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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ㅣ  환경호르몬 없는 아동 친화 공간 만들기 사업 별책

1.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유해물질들

2. 건축자재로써 제한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해물질 리스트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에서는 “Healthy Environments for Healthy Children”이라는 책자1)

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즉,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맹독 

농약, 벤젠, 다이옥신, 소비자제품에서의 유해물질(PFAS 혹은 난연제, 프탈레이트, 비스페놀류 등), 불소화합

물 등의 물질들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가. 건강한 주택을 위한 전국 연합에서 건축자재에서 제한하는 물질들2)

 

건강한 주택을 위한 전국연합(National Center for HEALTHY HOUSING; NCHH)에서는 건축 자재에서 발견되

는 잠재적인 유해 화학물질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석면

석면의 경우,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석면이 제조, 유통,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에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석면이 함유

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석면 함유 여부를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하고 석면 함유

가 확인될 경우에는 전문철거업체를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 크롬 화합물에 결합된 구리 및 비소(가압 목재에 처리되는 물질, Chromated copper arsenic; CCA) 

목재체 처리되는 화학물질 중에는 비소와 같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Healthy environments for healthy children: Global Programme Framework. 
World Health Organization: New York, NY, 10017, USA, 2021.

2)  National Center for HEALTHY HOUSING Potential Chemicals Found in Building Materials. https://nchh.org/information-
and-evidence/learn-about-healthy-housing/building-products-materials-and-standards/chemicals/ (accessed 21 
Fa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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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건축 자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특히, 가구 등에 접착제로써 

사용되는 빈도가 높으므로 사전에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 including; PFOA)

과불화화합물은 카펫이나 가구 등에 사용될 수 있다. PFOA는 발암가능성이 있어서 동물실험에서 간, 

췌장, 고환, 그리고 유선 등에서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확인되고 있다. 

•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는 주로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의 가소제로써 많이 사용된다. 건축 자재 중

에는 PVC 재질로 된 것들이 많다. 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내분기계 교란물질 중 하나이다. 

 

• 브롬계 난연제(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브롬계 난연제는 플라스틱 건축 자재와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동물 실험 

등에서 간독성과 갑상선 독성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발달독성과 생식독성 등이 확인되고 있는 유

해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짧은사슬 염화 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SCCP는 금속을 자르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냉매에 주로 함유된다. 이 외에도 프탈레이트처럼 PVC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가소제이기도 하다. 앞서 열거한 두가지 용도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페인트, 

접착제, 코크, 그리고 밀폐제 등에 가소제 혹은 난연제 성분으로 함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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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생활 국제 연구소에서 건축자재에서 제한하는 물질들3)

미국의 미래생활 국제 연구소(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ILFI)에서는 적색리스트(red list)를 만들

어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물질들을 분류하고 있다. 리스트에 등재된 물질들은 그 독성으로 인

해 인간과 환경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이다. 적색리스트에서 분류하는 대표적인 유

해물질들은 다음과 같다. 

• Alkylphenols and related compounds

세척제, 미용 용품, 피임약, 코팅, 향수, 열가소성수지, 무카본 복사용지(carbonless copy paper), 그리고 

농업용 화학물질 등에 사용된다. 이 물질은 어류에게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갖고 있

다. 해당 계열의 화학물질 중에서 노닐페놀(nonylphenol)은 이미 유럽에서 금지되고 있다. 

• Antimicrobials (marketed with a health claim)

항균제는 건축자재의 보존을 위해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용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제

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일부 항균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Asbestos and related compounds

석면은 국내(대한민국)에서 이미 금지된 물질이다. 

• Bisphenol A (BPA) and structural analogues

BP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polycarbonate plastic)과 에폭시 수지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BPA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 California-banned solvents

여기서 말하는 캘리포니아 금지 솔벤트는 남부해안 공기질 관리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outh Coast AQMD)의 Rule 102에 의해 지정된 Group II Exempt Compounds를 말한다. 

3)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The Red List. https://living-future.org/declare/declare-about/red-list/#red-list-
and-watch-list-casrn-guide (accessed 20 Fa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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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rinated polymers / Chlorinated Polyethylene and Chlorosulfonated Polyethlene /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 Chloroprene (Neoprene) / Polyvinyl Chloride (PVC) / Polyvinylidene Chloride (PVDC)

대부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써 인간과 자연 환경에 다양한 악영

향을 일으킬 수 있다. 

