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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GC-FID와 CSC Tube를 이용한 1,2-디클로로프로판

분석방법

울산대학교 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조 현 민

국내 산업현장에서 2000년대 중반 대체 세척제로 각광받아 사용하던 1,2-디클로

로프로판은 일본에서 담관암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며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후 일본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공공연하게 세척제 물질 중 하나로 1,2

-디클로로프로판이 사용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반영해 노출

기준을 75ppm에서 10ppm으로 강화시켰다. 그러나 현재 이를 측정한 뒤 올바른 노

출농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공기 중 1,2-디클로로프로판 농도평가를 위해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업

환경측정·분석법(NMAM)이 있으나 해당 분석법에서 제시하는 채취매체와 전해전도

도검출기(ELCD)는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방법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

중 1,2-디클로로프로판 채취 및 평가를 위해 NMAM의 채취매체(Anasorb Tube)와

검출기(ECLD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ECD) 그리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채취매

체(CSC Tube)와 검출기(FID)의 성능 실험 비교를 통해 보다 적합한 시료채취 매

체와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실험실 평가(Lab Test)를 통해 채취매체의 저장안정성 실험, 통합 정확도·정

밀도 평가,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를 산출했다. 그리고 챔버를 이용해 총 포집유량과

매체별 파과실험을 실시하여 1,2-디클로로프로판을 채취할 때 매체 간 포집율의 차

이를 살펴보았을 때 두 매체 모두 우수한 효율을 보였으며 냉장보관 시에는 이동현

상(Migration)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매체로서 정확도와 정밀도 역시 우수했으며

노출기준의 최대 1/60배까지 정량한계를 산출했다. 사업장을 섭외하여 현장평가(Fie

ld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와 실험실 평가결과의 차이가 없었다. 두 매체 모

두 1,2-디클로로프로판 채취매체로서의 효용성은 타당하나 매체와 분석기기의 경제

성 및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CSC Tube

와 GC-FID 사용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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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CAS:78-87-5)은 피부와 눈에 자극성을

가지는 유기염소화합물이다.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가 나며 과거 도료박리제와

농약 등에 사용되다 2000년대 초반에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대체

세정제로 각광받아 인쇄업, 반도체산업, 금속산업 등에서 세척제와 용매제로 사용되

었다. 그러나 2013년 일본의 한 인쇄사업장에서 집단 담관암이 발병되며 그 원인물

질로 추정된 후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로 분류되며 사용이 금지되었다. 국제발

암연구소(IARC)에서 Group 1,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발암레벨 B2로 지정된 1,

2-디클로로프로판은 급성 독성증상은 중추신경계 마비와 눈·기관지계의 자극이다.

직업적 노출의 경우 주 원인은 호흡기이며, 흡입·피부접촉으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생식능력이나 발육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의 국내 노출기준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노출

기준인 TWA 75ppm, STEL 110ppm을 그대로 적용하여 설정되었다. 2005년 ACGI

H에서 노출기준을 75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한 이후 우리나라는 노출기준을 유지

하고 있다가 2018년에 1,2-디클로로프로판의 건강유해성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10pp

m으로 강화하였다. 이후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작업환경측정대

상물질로만 지정되어 있던 1,2-디클로로프로판이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로 추가되

며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업장에서 작업 시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알기 위

해서는 공기 중 농도를 평가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

업환경측정·분석법(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 NMAM), NIOSH 1013이

있으나 해당 분석법의 채취매체와 전해전도도검출기(ELCD)는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다가 해당매체와 검출기 모두 국내 수요가 높지 않고

제조과정의 어려움에 따라 판매비용이 고가에 해당해 측정자와 분석자가 1,2-디클

로로프로판 측정·분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사용하기에 부담이 크다.

또한,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단일물질보다는 복합물질을 측정하여

함께 평가하는데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측정·분석법에 사용되는 매체로는

복합물질을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활성탄관

(채취매체)과 불꽃이온화검출기(FID)의 경우에는 복합물질 측정이 가능하고 사용빈

도가 높으며 현장 적용성과 효율성도 우수한 편이다. 그로 인해, 국내 사업현장에서

공기 중 1,2-디클로로프로판 농도를 측정하여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미국국립산업

안전보건연구원 측정·분석법의 매체(Anasorb Tube)와 현재 시중에서 통용되지 않

는 검출기(ELCD)를 대신해 그의 한 종류인 전자포획검출기(ECD)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Coconut-shell charcoal Tube, CSC Tube) 및 불꽃이온화검출기(FI

