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의 
측정방법에 따른
유물 전시관 내 
농도 분포 특성 비교

C O N S E R V A T I O N    S T U D I E S                  2 0 1 4               3 5

임보아, 이선명



CONSERVATION  STUDIES  Vol.35,  pp25~44 [2014]

26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측정방법에 
따른 유물 전시관 내 농도 분포 특성 비교

임보아*, 이선명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Comparison of  VOCs Concentration Characteristic 
According to Measurement Methods in Exhibition Hall

BoA Lim*, Sun Myung Lee 

Conservation Scienc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freesia-a@hanmail.net

┃초록┃

  이 연구에서는 유물 전시관을 대상으로 Active type과 Passive type에 의한 

VOCs의 측정·분석법을 사용하여 전시실 내·외의 연중, 계절별 농도를 조사하고 

측정방법에 따른 농도 비교를 통해 측정방법 간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Active type에 의한 전시실 TVOC의 연중 평균 농도는 906.5㎍/㎥으로 대부분 조

사 기간 동안 환경부 기준을 1.8배 이상 초과하였다. Active type에 의한 전시실의 

∑VOCs 농도는 Passive type 보다 높았다. 일부 VOCs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

소하나 일시적인 상승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Active type에 의한 전시관의 연평

균 I/O비는 TVOC 9.0, ∑VOCs는 34.0으로 조사되어 ∑VOCs가 전시실 내부에서 

다량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방법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VOCs의 상관계

수는 0.367이었으며 톨루엔은 0.567로 두 분석 방법 간의 연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문화재 보존시설, 실내공기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간이측정법,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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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measured annual year and seasonal concentrations of  VOCs by Active type and 
Passive type using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method in the exhibition hall and outdoor. It was 
compared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thods according the comparison of  methods to 
measured concentrations. As a results,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s of  TVOC in exhibition 
room(906.5 μg/m³) was greater than for most of  the study period, more than 1.8 times the standard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VOCs concentration of  exhibition room by Active type was 
higher than Passive type. Some VOCs was decreased with the lapse of  time a temporary increase 
tendencies was. The annual average I/O ratio of  TVOC was 9.0, ∑VOCs was confirmed to occur 
in a large amount inside the exhibition hall ∑VOCs was studied to 34.0. Correlation coefficient of  
∑VOCs was 0.367. Toluene was 0.567 that the survey was the largest analysi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ethods.

Keywords : Conservation facility, Indoor air quality, Volatile Organic Compounds, Passive sampler, Correlation

1. 서론

  1970년 이후 산업구조의 대형화로 인

해 각종 산업분야가 발달하고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공기오염이 가속화 

되었다. 최근에는 전력 부족이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어 에너지 절약을 위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를 절

감하고 건물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

물의 밀폐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

한 실내공기의 오염은 사회문제로 야기

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선진 각국에

서는 빌딩증후군(SBS-Sick Building 

Syndrome)의 증상이 보고되었다(김윤

신, 1999).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초

반부터 새집증후군이 화두가 된 이후로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전주영, 2013). 실

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건축자

재 인증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고 2003

년부터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

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인체에 유

해한 실내공기오염물질을 관리하도록 하

고 있다. 문화재 보존시설에 해당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도 대상시설에 포함

되어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대표적인 물질

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높은 증기압으로 인하여 대기로 

쉽게 노출된다. 또한 오존의 전구물질로 

작용하고 광화학 옥시던트를 발생시켜 

인체, 식물, 물질 뿐만 아니라 유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장

하, 2009; Michael, 1997). 문화재 보

존시설에서의 VOCs는 건축 내장재, 접

착제, 생물피해 방지를 위한 방부제, 난

방기구, 관람객에 의해 발생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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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는 관람자의 관람 환경의 질을 저

하시킨다. 신장하(2009)는 VOCs가 금

속의 부식, 안료의 변색 등을 발생시킨

다고 보고하였다. VOCs는 사람의 건강

이나 대상물질에 유해하다고 가정하지만 

높은 VOCs 농도는 반드시 높은 위협을 

의미하지 않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

한 오염물질의 높은 비율이 존재할 경우 

낮은 수준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Tétreault, 2003). 

  이러한 VOCs의 현황을 조사하는 대

표적인 방법으로는 Active type과 

Passive type에 의한 측정·분석법이 

있다. Active type은 능동적인 시료채

취 방법으로 펌프 등에 의해 시료를 포

집하고 Passive type은 자연 상태의 기

류를 이용하여 시료를 포집하는 방법이

다. Active type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에 제시된 고체흡착관을 사용하는 방

법이 있으며 결과의 정확성과 측정, 분

석 방법이 확보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펌프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이 있고 시료 포집시간이 짧아 장기 모니

터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Passive 

type에는 Passive sampler, Diffusion 

tube 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Passive sampling은 Active type에 비

해 더 경제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Pamela, 2002). 

