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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concerns about indoor air quality increase, there has been a need to develop an accurate 

method of measuring surface emissions from actual living environments. In this study, a 

cost-effect and accurate flux chamber for measuring surface emissions was designed, and 

several tests, including airtightness, sample homogeneity, and recovery, were performed. The 

flux chamber was reinforced to maintain airtightness without leakage, and samples from the 

chamber were homogeneous (below 4% of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enough to represent 

the entire chamber. In the case of recovery, the concentration inside the chamber reached 100% 

of the injection concentration within 50 to 100 minutes. To increase the recovery of the 

experimental emissions relative to theoretical emissions, the rate at which the concentration 

changes over time should be used as early as possible when performing measurements. The 

sample inside the chamber, however, was not sufficiently mixed early during the measuring 

period; thus, research on how to overcome this methodological limitation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Keywords: 표면 방출량(Surface emission), 플럭스 챔버(Flux chamber), 실내공기질(Indoor 
air quality), 건축환경(Building environment), 현장측정(Field measurement), 성능 검증
(Performance verification)

기호 및 약어 설명

Cch : 플럭스 챔버 내부농도(mol/mol)

CCRM : 표준가스 인증농도(mol/mol)

dCch : 플럭스 챔버 내부농도 변화(mol/mol)

Vch : 플럭스 챔버의 체적(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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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 : 플럭스 챔버의 단면적(m2)

1. 서 론

실내공기질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더불어 외부 공기 중 존재하는 유해물질이 실내 공간으로 유입

됨으로써 악화될 수 있으며, 국내 현행법 상 실내공기오염물질은 실내공기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의 공정시험기

준에 따라 농도를 분석하여 평가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2021)1)에서는 실내 오염원

의 하나인 건축자재로부터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방출량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방법은 대상 자재

를 분취하여 시편을 마련하고 시험챔버에 거치한 뒤 항온항습(20 ± 2℃, 50 ± 5%) 조건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

한 후의 챔버 내부농도를 기반으로 방출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이는 자재의 품질확인을 통한 실내공기질 관

리의 측면에서 타당한 평가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평가방식은 측정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환

경을 통제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오염물질 방출 양상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2). 따라서 건축자재가 실제 시공된 현장에서 방출하는 오염

물질의 양과 실내공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실거주환경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확한 

현장 측정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일 역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즉, 오염물질이 자재의 자재 표면으로부터 실내

공기 중으로 방출 및 확산되는 평가과정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표면 방출량을 측정하는 기법 중에서 플럭스 챔버(flux chamber)는 오염된 매질의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매질의 공극을 탈출하여 표면으로 발산되는 가스가 챔버 내부에 축적되도록 

하여 얻는 측정값과 운용 조건을 이용하여 방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플럭스 챔버는 생물기원의 황화합물 측정 

목적으로 고안된 이래로 다양한 가스상 오염물질 측정에 적합하도록 개량되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온실

가스, 휘발성 Hg 등 다양한 가스상 오염물질의 채취와 측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3). 플럭스 챔버법은 면 오염원

의 실제 표면에 직접 적용 가능하여 토양, 매립지, 지하수 등과 같은 여러 환경 매질에서의 오염물질 방출량 실

측에 다수 활용되어 왔으며4-9), 공기-토양 매질 사이의 물질교환량 측정평가에도 이용된 사례가 있다10-12). 이

에 방출된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 또한 수반되기도 하나13,14), 실제 실내공기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내 오염원에 대한 실측 기법으로써의 적용 사례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플럭스 챔버법은 기밀한 매질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가스의 농도 변화를 이용하여 플럭스를 계산하는 방법으

로15), 장치구성이 비교적 간단하고 운용이 편리하여 실용적이나, 챔버 내에서 가스가 희석될 수 있어 방출량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데, 설계인자를 최적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의 내측 표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측정법으로써, 비용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측정을 기대

할 수 있는 플럭스 챔버 시스템을 제작 및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환경청17)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플

럭스 챔버를 자체 제작하였고, 다각적인 성능평가 시험을 통하여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실측에 적합한 방법적 최

적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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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플럭스 챔버의 설계 및 제작

플럭스 챔버는 운용 방식에 따라 닫힌계(closed system)과 열린계(open system)로 사용 가능하고, 플럭스 산

정방식은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변화율을 토대로 하는 기울기 방식(slope method)과 평형상태에 도달한 챔버 

내부농도를 이용하는 평형농도 방식(stedy-state method)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환경청