• Chlorobenzenes

용제나 탈지제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장기적인 노출을 통해, 신경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동물실험에서는 

간과 신장에 손산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 Chlorofluorocarbons (CFCs) and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들이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 결막염, 면역계의 손상 등이 늘어나게 된다. 

• Formaldehyde (added)

대표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이다. 비강암과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Monomeric, polymeric and organophosphate halogenated flame  retardants (HFRs)

염소와 브롬과 같은 물질이 함유된 난연제이다. 최근 연구에서 인간에게 농축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생물농축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발달, 생식, 갑상선 호른몬 기능의 저해, 그리고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 Organotin compounds

주석과 탄소간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이다. PVC 생산, 실리콘 고무, 그리고 폴리우레탄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물질에 노출될 경우 기억 감퇴, 눈의 자극, 그리고 간손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계열에 속

한 일부 화학물질은 급성 노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또한 수생태계 생물들에게 위협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수생태계 생물들의 면역 및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 Perfluorinated and Polyfluorinated Alkyl Substances (PFAS) / Perfluorinated Compounds (PFCs)

POPs에 속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다양한 형태로 건축재와 소비자 제품에 함유된다. 

• Phthalates (Orthophthalates)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이다. PVC의 가소제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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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70년대에 금지된 물질이지만 환경중에 오래동안 잔류하는 특징이 있다. 주로 전자장비의 절연체, 윤활제, 

그리고 냉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발암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시에 흔히 발생된다. 특정 염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발암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Short-chain and 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주로 금속을 커팅하는 공정에서 냉매와 윤활제로 사용된다. 혹은 PVC와 같은 플라스틱을 만들 때 가소제

나 난연제 기능을 위해 사용된다. 환경에 잔류하는 특성이 강하다. 간, 호르몬 분비 기관, 그리고 신장 등

을 손상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 Toxic heavy metals: Arsenic, Cadmium, Chromium (VI), Lead (added), Mercury

발암성을 포함해 심각한 건강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wet-applied products)

코팅, 접착제, 밀폐제 등이 포함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종류도 많은 만큼 자극부터 시작해서 신경독성 

등 다양한 건강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 Wood treatments containing creosote or pentachlorophenol

해충 등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된다. Creosote는 피부와 음낭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

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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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s://www.usgbc.org/credits/healthcare/v4-draft/mrc6

다. LEED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들

미국녹색건축위원회 (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서는 녹색 건설의 인증 기준 중 하나로써  에너

지 및 환경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에서의 리더십(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을 

개발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등급을 매기는 국제 기준 중 하나이다. LEED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의 사용 및 배출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LEED에서 건축물에서 잔류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 물질(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s)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LEED에서 확인하고 있는 PBT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납, 카드뮴, 그리고 구리 등이다.4) 

납의 경우 급수(식용) 배관에 사용되는 납땜 및 플럭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물과 접하는 

표면에 사용된 납땜(solder)과 플럭스의 경우 납의 함량이 각각 0.2 %와 0.25 %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전선이나 케이블에 사용되는 재질에서도 납의 함량이 300 ppm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건축물의 

내외부에 사용되는 페인트에는 납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단, 방사능 차폐에 사용되는 납과 MRI 차례

에 사용되는 구리는 적용에서 예외가 된다. 

카드뮴의 경우, 내외부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의도적으로 카드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다. 구리에 대해서는 동파이프를 설비할 경우, 연결부위에서 구리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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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매뉴얼에 언급된 금지 물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녹색건축물 설계 매뉴얼 총론5)을 통해 녹색건축물 통합설계를 위한 설계요

소에 유해요소 포함 재료 및 자재 사용 금지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 건축물에서 사용 금지되어야 하는 물질

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앞서 다른 기관들에서 우려하고 있

는 물질들과 겹치고 있다. 다만, 라돈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플라이에쉬나 고로슬래그와 같은 재활용 

물질이 포함되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써 금지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플라이에쉬나 고로슬래그의 경우 유해 중금속 등이 함유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고려되었다고 판단된다(매

뉴얼에는 금지 이유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 않음). 