  Passive sampling은 사용의 편리성, 

오염물질의 선택적인 식별, 펌프의 소음

으로 인한 대기 환경의 영향이 적다는 장

점과 시험 현장에서 연구 인력이 필요 없

는 효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몇 시간에

서 몇 주의 긴 노출시간이 필요하고 일

부 흡착 저해 효과를 수반한 환경과 검

출한계로 인한 단점이 동반된다. 대부분

의 VOCs 연구는 Active type에 의한 조

사가 이루어지나 전시케이스와 같은 협

소한 공간으로 인한 제약이 따르는 시

설이나 여러 지점의 전시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Passive type을 사용하여 조

사한 일부 사례가 있다(Cecily, 2006; 

Schieweck and Salthammer, 2011).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두 분석방법 간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

로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두 분

석방법 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뒷받

침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Passive

와 Active type을 사용하여 문화재 보존

시설인 충무공 이순신기념관을 대상으

로 연중, 계절별 VOCs의 농도를 조사하

여 비교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VOCs 측정방법에 따른 농도 비교를 통

해 측정방법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문

화재 보존시설에 적합한 VOCs 측정방법

을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문화재 보존환경 내의 VOCs 농도 조

사를 위해 문화재 보존시설인 현충사 충

무공이순신기념관을 대상시설물로 선정

하였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은 도시 외

곽의 평지에 위치하고 전시관과 교육관

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층의 철근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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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구조이다. 2011년에 개관하였으며 

휴관일(매주 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

고 상시 개방을 하고 있다. 주요 전시유

물은 지류이고 일부 금속, 도장류도 함

께 전시되고 있으며 비공조식 밀폐형 전

시케이스 내에 보관, 전시되고 있다. 시

설의 개방 시에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을 위해 공조기를 간헐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가동시간; 09:00~18:00). Table 

1에서는 연구대상 시설의 현황을 나타내

었다. 

  전시실의 전시환경 내 VOCs 농도 분

포 특성 조사는 제 2전시실을 대상으로 

하여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방

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Active 

type의 시료 포집은 전시실 내 중앙에서 실

시하였고(Fig. 2 (a)) Passive type은 전시

실 내 2곳(Fig. 2 (b))의 상부에 각각 1기씩 

설치하였다(Fig. 1 (a)). 오염원의 발생원 

추정을 위하여 기념관 외부의 외기를 측정

하여 농도 비교를 실시하였다(Fig. 2 (b)). 

외기의 Active type은 전시관 외부 정면의 

좌측 부분에서 공기를 포집하였고(Fig. 2 

(c)) Passive type은 언덕모양의 사무동과 

교육관 지붕층의 중앙 부분에 각각 1기씩 

설치하였다(Fig. 2 (d)). 

Table 1. Facility Status of the target facility

Facility Hyeonchungsa, Admiral Yi Sunsin memorial

Building opening 2011

Site environment The outskirts of a city (at the foot of the hill)

Open condition Six days a week, 09:00~18:00, closed on Tuesdays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Central HVAC system 

Building materials in 
exhibition room

Ceiling THK 9.5mm Gypsum board/painting 

Wall THK 9.5mm  Gypsum board/Lacquer painting 

Bottom THK15 WOOD FLOORING

Showcase type  Non air-conditioned airtight case

Showcase materials Glass, Steel+painting, Gypsum board/Particle board, Fabric 

Main exhibition remains Papers, Metals, Ivor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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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door site

(a) Indoor air sampling in exhibition room

(c) Outdoor air sampling(Active type)

Fig. 1. Sampling locations (inside and outside the exhibition hall).

Fig. 2. Sampling of VOCs using the Active and Passive type equipments.

(b) Outdoor site

(b) Passive sampler in exhibition room

(d) Outdoor air sampler(Passive type)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측정방법에 따른 유물 전시관 내 농도 분포 특성 비교 / 임보아, 이선명 

31

  2.2 분석방법

  전시실의 VOCs 농도 분포 조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 

동안 실시하였고 VOCs의 측정은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2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Active type은 환경부 실

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2010)의 �실내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

화합물 측정방법-고체흡착관과 기체크

로마토그래프-MS/FID법�에 따라 시험

하였으며 Passive type은 패시브샘플러

(Passive sampler; 3500, 3M, USA)를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Active type의 시료채취는 매달 정기적

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Mini pump(∑30, 

Sibata, JP)에 Tenax TA가 충진된 유

리 고체흡착관(28281-U, Supelco, 

USA)을 연결하여 150mL/min의 유속

으로 30분간 채취하였다. 각 측정지점

의 시료는 중복 측정하여 측정 및 분석

의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VOCs를 포집

한 고체흡착관은 Thermal Desorption 

System(TDS 3, Gerstel, Germany)이 

장착된 GC/MS(6890N, 5973i, Agilent 

technology, USA)로 분석하였으며 그 

조건은 Table 2와 같다.

