의 이론값(ng)



- 20 -

  


×

RSD : 상 표 편차(%)

S : 표 편차

X : 평균 값

상 표 편차로서 가스크로마토그래 /질량분석기(GC-MS)의 감응계수

(Response Factor) 체류시간(Retention time)에 한 재 성 시험결과는

아래 표로 나타내었다. GC-MS의 재 성은 감응계수의 RSD가 0.8 ∼

3.2% 이하, 체류시간의 RSD는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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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andard concentration

Classification
Recovery

(%)

Relative standard deviation(RSD)

Response

Factor(RF,%)

Retention

time(RT,%)

hexane 118 3.2 < 0.1

benzene 112 1.1 < 0.1

toluene 117 3.2 < 0.1

n-butylacetate 97 2.5 < 0.1

ethylbenzene 108 1.3 < 0.1

m,p-xylene 119 1.9 < 0.1

styrene 104 0.8 < 0.1

o-xylene 107 1.1 < 0.1

alpha-pinene 106 1.2 < 0.1

d-limonene 117 3.2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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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택제에서 방출된 VOCs 분석에 따른 인체 노출 향

본 연구는 환경부(2014) 자료를 통하여 선정된 7종 물질 실제 시험

분석을 통하여 많이 검출되며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최종 선정하여 노출

향 연구를 수행한다.

2.4.1 VOCs 노출 시나리오

택제에 한 주요 노출 경로는 사용 과정이나 사용 후 흡입 피부

를 통한 노출이다. 흡입노출 경로는 휘발물질에 한 흡입노출과 스 이

타입 제품의 분무 과정에서 분사된 입자의 흡입 노출로 구분될 수 있다.

피부 노출 경로는 제품을 도포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일정량이 일시 으

로 피부와 되었거나, 스 이 타입 제품의 분사 시간동안 피부에

착된 제품의 양을 고려한 피부 노출 시나리오로 구분될 수 있다(환경부,

2012).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자동차 내부 실내에서 사용하는 택제를 상

으로 흡입 피부 노출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노

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환경부(2014)에서 국내 소비자 1,000명을 상으로 택제 사용시간에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바닥용 택제 사용평균시간이 25.74

분으로 가장 높았다. Danish(2010)에서는 자동차 내부에 사용하는 제품을

15분 도포 300분 장거리 운 에 한 노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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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가를 실시하 다.

소비자가 정확하게 제품의 사용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

리 으로 측 가능한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EU TGD, 2003). 아래와 같은

활동별 소요시간 실제 사용환경, 시험분석 조건 설정, 최악의 시나리오

를 가정할 수 있는 환경부(2014) Danish(2010) 참고값을 고려하여, 자동

차 내부 실내 공간에서 택제를 30분 동안 도포하고, 실내에 24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택제에서 방출되는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노

출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이며, 피부 노출은 환경부

(2014) Danish(2010)에서 택 성분을 티슈에 함침시킨 제품에 해 휘

발성유기화합물(VOCs) 련 유해물질이 100% 피부로 흡수된다는 최악의

가정으로 해성평가 결과, 해도가 크지 않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택제 사용에 따른 주요 노출경로인 실내 공간에서의 흡입에 해서만 고려

한다.

흡입 경로에 한 노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액상 함침형 제품은 공기 지속 으로 방출되며 환기를 통해 일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하여 노출될 수 있으며, 스 이형 제품은 공기 분

사 후 즉시 휘발되며 환기를 통해 일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상, 함침형 스 이 형태 제품을 구분하

여 모든 물질이 100% 함유되었고, 함유된 물질은 100% 휘발된다는 가정

으로 흡입 노출량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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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ference value of activity time for exposure scenario

Space Parameter
Average time

[min]
Reference

Indoor

Floor polish 25.74*

환경부, 2014Furniture polish 25.36*

Leather polish 21.73*

Car interior Car interior polish 15* Danish, 2010

Driving(Korea) 99 통계청, 2014

Driving(Denmark) 300 Danish, 2010

* Duration of use

Table 10. Inhalation exposure scenario considering polish type and

usage

Product usage and type
Inhalation Acceptor

Constant Spraying Adult Child

Leather

Spray ○

○ ○Liquid ○

Tissue ○

Furniture
Spray ○

○ ○
Tissue ○

Floor
Spray ○

○ ○
Liqu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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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인체 노출량 산정

스 이, 액상, 티슈형 제품에 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분석 측정 결과와 선행자료 조사를 활용하여 성인 어린이에 한 흡입

경로에 따른 노출계수를 통하여 인체 노출량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로의 노출 경로 흡입 노출을 평가하 으며, 이러

한 노출 평가를 수행하기 하여 산출 수식은 아래의 흡입 노출량 시나리

오 식을 활용하여 최종 선정된 물질별 흡입량(Iinh)을 계산한다. 이 때 모든

물질의 체내 흡수율은 100%라고 가정한다.

노출 시나리오는 공기 지속 으로 방출되는 액상 함침형 제품과

스 이 형태 제품으로 구분하여 노출농도를 계산한다.

액상 함침형 제품

  × 


  

 × 

스 이 형태 제품

 

 × 
×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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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노출량

 

 ∙  ∙  ∙ 
∙ 

Ca : 채취한 공기에서의 물질 농도(mg/m3)

G : 방출량(mg/h)

N : 환기율(회/h)

V : 공간 체 (m3)

Ap : 제품 사용량(mg)

Wf : 제품 성분비(-)

Iinh : 물질의 흡입 노출량(mg/kg/day)

Qinh : 흡입 속도(m3/hr)

abs : 체내 흡수율(-)

t : 노출 시간(hr)

n : 일일 노출된 횟수(day-1)

BW :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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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인체 노출 향 측

성인 어린이를 상으로 노출 향 해도를 평가하기 하여 경

구독성참고치(RfD) 는 흡입독성참고치(RfC)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제

시한 용량-반응 평가에 의해 수행된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 유럽화학물질 리청(ECHA)에서 제시하는 화학물질 데이터베

이스를 검토하는 것이다. 오염물질의 인체 노출량과 흡입독성참고치(RfC)

경구독성참고치(RfD)를 비교하여 해수 을 검토한다. 다만, 일부 물

질에 해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련 선행자료를 활용한다.