- 석면사용 금지

- Chlorofluorocarbons(CFCS) 및 Hydrochlorofluorocarbons(HCFCS) 함유 재품 사용 금지

- 플라이에쉬 콘크리트

- 고로슬래그

- VOCs 발생 가구 및 비품 사용 금지

- 납, 수은, 카드뮴 함유 페인트 사용 금지

- 프레온 가스 포함 발포 단열재 사용 금지

- 포름알데히드, 라돈 포함 단열재 사용 금지

- 포름알데히드, 라돈 포함 건축용 도료 사용 금지

- 포름알데히드, 라돈 포함 접착제 사용 금지 

마. 실내 환경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유해물질들

이상과 같이, 건축 자재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물질들로써, 건강한 주택을 위한 전국연합(NCHH), 미래생활 국

제 연구소(ILFI), 에너지 및 환경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에서의 리더십(LEED),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질들을 아래 표에서와 같이 종합해 보았다. ILFI에서 제시하는 적색리스트가 

가장 광범위한 금지물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른 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금지물질들을 

매칭시켜 보았다.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녹색 건축물 설계 매뉴얼 총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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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는 석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CFCs/HCFCs, 과불화 화합물, 브롬계 난연제, 

짧은사슬 염화파라핀, 프탈레이트, 중금속, 그리고 목재 처리제 등과 같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에서 석면과 PCB 등은 이미 오래 전에 금지된 물질들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극히 적다. 

이들 물질들은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유해성으로 인해 건축 자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제품에서도 

점차적으로 금지 대상이 되고 있는 물질들이다. 향후, 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유해물질 리스트이다. 

NCHH ILFI LEED KAIA

　 알킬페놀 　 　

　 항균제 　 　

석면 석면 　 석면

　 BPA 　 　

　 VOCs 　 VOCs

　 PVC 등** 　 　

　 클로로벤젠 　 　

　 CFCs/HCFCs 　 CFCs/HCFCs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브롬계 난연제 브롬계 난연제 　 　

　 유기주석 화합물 　 　

과불화화합물 과불화화합물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PCBs 　 　

　 PAHs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
짧은 사슬 / 중간 사슬 

염화파라핀
　 　

　 중금속***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페인트)

목재처리제* 목재 처리제**** 　

　 플라이애쉬 콘크리트

　 고로슬래그

프레온가스

라돈

┃건강한 주택을 위한 전국연합(National Center for HEALTHY HOUSING; NCHH)

┃미래생활 국제 연구소(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ILFI)

┃에너지 및 환경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에서의 리더십(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 크롬화합물에 결합된 구리 및 비소

**  Chlorinated  polymers / Chlorinated Polyethylene and Chlorosulfonated Polyethlene /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Chloroprene (Neoprene) / Polyvinyl  Chloride (PVC) / Polyvinylidene Chloride (PVDC)

*** 비소, 카드뮴, 크롬(6가), 납, 수은

**** creosote or pentachlorophenol

***** 납, 카드뮴, 구리

[ 건축자재 사용 금지 물질 목록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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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별 가이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자체가 우선 환경 친화적인 재질로 만들

어진 것이어야 한다.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서 건물 거주자들에게 일정의 건강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건축을 위한 네트워크(Healthy Building Network; HBN)에서 제시하

는 건축자재별 가이드6)와 HBN이 별도로 제작한 HomeFree의 제품별 가이드7)를 참조했다. HBN은 건축자재

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들을 발표해온 조직으로써 2000년에 설립되었다. 환경 친

화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건설 정책을 설계한다.  

HBN의 미션은 유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품에 있어 혁신을 일깨움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그들이 건축자재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하루의 90 

%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매일 매일 실내 환경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내 환경은 건축 자재에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서 실내 거주인들에게 다양한 건강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HBN에서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물질들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더욱 건강한 실내환경

이 조성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다음에서는 HBN의 건축자재별 가이드와 HomeFree의 제품별 가이드를 참고하여 각 건축자재별로 유의해야 

하는 유해물질들을 정리했다. 대부분의 경우, 앞서 요약한 실내 환경에서 관리되어야 할 유해물질들 리스트

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6)  Healthy Building Network Product Guidance. https://healthybuilding.net/products (accessed 20 Fabruary).
7)  HomeFree Product Guidance. https://homefree.healthybuilding.net/products (accessed 20 Fa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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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재

- 비닐 소재 바닥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

- 비닐 소재가 사용된다면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  프탈레이트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재활용된 성분(post-consumer recycled content)이 포함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재활용된 성분의 경우 재활용 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 유해물질에 대한 확인이 안된 경우가 많다.

- 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할 경우, 재활용 성분(폐타이어 분말)이 함유된 제품을 피한다.