D)의 성능 실험 비교를 진행하여 보다 우수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개발해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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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노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Anasorb Tube와 CSC Tube

가 산업위생분야에서 시료채취 매체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

다. 또한 Anasorb Tube와 CSC Tube를 이용해 실제 사업장에서 1,2-디클로로프로

판을 채취한 뒤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의 전자포획검출기와 불꽃

이온화검출기를 이용해 분석방법을 비교·개발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의 개인노

출을 신뢰성있게 평가하고 근로자 건강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산업안전보건 분야

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1,2-디클로로프로판 공기 중 농

도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이 미비함에 따라 새로운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자하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소개하였다. 제 2장은 연구방

법으로 실험실 분석평가와 현장평가를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

였다. 제 3장에서는 실험실 분석평가와 현장평가의 결과를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제 4장은 연구결과와 함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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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조사

1. 1,2-디클로로프로판 정의와 개념

1,2-디클로로프로판은 클로로포름과 유사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인화성, 유동성

액체로 알려져있으며 다양한 목적의 유기용제로 사용되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의

표적장기는 간, 신장, 조혈기계, 중추신경계, 담관암이며 급성독성 증상으로는 중추

신경계 마비와 눈과 기관지계의 자극이 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을 60~98% 함유하

고 있는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장애를 입은 주요 신체기관은 간과 신장이

었는데 경구 노출된 사람의 경우 정신 착란, 비가역적 쇼크, 심장박동 정지가 이어

지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김치년 외, 2010년) 2011년 일반 오사카 교정인쇄사업

장에서 집단 담관암이 발생하였는데 1,2-디클로로프로판을 발병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담관암은 예후가 불량하고 대부분 초기증상이 없어 진단이 이루어질 때는 이

미 주변 장기를 침범하거나 전이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인자를 가진 근로자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정경숙 외, 2017)

우리나라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의 주 사용처는 사업장 내 세척공장이다. 산업현

장에서 세척이란 피세척물 표면에 잔류하고 있는 기름, 기름때, 왁스, 그리스, 먼지,

지문, 각종 이물질 등을 화학적·물리적 기전을 이용하여 제거시켜서 깨끗한 표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세척을 하는 업체 구성은 기계·금속 분야가 가

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2019)

[그림 1] 국내 세척업종 구성비율(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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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세척업종 구성비율(5인 미만 사업장)

세척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110여종에 이르렀고 대부분 톨루엔, 이소프로

필알콜, TCE 등이었으며 이 중 1,2-디클로로프로판은 평균 10개소의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2-디클로로프로판의 노출기준은 75

ppm이었는데 2014년 상반기에 최대 38.8.ppm까지 검출된 사업장도 있었다.(정경숙

외,2017) 실제로 1,2-디클로로프로판이 함유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비해

1,2-디클로로프로판의 작업환경측정 데이터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는 그 당시 타 물질에 비해 1,2-디클로로프로판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

았고 허용기준설정 물질로 지정되지도 않은 것이 이유로 추정된다. [그림 1~2]

2. 흡착제와 흡수액의 정의와 개념

공기 중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고체 흡착제를 이용하는 흡착

관 포집법과 흡수액을 이용한 임핀저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흡착관 포집법은 방향

족과 같은 VOC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분석의 감도를 높일 수 있고 사용범위가 넓

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임핀저법은 특정 유도시약을 함유한

흡수액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주로 유기 용매로 된 흡수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료

의 증발손실이 크고 취급이 쉽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Hwang et al., 1998).

그리하여 최근에는 임핀저법 사용대신 특정 유도시약을 코팅시킨 흡착제를 이용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흡착관은 유리나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들어진 관에 고체 흡착제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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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킨 흡착튜브를 이용하는 것이며 펌프를 이용해 공기를 흡입하여 공기 중 유해

가스를 흡착제에 흡착시켜 포집하는 방법 능동식 채취방법(Active Sampling)과 오

염물질의 농도구배에 따른 확산성을 이용하는 수동식 채취방법(Diffusive(혹은 Pass

ive) Sampling)으로 구분된다.(백성옥 외, 2016). 수동식채취방법은 사용하기 쉽지만

정확성이 낮아 능동식 채취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NIOSH 1013에서는 흡착관을 사용한 능동식 채취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매체는 1,2-디클로로프로판 포집을 위해 Anasorb Tub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동일한 채취방법을 적용하여 Anasorb Tube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활용빈

