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측정 보고서

한신공영㈜ 해룡 복성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2022. 01. 17

상 록 환 경 위 생 (주)

www.sre.co.kr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TEL : 02-556-6929   FAX: 02-556-7580



제   출   문

   이와 같이 해룡 복성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합니다.

2022년 01월 17일

상 록 환 경 위 생 주 식 회 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대표자 성명   신   광   선   (인)



목   차

1. 측정기록부 ································································································································· 1

1)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

2) 실내공기질(라돈) 측정기록부

2. 측정결과표 ································································································································· 2

1) 실내공기질(HCHO,VOCs) 측정결과표

2) 실내공기질(라돈) 측정결과표

3. 측정사진 ····································································································································· 8

1) 실내공기질(HCHO,VOCs) 측정사진

2) 실내공기질(라돈) 측정사진

4. 종합의견 ··································································································································· 13

1) 결론

5. 폼알데하이드 시료채취장치 및 분석조건 ········································································· 14

1) 시료채취용 미니펌프 규격

2) 폼알데하이드 분석과정 흐름도

6.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장치 및 분석조건 ································································· 16

1) 시료채취용 미니펌프 규격

2)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과정 흐름도

7. 라돈 시료채취장치 및 분석조건 ························································································· 17

1) 시료채취장치 규격

2) 라돈 분석과정 흐름도

8. 관련법규 ··································································································································· 18

※ 참고자료 1. 법령해석(법제처 19-0659, 2020.3.20., 환경부) ·····················································

※ 부록 1. 숙련도 참여 실적 ·······································································································

※ 부록 2. 정도관리검증서 ···········································································································

※ 부록 3.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등록증 ·················································································



- 1 -

1. 측정대행기록부

제 42-001 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기록부

측

정

의

뢰

인

상호(사업장명칭)
한신공영㈜

해룡 복성지구 공동주택
측

정

대

행

업

자

상호(사업장명칭) 상록환경위생㈜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산 19-5번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대  표  자 최 용 선 대  표  자 신 광 선

현 장 소 장 송 우 영
시료채취‧분석자

채취 전 영 철 외 1

관리책임자 김 홍 재 분석 신 승 호

측정시설 명칭

시료채취일자

VOCs, HCHO 2022년 01월 04일, 2022년 01월 07일

라돈
2022년 01월 04일 ~ 2022년 01월 10일

2022년 01월 11일 ~ 2022년 01월 14일 

시료분석기간 각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 이내

측정항목 VOCs Formaldehyde Rn

측정방법
고체흡착관과 

GC-MS 분석방법

2,4-DNPH카트리지와 

HPLC 분석방법
연속측정방법

밀폐환기 30분 환기 후 5시간 밀폐

측정결과 별도 첨부

특이사항 별도 첨부

종합의견 별도 첨부

위와 같이 검사하고, 결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2022 년 01 월 17 일  

상 록 환 경 위 생 주 식 회 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대표자 성명     신   광   선    (인)



1 2 3 4 5

1월 4일 1월 7일 1월 7일 1월 4일 1월 4일

07:10 07:05 07:16 07:26 07:40

08:22 07:55 08:10 08:49 09:02

13:25 13:00 14:15 14:44 15:47

14:25 14:01 15:16 15:45 16:48

정남향 정남향 정남향 남동향 정동향

저층부 중층부 저층부 중층부 저층부

25.3 20.6 21.2 22.2 21.2

21.0 18.5 21.4 26.3 22.2

0.00 0.00 0.00 0.00 0.00

1015.9 1014.6 1016.9 1012.9 1016.0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회 53.9 16.2 39.7 27.5 47.9