(USEPA, 1986)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소형의 플럭스 챔버를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원통형과 아크릴 재

질의 반구형이 결합된 형태로, 단면적 0.126 m2, 총 체적은 32 L이 되도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리고 표면에서 

발산되는 기체가 챔버 내부에서 완전 혼합될 수 있도록 중앙에 교반팬을 설치하였고, 챔버의 총 체적을 초과하

는 기체가 자연 배기되어 챔버 내부에 양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배기구를 내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순환가스 주

입구로 사용 가능한 시료채취부 1개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시료채취부를 내어 플럭스 챔버를 밀폐식과 순환식으

로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 온도 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전자식 온도 감지 센서를 장착하였다

(Fig. 1 참조).

 

Fig. 1 A basic drawing (left) and practical design (right) of flux chamber for indoor air pollutants measurement

2.2 플럭스 챔버의 성능평가 실험

(1) 챔버 기밀성

플럭스 챔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스를 챔버 내부에 축적시켜 농도를 측정하고 플

럭스를 산정하는 기법이므로, 챔버의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측정대상 물질의 농도와 플럭스 산정값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플럭스 챔버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 밀폐한 상태에서 고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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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99.99%)를 챔버에 일정량 주입하고 헬륨 감지기로 외부에서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단, 실험실 헬륩 

바탕농도가 0 ppm에 근사함을 사전에 확인하여 측정오차를 배제하였다. 그 다음으로 MFC (SLA5800 series, 

Brooks, USA)를 이용하여 챔버 내부에 고순도 질소(99.99%)를 5.00 L/min의 일정한 유량으로 주입하면서 가

스주입구 이외의 개구부에서 버블유량계(BF-05, SIBATA, Japan)로 유출 유량을 측정하여 주입가스 유량과 비

교하여 기밀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지표는 상대오차(realtive error, 이하 RE)로 하고, 아래의 식(1)과 같이 계산

하였다. 

Realtive Error (RE%) = 
 

   
× (1)

(2) 시료 균질성

플럭스 챔버에서 채취하는 시료는 챔버 내부 가스에 대하여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료의 충분한 혼

합을 위하여 측정대상물질의 표면 방출 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교반팬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방출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챔버와 동일한 단면적을 가진 상자에 glass beads (Φ 2 mm)를 

채워 매질을 대체하고, 하단부에 주입구를 내어 메탄 표준가스를 일정 유량으로 흘려주었다. 시료 채취는 3개의 

개구부에서 동일한 규격의 gas-tight syringe (1000 series, Hamilton, USA)를 이용하여 동시에 동량을 채취하

였고,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 간격을 약 6분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GC-FID로 분석한 반응값을 비

교하여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이하 RSD)를 계산함으로써 시료 균질성을 평가하였다.

Realtive Stadnard Deviation (RSD%) = 
 

 
× (2)

(3) 회수율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회수율을 평가하였다. 첫째,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가스를 주입하면서 챔버 내

부농도가 도달하는 수준을 주입 농도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현하는 회수율(Recovery1, 식(3))이다. 이는 표면

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스상 시료를 플럭스 챔버 내부에 어느 정도로 회수하여 축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

표로써, 시료 손실에 의한 오차를 배제하려면 챔버 내부 농도가 주입 농도의 100%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둘

째, 농도와 유속조건으로 계산한 이론적 방출량 대비 실제 측정된 농도로 산정하는 실험적 방출량의 비율을 나

타내는 회수율(Recovery2, 식(6))이다. 이러한 개념은 플럭스 챔버의 방출량 계산방식 중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변화율을 이용하는 기울기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론적 방출량에 근접한 실험값을 획

득하여야 플럭스의 과소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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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1 (%) = 




× (3)

Experimental emission = 




×




(4)

Theoritical emission = 


 ×
(5)

Recovery2 (%) = 
 

Exp 
× (6)

2.3 분석의 정도관리 

본 연구에서는 GC-FID (6890 series, Agilent, USA)에 Activated Alumina 80/100를 장착하여 메탄을 정량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오븐 온도를 3분간 40℃, 가스주입 온도는 100℃, 검출기 온도를 250℃로 유지하였고, 

고순도 헬륨(99.99%)을 캐리어 가스로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분석조건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분석의 

정도관리는 중량법으로 제조한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기기의 직선성, 반복성, 재현성, 그리고 분석 정확도와 정

밀도를 평가하였다. 