즉, 택제에서 다빈도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일부 물질

을 최종 선정하고, 이에 노출되었을 경우, 성인 어린이의 해 향이 발

생하는 확률을 결정한다. 흡입량과 참고흡입량·섭취량과 비교하여 유해지

수인 HQ(Hazard Quotient)를 산출하여 1.0 이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비교·

평가한다.

  or 



HQinh : 흡입 련 험지수(Hazard quotient)

Iinh : 물질의 흡입량(mg/kg/day)

TDI : 1일 허용 섭취량(Tolerable daily intake)

RfC : 흡입독성참고치(Referenc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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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택제의 VOCs 방출특성 분석

소형챔버법을 이용하여 택제 8개 제품을 선정하여 배출되는 휘발성유

기화합물(VOCs)을 분석하여 조사하 다. 제품별(가죽용, 가구용, 바닥용)

유형(스 이형, 액상형, 함침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구

성 성분별 방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총 23개 물질이 검

출되었다.

특히, 환경부(2014) 자료에 따라 선정된 7종 해우려 물질 ,

benzene(71%), toluene(100%), ethylbenzene(100%), xylene(100%),

alpha-pinene(71%), d-limonene(86%)은 부분의 제품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으며, styrene은 바닥 택제 함침형 1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이

외에 hexane이 부분의 제품에서 86% 이상의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으며,

n-butanol, n-octane, n-butylacetate 등이 그 다음 순서로 검출되었고, 유

형별 성분 검출빈도로는 스 이 > 티슈 > 액상순서로 검출되었다.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BTEX)은 유기용제에 기인하

으며, 택 주요성분으로서 석유계 용제 등이 20% 이상 사용되어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 택제 성분으로 향료가 약 5% 내외로 사용되기 때

문에 alpha-pinene d-limonene과 같은 테르펜류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제품의 용도 유형별로 다빈도로 검출된 물질 9종 총휘발성유기화

합물(TVOC)에 하여 기 30분 동안 방출된 평균 농도와 택 유지단계

를 가정한 4.5시간 동안 방출된 평균 농도를 시간가 평균(TWA)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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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어 아래의 표로 제시하 다.

가죽용 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평균 농도는 기 30분 동

안 스 이 형태 14.11 mg/m3, 액상 형태 제품이 13.71 mg/m3, 함침형 제

품이 7.87 mg/m3 이었다. 택 유지단계인 4.5시간 동안 스 이 형태는

15.24 mg/m3, 액상 형태는 16.21 mg/m3, 함침 형태는 11.43 mg/m3으로 제

품의 유형별로 증가하 다.

가구용 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평균 농도는 기 30분 동

안 스 이 형태 제품이 144.65 mg/m3, 함침형 제품이 2.44 mg/m3으로

스 이 형태의 기 방출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

이 캔 형태 제품은 일반 으로 고압으로 액상상태로 장된 휘발성 물질을

LPG나 질소 같은 분사제를 이용하여 분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

류에 따라 분무되자마자 혹은 기 에 분무된 후 입자상으로 공기 에

존재하면서 다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조효재, 2013). 이에 따라 다른 유형의 제품들보다 가벼운

휘발성 용제들이 투입되면서 기 배출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바닥용 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평균 농도는 기 30분 동

안 스 이 형태 제품이 3.67 mg/m3, 액상형 제품이 18.82 mg/m3 이었다.

택 유지단계인 4.5시간 동안 스 이 형태는 3.63 mg/m3, 액상형 제품

은 23.19 mg/m3으로 스 이 형태 제품은 방출농도가 감소하 고, 액상형

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평균농도가 기보다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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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Occurrence frequency and pollutants emitted by analysis

VOCs of polish

Substances

Polish

Occurrence

frequency

(%)

Leather(n=3) Furniture(n=3) Floor(n=2)

Spray

(n=1)

Liquid

(n=1)

Tissue

(n=1)

Spray

(n=2)

Liquid

(n=1)

Spray

(n=1)

Tissue

(n=1)

hexane ○ ○ 　 ○ ○ ○ ○ 86

n-butanol ○ ○ 　 ○ ○ 　 ○ 71

benzene* ○ 　 　 ○ ○ ○ ○ 71

n-heptane 　 　 　 ○ 　 　 　 14

toluene* ○ ○ ○ ○ ○ ○ ○ 100

n-butylacetate ○ 　 　 ○ 　 　 ○ 43

n-octane 　 　 ○ ○ ○ 　 ○ 57

ethylbenzene* ○ ○ ○ ○ ○ ○ ○ 100

m,p-xylene* ○ ○ ○ ○ ○ ○ ○ 100

styrene* 　 　 　 　 　 　 ○ 14

o-xylene* ○ ○ ○ ○ ○ ○ ○ 100

n-nonane ○ ○ 　 ○ 　 　 　 43

alpha-pinene* 　 ○ ○ ○ ○ ○ 　 71

m-ethyltoluene 　 　 　 ○ 　 　 ○ 29

p-ethyltoluene 　 　 　 ○ 　 　 ○ 29

1,3,5-trimethylbenzene 　 　 　 ○ 　 　 ○ 29

o-ethyltoluene 　 　 　 ○ 　 　 ○ 29

beta-pinene 　 　 ○ 　 ○ 　 　 29

1,2,4-trimethylbenzene ○ 　 　 ○ 　 　 ○ 43

n-decane ○ 　 　 ○ 　 ○ ○ 57

1,2,3-trimethylbenzene 　 　 　 ○ 　 　 ○ 29

d-limonene* ○ 　 ○ ○ ○ ○ ○ 86

Occurrence frequency

(%)
52 35 35 87 48 39 78 -†

* 환경부(2014) 자료에 따라 선정된 해우려물질 7종(m,p xylene o-xylene은 xylene으로 간주함)

†해당사항 없음



- 31 -

Table 12. Average concentration of TVOC and substances of concern considering polish type and usage

Substances

Emission of VOCs [mg/m3]

Leather(n=3) Furniture(n=3) Floor(n=2)

