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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열탈착 장치가 직접 연결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벽지, 초배지, 인테
리어시트, 종이 및 우레탄폼과 같이 재질이 균질한 박막형 시트 또는 다공성 제품으로서
한 면 이상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사용 환경을 갖는 고상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잠재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1970년대 전 세계는 고유가 에너지 파동으로 인하여 건축물 단열‧기밀화를 통한 에너지절
약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다양한 실내 건축자재 사용, 기밀 등으로 인하여
주거 공간 내 실내공기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휘발성 유
기화합물의 심각한 인체 영향이 알려지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환경부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오염물질
방출 자재 사용제한, 환경표지 인증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한 실내공기질 환경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
이들 정책수단에서 활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평가 방법은 주로 국제표준‧국가표준에
따른 소형 챔버 방법이다. 그러나 이 시험 방법이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신속한 적정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왔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이 기준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실내공기질과 관
련한 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판단과 새로운 친환경제품을 개발할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간이 판정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표준화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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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열탈착 분석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잠재방출량 측정 방법
Test Method of the Emission Potential for 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the Direct Thermodesorption Analysi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벽지, 초배지, 인테리어시트, 종이 및 우레탄폼과 같이 재질이 균질한 박막형 시
트 또는 다공성 제품으로서 한 면 이상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사용 환경을 갖는 고상 제품
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잠재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I ISO 16000-11, 실내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
관 및 시험편 제작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열탈착 장치(thermodesorption unit)
흡착관 또는 시험편이 들어간 튜브를 가열하여 흡착관 또는 시험편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
합물을 방출시키는 장치
3.2 시험편(specimen)
직접 열탈착 장치를 통하여 시험 제품에 함유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잠재방출량을 결정하
기 위하여 준비된 시료의 일부
3.3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따라 공기 중에서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
비고

이 기준에서는 끊는 점 250 ℃ 이하로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상의 n-헥산
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

3.4 VOCs 잠재방출량(VOCs potential emissions)
제품에 존재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방출될 수 있는 VOCs의 양을 톨루엔 당량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규정된 조건에서 측정되는 질량당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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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방법
4.1 개요
직접 열탈착 분석은 동적 헤드스페이스(dynamic headspace) 분석 원리에 기초한다. 그림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험편을 헬륨가스 흐름에서 규정된 온도(90 ℃)로 가열시키고, 이 온
도를 30분간 유지시킨다. 시험편으로부터 방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Tenax TA 흡착제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흡착제로 채워진 냉각 트랩에 흡착된 후, 캐필러리 컬럼
(capillary column)과 질량 분석계(MS, mass spectrometer)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로
운반되어 검정 및 정량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잠재방출량은 톨루엔
당량으로 환산하여 μg/g으로 나타낸다.

그림 1 직접 열탈착 장치-GC/MS 시스템에 따른 분석 개념도

4.2 장치 및 기구
4.2.1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gas chromatograph) 시스템
최소 1 ng의 톨루엔을 검출할 수 있으며, 열탈착 장치와 검출기로서 불꽃이온화 검출기 또
는 질량분석계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
4.2.2 캐필러리 컬럼(capillary column)
시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리 및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캐
필러리 컬럼
비고

실내 공기 및 방출 시험용 챔버 공기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에 적합하다고 입증된 컬럼
의 예를 들면 길이 30~60 m, 내경 0.25~0.32 mm 및 상두께 0.25~1.00 µm의 결합형(bonded)
100 % dimethylpolysiloxane 컬럼 또는 이와 동등 성능 이상의 컬럼이 있다.