기기 직선성은 저농도(2.11 μmol/mol)와 고농도(99.996 μmol/mol) 표준가스를 교차분석하여 얻은 결과값

과 표준가스의 인증값을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한 점 교정법으로 확인한 결정계수(R2)가 0.999 이상이었다. 반

복성은 동일한 표준가스를 연속적으로 5회 이상 반복 분석하였고, 재현성은 1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표

준가스를 5회 이상 분석하여 얻은 결과값으로 평가하였는데, 각각의 RSD가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분석 정확도와 정밀도는 99.996 μmol/mol 및 202.7 μmol/mol 표준가스를 3회 반복 분석하여 평가하였

고, 분석값의 RSD가 각각 0.8%와 0.3%로 나타나 분석 신뢰도가 매우 우수하였다.

Table 1 Analysis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y for methane

Items Conditions

Instruments GC-FID 6890 Series (Agilent)

Column Activated Alumina 80/100, 6 ft × 2 mm, stainless steel

Temperature

Oven 40°C (3 min)

Injector 100°C

Detector 250°C

Total gas flow 20.9 mL/min

Carrier gas Helium gas (99.99%)

Sample volume 0.2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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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챔버 기밀성

플럭스 챔버는 밀폐하였을 때 가스의 누출이 없어야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헬륨 감지기를 이용한 1차 시

험 결과, 챔버 개구부와 구조의 이음새에서는 헬륨이 감지되지 않았고, 챔버와 매질의 표면이 맞닿는 경계 부분

에서 누출이 확인되어 챔버중량으로 압착 가능한 연질의 재료로 이를 보강하였다. 2차 시험은 질소가스를 챔버

에 5.00 L/min의 일정 유량으로 주입하면서 서로 다른 유출부에서의 유량을 측정하였고, 결과의 재현성 확보를 

위하여 총 3회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서로 다른 유출구에서 측정한 유량은 5.00 ± 0.01 

L/min의 범위였으며, 주입 유량과 유출구에서의 측정 유량의 RE가 0.1%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작한 

플럭스 챔버의 기밀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참조). 

Table 2 The results of airtightness of flux chamber based on flow rate test

Items
Flow rate (L/min)

RE (%)
1 2 3

Injected N2 gas 5.00 5.00 5.00 -

Outlet#1 5.00 4.99 5.00 0.07

Outlet#2 5.01 5.00 5.00 0.07

Outlet#3 5.00 4.99 4.99 0.13

3.2 시료 균질성

본 연구에서는 챔버 내부시료의 균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3개의 개구부에서 gas-tight syringe로 

0.2 mL의 시료를 동시에 채취하였고, GC-FID를 이용하여 즉시 분석하였다. 약 6분 간격으로 동시 채취한 시

료 분석 결과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반응값인 peak area로 비교하였고,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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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s of gas chromatography response values of 3 samples from the flux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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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준가스 주입 초기에는 챔버 내부 시료의 혼합이 충분하지 못하여 시료의 불균질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서로 다른 부분에서 동시에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가 유사할수록 균질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

과, 동시 채취한 시료 간 RSD가 0.9 ~ 3.7%로, 측정 초기의 불충분한 혼합 정도를 포함하여도 최대 4% 미만의 

편차를 보여 챔버 내부에서 시료가 균질하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측정의 어느 시점에 시료를 채취하더

라도 해당 결과가 챔버 내부 시료에 대한 대표성을 충분히 가짐을 의미하며, 해당 챔버의 시료 균질성은 측정 정

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3 회수율

(1) 주입 농도 대비 챔버 내부 농도의 도달 수준

완전한 기밀성이 확보된 경우, 챔버 내부 농도는 이상적으로 주입 농도의 100%까지 도달가능하여야 한다. 챔버 하

단에 연결한 상자를 통하여 1.014%mol/mol의 표준가스를 주입하면서 챔버 내부농도 변화를 관측한 결과, 표준가스 

주입을 시작한 직후부터 챔버 내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내부 농도가 주입 농도의 100%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약 55분이 소요되었다(Fig. 3(a)). 즉, 본 연구에서 제작한 플럭스 챔버는 3.1절의 챔버 기밀성 시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수한 기밀성을 가지기 때문에, 표면에서 방출되는 측정대상물질을 누출에 대한 우려없이 회수할 수 있다. 다

양한 표면 방출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차 실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농도 범위의 

표준가스를 1/2 수준의 유량 조건으로 주입하면서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내부 농