Spray(n=1) Liquid(n=1) Tissue(n=1) Spray(n=2) Tissue(n=1) Spray(n=1) Liquid(n=1)

Sampling time [min] Sampling time [min] Sampling time [min]

30 TWA* 30 TWA* 30 TWA* 30 TWA* 30 TWA* 30 TWA* 30 TWA*

hexane 0.031 0.017 0.034 0.026 N.D. N.D. 0.043 0.024 0.031 0.025 0.018 0.019 0.045 0.031

benzene 0.002 0.001 N.D. N.D. N.D. N.D. 0.003 0.002 N.D. 0.001 N.D. 0.001 0.004 0.003

toluene 0.070 0.044 0.065 0.057 0.045 0.028 0.069 0.048 0.054 0.035 0.040 0.031 0.224 0.238

n-butylacetate 2.123 1.587 N.D. N.D. N.D. N.D. N.D. 0.002 N.D. N.D. N.D. N.D. 0.052 0.055

ethylbenzene 0.005 0.004 0.117 0.084 0.004 0.004 0.048 0.116 0.004 0.003 0.008 0.007 0.276 0.428

xylene† 0.005 0.011 0.130 N.D. 0.007 0.006 0.439 0.356 0.002 0.004 0.003 0.004 0.029 0.046

styrene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0.498 0.784

alpha-pinene N.D. N.D. 0.024 0.032 0.434 0.417 N.D. 0.004 0.139 0.145 0.028 0.030 N.D. N.D.

d-limonene N.D. 0.002 N.D. N.D. 2.215 2.455 2.149 0.343 0.780 0.947 2.754 3.250 N.D. 0.008

TVOC(C6∼16) 14.11 15.24 13.71 16.21 7.87 11.43 144.65 212.04 2.44 4.38 3.64 3.63 18.82 23.19

* 30∼300 min 동안의 시간가 평균(TWA, Time weighted time)

†m,p-xylene o-xylene의 평균값으로 계산함

‡N.D.(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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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오염물질 방출농도

택제 8개 제품에 하여 방출시험 시작 후 30분 시 에서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그 이후부터 4.5시간 동안에서 방출된 TVOC 농도

(mg/m3)를 시간가 평균(TWA)로 계산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 다.

제품의 용도별로 방출량을 살펴본 결과, 가구용 택제가 가장 많이 증

가(47%)하 다. 기 30분 동안의 평균 방출량은 가죽용은 11.90 mg/m3,

가구용은 73.54 mg/m3, 바닥용은 11.23 mg/m3로 가구용 택제 방출량이

가장 높았다. 4.5시간 동안 시간가 평균으로 나타낸 방출량은 가죽용은

14.29 mg/m3, 가구용은 108.21 mg/m3, 바닥용은 13.41 mg/m3로 나타났다.

Figure 15. Average concentration of TVOC considering polish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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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오염물질 방출농도

스 이, 액상 함침형 제품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

이 기 30분 보다 4.5시간 동안 택 유지를 가정한 단계에서 총휘발성유

기화합물(TVOC) 평균 방출농도가 증가하 다.

기 30분 동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농도는 스 이 형

태는 54.13 mg/m3, 액상 형태는 16.27 mg/m3, 함침형은 5.15 mg/m3로 분

석되었고, 4.5시간 동안 시간가 평균으로 나타낸 농도는 스 이 형태는

76.97 mg/m3, 액상 형태는 19.70 mg/m3, 함침형은 7.91 mg/m3로 나타났으

며, 이 함침형 제품의 방출농도가 기보다 53% 증가하 다.

Figure 16. Average concentration of TVOC considering polis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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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량 경시변화

택제에서 방출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방출 특성을

악하기 하여 택제 8개를 상으로 5시간 동안 방출시험을 실시하 다.

시료부하율은 모든 시료에 해 0.5 m2/m3으로 동일하게 하 으며, 택

도포 지속노출을 모사하기 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0∼30분, 30∼60분,

60∼120분, 120∼180분, 180∼240분, 240∼300분에 연속 으로 시료를 채취

하여 방출량의 경시변화를 확인하 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제품의 용도 유형별로 방출시험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다른 방출특성을 보 다.

제품의 용도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평균 방출량은 바닥용 제품

이 가장 높았으며, 가죽 가구용 제품의 시간에 따른 방출량은 거의 비

슷하 다. 바닥용 제품은 지속 으로 방출량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 고, 가

죽용 가구용 제품에서는 1시간이 지난 시 에서 가장 많은 방출량을 보

다. 부분의 제품에서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를 보 지만, 가죽용 액상형 제품 가구용 스 이

형 제품은 오히려 방출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를 보 다.

스 이 형태 제품은 휘발성이 큰 물질이 많은 비 을 차지하기 때문

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하 다. 액상 형태 제품은 1시간

이 지난 시 에서 가장 많은 방출량을 보 고, 함침형 제품은 4시간이 지

난 시 에서 가장 많은 방출량을 보 으며 그 이후에는 일정 감소 증가

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 다. 특히 d-limonene alpha-pinene은 실내 오

존과의 반응을 통하여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유기산,

hydrogen peroxide, 2차 유기에어로졸, hydroxyl(OH)라디칼 등을 생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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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Nazaroff et al., 2004), 이는 실내 VOCs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향료 등을 많이 사용한 택제의 경우 지속 으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방출량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3. Time variation of emitted TVOC concentration in accordance

with polish usage

Product Type

The average emission of VOCs [mg/m3]

Sampling time [min]

30 60 120 180 240 300

Leather(n=3) 11.90 15.80 14.75 13.68 13.84 14.15

Floor(n=3) 97.24 128.86 108.86 156.53 140.77 172.10

Furniture(n=2) 11.23 15.98 12.60 13.84 13.05 12.86

Figure 17. Time variation of emitted TVOC concentration in accordance

with polish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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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ime variation of emitted TVOC concentration in accordance

with polish type

Product Type

The average emission of VOCs [mg/m3]

Sampling time [min]