  Passive type에 의한 VOCs 시료의 측

정은 패시브샘플러를 설치하고 충분한 

시료의 노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전시실 환경에 

노출시킨 후 수거하였다. 공기 중 VOCs

를 포집한 패시브샘플러는 (주)앤버스

에 분석 의뢰하였다. 패시브샘플러에 의

한 VOCs는 CS2(Carbon disulfide) 추

출을 통해 GC/FID(SRI 8610C, Sri 

instrument,USA)로 분석하였고 분석 

조건은 Table 3 과 같았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측정·분

석 방법에 따라 Active type과 Passive 

type에 의해 측정된 VOCs의 농도 값을 

통해 연간 농도와 계절별 농도 변화 추이

를 살펴보았다. Active type으로는 실내

공기 중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하

여 n-헥산(n-Haxane)에서 n-헥사데

칸(n-Haxadecane)까지의 범위에서 검

출되는 VOCs를 대상으로 톨루엔으로 환

산하여 정량하는 TVOC(Total Volatile 

Table 2. Conditions of systems for the VOCs analysis by Active type(GC/MS)

250℃, 5min

250℃

9:1

DB-1 (60m × 0.32mm × 1㎛)

Helium gas, 99.9999%

1 mL/min

40℃ (5min) → 3℃/min → 80℃ (15min) 

→ 10℃/min → 250℃ (4.67min)

MSD

230℃

Desorption 

Inlet temperature

Split ratio

Column

Carrier gas

Gas flow

GC Temperature program

Detector

Ion sour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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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Compounds) 농도로 전시실의 

전체적인 VOCs 농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두 방법으로 주요 VOCs 물질인 벤젠

(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

(Ethylbenzene), 자일렌(Xylene), 스틸

렌(Stylene)의 개별 농도 분포를 확인하

였다. 단, Passive type에 의한 TVOC

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Active type

과 Passive type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주요 개별 VOCs 물질의 합인 ∑VOCs를 

조사하였다. ∑VOCs를 통해 두 방법 간

의 정량적인 농도를 비교하고 전시실의 

농도와 외기의 농도를 비교하여 VOCs의 

발생원을 추정하였다. 또한 Active type

과 Passive type의 결과를 통해 측정방

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유물 전시관 내 VOCs 농도 
    분포 현황

  3.1. 연간 농도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년간 Active 

type에 의해 수행된 TVOC 농도 조사 결

과는 Fig. 3 과 같다. 환경부의 다중이용

시설로 분류되어지는 전시실의 VOCs 농

도는 조사기간 동안 TVOC 기준인 500

㎍/㎥를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년간의 농도 중 최솟값을 보인 달은 

1월로 282.3㎍/㎥이었으며 최대 농도

는 3월에 2204.7㎍/㎥으로 조사되었다. 

전시실의 평균 TVOC 농도는 906.5㎍/

㎥으로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을 1.8배 

초과하였고 안전행정부의 기록관리기관

의 보존환경 유지기준(400㎍/㎥)을 2.3

배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chieweck(2011) 연구에서는 전시

실(7곳)의 TVOC(∑VOC) 농도가 평균 

383㎍/㎥으로 67㎍/㎥~887㎍/㎥의 

범위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를 본 연구

의 전시실 농도 평균값과 비교하면 충무

공이순신기념관의 전시실의 농도가 약 

2.4배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철민 외

(2009)의 연구에서 보존시설의 중점관

리 물질로 분류된 전시실 TVOC 농도는 

평균 493.6±125.6 ㎍/㎥으로 이순신기

념관의 전시실 보다 0.5배 가량 작은 값

이었으며 본 연구대상 전시실은 타 연구

Table 3. Conditions of systems for the VOCs analysis by Passive type(GC/FID)

FID

240℃

120℃

10:1

HP-1 (30m × 0.53mm × 1.5㎛)

Nitrogen gas, 99.9999%

3.0mL/min

40℃ (1min) → 4℃/min → 140℃ (2min) 

→ 30℃/min →220℃ (2min) 

Detector

Detector temperature

Inlet temperature

Split ratio

Column

Carrier gas

Gas flow

GC Temperatu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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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전시실의 TVOC는 5월과 6월에 1000

㎍/㎥ 전·후의 농도대를 유지하다가 

7~10월까지는 기준의 1.3배에서 1.5배 

이상의 농도를 보였다. 11월에 일시적으

로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다시 2월까지 

점차 감소하였고 이후 3월에는 급증하여 

최댓값을 보였다.