도가 높은 CSC Tube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3. 가스마토그래프 검출기(ECD 및 FID) 정의와 개념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통과하는 시료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화면에 나타나도

록 하는 것이 검출기의 역할이다. 채취매체가 종류별로 특성이 다른 것처럼 검출기

또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취매체와 용매 등 분석방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검출기를 물질별 측정·분석법에 제시한다. 1,2-디클로로프로판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서 검출해내기 위해 NIOSH 1013에서 제시된 검출기는 전해질전

도도검출기(Electrolytic Conductivity Detector, ELCD)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통용되

지 않아 대체 검출기로 그와 유사한 전자포획검출기(Electron Capture Detector, EC

D)를 사용했다. ECD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검출기이다. 방사성

동위원소(Ni-63)로부터 방출되는 β선이 운반가스를 전리해 미소전류를 흘려보낼 때

시료 중 전자포획력이 강한 화합물에 의해 전자가 포획되어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기금속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Ni-63)에서 방사된 β입자와 운반기체가 충돌하면서 다량의 전자가 발생되며 전자

들이 포획되어 전류량이 변화되는 원리로 시료성분을 검출해낸다.

1,2-디클로로프로판의 새로운 측정·분석법을 제시하기 위해 선정한 CSC Tube는

국내에서 불꽃이온화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불꽃이온화검출기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출기인데 이는

유기화합물이 수소와 공기로 만든 불꽃 속에서 태워지며 전하를 띤 입자나 이온을

검출해낸다. 수소, 공기의 불꽃에 의해 이온화되는 모든 물질을 검출하며 고감도,

고직선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시료 성분이 불꽃에 연

소되므로 검출기의 오염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 검출

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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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실험실 분석평가

가. 시료 저장안정성 시험

1,2-디클로로프로판(CAS 78-87-5)은 질량이 112.99, 밀도가 1.156이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TLV-TWA)이 10ppm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질이다. 8시간 포집 노출기준

의 0.1배, 0.5배, 1배 2배에 해당하는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두 가지 종류의 채취매체

(Anasorb Tube, CSC Tube)의 앞 층에 주입해 매체별로 240개씩 총 480개의 시료

를 만들었다. 그리고 상온(25℃), 냉장(4℃)에 보관하면서 제조당일, 3일 후, 4일 후,

14일 후, 21일 후, 30일 후 시료 분석 후 농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2회 반복 실시

했다. 분석할 때마다 검량선을 작성하여 반영하였으며, 각 농도별 저장안정성과 함

께 시료보관 시 나타나는 흡착물질의 이동현상(Migration)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동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착물질이 시료채취 매체 관의 앞 층에서 뒷 층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과현상과 구별이 힘들기 때문에 실험실 평가를 통해 농도별 이

동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Anasorb Tube(Solid Sorbent Tube, Cat. No. 226-81A)와 CSC Tube(Solid Sorbe

nt Tube, Cat. No. 226-01)는 미국 SKC사 제품을 이용했다. 매체별로 Anasorb Tu

be는 흡착관 내부가 Petroleum Charcoal로 충진되어 있으나 CSC Tube는 흡착관

내부가 Coconut-shell로 충진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Anasorb Tube는 앞 층과 뒤

층이 140/70mg으로 구분되어 있고 CSC Tube는 100/50mg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

에 저장기간 동안의 이동현상이나 시료채취 시 파과 여부를 판단하기가 수월하다.

시료 제조방법 및 보관방법은 모두 동일하며 분석방법은 채취매체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마이크로시린지를 이용해 매체 주입 후 Anasorb Tube는 NMAM에 따

라 15% 아세톤을 함유한 시클로헥산으로 탈착하였고 CSC Tube는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하는 이황화탄소를 탈착용매로 사용했다. 이후 각각의 시료를 GC/ECD(Gas

Chromatograph/Electron Capture Detector)와 GC/FID(Gas Chromatograph/Flame I

onizing Detector)로 분석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은 <표 1-4>와 같다. 많은 양의 시료를 주입할 때

GC/ECD의 이황화탄소 용매 피크 끝이 편평하게 나타나는 Flat-top현상이 나타났

다. Flat-top 피크가 나타나게 되면 너무 많은 시료의 주입으로 검출기에 과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적의 Split ratio를 50:1로 하였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살펴보기

위해 모든 분석조건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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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기 및 분석조건

Gas Chromatograph Agilent 7890B, USA Flame Ionizing Detector

Column DB-1(30 m×250 μm×0.25 μm), J&W 122-1032

Oven 50℃(10 min)