30 60 120 180 240 300

Spray(n=4) 76.76 101.43 85.21 121.12 108.85 132.42

Liquid(n=2) 16.27 22.20 19.57 18.88 19.34 19.77

Tissue(n=2) 5.15 7.91 8.04 8.03 7.94 7.63

Figure 18. Time variation of emitted TVOC concentration in accordance

with polis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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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ime variation of emitted TVOC concentration(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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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농도 구성비

술한바와 같이, 택제 8개 제품에 하여 용도 유형별로 경시변

화에 따른 방출량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기 30분 지속 4.5 시간동안

에서의 체 제품에 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평균 구성비를 아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제품의 용도별로 기 30분 동안 액상표 물질로서 정성분석이 가능한

휘발성유기화합물(Identifiable VOCs)은 66.2%, 불가능한 휘발성유기화합물

(Unidentifiable VOCs)은 약 33.8% 다. 지속 4.5 시간동안에서의 정성분

석이 가능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약 60.1%, 불가능한 휘발성유기화

합물(VOCs)은 39.9% 정도로 방출물질 부분의 물질이 분석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20. Ratio of identified and unidentified substances emitted

VOCs from polish in accordance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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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우려물질은 환경부(2014) 자료 분석결과를 토 로 다빈도

로 검출된 물질 9종을 우선 선정하여 검토하 다.

Table 15. Selected for VOCs substances of concern

Substances CAS No. 참고

hexane 110-54-3 분석결과

benzene 71-43-2 환경부(2014)

toluene 108-88-3 환경부(2014)

n-butylacetate 123-86-4 분석결과

xylene 100-41-4 환경부(2014)

ethyl benzene 111-76-2 환경부(2014)

styrene 100-42-5 환경부(2014)

d-limonene 5989-27-5 환경부(2014)

alpha-pinene 80-56-8 환경부(2014)

아래 그림으로 총 5시간 동안 방출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주요 오염물질별 구성비를 표시하 고, 알콜류, 알 인류 등은 기타 물질로

표시하 다. 주요 오염물질별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 n-butylacetate,

d-limonene이 주요한 물질로 확인되었다.

n-butylacetate는 0.28 ∼ 15.05%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가죽용 스

이 형태 제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스 이 형태로서 섬유,

가죽제품의 용매, 표면처리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NCBI,

butylacetate, 2015). 특히, d-limonene의 비율이 1.49∼75.7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바닥용 스 이 형태 제품에서 d-limonene이 75.7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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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죽용 함침형 제품에서도 28.15%로 나타났다.

alpha-pinene은 0.18 ∼ 5.71%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일부 가죽용 바닥

용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선정된 주요 오염물질은 스 이 함침 형태의 제품이 액상 형태의

제품보다 함유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바닥용 스 이 형태의 제품

과 가죽용 함침형 제품에서 d-limonene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향료가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 4.5시간 동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요 오염물질별 구성비는

기 30분 동안 방출된 물질과 거의 동일했다. 다만, 부분의 주요 오염물

질은 방출량이 어들었으나, 바닥용 스 이 형태의 제품에서

d-limonene은 오히려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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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omposition of pollutants of TVOC(at initial time, 30 min)

Figure 22. Composition of pollutants of TVOC

(at continuous time, TWA)*

* TWA(Time Weighte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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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시간 동안 방출된 표 물질로 정성분석이 가능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오염물질별 구성비를 표시하 고, 알콜류, 알 인류 등은 기타 물

질로 표시하 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오염물질 구성비 분석 결과 외 특히

n-butylacetate와 d-limonene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외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lpha-pinene이 주요 물질로 검토되었으며

가죽용 스 이 형태 제품에서 n-butylacetate의 비율이 93.94%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죽용 함침형 제품, 바닥용 스 이 형태 제품에서 각각

d-limonene이 76.17%, 95.58%로 높게 나타났다.

toluene은 0.50 ∼ 6.53%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가죽용 액상형 제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ethylbenzene은 0.14 ∼ 11.75%의 비율로 검출되었으며, 가

죽용 액상형 제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xylene은 0.10 ∼ 13.06%,

alpha-pinene은 0.97 ∼ 14.92%의 비율로 나타났다.

지속 4.5시간 동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요 오염물질별 구성비는

기 30분 동안 방출된 물질과 거의 동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부분의 주요 오염물질은 방출량이 어들었으나,

가죽용 함침형 제품 바닥용 스 이 형태의 제품에서 d-limonene의

농도가 약간 증가하 다.

일반 으로 환기횟수가 클수록 기방출량은 많고, 방출속도도 빠르게

감소한다(정 림, 2011). 본 연구에서는 환기횟수를 최소로 하 기 때문에

기 방출량은 고, 방출농도도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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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omposition of pollutants of VOCs(at initial time, 30 min)

Figure 24. Composition of pollutants of VOCs

(at continuous time, TWA*)

* TWA(Time Weighte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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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량 함량

환경부(2014) 자료에 따라, 택제 19개를 상으로 해우려물질 22종

에 해 함량시험결과를 참고하여, 아래의 표로 나타내었다.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의 시험방법은 KS M 6956(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내 ‘6.1 액체 직 주입방법’에 따른 총휘

발성유기화합물 측정 방법을 사용하 다.

d-limonene alpha-pinene은 headspace GC-M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바닥용 스 이형 액상 형태의 제품에서 toluene, ethylbenzene,

styrene, d-limonene이 2.44 ∼ 17.18 mg/kg 검출되었다. 그 외에 물질에서

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함량 시험결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방출시험

에서는 부분의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는 함량시험 분석에서의 방법검출

한계 시험방법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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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omparison on TVOC emission and content for substances of concern

Substances mg/kg*

Leather(n=3) Furniture(n=3) Floor(n=2)

Spray(n=1) Liquid(n=1) Tissue(n=1) Spray(n=2) Tissue(n=1) Spray(n=1) Liquid(n=1)

Sampling time [30 min], Emission of VOCs [mg/m2·h]

hexane N.D. 0.012 0.013 N.D. 0.016 N.D. 0.007 0.017

benzene N.D. 0.001 N.D. N.D. 0.001 N.D. N.D. 0.001

toluene 2.44 0.026 0.024 0.017 0.026 0.017 0.015 0.083

n-butylacetate N.D. 0.79 N.D. N.D. 0.000 N.D. N.D. 0.019

ethylbenzene 7.22 0.002 0.043 0.002 0.018 0.002 0.003 0.103

xylene N.D. 0.002 0.049 0.003 0.082 0.003 0.001 0.011

styrene 17.18 N.D. N.D. N.D. N.D N.D. N.D. 0.185

alpha-pinene N.D. N.D. 0.009 0.161 N.D 0.161 0.010 N.D.

d-limonene 4.2 N.D. N.D. 0.824 0.800 0.824 1.025 N.D.