2회 25.6 16.3 39.3 26.5 49.7

210 평균 39.7 16.2 39.5 27.0 48.8

1회 1.2 3.2 3.8 2.7 1.0

2회 1.1 3.7 1.3 2.4 2.3

30 평균 1.2 3.5 2.5 2.6 1.7

1회 556.4 186.1 548.5 421.4 374.0

2회 521.1 193.5 523.0 381.1 409.9

1000 평균 538.7 189.8 535.8 401.3 392.0

1회 72.1 89.2 90.8 51.0 24.8

2회 66.8 90.2 88.1 46.8 27.7

360 평균 69.4 89.7 89.4 48.9 26.3

1회 206.5 137.0 203.4 107.2 62.7

2회 194.2 138.4 191.4 101.0 70.6

700 평균 200.4 137.7 197.4 104.1 66.7

1회 95.2 50.4 117.7 77.2 75.9

2회 86.6 52.0 111.9 72.4 79.9

300 평균 90.9 51.2 114.8 74.8 77.9

측정지점 기압(hPa)

날씨

권고
기준

권고
기준

권고
기준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벤젠
 Benzene

톨루엔
Toluene

스티렌
Styrene

자일렌
Xylene

측정개시시간

측정종료시간

거실방향

106동 201호102동 1001호

1) 실내공기질(HCHO,VOCs) 측정결과표

2. 측정결과표

HCHO,VOCs 측정결과표 -  한신공영㈜ 해룡복성지구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 1

※ 오염물질의 농도 단위는 ㎍/㎥ 임.

105동 1002호104동 304호

권고
기준

권고
기준

101동 203호

측정지점 온도(℃)

에틸벤젠
Ethyl benzene

측정지점 습도(%)

측정개소

측정일

환기개시시간

밀폐개시시간

층고

권고
기준

측정지점 기류(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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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07:13 07:31 07:00 07:11 07:00

08:12 08:22 08:01 08:12 08:00

14:16 14:36 13:02 13:13 13:01

15:17 15:37 14:03 14:14 14:02

정남향 정남향 정남향 남동향 정남향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중층부

21.4 23.6 22.1 26.0 26.5

30.4 30.2 34.3 25.1 25.0

0.00 0.00 0.00 0.00 0.00

1021.1 1013.4 1016.8 1010.4 1014.4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회 33.5 20.1 64.8 37.8 55.7

2회 32.4 28.7 52.0 61.0 49.5

210 평균 33.0 24.4 58.4 49.4 52.6

1회 1.6 2.8 1.2 1.3 6.8

2회 2.2 1.4 1.1 0.9 2.6

30 평균 1.9 2.1 1.2 1.1 4.7

1회 236.1 866.6 411.3 401.2 845.3

2회 233.4 815.5 419.4 401.7 759.6

1000 평균 234.7 841.1 415.4 401.5 802.4

1회 11.1 134.9 68.2 98.0 53.9

2회 109.0 127.7 68.5 98.7 33.0

360 평균 60.1 131.3 68.3 98.4 43.4

1회 172.7 353.6 233.1 240.0 163.0

2회 165.0 324.8 237.1 48.8 121.8

700 평균 168.9 339.2 235.1 144.4 142.4

1회 68.1 161.1 85.6 115.8 68.4

2회 67.0 155.5 87.1 117.3 61.8

300 평균 67.6 158.3 86.4 116.6 65.1

스티렌
Styrene

권고
기준

※ 오염물질의 농도 단위는 ㎍/㎥ 임.

톨루엔
Toluene

권고
기준

에틸벤젠
Ethyl benzene

권고
기준

자일렌
Xylene

권고
기준

측정지점 기압(hPa)

날씨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권고
기준

벤젠
 Benzene

권고
기준

거실방향

층고

측정지점 온도(℃)

측정지점 습도(%)

측정지점 기류(m/sec)

측정일

환기개시시간

밀폐개시시간

측정개시시간

측정종료시간

HCHO,VOCs 측정결과표 -  한신공영㈜ 해룡복성지구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 2

측정개소
107동 1502호 109동 902호 110동 303호 111동 1703호 113동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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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1월 4일

07:43

08:45

15:50

16:51

정남향

고층부

25.3

22.5

0.00

1011.0

맑음

1회 19.1

2회 19.2

210 평균 19.1

1회 6.9

2회 1.6

30 평균 4.2

1회 431.2

2회 330.9

1000 평균 381.1

1회 61.8

2회 38.5

360 평균 50.1

1회 114.9

2회 73.1

700 평균 94.0

1회 85.3

2회 78.3

300 평균 81.8

스티렌
Styrene

권고
기준

※ 오염물질의 농도 단위는 ㎍/㎥ 임.