-  과불화화합물(PFAS 성분 등) 소재로 코팅처리 되어 있거나 기름 등의 오염을 방지하는 약품 등이 처리된 

소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재활용된 소재와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  항균 기능이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 그리고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하거나 그와 같은 암시를 하는 제품을 피

하는 것이 좋다.

-  되도록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그러나 그와 같은 인증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

- 되도록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  세라믹 타일의 경우, 믿을만한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진 것을 택하도록 한다. 브라운관(cathode ray tubes)

과 같은 제품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피해야 하는데, 특히 고농도의 납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 

-  카펫의 경우 불소화합물로 얼룩방지처리(stain-repellent treatments)된 제품을 피한다. 또한 카펫의 뒤판

의 경우, 비닐 소재로 된 것이나 폴리우레탄 소재로 된 것, 그리고 연소 후 재로 만들어진 것들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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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페인트

- Alkylhpenol Ethoxylate(APE)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함유가 적은 제품 그리고 VOC 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

-  항균 기능이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 그리고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하거나 그와 같은 암시를 하는 제품을 피

하는 것이 좋다.

- 되도록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다. 건식벽체(drywall, 석고판 등)

- 천연 석고(natural gypsum)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한다.

-  재사용(pre-consumer) 재질 함유가 최대한 낮은 제품을 선택한다. 재사용 재질을 피하라는 이유는 배연

탈황석고(flue-gas desulfurization gypsum; FGD)를 사용한 제품이 재사용 재질의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

는데 이 경우 제조 과정에서 수은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참고해서 재

질을 확인할 수 있다. 

-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항균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피한다. 

- 되도록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  되도록 경량의 보드(lightweight boards)를 사용한다. 이는 실내 환경에서 예상되는 위험보다는 제조과정

에서의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 되도록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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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리대(countertop)

-  조리대는 조립형 제품(system of products)을 고려한다. 상판, 접착제, 그리고 표면 처리 등을 별도로 주기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을 고려한다. 

-  조리대를 설치한 후에는 밀폐제 처리가 필요 없는 제품을 선택한다. 밀페제에는 유해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공된 석재, 대리석, 혹은 고형으로 만들어진 판을 사용하는 제

품을 선택한다. 

-  플라스틱 적층판(Plastic laminate)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재질이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혹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 되도록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  재활용 재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확

인이 된 제품인지를 먼저 평가해 두어야 한다.

-  항균 기능이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 그리고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하거나 그와 같은 암시를 하는 제품을 피

하는 것이 좋다.

- 되도록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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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납장 및 목공제품(Cabinetry & Millwork)

-  복합목재(composite wood)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원목제품(solid wood products)을 선택한다.  

되도록 복합목재보다는 합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  복합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이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야 한다. 혹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 되도록 공장에서 제조된 완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표면처리의 경우 플라스틱 적층이나 thermofoil(플라스틱 소재 등의 재료에 열을 가하고 진공을 이용해 목

재 표면 위에 호일과 같은 매끄러운 층을 만드는 것) 보다는 원목 혹은 베니어합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 되도록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바. 문

- 복합목재(composite wood)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원목제품(solid wood products)을 선택한다.

-  복합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이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야 한다. 혹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 되도록 공장에서 제조된 완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항균처리제가 함유된 제품은 피한다. 

- 모서리 마감(edge-banding)할 때는 비닐 소재보다는 베니어합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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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열

-  유리섬유 보온재(fiberglass batt insulation)를 사용할 경우 스펙을 확인해서 포름알데히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  가능하다면, 고형판 단열재(rigid board insulation) 사용을 피한다. 만약 고형판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면, 암면보드(mineral wool board)를 사용하고 환경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

역함). 

-  만약 플라스틱 폼을 이용한 단열이 이루어질 경우라면, 할로겐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코르크 단열

재(expanded cork insulation)와 같은 소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고정장치 등을 사용하는 물리적 설치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불필요한 접착제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

하다면 물리적 방식을 택한다.  

-  가능하다면, 폴리우레탄 폼을 분사하는 방식은 피하도록 한다.  

되도록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아. 바닥재 시공

-  되도록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혹은 포장을 벗겨내서 바로 부착시킬 수 있는(peel and stick) 방

식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제품의 경우 접착제처럼 현장에서 반응하고 VOC 등이 배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에폭시 계열이나 폴리우레탄 계열의 접착제를 피한다. 

- 습식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VOC 함량과 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되도록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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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밀폐제(sealant)

-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제품을 피한다.