TVOC(C6∼16) -† 5.248 5.101 2.927 53.810 2.927 1.353 7.002

* 출처 : 환경부(2014)

†해당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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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VOCs 방출 련 인체 노출 향

택제 8개 제품에 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석 측정 결과

선행자료 조사를 활용하여 9개 최종 선정된 해우려물질을 상으로 성인

어린이에 한 흡입 경로에 따른 노출계수를 통하여 인체 노출 향을

평가하 다.

○ 노출계수

인체 노출 향을 평가하기 하여 우선 노출계수를 악하 다. 스

이 액상 형태의 제품은 제품 표 사용량 표시사항을 확인하 다. 스

이 액상제품 일부에서 단 표면 당 mL로 표시되어 있어서 비 을

1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량(g)으로 변환하 다( , 30 mL/m2).

함침형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2014) 자료와 같은 제품을 선정하 기

때문에 개 후 제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나타낸 실측치 값(16.2 g, 1매)을

참고하 다. 특히 제품 표 사용량 표시사항에서 가죽용 함침형 제품의 경

우 자동차 1 당 1∼2매 사용 내용을 참고하여 3.12 m2(자동차 실내면 )

에 2매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단 면 당 사용량 값을 역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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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Dimension of automotive leather seat*

* 출처 : http://www.11st.co.kr

자동차 실내 가죽시트에 한 부피는 온라인 마켓에서 매되고 있는

제품의 규격을 참고하여 설정하 다. 자동차 1 당 4개의 시트를 가정하

여 등받이부분과 앉는 부분을 면 도포를 가정하여 3.12 m2의 단 면 을

계산하 다.

면 과 부피는 국토교통부(2012) 자료와 실제 매되고 있는 제품의 실

측치를 참고하여 설정하 다. 주거공간은 국립환경과학원(2014)에 따른 거

실 방(침실)에 한 생활공간별 면 부피 평균값을 참고하여 설정

하 고, 옷장과 소 는 일반 으로 4인 가구가 사용하는 제품 크기를 고려

하여 ㈜ 리바트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의 실측치를 참고하 다. 옷장

은 비 2.9 m * 길이 2.2 m로서 6.4 m2이고, 소 는 등받이 부분과 앉는

부분에 도포하는 것을 가정하여 2.6 m2의 단 면 을 계산하 다. 사용 빈

도는 환경부(2014) 자료를 참고하여 설정하 다. 자동차 내부 공간에서의

부피는 Danish(2010) 자료를 참고하 다.

노출시간은 30분 동안 도포하고, 실내 자동차 내부에서 24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노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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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빈도는 환경부(2014)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활용하 다.

Figure 26. Dimension of sofa and wardrobe*

* 출처 : http://www.hyundailiv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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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Exposure parameter

Space
Product

type

Duration(h) Amount of use(g/m2)

Area(m2)
Volume

(m3)

Frequency(day-1)

Exposure Use Spray Liquid Tissue Spray
Liquid

Tissue

Indoor

Leather

24 0.5 30 5 10.4

(Sofa)2.6*
(Living

room) 33.3

3

1

Furniture
(Wardrobe)

6.4†

(Bedroom)

30.3

Floor
(Living

room)13.3

(Living

room) 33.3

Car

interior
Leather

(Leather seat)

3.12‡

(Automotive)

3.8
5

* 제조사 : ㈜ 리바트, 제품명 : 메이4인 가죽소

†제조사 : ㈜ 리바트 , 제품명 : 체스터 10.5자 장롱

‡제조사 : BONFORM, 제품명 : 럭셔리 리무진 시트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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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량 산정 노출 향 측

최종 선정된 9종 해우려물질인 hexane, benzene, toluene,

n-butylacetat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alpha-pinene, d-limonene을

상으로 성인 성인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택제 흡입 노출 가능한 어

린이를 상으로 인체 노출량을 산정한다. 호흡률 체 에 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향조사 자료(2008∼2012) EU TGD(2003),

Danish(2010) 자료를 참고하 으며, 택제를 사용하는 도포활동은 가벼운

활동(light activity)을 가정하 다.

Table 18. Reference value for inhalation pathway

Target
Weight

(kg)

Respiration rate(m3/hr)

SourceApplication

(light activity)

Stay

(resting)

Adult

(age 18∼74

years or less)

64.2 1.75 0.45

보건복지부(2008)

EU TGD(2003)

Danish(2010)

Child

(age 7∼9years

or less)

20 0.5 0.36
EU TGD(2003)

Danish(2010)

EU US EPA 등에서 제시하는 독성 자료에 근거하여 용량-반응 정

보를 조사하 다. d-limonene과 alpha-pinene의 흡입 독성 자료가 불충분

하여 유럽화학물질 리청(ECHA)에서 제공하는 일반 인 인구를 상으로

한 DENL(Derived no effect level) 값과 EC Joint Research(2005)에서 제

공하는 NOAEL 값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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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Dose-Response information to substances of concern

Substances
Reference value

Source
Inhalation(mg/m3) DNEL(mg/m3)*

hexane RfC : 0.7 -
IRIS

ECHA CHEM

benzene RfC : 3×10-2 - IRIS

toluene RfC : 5 - IRIS

n-butylacetate RfC : 12 - ECHA CHEM

ethyl benzene RfC : 1.0 - IRIS

xylene RfC : 0.1 - IRIS

styrene RfC : 1.0 - IRIS

-pinene - 0.25†

EC Joint

Research

Centre(2005)

d-limonene - 8.33 ECHA CHEM

* DNEL(Derived no effect level)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택제는 바닥, 가죽, 가구 등의 표면에 도포하고, 문지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표면 당 방출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시험은 3.3∼5 g을 정량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석을 진

행하 기 때문에 시료 도포량(g)과 단 표면 당 방출량(mg/m2·h)을 역산

하여 1 g일 때의 방출량을 산정하 다. 한 각 타입별 사용량과 실제

택도포 상의 표면 계수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량(g)을 산출하 으며,

이에 따른 단 표면 당 방출량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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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량 제품별 조사결과 바닥용 스 이 형태 제품이 399 g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 에 사용되는 가죽용 액상 제품이 13 g으로 가장 은

양으로 추정되었다.