톨루엔
Toluene

권고
기준

에틸벤젠
Ethyl benzene

권고
기준

자일렌
Xylene

권고
기준

측정지점 기압(hPa)

날씨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권고
기준

벤젠
 Benzene

권고
기준

거실방향

층고

측정지점 온도(℃)

측정지점 습도(%)

측정지점 기류(m/sec)

측정일

환기개시시간

밀폐개시시간

측정개시시간

측정종료시간

HCHO,VOCs 측정결과표 -  한신공영㈜ 해룡복성지구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 3

측정개소
114동 1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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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1월 11일

1월 7일 1월 7일 1월 7일 1월 7일 1월 14일

06:12 06:05 06:21 06:35 07:11

08:59 07:45 08:23 08:38 08:12

13:59 13:45 13:23 13:38 13:12

13:33 13:45 13:36 13:34 13:39

정남향 정남향 정남향 남동향 정남향

저층부 중층부 저층부 중층부 저층부

23.7 26.2 21.8 22.3 24.2

32.1 35.6 36.2 32.8 17.2

0.00 0.00 0.00 0.00 0.00

1016.1 1019.5 1020.7 1017.4 1015.3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49.0 39.8

0

-
관리기준

도달시까지
소요되는 시간

- hr- hr

※ 오염물질의 농도 단위는 Bq/㎥ 임.

171.0

라돈 측정
평균농도

(밀폐
48시간)

158.4

권고
기준

0

- hr- hr

라돈 측정
평균농도

(환기장치 가동
24시간)

관리
기준

51.0 42.9 43.5

- hr

125.6 121.3

측정지점 온도(℃)

환기개시시간

밀폐개시시간

측정개시시간

측정종료시간

측정지점 습도(%)

측정지점 기류(m/sec)

날씨

143.2

측정지점 기압(hPa)

2) 실내공기질(라돈) 측정결과표

라돈 측정결과표 -  한신공영㈜ 해룡복성지구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 1

106동 201호

설치일

회수일

거실방향

층고

측정개소
101동 203호 102동 901호 104동 303호 105동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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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월 4일 1월 11일 1월 4일 1월 4일 1월 11일

1월 7일 1월 14일 1월 7일 1월 7일 1월 14일

06:58 07:23 06:38 06:27 07:36

08:59 07:58 09:55 09:32 07:55

13:59 13:58 14:55 14:32 13:55

13:33 13:58 14:36 14:35 13:55

정남향 정남향 정남향 남동향 정동향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중층부

23.7 23.5 23.1 23.5 24.4

32.1 34.5 53.2 30.6 28.0

0.00 0.00 0.00 0.00 0.00

1016.1 1012.1 1020.8 1015.2 1014.0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43.3 54.0

0

관리기준
도달시까지

소요되는 시간
- - hr - hr - hr - hr - hr

라돈 측정
평균농도

(환기장치 가동
24시간)

관리
기준

47.8 39.8 37.8

※ 오염물질의 농도 단위는 Bq/㎥ 임.

143.2 171.0 195.0 145.0 167.4

측정지점 기류(m/sec)

측정지점 기압(hPa)

날씨

라돈 측정
평균농도

(밀폐
48시간)

권고
기준

0

측정종료시간

거실방향

층고

측정지점 온도(℃)

측정지점 습도(%)

설치일

회수일

환기개시시간

밀폐개시시간

측정개시시간

라돈 측정결과표 -  한신공영㈜ 해룡복성지구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 2

측정개소
107동 1501호 109동 902호 110동 304호 111동 1702호 113동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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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1월 11일

1월 14일

07:00

07:48

13:48

13:52

정남향

고층부

23.0

30.0

0.00

1009.6

맑음

※ 오염물질의 농도 단위는 Bq/㎥ 임.