4.2.3 질량분석기(MS, mass spectrometer)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연결 가능한 사중극자형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질량분석기로 가스크
로마토그래피 컬럼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전자이온화법(EI, electron ionization)으로 이온
화시켜 질량분석을 통한 질량 스펙트럼 및 크로마토그램을 얻을 수 있는 것
4.2.4 흡착제
흡착제는 솔벤트 튜브 또는 흡착 및 열탈착 성능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비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흡착제로는 Tenax TA, Tenax GR, 다층고체 흡착제가 있으며, 이
가운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Tenax TA 흡착제는 2,6-diphenylene oxide의 다공성 중합체[입자
크기 0.18~0.25 mm(60~80 mesh)]이다. 생산된 Tenax TA에는 다량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으
EM30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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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를 채취하기 전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순수한 운반 가스를 흘려
주면서 Tenax TA는 열안정화시켜 세척한다. 세척 조건은 중합체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
택하는데, 예를 들어 Tenax TA가 채워진 시료 채취관에 유속이 100 mL/min인 운반 가스를
이용하여 최소 18시간 동안 330 ℃의 온도를 유지시킨다. 세척한 Tenax TA는 단단히 밀봉한
시료 채취관에 채우고 새지 않는 밀폐용기에 저장한다. 세척과정에 성공 여부는 세척된 흡착
제를 분석하여 확인한다.

4.2.5 흡착관
흡착제가 주입된 스테인리스강 또는 유리 재질로 제작된 흡착관에 금속 스크류 마개와
PTFE 페럴(polytetrafluoroethylene ferrule)이 있는 것
4.2.6 표준물질
검량선 작성을 위하여 메탄올에 톨루엔을 용해시켜 규정농도로 만든 것
4.2.6 열탈착 장치
2단계 열탈착과 탈착 시료를 비활성 가스 흐름을 통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로 전달할 수
있도록 탈착 온도‧시간 및 운반가스 유속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비고

열탈착 장치에는 자동 시료관 주입, 누출 검사 및 냉각 트랩 또는 탈착 시료의 농축을 위한
장치 등 추가적인 장치도 포함될 수 있다.

4.2.7 열탈착 분석용 유리 튜브
분석용 시험편을 내부에 설치한 후 시험편 앞뒤에 불활성 처리된 유리섬유를 넣어 가스흐름
에 시료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유리관
4.2.8 저울
실험실용 저울로서 정밀도가 ±0.005 mg으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4.2.9 핀셋
질량 측정된 시료를 열탈착 분석용 유리 튜브에 넣을 수 있는 것
4.3 제품 시료의 채취 및 시험편 제작
4.3.1 제품 시료 채취 방법 및 보관
제품 시료 채취 및 보관은 KS M ISO 16000-11에 따른다. 시료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채취
및 운송하고 제조연월 및 배치번호를 기록하여야만 한다.
4.3.2 시험편 제작
시험편을 제작할 때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험편을 다룰 때는 손에 직접 접촉되지 않
도록 실험실용 일회용 장갑을 끼고 깨끗한 핀셋을 사용한다.
시험편 제작을 위한 시료는 원래의 포장물 중앙부에서 꺼내어 불활성 받침판(유리판 또는
알루미늄 포일)에 놓는다.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된 제품에는 메스용 칼을 사용하여 충분
한 양의 시료를 자른 후, 박리지를 분리하여 알루미늄 포일에 다시 부착시킨 것을 시험편
제작을 위한 시료로 한다.
시료 중앙부로부터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부위 3곳을 선정하여 열탈착 분석용 유리 튜브
에 들어갈 수 있는 동일한 크기로 자른 후 질량을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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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품에 인쇄부분이 있거나 2개 이상의 복합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편이 시료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시료에서 인쇄부분과 인쇄되지 않은 부분의 비율 또는 복합
재질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시험편 채취 부위를 선정한다.

4.3.3 시험편 설치
핀셋을 사용하여 준비한 시험편을 열탈착 분석용 유리 튜브에 넣고 양면은 불활성 유리섬유
로 고정시킨다. 시험편에 대한 분석용 유리 튜브는 2개를 준비하고, 분석할 때마다 공시험
용으로 시험편을 넣지 않는 빈 유리 튜브에 불활성 유리섬유를 동일하게 넣어 준비한다.
4.4 시료의 분석
4.4.1 검량곡선 작성
4.4.1.1 검량곡선 작성용 표준물질
톨루엔을 메탄올에 녹여 약 0.5 μg/μL 농도로 제조한다.
4.4.1.2 검량곡선 작성을 위한 표준물질 분석
검량곡선 작성용 표준물질을 흡착제가 충진된 흡착관에 주입한다. 주입량은 1~5 μL 범위에
서 3개의 다른 흡착량을 갖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검량곡선용 표준물질을 준비한다.
흡착시킬 때는 불활성 가스를 흘려주면서 주입할 수 있는 장치 및 흡착관 배출부에 펌프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그림 2 와 같이 준비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표준
물질을 분석할 때는 표준물질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일 손실이 발생
하였다면 가열주입법, 기체상 표준물질 주입 등의 보완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는 시험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한다.
비고