도가 주입 농도의 85%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00% 수준인 2,488 μmol/mol에 도달하기까지 약 100분이 소요되었

다(Fig. 3(b)). 해당 실험에서 역시 도달 시간이 상이하였을 뿐, 주입 농도와 일치하는 회수율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

서 자체 제작한 플럭스 챔버는 표면 방출가스를 누출 및 희석없이 측정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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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rends of methane concentration inside the flux chamber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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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방출량 대비 실험적 방출량의 비율

이론적 방출량은 표준가스 농도와 주입 유량 조건 및 챔버 체적으로 구할 수 있고, 실험적 방출량은 챔버 내부

농도를 변화를 관측하여 계산하였다. 단, 측정 초기의 불충분한 혼합으로 인하여 일부 초기 시점에서는 전체적

인 경향을 벗어난 측정값이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농도변화율 산정 구간은 5 ~ 10분 간격으로 나누었으며, 결

과값을 토대로 시간 범위별 회수율을 산정하였다(Table 3). 실험 결과, 유속 조건에 따라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

이는 시간의 범위가 상이하였는데, 가장 낮은 유속조건(Case#1)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는 5 ~ 10분 사이의 

농도변화율을 이용하였을 때 이론적 방출량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3 The results of recovery test using changing rate of methane concentration with time

Items Case#1 Case#2 Case#3 Case#4

Conditions
Flow rate (L/min) 0.15 0.25 0.5 1.0

Theoritical emission (mg/m2/min) 0.17 0.28 0.57 1.14

Experimental emission 

(mg/m2/min)

0~5 min 0.13 0.20 0.35 1.03

5~10 min 0.11 0.27 0.48 1.02

5~15 min 0.11 0.21 0.40 0.93

Recovery (%)

0~5 min 78.8 71.6 62.0 90.7

5~10 min 66.0 95.8 83.7 89.5

5~15 min 61.8 74.8 70.6 82.3

그러나 실제 표면에서는 본 실험의 조건보다 매우 낮은 유속으로 물질을 방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농도변

화율에 따른 기울기 방식으로 플럭스를 산정할 경우 사전 현장실험을 통하여 최적 조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Fig. 2와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챔버 내부농도는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다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평

형상태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가능한 한 측정 초기의 농도변화율을 이용하여야만 이론적 방출량에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측정 직후의 농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챔버 내부 시료 혼합

이 불충분하므로 측정불확도가 커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측정 직후의 농도변화율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은 농도변화율을 선형이 아닌 다중회귀식으로 구함으로써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챔버 

내부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간격을 보다 조밀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간 측정장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결 론

실내공간에는 다양한 오염물질 방출원이 존재하고, 여기서 방출되는 수많은 실내오염물질들이 건축물의 기

밀성능이나 재실패턴 등에 의하여 내부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요 실내오염원 중 하나인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된 단일 혹은 복합자재에서 방출되어 표면으로부터 실내공간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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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실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공간의 내측 표면에 직접 적

용 가능한 측정법으로써 비용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측정을 기대할 수 있는 플럭스 챔버를 제작하였고, 기밀

성, 시료 균질성, 회수율을 포함한 다각적인 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1차 기밀성 평가는 누출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헬륨을 감지하여 스크리닝하였고, 누출이 확인된 부분을 보강하여 기밀성을 개선하였으며, 질소가스

를 이용한 2차 실험 결과, 챔버에 주입한 유량과 유출구에서의 측정 유량의 차이가 RE 0.1% 수준으로 우수한 

기밀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시료 균질성은 동일한 시점에 서로 다른 유출구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값을 비

교하였고, 시료 혼합이 불충분하여 균질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정 초기를 포함하여도 분석값의 RSD가 

4% 미만의 정밀한 결과를 보여, 챔버로부터 채취한 시료가 전체 챔버 내부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균질성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회수율의 경우, 챔버 내부 농도는 실험 조건에 따라 50 ~ 100분 이내에 주입 농도의 100% 수

준에 도달하였고, 이론적 방출량 대비 실험적 방출량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측정 초기의 농도변화율을 이용하여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플럭스 챔버의 농도변화율은 측정 초기에 큰 값을 보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변

화율이 낮아지므로 밀폐식 플럭스 챔버를 기울기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농도변화율 산정간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측정 초기는 챔버 내부시료의 혼합이 불충분하여 시료의 대표성이 떨어지는데, 이로 인한 측

정평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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