유형별 조사결과로는 같은 면 의 제품을 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

을 때 스 이 형태 > 함침 형태 > 액상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사용량을 바탕으로 함침형 제품 매수를 역산해보면, 가죽용 제품에서

소 자동차 가죽시트는 약 2매 정도가 사용되고 가구(옷장)은 약 4매

정도가 사용되는 양이다.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환경을 가정하여 액상·함침형 제품 스 이

형태 제품의 지속 인 방출과 분사 시 휘발되는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노출

농도(Cair, mg/m
3)를 계산하 으며, 이에 따른 성인과 어린이에 한 흡입

량을 산출하 다. 가죽용 제품은 실내와 자동차 내부 사용단계를 고려하

으며, 모든 제품의 도포시간은 30분, 사용시간은 실내 공간에 머무르는 시

간을 가정하여 24시간으로 계산하 다.

택제 용도 유형을 고려하고 노출 농도에 따른 흡입량과 독성참고

치를 이용하여 해도를 결정하 으며, 유해지수인 Hazard Quotient(HQ)

를 계산하 다. 상 공간(방, 거실, 자동차)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화학물질

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HQ를 산출하 다.

그 결과 부분 HQ가 1을 과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내부에서 사

용하는 가죽용 함침형 제품에서 테르펜류 물질인 alpha-pinene이 성인은

1.0578, 어린이가 2.5829로 해도가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 실내 주거용 공

간에서 사용하는 바닥용 스 이 형태 제품에서 d-limonene 물질의 HQ

가 어린이를 상으로 1.2970으로 1을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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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Exposure assessment and risk by inhalation exposure scenario for leather polish

Product Substances

Actual usage(g)
The emission of

VOCs

(Actual usage)

[mg/m2·h]

Cair [mg/m
3]

Iinh [mg/kg/day] HQ(Hazard Quotient)

Adult Child Adult Child

Indoor

(Sofa)

Car

interior

(Leather

seat)

Indoor
Car

interior
Indoor

Car

interior
Indoor

Car

interior
Indoor

Car

interior
Indoor

Car

interior

Leather

(n=3)

Spray

(n=1)

Hexane

78 93.6

0.182 0.0047 0.0411 0.0025 0.0367 0.0061 0.0896 0.0036 0.0524 0.0088 0.1280

Benzene 0.013 0.0002 0.0019 0.0001 0.0017 0.0003 0.0041 0.0038 0.0556 0.0093 0.1358

Toluene 0.404 0.0107 0.0935 0.0057 0.0834 0.0139 0.2036 0.0011 0.0167 0.0028 0.0407

n-Butylacetate 12.32 0.3212 2.8149 0.1719 2.5101 0.4197 6.1294 0.0143 0.2092 0.0350 0.5108

Ethylbenzene 0.031 0.0009 0.0075 0.0005 0.0067 0.0011 0.0163 0.0005 0.0067 0.0011 0.0163

Xylene 0.029 0.0009 0.0075 0.0005 0.0067 0.0011 0.0163 0.0046 0.0667 0.0112 0.1629

Liquid

(n=1)

Toluene

13 15.6

0.063 0.0101 0.1064 0.0018 0.0190 0.0044 0.0463 0.0004 0.0038 0.0009 0.0093

Ethylbenzene 0.113 0.0182 0.1913 0.0032 0.0341 0.0079 0.0833 0.0032 0.0341 0.0079 0.0833

Xylene 0.126 0.0204 0.2141 0.0036 0.0382 0.0089 0.0933 0.0145 0.1528 0.0355 0.3730

alpha-Pinene 0.023 0.0037 0.0386 0.0007 0.0069 0.0016 0.0168 0.0026 0.0275 0.0064 0.0672

Tissue

(n=1)

Toluene

27.0 32.4

0.091 0.0147 0.1551 0.0026 0.0277 0.0064 0.0675 0.0005 0.0055 0.0013 0.0135

Ethylbenzene 0.009 0.0014 0.0147 0.0002 0.0026 0.0006 0.0064 0.0002 0.0026 0.0006 0.0064

Xylene 0.014 0.0022 0.0232 0.0004 0.0041 0.0010 0.0101 0.0039 0.0414 0.0096 0.1011

alpha-Pinene 0.873 0.1410 1.4827 0.0251 0.2644 0.0614 0.6457 0.1006 1.0578 0.2456 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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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ubstances

The emission of

VOCs

(Actual usage)

[mg/m2·h]

Actual

usage(g)

Cair
[mg/m3]

Iinh [mg/kg/day] HQ(Hazard Quotient)

Adult Child Adult Child

Indoor

(Wardrobe)
Indoor Indoor Indoor Indoor Indoor

Furniture

(n=3)

Spray

(n=2)

Hexane 0.615

192

0.0017 0.0009 0.0023 0.0013 0.0032

Benzene 0.044 0.0001 0.0001 0.0002 0.0021 0.0050

Toluene 0.981 0.0029 0.0015 0.0038 0.0003 0.0008

Ethylbenzene 0.682 0.0029 0.0015 0.0038 0.0015 0.0038

Xylene 6.265 0.0017 0.0009 0.0023 0.0093 0.0226

D-Limonene 30.704 1.6254 0.8696 2.1235 0.1044 0.2549

Tissue

(n=1)

Hexane 0.155

66.56

0.0274 0.0049 0.0119 0.0070 0.0171

Toluene 0.266 0.0472 0.0084 0.0205 0.0017 0.0041

Ethylbenzene 0.020 0.0035 0.0006 0.0015 0.0006 0.0015

Xylene 0.011 0.0020 0.0004 0.0009 0.0036 0.0088

D-Limonene 3.864 0.6855 0.1223 0.2986 0.0147 0.0358

Table 21. Exposure assessment and risk by inhalation exposure scenario for furniture p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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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ubstances