0

관리기준
도달시까지

소요되는 시간
- - hr

라돈 측정
평균농도

(환기장치 가동
24시간)

관리
기준

60.5

166.9

측정지점 기류(m/sec)

측정지점 기압(hPa)

날씨

라돈 측정
평균농도

(밀폐
48시간)

권고
기준

0

측정종료시간

거실방향

층고

측정지점 온도(℃)

측정지점 습도(%)

설치일

회수일

환기개시시간

밀폐개시시간

측정개시시간

라돈 측정결과표 -  한신공영㈜ 해룡복성지구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 3

측정개소
114동 1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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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사진

1) 실내공기질(HCHO,VOCs) 측정사진

101동 203호 (밀폐사진) 101동 203호 (측정사진)

102동 1001호 (밀폐사진) 102동 1001호 (측정사진)

104동 304호 (밀폐사진) 104동 304호 (측정사진)

105동 1002호 (밀폐사진) 105동 1002호 (측정사진)

106동 201호 (밀폐사진) 106동 201호 (측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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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동 1502호 (밀폐사진) 107동 1502호 (측정사진)

109동 902호 (밀폐사진) 109동 902호 (측정사진)

110동 303호 (밀폐사진) 110동 303호 (측정사진)

111동 1703호 (밀폐사진) 111동 1703호 (측정사진)

113동 802호 (밀폐사진) 113동 802호 (측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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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공기질(라돈) 측정사진

101동 203호 (밀폐사진) 101동 203호 (측정사진)

102동 901호 (밀폐사진) 102동 901호 (측정사진)

104동 303호 (밀폐사진) 104동 303호 (측정사진)

105동 1003호 (밀폐사진) 105동 1003호 (측정사진)

106동 201호 (밀폐사진) 106동 201호 (측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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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동 1501호 (밀폐사진) 107동 1501호 (측정사진)

109동 902호 (밀폐사진) 109동 902호 (측정사진)

110동 304호 (밀폐사진) 110동 304호 (측정사진)

111동 1702호 (밀폐사진) 111동 1702호 (측정사진)

113동 802호 (밀폐사진) 113동 802호 (측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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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동 1804호 (밀폐사진) 114동 1804호 (측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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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의견

1) 결론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산 19-5번지 위치한 해룡 복성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행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항목인 폼알데하이드의 전체세대 평균치는 권고기준치의 약 17.7%, 톨루엔의 전체

세대 평균치는 권고기준치의 약 46.7%이며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라돈은 밀폐조건으로 48시간 측정 결과 11세대 중 모든 세대가 권고기준치(200 Bq/㎥) 

이내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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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폼알데하이드 시료채취장치 및 분석조건

1) 시료채취용 미니펌프 규격

측정항목 규격

폼알데하이드

제조회사, 제조국 SIBATA, JAPAN

제품명 MP-100    

채취유량 21.0 L

채취시간 30분, 2회

2) 폼알데하이드 분석과정 흐름도

2,4-DNPH 카트리지와 HPLC 분석법 (HCHO 분석) Process

DNPH카트리지 및 

오존스크러버 준비
- 냉장보관 중인 오존스크러버와 DNPH카트리지를 상온에 방치.

↓

시료채취 -
0.7 L/min의 유속으로 흡인펌프를 이용하여 30분씩 2회 연속 시료 채취. 

펌프의 유량오차는 5%이내. (수시로 검교정하여 사용)

↓

샘플 운반‧보관 -
알루미늄호일로 카트리지를 싸서 빛을 차단하여 4 ℃ 이하의 차량용 

냉장고에 보관.

↓

시료의 전처리 - DNPH 카트리지에 5 mL 아세토니트릴을 이용하여 용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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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기안정화 - HPLC장치를 이동상(물:아세토니트릴=2:8)으로 유로 퍼지 및 기기안정화.