-  폼 분사형 밀폐제보다는 주입형(튜브형태) 밀페제를 사용한다. 폼 분사형의 경우 이소시아네이트와 같이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폼 분사형 밀폐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현장에서 반응하는 방식의 제품은 피한다. 테이프 형태(Foam 

Sealant Tape)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  항균 기능이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 그리고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하거나 그와 같은 암시를 하는 제품을 피

하는 것이 좋다.

- 되도록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  전성분 공개가 안된 제품일 경우, VOC 함량이 낮고 아크릴 기반의 밀폐제(acrylic-based sealants)를 사용

하도록 한다.

차. 배관(water pipes)

-  구리 배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납땜, 플럭스, 그리고 다른 충진 금속(filler metals)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을 사용하도록 한다. 

- 만약 공급수의 pH가 낮다면(<6.5) 구리 배관 사용을 피한다. 

-  만약 플라스틱 소재 배관을 사용해야 한다면,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혹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소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과 염소화PVC(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재질의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되도록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국내 상황에 맞게 의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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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한 어린이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 가이드

가. 건축자재 선정기준(친환경 인증 제품 활용)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유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호르몬이 없거나 최소화된 건축자

재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품별로 인증기준을 만들어 해당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기준에는 앞서 정리했던 건축자재에 사용하지 말아

야 하는 금지물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을 받는 제품들 중에서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바닥장식제, 벽지, 벽 및 천장 마감재, 

그리고 페인트 등에 적용되는 ‘환경표지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실내용 바닥 장식재(EL246:2020) 

프탈레이트*, 석면, 방사능, 난연제,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VOCs 방출 등 항목

-  벽지(EL242:2016) 

프탈레이트, 난연제, 염화비닐 단량체,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VOCs 방출 등 항목

-  벽 및 천장 마감재(EL248:2016) 

프탈레이트, 석면, 방사능, 난연제,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VOCs 방출 등 항목 다양

-  페인트(EL241:2020) 

중금속 함량, 폼알데하이드, VOCs 방출

각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유효자원 재활용 제품으로써의 바닥재의 경우 프탈레이트의 함량 기준이 3.0 % 이하임. 비록 상부층에는 사용금지가 되어있지만 프탈

레이트 가소제 미사용 제품 기준(총 함량 0.1 % 이하)에 비해 매우 높음. 따라서 재활용 제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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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Reference 건축자재 내용

유해물질 

기준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기준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지

마감재

페인트 등 

검토1: 환경관련 기준/환경성 항목/ 환경개선효과로써 

           “유해물질 사용 감소” 항목에서 인증

검토2: 환경관련 기준/환경성 항목/ 환경개선효과로써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항목에서 인증

유해물질 

기준

‘2021 친환경 

건설자재정보’ 참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간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참고
http://gmc.greenproduct.go.kr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유해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경호르몬이 없는 건축 자재를 선정한다. 

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 리스트를 참고(환경산업기술원이 제공하는 친환경 건

설자재 정보의 목록 참고; http://gmc.greenproduct.go.kr)

② 친환경인증 항목 검토(인증 사유)

③ 인증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검토

④ 친환경인증 기준 이외의 금지 권고 물질 검토

⑤ 추가 금지 권고 물질들에 대한 시험성적서 검토(가능할 경우)

⑥ 현장 적용 및 가격 검토

  

자재별로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건축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우선, 친

환경인증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 사용 감소 항목을 검토한다. 이후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항목을 검토

한다. 국내 친환경인증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외 전문 기관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금지 대상 물질

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물질의 함유여부는 해당 물질에 대한 시험

성적서 등을 참고한다.  

[ 건축 자재 선정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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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1

검토 2

검토 3

환경표지 인증 기준 중 '유해 물질 사용 감소'

프탈레이트, 석면, 방사능, 난연제, 중금속, 염화비닐단량체

환경표지 인증 기준 중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생활 환경오염 감소)'

VOCs,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재활용 제품이 아닐것 / 제품별 가이드에서 금지 제안된 추가 물질들

항균기능, Alkylphenol EthoxylateIAPE), 과불화화합물 등 

[ 환경호르몬 없는 건축자재 검토과정 ]

바닥재, 벽지, 마감재, 페인트 등

나. 친환경 인증 대상 제품 이외 건축자재

친환경 인증 대상 제품 이외의 건축자재의 경우, HBN에서 권고하는 건축 자재 제품별로 제안된 금지물질 

목록을 참고해서 해당 물질들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제품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제품 제

조자로부터 구매 대상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와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해서 금지 대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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