  연간 VOCs 농도를 이중 분석한 결

과, 포집된 두 개의 시료 중 1개의 데

이터를 얻지 못한 9월의 농도를 제외

한 Active type의 두 측정값의 상대적

인 차이(RPD, Relative Percentage 

Difference)가 14.3% 이하로 매우 유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14.3%인 

2013년 2월을 제외한 RPD는 7.9% 이

하였으며 평균 4.8%로, 시료의 안정적

인 포집과 분석이 행해짐을 확인하였다.

  Active type에 의한 충무공이순신기

념관 외부의 공기는 우천으로 인해 9월

과 11월에 측정하지 못하였다. 조사기간 

중 외기의 TVOC는 50.5㎍/㎥에서 최대 

331.3㎍/㎥의 분포 범위를 보였고 평균 

148.5㎍/㎥의 농도로 조사되었다. 외기

의 이중 분석 결과 역시 전시실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RPD 평균이 23.7%로 전

시실에 비해 약 4.9배 이상 큰 값이었으

며, 두 시료는 비교적 유의하지 않은 경

향을 보였다. 외기 TVOC의 농도가 높았

던 10월, 12월, 1월, 그리고 4월의 RPD

는 32.3% 이상으로 나타나 실외의 조사 

결과 보다 실내의 경우가 두 시료간에 더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tive type과 Passive type에 의한 

전시실의 개별 VOCs 농도는 Table 4

에 나타내었다. Active type에 의한 개

별 VOCs 분석 결과에서는 벤젠과 스틸

렌이 검출한계(D.L.; Detection Limit/ 

Fig. 3. An annual concentrations of TVOC in the exhibition room and outdoor air by Acti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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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Detection Limt) 이하의 농도

를 보였고 Passive type에 의한 개별 

VOCs 분석 결과에서는 벤젠과 톨루엔의 

일부 결과가 검출한계 이하의 농도를 보

였다. Active type에 의한 벤젠은 측정기

간 중 1/2 이상인 7개월 동안 검출한계 

이하(2.8㎍/㎥)였으며 스틸렌은 12월~2

월, 4월에서 검출한계(1.1㎍/㎥) 이하였

다. Passive type은 8월에 벤젠이, 2월

에는 톨루엔이 각각 0.6㎍/㎥, 0.8㎍/㎥ 

이하의 검출한계로 분석되었다. 

  Active type에 의한 분석 결과, 자일

렌의 농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고 스틸렌 연평균 농도는 2.9㎍/㎥로 다

른 VOCs에 비해 적은 양이 검출되었다. 

자일렌은 5월부터 농도가 감소하는데 8

월에는 105.9㎍/㎥까지 낮아졌으며 이

후 다시 상승하여 11월까지 증가하였다. 

톨루엔은 점차 감소하다가 1월을 기점으

로(10.1㎍/㎥) 다시 증가하였고, 에틸벤

젠은 1월과 2월에 작은 값인 9.6㎍/㎥과

11.8㎍/㎥의 농도를 보였으나 이외의 기

간에서는 32.9㎍/㎥ 이상의 농도를 유지

하였다. 

  Passive type에 의한 전시실의 개별 

VOCs 농도 조사 결과, 스틸렌이 연평균 

448㎍/㎥으로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보여 Active type에 의한 조사에서 스틸

렌의 농도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과는 대

조적인 결과였다. Passive type에 의한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은 최

고 농도를 보인 6월에서 1월까지, 시간

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

나 일시적으로 9월에 상승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은 

22.1㎍/㎥ 이하의 농도를 유지하였고 톨

루엔은 2월에 검출한계까지 농도가 낮아

졌다. 그러나 이 이후에 다시 점차 증가

하였다.

  Active type의 연간 개별 VOCs의 

상대표준편차는 42.0~66.0%이었고 

Passive type은 34.7~56.7%로 Active 

type의 농도가 대부분 높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상대표준편차도 크게 나타났

다. 이로서 Active type의 농도 분포 변

화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Passive type에 의한 

TVOC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전체적인 농도를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VOCs 값을 산정

하여 연중 농도 분포를 비교하고자 하였

다. ∑VOCs는 각 시험방법에서 분석된 개

별 VOCs(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

렌, 스틸렌)의 합으로 나타냈으며 그 결

과는 Fig. 4와 같다. ∑VOCs로 나타낸 

모든 결과는 환경부 기준 이하의 값이었

다. 전시실의 경우 Active type이 Passive 

type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Active type

에 의한 ∑VOCs는 최대 495.6㎍/㎥으

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농도는 298.6㎍/㎥

이었고 Passive type에 의한 ∑VOCs는 

평균 100.5㎍/㎥이었다.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비율은 평균 3.2배로 최소 