↓

검정곡선 작성 - Blank시료, 표준시료 5개를 제조 후 분석하여 검정곡선 작성.

↓

시료분석 - 용출한 시료를 HPLC를 이용하여 분석.

↓

농도계산 -
크로마토그램의 면적 값을 검정곡선에 대입하여 농도 산출.

바탕시료, 온도 및 기압 보정.

6.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장치 및 분석조건  

1) 시료채취용 미니펌프 규격 

측정항목 규격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조회사, 제조국 SIBATA, JAPAN

제품명 MP-30

채취유량 2.1L

채취시간 30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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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과정 흐름도

고체흡착관과 GC-MS 분석법 (VOCs 분석) Process

흡착관 준비 -
N2 가스(99.999% 순도)로 약 3시간 동안 100 mL/min의 유량으로 

흡착관 세척

↓

사전 분석 - 세척한 흡착관을 열탈착하여 피크발생 여부를 확인(Random Check)

↓

시료채취 -
70 mL/min의 유속으로 흡인펌프를 이용하여 30분씩 2회 연속 시료 

채취. 펌프의 유량 오차는 5% 이내. (수시로 검교정하여 사용)

↓

누출확인 -
열탈착장치와 연결된 GC주입구를 막고 운반가스를 흘려 유로 누출여부 

확인.

↓

유로퍼지 - 각 시료가 흐르는 유로를 운반가스로 퍼지.

↓

검정곡선 작성 - Blank시료, 표준시료 5~7개를 제조 후 분석하여 검정곡선 작성.

↓

1단 고온탈착 - 200~350℃의 고온에서 30~100mL/min의 유속으로 시료를 고온탈착.

↓

저온농축 - 고온탈착된 시료를 -10℃이하의 저온에서 농축.

↓

2단 고온탈착 -
200~350℃의 고온에서 30~100mL/min의 유속으로 시료를 고온탈착

하여 칼럼으로 이동.

↓

크로마토그램분석 - 분석된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를 분석.

↓

농도계산 -
크로마토그램의 면적 값을 검정곡선에 대입하여 농도 산출.

바탕시료, 온도 및 기압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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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돈 시료채취장치 및 분석조건

1) 시료채취장치 규격

측정항목 규격

라돈

제조회사, 제조국 애프티랩, Korea

제품명 FRD-400

규격 167 × 230 ×78 mm (1500 g)

2) 라돈 분석과정 흐름도

연속측정방법 (Rn 분석) Process

측정기기 안정화

↓

바탕 농도 측정 -
라돈이 포함되지 않은 질소나 포함된 라돈이 충분히 붕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지난 공기를 이용하여 측정 후 이상 유무 체크 

↓

시료채취 - 2일 이상 90일 이하 측정

↓

농도계산 - 기록된 농도 값들을 측정한 시간을 이용하여 평균 농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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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법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

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

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

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 1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부칙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

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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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

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

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

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

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

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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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

다. 

1. 폼알데하이드 210 ㎍/㎥ 이하

2. 벤젠 30 ㎍/㎥ 이하

3. 톨루엔 1000 ㎍/㎥ 이하

4. 에틸벤젠 360 ㎍/㎥ 이하

5. 자일렌 700 ㎍/㎥ 이하

6. 스티렌 300 ㎍/㎥ 이하

7. 라돈

148 Bq/㎥ 이하

(사업승인 2019년 7월 1일 ~)

200 Bq/㎥ 이하

(사업승인 2018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라돈(Rn) 항목 추가 : 2018년 01월 01일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부칙  <제681호, 2016.12.22.>  

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

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라돈 권고기준 : 법령해석 참고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

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법제처 19-0659, 2020.3.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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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indoor air sampling and evalution method)

(ES 02130.c)

2.2 신축공동주택

2.2.1 시료채취세대 선정

2.2.1.1 폼알데하이드 등 라돈 이외 오염물질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3개 세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한다.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 저층