The emission of

VOCs

(Actual usage)

[mg/m2·h]

Actual

usage(g)

Cair
[mg/m3]

Iinh [mg/kg/day] HQ(Hazard Quotient)

Adult Child Adult Child

Indoor

(Living room)
Indoor Indoor Indoor Indoor Indoor

Floor

(n=2)

Spray

(n=1)

Hexane 0.534

399

0.0546 0.0292 0.0713 0.0417 0.1019

Toluene 1.179 0.1201 0.0643 0.1569 0.0129 0.0314

Ethylbenzene 0.240 0.0240 0.0129 0.0314 0.0129 0.0314

Xylene 0.098 0.0087 0.0047 0.0114 0.0467 0.1141

alpha-Pinene 0.822 0.0841 0.0450 0.1098 0.1799 0.4393

D-Limonene 81.766 8.2692 4.4244 10.804 0.5311 1.2970

Liquid

(n=1)

Hexane 0.225

66.5

0.0363 0.0065 0.0158 0.0092 0.0226

Benzene 0.017 0.0028 0.0005 0.0012 0.0166 0.0406

Toluene 1.106 0.1786 0.0319 0.0778 0.0064 0.0156

n-Butylacetate 0.259 0.0418 0.0075 0.0182 0.0006 0.0015

Ethylbenzene 1.365 0.2203 0.0393 0.0959 0.0393 0.0959

Xylene 0.145 0.0235 0.0042 0.0102 0.0419 0.1023

Styrene 2.464 0.3978 0.0709 0.1732 0.0709 0.1732

Table 22. Exposure assessment and risk by inhalation exposure scenario for floor p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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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가정의 생활용품에는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는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따른 인체 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환경부, 2012). 실내 공간의 주요 공기 오염원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지속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abib et al., 2006; Su et al., 2007),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생활화학용품에 한 리기 마련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특히, 택제는 사용 특성 상 도포하고 문지름의 행동을 수반해야하기

때문에 사용 시 호흡률이 증가하면서 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의해

실제 사용 단계에서의 흡입을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는 수 을 악하

는 것은 요한 부분이다. Danish(2010) 연구에서도 운송수단으로서 매일

많은 시간을 자동차 내에서 소비하며, 자동차 용품에는 유기용매, 보존제,

향료 등 잠재 건강 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택제의 노출 향

연구가 필요하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재까지 다른 생활용품에 비해 택제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사용 시 안 확보에 한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택제 8개 제품을 상으로 소형챔버법을 활용하여 5시

간동안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해 분석함으로서 용도

유형별 배출 특성을 악할 수 있었다. 특히 제품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의 시간별 방출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 30분 동안(도포

과정 모사)각 제품의 용도에 따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평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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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죽용은 11.90 mg/m3, 가구용은 73.54 mg/m3, 바닥용은 11.23 mg/m3

로 가구용 택제 방출량이 가장 높았다. 시간가 평균(TWA)으로 계산한

지속 단계를 가정한 4.5 시간 동안의 평균농도는 가죽용 14.29 mg/m3, 가

구용 108.21 mg/m3, 바닥용 13.41 mg/m3로 나타났으며 가구용 택제가

기보다 47% 증가하 다.

유형별로는 기 30분 동안 스 이 형태 54.13 mg/m3, 액상 형태가

16.27 mg/m3, 함침형은 5.15 mg/m3으로 스 이 형태의 방출량이 가장

높았으며 지속 단계인 4.5 시간 동안의 평균농도는 스 이 76.97 mg/m3,

액상형 19.70 mg/m3, 함침형은 7.91 mg/m3으로 함침형 제품의 방출농도가

기보다 53% 증가하 다. 이는 스 이 형태 제품이 액상 함침형 제

품에 비해 일시 으로 휘발성이 큰 물질이 많은 비 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 방출량이 다른 유형의 제품에 비해 높지만, 지속 으로 방출되는 휘

발성유기화합물(VOCs)은 함침형 제품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제품의 시간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 농도를 악한

결과, 부분의 제품에서는 방출량이 어드는 것을 확인하 지만 일부 제

품에서는 오히려 방출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 이는 환기가 지속되지

않은 것을 모사하여 최소 환기횟수로 시험분석을 하 기 때문에 방출속도

가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정 림, 2011), 방출농도가 어드는 시

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 논문의 제한 으로 볼 수 있다.

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정성분석이 가능한 휘발성유기화

합물(VOCs)은 약 60%가 과되었으며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 로 다

빈도로 검출된 물질 9종인 hexane, benzene, toluene, n-butylacetate,

xylene, ethylbenzene, styrene, d-limonene, alpha-pinene을 우선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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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주요 오염물질은 스 이 함침 형태의 제품이 액상 형태의

제품보다 함유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바닥용 스 이 형태의 제품과

가죽용 함침형 제품에서 d-limonene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향료

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환경부(2014) 자료에서 부분의 제

품의 함량 시험분석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실제 챔버 방출시험에서는

검출되었다. 이는 함량 방법검출한계가 방출 방법검출한계보다 높기 때문

에 이로 인한 차이로( , d-limonene alpha pinene의 방법검출한계는

0.3 mg/kg 이하임) 추정될 수 있다.

오염물질의 구성비를 보면 향료로서 사용되는 d-limonene

alpha-pinene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가죽용 함침형 제품, 가구용 함

침형 제품 가구용 스 이형 제품에서의 비율이 높았다. 그 외에 가죽

용 스 이형 제품에서 n-butylacetate가 0.28 ∼ 15.05%의 비율로 가장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주거공간 자동

차 내부에서 택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모사하여 인체 흡입노출 향을 평

가하 다. 제품의 용도 스 이 액상, 함침형 제품과 같이 유형별

성인(만 18∼74세 이하) 어린이(7∼9세 이하)를 상으로 구분하 다.