1.6배에서 최대 6.7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Active type에 의한 TVOC 농도와 

∑VOCs를 비교하면 TVOC 중 ∑VOCs

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5.6%이었으

며 최대 49.7%의 비율을 갖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최소 비율은 16.3%로 Active 

type에 의해 분석된 VOCs의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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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VOCs 이외의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tive type과 Passive type에 

의한 외기의 평균 ∑VOCs는 각각 10.9 

㎍/㎥, 14.3㎍/㎥으로 전시실의 경우

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으나 연간 농도 

분포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험 방법 간의 농도 비율은 평균 2.0이

었으며 Active type에 의한 TVOC 중 

∑VOCs 비율은 최대 16.2%로 조사되어 

전시실보다 외기에 ∑VOCs 외의 물질이 

다량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Individual VOCs concentrations(μg/m³) of exhibition room for one year

Years Month
Active type Passive type

Benz. Tol. E.B. Xyl. Styr. Benz. Tol. E.B. Xyl. Styr.

2012

May. D.L. 91.5 63.4 335.9 2.2 0.7 18.9 21.6 36.3 60.0
Jun. D.L. 112.7 58.9 281.0 3.7 1.7 24.0 27.2 45.9 77.1
Jul. D.L. 40.7 32.9 173.2 1.2 1.0 14.0 16.9 28.9 46.8
Aug. D.L. 50.6 36.8 105.9 3.3 D.L. 15.2 16.2 23.7 40.0 
Sep. D.L. 49.7 45.8 240.1 2.3 1.1 21.5 26.6 45.7 72.2
Oct. D.L. 42.5 44.3 258.8 1.7 0.9 19.2 18.3 32.1 51.1
Nov. 12.8 46.3 51.8 296.3 1.8 1.3 11.7 8.8 15.5 24.1
Dec. 3.9 28.2 32.9 205.9 D.L. 1.5 3.4 8.9 16.7 29.7 

2013

Jan. 4.0 10.1 9.6 59.6 D.L. 2.3 3.3 7.5 10.9 22.1 
Feb. D.L. 15.3 11.8 74.9 D.L. 1.6 D.L. 9.9 18.0 32.4
Mar. 6.6 42.2 45.9 256.8 7.2 2.1 1.9 11.5 18.1 35.7 
Apr. 5.9 41.6 35.7 194.0 D.L. 1.8 15.4 14.6 24.0 47.2

* Benz.: Benzene, Tol.: Toluene, E.B.: Ethylbenzene, Xyl.: Xylene, Styr.: Styrene
* D.L.: Detection Limit(Active type: Benz. 2.8 μg/m³, Styr. 1.1 μg/m³ /Passive type: Benz. 0.6 
  μg/m³, Tol.: 0.8 μg/m³).

(a) Exhibition room

Fig. 4. ∑VOCs concentrations of exhibition room and outdoor air by Active type and 
Passive type. 

(b)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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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sonal TVOC concentrations of exhibition room and outdoor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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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계절별 농도

  Active type에 의해 충무공이순신기

념관의 제 2전시실 TVOC의 계절별 농

도를 조사한 결과(Fig. 5), 전시실은 봄

철 농도가 가장 높았고, 가을, 여름, 겨

울 순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외기의 

계절별 농도는 겨울이 가장 높았고, 봄, 

가을, 그리고 여름 순이었다. 겨울철의 

TVOC는 전시실과 외기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였는데, 겨울철 전시실의 평균 

TVOC는 440.8㎍/㎥으로 가장 낮았고 

겨울철 외기는 247.6㎍/㎥으로 가장 높

았다.

  Active type으로 측정한 전시실 내의 

VOCs 중 벤젠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

들은 겨울철 농도가 가장 낮았다(Table 

5). 벤젠은 여름이 낮고 가을이 비교적 

높았다. 자일렌은 봄, 가을에 약 260㎍/

㎥이었으며 톨루엔은 여름에 68.0㎍/㎥

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

다. Passive type에 의한 계절별 VOCs 

분포 분석 결과, 벤젠을 제외한 물질들

은 여름, 가을, 봄, 겨울 순으로 농도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Active type의 벤

젠은 4계절 중 가을이 가장 높은 차지비

율을 보였으나 Passive type의 벤젠은 

1년 중 가을철 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ctive type에 의한 개별 VOCs의 계

절별 외기 농도 측정 결과, 톨루엔을 제

외한 물질들은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한

계 이하였으나 Passive type에 의한 방

법에서는 대부분이 검출되었다. 톨루엔

의 경우 Active type은 전시실과 마찬가

지로 여름철의 외기 농도가 가장 높았다. 

Passive type에 의한 외기의 톨루엔은 

가을철이 가장 높았고 봄과 겨울에 비해 

여름과 가을에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경

향을 보였다. 