Column Flow 1.1 mL/min

Injector Temperature 220℃

Injection volume 1 μL

Split Ratio 50:1

Detector Temperature 230℃

<표 1> 분석기기 및 분석조건(매체:Anasorb Tube, 검출기:FID)

구 분 기기 및 분석조건

Gas Chromatograph Agilent 7890B, USA Electron Capture Detector

Column DB-1(30 m×250 μm×0.25 μm), J&W 122-1032

Oven 60℃(10 min)

Column Flow 0.9 mL/min

Injector Temperature 280℃

Injection volume 1 μL

Split Ratio 50:1

Detector Temperature 300℃

<표 2> 분석기기 및 분석조건(매체:Anasorb Tube, 검출기:ECD)

구 분 기기 및 분석조건

Gas Chromatograph Agilent 7890B, USA Flame Ionizing Detector

Column DB-1(30 m×250 μm×0.25 μm), J&W 122-1032

Oven 50℃(10 min)

Column Flow 1.1 mL/min

Injector Temperature 220℃

Injection volume 1 μL

Split Ratio 50:1

Detector Temperature 230℃

<표 3> 분석기기 및 분석조건(매체:CSC Tube, 검출기:FID)



- 12 -

구 분 기기 및 분석조건

Gas Chromatograph Agilent 7890B, USA Electron Capture Detector

Column DB-1(30 m×250 μm×0.25 μm), J&W 122-1032

Oven 60℃(10 min)

Column Flow 0.9 mL/min

Injector Temperature 280℃

Injection volume 1 μL

Split Ratio 50:1

Detector Temperature 300℃

<표 4> 분석기기 및 분석조건(매체:CSC Tube, 검출기:ECD)

나. 정확도와 정밀도

정확도(Accuracy)는 측정 값이 참 값에 얼마나 근접한 지를 뜻하며 그 값의 차이

에 해당하는 오차가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시 측

정환경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분석 조건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적을수록 공기 중 농

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정밀도(Precision of analytical procedure)는 동일한 조건

에서 반복측정하여 그 값이 서로 얼마나 가깝게 나오지를 뜻하는데 측정 값과 참

값의 편차가 적을수록, 측정 값과 참 값의 오차를 참 값으로 나눈 오차율이 적을수

록 정밀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정확도와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경험이 많은 실험실

내 분석자 2명에게 탈착용매별(15%아세톤이 함유된 시클로헥산과 이황화탄소)로

노출기준의 0.1배, 0.2배, 0.5배, 1.5배, 2.0배의 표준용액을 20ml씩 제조한 뒤 제공하

였다. 농도별로 6세트씩 준비하여 각자 검량선을 작성한 뒤 2회 반복분석을 실시해

데이터를 취합해 TRSD와 TBias를 구했다.

그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실험자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

려한 통합 정확도와 정밀도를 산출한 뒤 기존 측정·분석법 정확도(±15.5%)와 비교

하고자 했다.(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 5th Edition, April 2016)

-    ×   if≺


····················· (1)

-   ×   ··········································(2)

다. 채취매체별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는 분석기기를 통해 분석 시 물질이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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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뜻한다. 정량한계(Limit Of Quantization, LOQ)는 분

석 물질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최저농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NIOSH(1995) SOP 108에서 제시한 방법을 기준으로 두 개의 측정매체

(SKC 226-01, SKC 226-81A) 별로 표준시료를 제조하여 각각의 검출기(FID, ECD)로 분석

한 뒤 표준시료에 대한 선형회귀식  에 따른 기댓값과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를 구했다. 그 후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된 검출한계 값과 가장 낮은 농도의 표준시료량,

X-절편(Y-절편이 음수인 경우) 중 가장 높은 값을 최종 검출한계로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

해 구해진 검출한계로 정량한계를 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검출한계  ×


·················································································· (1)

- 정량한계   ×검출한계 ······················································ (2)

-   ∑




Yei : 회기방정식에 의해 구한 각각의 시료량에 대한 반응값

Yi : 각 시료량에 대한 반응 값

N : 표준용액 시료 수

b : 회기방정식의 X 계수

라. 포집유량 및 파과실험

2018년 1,2-디클로로프로판의 노출기준이 75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었으나 이

를 반영한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방법이 없어 측정 시 시료채취 유량 범위가 모호하

였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에서 챔버를 이용하여 작업환경측정 시료 채취 시 두 매체의