분석기기 모델별, 제조사별 차이로 인하여 제시된 분석 조건에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시험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한다.

그림 2

표준물질 주입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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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검량곡선 작성용 흡착관의 분석 조건

항목
탈착 온도항목
탈착 시간
탈착 가스 유속
냉각 트랩 저온
냉각 트랩 고온
냉각 트랩 흡착제
수송관 온도
표 2

조건
280 ℃ 이상
10 min
30~50 mL/min
-10 ℃
300 ℃
Tenax TA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흡착제
220 ℃ 이상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질량분석기 조건

항목
컬럼 오븐
이온화 조건
이온원 온도
검출 범위

조건
35 ℃ (5 min) → 6 ℃/min → 280 ℃(10 min)
Electron ionization, 70 eV
200 ℃
m/z 35~350

4.4.2 시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4.3.3에 따라 준비한 두 개의 시험편 분석용 유리 튜브로부터 방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
석을 실시한다. 열탈착 조건은 표 3의 조건으로 한다. 각 시료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질
량분석기 분석 조건은 4.4.1.2와 동일하게 한다.
표 3
항목
탈착 온도
탈착 시간
탈착 가스 유속
냉각 트랩 저온
냉각 트랩 고온
냉각 트랩 흡착제
수송관 온도

발성유기화합물 열탈착 조건
조건
90 ℃
30 min
30~50 mL/min
-10 ℃
300 ℃
Tenax TA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흡착제
220 ℃ 이상

4.5 잠재방출량 계산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잠재방출량은 톨루엔 당량으로 환산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총합
값으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As
휘발성유기화합물 잠재방출량㎍g  R f × 
mP
여기서, R f : 톨루엔 감응인자[톨루엔 당량으로 환산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질량(ng)/톨루엔
피크 면적]
A S : 물질 피크 면적
m P : 시료 질량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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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결과의 표현 및 표시
5.1 시험 결과의 표현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잠재방출량은 두 개의 시험편 분석용 유리 튜브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 중 최대값으로 나타낸다.
5.2 시험 결과의 표시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잠재방출량은 제품 질량당 휘발성유기화합물 질량으로 0.1 μg/g까
지 나타낸다. 이 이하의 값은 ‘미량(trace)’으로, 공시료 분석 값보다 낮은 값은 ‘검출 안 됨
(not detected)’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정밀도
6.1 반복성
동일한 시험자가 동일한 장치와 동일 시험조건 및 동일 시약을 사용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
간의 표준편차는 정상적이고 적절한 시험절차를 거쳐 시험했을 때 20 %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1세트를 재분석한다.
6.2 재현성
서로 다른 시험자가 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통상적으로 동일한 시험물질을 사용하여 수행한
두 개의 독립적인 시험 결과의 표준편차는 정상적이고 적절한 시험절차를 거쳐 시험했을 때
20 % 이내이어야 한다.

7 일반 사항
정량할 때는 공시험을 함께 실시하여 정량결과를 보정한다.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물질은 규
정된 내용 이외에 농도가 알려진 시판품도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도 좋다.

8 시험 결과의 보고
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이 기준에 대한 언급
b) 시험 시료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확한 제품 증명서(제조연월 및 배치번호)
- 이송일자 및 시험 시편제작일(크기 및 질량)
c) 시험 및 분석 조건
d) 시험으로부터 얻은 결과
e)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작이나 부가적으로 수행된 조작
f)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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