  타 연구에서는 Passive type에 의한 

실내(주택)의 VOCs 물질 중 여름철의 

톨루엔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이민정, 

2004) 톨루엔은 온·습도와 상관성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조현, 2001).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계절별 VOCs 

농도가 다른 이유는 톨루엔처럼 물질마

다 온열환경에 반응하여 방출되는 정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측정방법에 따른 유물 전시관 내 농도 분포 특성 비교 / 임보아, 이선명 

37

가 다르며 시료의 포집 및 분석에 사용되

는 흡착물질, 추출용매, 그리고 물질의 

특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VOCs의 계절별 Active type 농도는 

측정 초기인 봄철이 가장 높았고(377.2

㎍/㎥) 가을, 여름, 겨울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6). Active type의 

계절별 농도는 Passive type에 비해 2.4

배~3.7배 큰 값이었다. 외기는 겨울을 

제외하고 모두 Passive type의 ∑VOCs

가 Active type 보다 농도가 높았으며

(평균 1.6배) Passive type에 의한 외기 

농도는 가을, 봄, 여름, 겨울의 순으로 

농도가 높았다. 

  Active type은 공조기가 가동되는 개

관 시간에 측정하였는데, 여름철에는 전

시실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다른 계절에 비해 빈번한 공조기 가

동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여름철의 

∑VOCs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유

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간 

노출시킨 Passive type은 폐관 기간에

도 측정되므로 여름철에도 공조기에 의

한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두 측정방법 모두 겨울철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겨울철

의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으로 인한 영

향으로 판단된다. 

4. 유물 전시관 내 VOCs의 I/O비

  4.1. 연간 I/O비

  오염물질의 실내공기 농도와 외기의 농

도 비율(Indoor/Outdoor concentration 

ratio)의 조사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추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실내·외의 

비교를 통해 오염이 발생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Concentrations of seasonal VOCs by Active and Passive type(μg/m³)

Exhibition room Outdoor air

Benz. Tol. E.B. Xyl. Styr. Benz. Tol. E.B. Xyl. Styr.

Active 
type

Spr. 5.1 58.5 48.3 262.2 4.7 6.3 5.0 D.L. D.L. D.L.

sum. 1.4 68.0 42.9 186.7 2.8 D.L. 12.7 D.L. D.L. N.D.

Aut. 12.8 46.2 47.3 265.1 1.9 D.L. 10.0 1.7 5.4 N.D.

Win. 4.0 17.9 18.1 113.5 0.5 D.L. 5.6 D.L. 3.7 N.D.

Passive 
type

Spr. 1.5 12.1 15.9 26.1 47.6 1.9 6.2 3.8 7.3 6.9

sum. 1.3 17.7 20.1 32.8 54.6 1.1 9.4 1.5 1.9 2.6

Aut. 1.1 17.5 17.9 31.1 49.1 1.3 11.0 2.0 2.7 2.8

Win. 1.8 3.4 8.8 15.2 28.1 2.5 2.6 0.9 D.L. D.L.

* D.L.: Detection Limit(Active type: Benz. 2.8 μg/m³, Tol. 2.5 μg/m³, E.B. 1.6 μg/m³, Xyl. 2.2 
  μg/m³, Styr. 1.1 μg/m³ /Passive type: Benz. 0.6 μg/m³, Tol. 0.8 μg/m³, E.B. 0.6 μg/m³, Xyl. 
  0.6 μg/m³, Styr. 0.7 μg/m³)
*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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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전시실 TVOC I/

O 비는 Fig. 6과 같다. 조사기간 중 우

천으로 인해 외기의 측정이 이루어지

지 않은 기간의 외기 농도는 계절 구분

에 따라 해당 월이 포함된 계절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즉, 외기를 측정하지 

못한 9월과 11월의 외기 TVOC 농도

는 10월의 농도를 사용하였다. 전시실

의 TVOC I/O비 평균값은 9.0으로 실내 

VOCs 농도가 실외의 VOCs에 비해 상

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on(2003)의 연구에서 아산지역의 I/O

비가 0.94~1.51의 분포를 보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 시설의 농도

비는 상당히 높은 값이다. 그러나 Guo 

et al.(2004)과 Schlink et al.(2004)의 

연구에서 실외의 공기보다 실내 공기의 

농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중 I/O비는 일시

적으로 큰 값이 관찰되기도 하나 초기 I/

O비 값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건축물의 완공 후에는 초기 고농도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내 농도가 감소

되어 외기와의 I/O비가 점차 작아진다. 