해평가의 기본 인 제인 최악의 시나리오(Worst case)를 바탕으로

100% 물질이 흡수된다는 가정 하에 30분 도포 후, 총 24시간 노출인 경우

를 가정하 다. 특히 도포하는 과정에서 호흡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반 하

으며, 실제 사용표면 을 고려하여 노출 흡입량을 평가하 다.

노출 향 평가 결과, 부분 HQ가 1을 과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내부

에서 사용하는 가죽용 함침형 제품에서 alpha-pinene 주거용 공간에서

사용하는 바닥용 스 이 형태 제품의 d-limonene 물질에서 HQ가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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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향료 사용량이 높은 제품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d-limonene과 alpha-pinene과 같은 테르펜류 화합물은 실내 오

존과 빠르게 반응하여 2차 생성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생

성될 수 있기 때문에(Nazaroff et al., 2004) 향료 사용량이 많은 택제는

선택하지 않도록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의 제한 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우선 택제 용도 유형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특성을 악하고

이에 따른 노출 향 평가를 하는 것이 연구 주제이었기 때문에 각 8개 제

품에 해서만 평가하는 것은 시험 결과의 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출량이 감소하는 cut point를 확인하지 못한

것 역시 노출 향 평가에서의 제한 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 내

부에서 머무르는 노출시간을 24시간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평가

하 기 때문에 해도가 과 평가(over-estimated)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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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소형챔버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시 되고 있는 일부 택제를 상으

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해우려물질 특성을 살펴보고,

제품 사용 련 일부 유해물질에 한 인체 노출 향을 비교·평가하 다.

각 제품의 용도에 따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평균 농도는 도포 모사단계

인 기 30분보다 지속 단계 가정한 4.5 시간 동안의 평균농도에서 가구용

택제 방출량이 47%로서 가장 많이 증가하 다. 유형별로는 스 이 형

태가 기보다 지속단계에서 42%, 액상형 제품이 21%, 함침형 제품이

53%로서 가장 많이 증가하 다. 스 이 형태 제품이 액상 함침형 제

품에 비해 일시 으로 휘발성이 큰 물질이 많은 비 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 방출량이 다른 유형의 제품에 비해 높지만, 지속 으로 방출되는 휘

발성유기화합물(VOCs)은 함침형 제품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 다.

모든 제품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 농도는 시간별 부분의

제품에서 어들었으며, 오염물질별 구성비로는 n-butylacetate(0.28 ∼

15.05%), d-limonene(28.15 ∼ 75.74%), alpha-pinene(0.18 ∼ 5.71%)이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인체흡입 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택제 사용에 따른 택 상 제품

의 단 표면 당 방출량과 성인 어린이를 상으로 노출평가를 한 결

과, d-limonene alpha-pinene을 제외한 다른 조사 상 오염물질들 모두

방출은 되지만 인체 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린이를

상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바닥용 스 이 제품에서 d-limonene과 성

인 어린이를 상으로 자동차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죽용 함침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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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서 alpha-pinene의 Hazard quotient(HQ)가 1을 과하 다.

d-limonene alpha-pinene 물질은 향료로서 사용되는 terpene류 화합

물로서 실내 오존과 빠르게 반응하여 2차 생성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해성을 최소화시키기 해서는

이러한 향료 사용량이 많은 택제는 선택하지 않도록 추천된다. 한

택제 사용에 따라 호흡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등 민감 계층의 해성이

일반 성인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 향 평가를 정 하게 하기 해

서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등 집단에 한 특수성이 고려되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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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compounds(VOCs) emission of Polish

Bo-ram Se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chun Shin, M.D, Ph D)

Increases in indoor pollutant sources caused by increased indoor

activity hours and the use of chemical based household products are

intensifying the possibility of health impairment. Indoor air pollution can

cause more serious and direct health hazard than outdoor air pollution.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is also making

additional efforts to prepare stronger safety regulations for household

chemicals products. Research results related to this endeavor are being

reported on an on-going basis.

The use of polish requires spraying and rubbing, which increases the

chances of inhaling hazardous materials discharged from the polish.

Hence, it is important to comprehend the amount of respi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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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rption of these hazardous chemical agents during use.

In this study, an unventilated environment was created to examine

the emissions characteristic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d

the influence of prolonged exposure through the inhalation of residual

chemicals of a locally sold indoor polish on humans. Utilizing the small

chamber method according to Indoor Air Quality Testing Methods and

Standards, we have compared the VOCs emission concentration levels

over time according to the usage and type by selecting substances of

hazard concern based on preceding research data and additional test

analysis.

Utilizing the finalized selection of emissions concentrations and the

amounts of emission per unit surface area of potentially hazardous

materials, we have conducted a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human exposure,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indoor residential

spaces and the interiors of automobiles, using exposure factors based

on inhalation routes for adults and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VOCs based on the use of each product,

the amount of emissions for furniture polish increased most at 47%

during 4.5 hours of the continuous stage compared to the initial 30

minutes of the spraying stage. In terms of types, immersion types

increased most at 53%, followed by spray types at 42% during the

continuous stage rather than the initial stage, and liquid types at 21%.

It is assumed that the amount of initial emissions for spray type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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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because it contains more volatile substances than the liquid or

immersion types. But it is estimate that the amount of VOCs emission

is higher on immersion types. Emission concentration of VOCs by hour

decreased in most products. In terms of component ratio of pollutants,

d-limonene occupied the highest rate at 28.15 ∼ 75.74%, followed by

n-butylacetate at 0.28 ∼ 15.05% and alpha-pinene at 0.18 ∼ 5.71%.

Utilizing the human inhalation exposure algorith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amount of emissions per unit surface area according to

the use of polish products and exposure evaluation on adults and

children shows that all target pollutants other than d-limonene and

alpha-pinene are being emitted, though the hazard on humans is not

very high. Particularly, d-limonene and alpha-pinene are terpene

chemicals that are used as aromatics that react quickly to the indoor

ozone and generate hazardous materials such as formaldehyde. To

minimize health risks to the human body, it is recommended not to

choose polishes that contains a high percentage of aromatics. Also, as

the respiration rate of children can be higher than normal adults during

the use of polish, special factors such as ag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for a more precise evaluation on the effects of

huma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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