적합여부와 함께 채취유량 및 파과 적정범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파과실험은 온

도 조절이 가능한 표준 증기발생챔버에서 이루어졌다. 미량주사기 펌프를 이용해 1,

2-디클로로프로판을 일정한 양으로 혼합챔버 내부 알루미늄 가열판 위로 공급한 뒤

에어컴프레셔로 만든 공기를 혼합챔버로 이동시켜 균일한 농도를 만들었다. 챔버와

다채널가스모니터(Multi-gas monitor)를 연결하여 1,2-디클로로프로판의 실시간 농

도와 Anasorb tube 및 CSC tube의 파과농도를 측정했다. 실험을 위해 시료채취 할

때 사용하는 개인시료채취펌프(Gillian Low Flow Sampler, Gillian Instrument Cor

p, USA)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채취 전, 후 유량보정을 실시했다. 유량 조건은 0.1L/

min, 0.2L/min, 0.4L/min이었고 파과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유량별 파과곡선을

그렸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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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챔버

2. 현장평가(공기 중 시료 채취 및 분석)

실험실 연구를 토대로 제시한 작업환경측정·분석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2-디클로로프로판 사용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두 매체(An

asorb Tube 및 CSC Tube) 합산 총 80개(매체별 40개)의 시료를 포집하였다. 국내

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의 주 사용용도는 세척제였기 때문에 원활한 평가를 위해

1,2-디클로로프로판을 세척제로 사용하는 사업장 9곳을 섭외하였다. 모두 1,2-디클

로로프로판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균일한 제품을 세척할 시에는 세

척조에 제품을 담구었다 꺼내어 건조시킨 뒤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하였고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한 켠의 부스에 제품을 걸어두고 스프레

이로 세척제를 분사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작업을 위하여 세

척조에 1,2-디클로로프로판이 함유된 세척액을 부어넣거나 세척작업을 위해 제품을

꺼내고 담그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1,2-디클로로프로판에 근로자가 노

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각 사업장별로 가장 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이 빈번한 작

업 근처에서 펌프에 Y자 관을 연결해 Anasorb Tube와 CSC Tube를 동시에 지역

시료로 포집했다. 펌프는 시료 채취 전, 후 유량보정을 실시했으며 유량은 평균 0.0

3L/min으로 6시간 이상 측정하였고 공시료는 매체별 2개씩, 총 4개씩 하였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실험실 평가와 동일하게 Anasorb Tube는 15% 아세톤이

함유된 시클로헥산 용매 1ml로 탈착, CSC Tube는 이황화탄소 용매 1ml로 탈착 후

GC/ECD와 GC/FID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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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실험실 분석평가결과

가. 시료 저장안정성 시험

1,2-디클로로프로판을 4가지 농도수준(노출기준의 0.1배, 0.5배, 1.0배, 2.0배)으로

만들어 매체별 시료를 제조한 뒤 보관온도 및 저장기간에 따른 농도변화를 알아보

고자 했다.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후 실험실로 운반되는 배송기간 및 저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간 보관하며 실험하였다.

1) Anasorb Tube의 상온·냉장 보관 시 1,2-디클로로프로판 탈착효율 변화

Anasorb Tube를 이용하여 GC/FID로 분석했을 때 탈착효율 범위는 82.8~91.5%이

고 평균은 87.1%였다. 모든 농도에서 제조당일(0일)보다 3일차 실험 시 높은 탈착

효율을 보였고 14일 차부터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평균 2.25%의 손실을 보

였다.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농도(평균 손실율 1.4%)에 비해 고농도(평균 손실율

3.6%)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착효율이 빠르게 낮아졌으며 저장기간 동안 상

온과 냉장보관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5>,[그림 4]

Anasorb Tube의 GC/ECD 분석에서는 탈착효율 범위가 89.1~94.9%였고 평균은 9

2.0%였다. ECD 분석 시 노출기준 0.1배의 경우 상온에서 제조당일(0일)에 비해 3일

차에 탈착효율이 살짝 낮아졌다가 30일 차부터 탈착효율이 낮아지며 1.3%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 외 농도에서는 저장기간 동안 탈착효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일관성을 보였으며 저장기간 동안 상온과 냉장보관의 차이도 없었다. 실험결과 15%

아세톤을 함유한 시클로헥산 용매를 사용한 Ansorb Tube는 GC/ECD에서 분석 효

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그림 5]