Pamela(2002)의 연구에서도 새 건축물

에서의 VOCs는 고농도로 조사되었으며 

초기는 외기수준의 50배, 3달 뒤에는 약 

5배로 측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3개

월 만에 I/O비가 10배 감소한다고 하였

으나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이순신

기념관 전시실의 I/O비는 개관 이후 시

간의 경과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4월에서 5월까지의 I/O비는 

상당히 컸으며 6월에는 최대 22.1의 비

율을 보였다. 이후 7월부터는 비율의 감

소가 관찰되나 그 비율은 비교적 높은 값

을 유지하였다. 특히 2013년 3월에는 

일시적으로 실내의 농도가 급증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2013년 1월에는 실내·

외 농도가 동일한 평형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서 1월은 실내·외 VOCs 

물질의 농도 평형 유지 상태이나 이외의 

기간에는 모두 전시실에서 VOCs가 발생

함이 증명되었다. 

  Active type에 의한 측정 결과에서 상

당수의 VOCs는 검출한계 이하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VOCs의 I/O

비를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Active 

type과 Passive type 분석에서 비교적 

양호한 검출상태였던 톨루엔을 대상으로 

측정방법에 따른 I/O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12년 12월을 제외한 모든 기

간 동안 톨루엔의 I/O비는 Active type

이 Passive type에 비해 높았다. 그 차

Exhibition room Outdoor air

Active type Passive type Active type Passive type

Spring 377.2 103.1 7.1 18.0

Summer 300.4 126.1 12.7 15.3

Autumn 364.7 116.7 17.2 19.8

Winter 152.1 56.0 11.9 4.1 

Table 6. Seasonal ∑VOCs concentrations of exhibition room and outdoor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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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7월과 8월에 가장 작았으며 Active 

type에 의한 톨루엔은 Passive type에 

비해 1.3배 높게 측정되었고 최대 50.3

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Active type의 

톨루엔 I/O비는 6.2였고 Passive type

에 의한 값은 1.9로, Active type에 의

한 연평균 값이 3.3배 높게 측정되었는

데, 이는 아산지역의 I/O비가 1.12±

1.00인 기존 연구(Son, 2003)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연간 톨루엔 I/O비의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상대표

준편차는 각각 71.3%, 60.8%로 Active 

type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Active type에 의한 ∑VOCs의 연중 

I/O비는 전시실이 평균 34.0이었고 2월

에서 최대 128.3으로 조사되어 TVOC

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VOCs 물질들이 검출된 다른 물질보

다 실내에 다량 존재함으로 기인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Passive type에 의한 

전시실 ∑VOCs의 I/O 비는 2.7~32.2

의 범위였으며 평균은 12.1로, Active 

type에 의한 I/O비의 0.4배로 조사되어 

∑VOCs I/O비는 Active type의 실내 

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Fig. 6. An annual I/O ratio of TVOC concentrations in the exhibition hall.

Fig. 7. Comparison of the annual I/O ratio of toluene by measurement methods
(Active type and Passi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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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C

Fig. 8. Seasonal I/O ratio of VOCs. 

(b) Toluene(Active and Passive type) 

  4.2. 계절별 I/O비

  대상 시설의 TVOC I/O비는 봄이 13.3

으로 가장 높았고 여름(12.1), 가을(8.5), 

겨울(2.2)의 순으로 봄철 TVOC의 실내 농

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OCs

는 TVOC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봄철에 최대 70.8이었고 겨울철은 12.0

으로 가장 낮은 농도비를 보였다(Fig. 

8 (a)). 이로서 봄철에는 ∑VOCs 물질

들이 전시관 외기에 비해 전시실 내부

에서 매우 많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일 VOCs 성분인 톨루엔

의 Passive type에 의한 I/O비는 여름

철이 가장 높았으며(2.3) D. Camuffo 

et al.(1999)의 입자상오염물질 연구결

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Fig. 8(a)). 

Active type에 의한 톨루엔의 I/O비는 

봄철이 12.7로 가장 높았고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조사되어 TVOC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5. 측정방법에 따른 상관성 분석

  본 연구 대상 전시실의 VOCs 농도를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를 통해 분

석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각 

측정 월에 대한 개별 VOCs 결과를 각 측

정 방법별 하나의 변수로 가정하고 변량 

12의 수준으로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9). 두 분석 

방법의 상관계수(r2)는 0.029에서 0.567

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전시실의 ∑VOCs

의 상관계수는 0.367이었으며 외기는 

매우 작은 값인 0.029이었다. 이 결과

로 외기의 ∑VOCs는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상관성 도출이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별 VOCs의 상

관계수는 0.049에서 0.567의 범위였으

며 그 중 톨루엔의 상관계수는 0.567로 

개별물질 중 가장 큰 상관계수 값이었고 

에틸벤젠은 0.400이었다(Fig. 9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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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물질은 분석 방법 간에 비교적 강