부는 최하부 3층 이내, 고층부는 최상부 3층 이내, 중층부는 전체 층 중 중간의 3개 층

을 의미한다(예 : 14층 건물에서 저층부는 1층 ~ 3층, 중층부는 7층 ~ 9층, 고층부는 

13층 ~ 15층). 단, 공동주택이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정된 시료채

취세대 수를 넘지 않도록 각 동에서 골고루 선택한다. 하나의 단지에 시공사가 여러 개

인 경우는 시공사별로 구분한 총 세대수에 따른 시료채취 세대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총 세대수 시료채취세대

100 ~ 199 3세대

200 ~ 299 4세대

300 ~ 399 5세대

표. 신축공동주택 시료채취세대 수의 예

2.2.1.2 라돈

라돈 측정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3 개 세대(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을 기본으로 한다.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12세대까지 

측정한다. 이때 측정세대는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 라돈측정은 연속측

정방법을 사용한다.

2.2.2 시료채취위치

각 단위세대에서 실내공기의 채취는 거실의 중앙 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 m ~ 1.5 

m 높이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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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료채취조건

일반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시료의 채취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실시하

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 30분 이상 환기 (2) 5시간 밀폐 (3) 시료채취

(1) 30분 이상 환기

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이 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

▼▼

(2) 5시간 이상 밀폐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

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

(3)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

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

다. 시료채취 시 실내온도는 20 ℃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돈 이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채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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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분 환기 (2) 5시간 밀폐 (3) 48시간 측정
(4) 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

(1) 환기

신축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이 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

▼▼

(2) 밀폐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

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

(3) 라돈측정

밀폐 후 실내 농도측정은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

단하고 48시간 측정한다. 측정시 실내온도를 20 ℃ 이상

을 유지하도록 한다.

▼▼

(3) 환기설비 가동 및 측정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

우, 이를 가동하면서 24시간 측정한다. 측정 시 실내온

도는 20 ℃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환기설비 가동조건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시행령)

에 따르며 자연환기설비는 최대개방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적정“단계

로 가동하여 측정한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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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실내공기질 표시 및 평가방법

4.1 신축공동주택

4.2.1 폼알데하이드 등 라돈 이외 물질

신축 공동주택 내 라돈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은 각 측정세대에서의 실내공

기 중 오염물질 농도로 측정값을 표시하여 평가한다. 하나의 측정점에서 반복 측정한 경

우 그 지점의 실내공기질 측정값은 반복 측정농도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4.2.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밀폐시 각 세대의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 평균농도를 표시하

고 평가하며, 환기장치 가동시 라돈 측정 평균농도, 관리기준 도달시까지 소요되는 시간

(환기장치 가동시 라돈측정 1시간 평균값이 148 Bq/㎥ 이하에 도달하는 시간)을 추가로 

표시한다. 단, 밀폐시 라돈 측정평균농도가 관리기준 이하일 경우 밀폐 및 환기장치 가동

시 측정 평균농도만 표시한다.



※ 참고자료 1. 법령해석(법제처 19-0659, 2020.3.20., 환경부)

- 라돈 권고기준 관련 











※ 부록 1. 숙련도 참여 실적

참여프로그램(기관)
측정항목

측정결과
항목 측정결과

Health and Safty 2006년

(영국)

벤젠 만족

적합
오차율(%)

6.79

6.11

6.38

국가기술표준원

(KOLAS PT 2014-08 KCL)

2015년

경량충격음

만족 적합

중량충격음

국립환경과학원

2016년

폼알데하이드

z-score <|2| 적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이렌

TVOCs

국가기술표준원

(KOLAS PT 2016-35 KCL)

2016년

경량충격음

만족 적합

중량충격음

국립환경과학원

2017년 ~ 2020년

폼알데하이드

z-score <|2| 적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이렌

TVOCs

국립환경과학원

2021년
폼알데하이드 z-score <|2| 적합



※ 부록 2.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등록증



※ 부록 3.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등록증



상 록 환 경 위 생 (주)

www.sre.co.kr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TEL : 02-556-6929   FAX: 02-556-7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