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스틸렌과 벤젠은 각각 0.049

와 0.093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고찰 및 결론

  이 연구는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의 제 

2전시실을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간 Active type과 

Passive type에 의한 방법으로 VOCs 농

도를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Active type으로 조사한 대상 유물 전

시관의 연간 TVOC는 조사기간의 대부

분이 환경부 실내공기질기준(500㎍/㎥)

과 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관의 보존환

경 유지기준(400㎍/㎥)을 상회하였으

며, 특히 봄철 농도가 가장 높았다. 개별 

VOCs는 Active type과 Passive type

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한 농도 비율이 다

르게 나타났는데 Active type은 자일렌

이, Passive type은 스틸렌이 가장 농도

(a) ∑VOC of exhibition room

(c) Toluene

Fig. 9. Correlationship between Active type and Passive type on concentration of ∑VOCs and 
individual VOCs.

(b) ∑VOC of outdoor air

(d) Ethyl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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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았고 두 방법 모두 겨울철의 농도가 

가장 낮게 유지되었다. 외기보다 전시실

에서 VOCs가 고농도로 존재하였고 일부 

VOCs 물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개관 시점과 멀지않은 

시간에 수행되어 전시실의 농도가 외기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타 연구 

결과에 비해 비율의 감소폭이 낮으나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실내의 농도가 낮아져 

I/O비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정·분석 결과는 두 측정값

의 상대적인 차이(RPD)를 통해 조사 과

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는데, 전시실의 

TVOC 분석 과정에서는 RPD가 14.3% 

이하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전시실은 외기에 

비해 TVOC 농도가 매우 높았다. 봄철의 

I/O비가 가장 컸으며 여름, 가을, 겨울

의 순이었다. Active type에 의한 톨루

엔의 I/O비는 TVOC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으나 Passive type은 여름철에 I/O비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Active type과 

Passive type의 VOCs 물질별, 계절별 

경향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Active 

type과 Passive type에 사용되는 흡착물

질과 포집속도, 탈착방법에 의한 차이로 

판단된다. 

  두 측정방법을 통해 전시관의 실내·

외 농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시실의 

VOCs 농도가 대부분 외기보다 높은 것

을 통해 VOCs의 발생원이 전시관 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

실 내의 주요 VOCs 발생원은 바닥, 천

장 등의 건축내장재와 전시 공간에 일부 

단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유물 전시케이

스로 추정된다.

  ∑VOCs 농도는 전시실에서 Active 

type이 Passive type에 비해 높았으며 

Active type에 의한 TVOC에서는 평균 

35.6%를 차지하여 TVOC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상당량은 BTEXS 외의 물

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ssive type

은 벤젠을 제외한 물질들의 농도가 여

름, 봄, 가을, 겨울의 순으로 높은 계절

별 특성을 보였다. Active type에 의한 

∑VOCs의 I/O비는 TVOC의 I/O비에 

비해서 매우 높았으며 Passive type에 

의한 ∑VOCs도 전시실 내부의 농도가 

상당히 높음이 관찰되었다. 

  전시시설의 VOCs 농도 결과를 대상으

로 하여 개별 VOCs의 측정방법 간 상관

성을 조사한 결과, 벤젠과 스틸렌은 거

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톨루

엔과 에틸벤젠은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 중 톨루엔의 상관계

수는 0.567로 개별 VOCs 물질 중 가장 

큰 값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

로 두 분석법의 상관관계식을 일반적으

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관성 도출에 사용된 변량이 작으므로 

결과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변수의 확보

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표성 있는 결과

의 도출 연구가 필요하다. 

  유물 전시관 내부 환경 측정결과, Active 

type의 RPD 값이 좋으며 검출량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chieweck과 

Salthamme(2011) 연구에서 Passive 

type은 일부 물질의 선택적 검출 특성이 

있어서 박물관 전시케이스 측정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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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Active type이 우선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Active type

과의 상관성을 통해 살펴 본 Passive 

type은 톨루엔과 에틸벤젠의 검출에는 

효과적이며, 연중 농도의 차이를 보이기

는 하나 전체적인 농도 변화 추이 비교 

연구에는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

인다. 

  이 연구를 통해 Active type은 정확성

이 높은 분석방법이며 단시간의 측정시

간으로 인하여 유물 전시관 내의 대표적

인 VOCs 현황을 조사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반면 Passive type은 Active 

type에 비해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낮으

나 장시간 시험시간을 적용하므로 장기

간의 평균 농도 측정이 가능하며, 크기

가 작고 별도의 포집장치가 필요하지 않

아 사용이 용이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실태 조사 연구가 필요하

며, 보존시설에서의 VOCs 조사 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기간, 보존시설의 측

정 환경, 알고자 하는 VOCs 물질의 종

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면 효율적인 VOCs 조사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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