2) CSC Tube의 상온·냉장 보관 시 1,2-디클로로프로판 탈착효율 변화

CSC Tube를 이용해 제조한 시료를 GC/FID에서 분석했을 때 탈착효율 범위는 9

0.4~109.5%였고 평균은 99.9%였다. 노출기준의 0.1배 수준에서는 90%대의 탈착효율

을 유지하며 3일 차에서 소폭 낮아졌다가 21일 차부터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평

균 8.5% 손실이 발생했다. 노출기준의 0.5배, 1배, 2배 수준의 탈착효율은 100%대의

탈착효율을 유지하다 21일 차부터 감소해 평균 11.5%의 손실율을 나타냈다. 상온·

냉장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고농도로 갈수록 상온보관에서 미세하게 시료손실이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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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 Tube의 GC/ECD 분석에서는 탈착효율 범위가 100.5~111.3%였고 평균은 10

5.9%였다. 모든 농도수준에서 2주동안 평균 107.5%의 탈착효율을 나타내다가 3주

차인 14일 차부터 시료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해 평균 10.9%의 시료손실을 나타냈다.

GC/FID와 마찬가지로 상온·냉장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저농도(평균 손실율 10.4%)

고농도(평균 손실율 14.5%)로 갈수록 상온보관에서 미세하게 시료손실이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이황화탄소 용매를 사용한 CSC Tube는 GC/FID에서

분석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그림 7]

3) 매체별 1,2-디클로로프로판 이동현상(Migration) 평가

Anasorb Tube와 CSC Tube 시료 제조 후 상온과 냉장보관을 진행하며 저장기간

에 따라 흡착물질이 매체 앞 층에서 뒷 층으로 이동하는 현상(Migration)을 평가하

였다. Ansarob Tube는 GC/FID 분석에서 14일 차까지 이동현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21일 차 분석 때 상온·냉장 보관시료의 노출기준 0.5배 농도, 2배 농도 시료에서 이

동현상이 나타났다. GC/ECD 분석에서도 21일 차부터 이동현상이 나타났는다. 노출

기준 0.5배부터 이동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ECD의 민감한 검출기의 특성상 미량

도 검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고농도에서 이동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30일 차 분석의 노출기준 0.2배 샘플의 경우 최대 앞 층의

5%에 해당하는 값이 검출되었다. 저장온도별 분석 값을 비교해보았을 때는 상온 보

관 시료에서 뒷 층으로 이동한 흡착물질의 양이 더 많고 빈번하게 나타났다.

CSC Tube에서도 21일 차부터 이동현상이 나타났으며 상온 샘플의 이동현상이

빈번했고 냉장보관 샘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살펴보았을 때 어떤 매

체를 사용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저장기간이 21일이 지나게 되면 이동현상이 발생하

기 시작하는데 상온에서 저장할수록 더 많은 양의 흡착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C/FID 분석에서는 상온 보관했던 노출기준 2배 시료에서만 이동현상이

나타났고 저·중 농도 및 냉장보관했던 고농도 시료에는 이동현상이 검출되지 않았

다. GC/ECD 분석 시에도 21일 차부터 이동현상이 나타났는데 GC/FID와는 다르게

상온보관했던 노출기준 0.5배, 1배, 2배 시료와 냉장보관 했던 노출수준 1배, 수준

시료에서도 이동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장보관 시료의 이동현상은 거

의 적고 미미한 양이었으나 상온보관 시료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양의 흡

착물질이 빈번하게 앞 층에서 뒷 층으로 이동한 것이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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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온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 보관기간에 따른 탈착효율 변화 (매체:Anasorb Tube, 용매:15%아세톤을 함유한 시클로헥산 단위:%)

검출기
시료
개수
(N)

농도 평균
0일

AM±SD
3일

AM±SD
7일

AM±SD
14일
AM±SD

21일
AM±SD

30일
AM±SD

FID

5 0.1 TLV 82.8 81.9±0.0018 84.5±0.0016 84.9±0.0005 83.4±0.0007 78.0±0.0008 83.9±0.0011

5 0.5 TLV 88.8 86.1±0.0023 86.7±0.0068 93.0±0.0058 88.0±0.0066 87.0±0.0061 92.0±0.0021

5 1 TLV 90.3 89.7±0.0036 91.0±0.0076 93.8±0.0039 89.0±0.0049 87.1±0.0084 91.0±0.0033

5 2 TLV 90.4 90.3±0.0073 91.8±0.0097 94.3±0.0119 89.7±0.0083 84.8±0.0253 91.5±0.0164

ECD

5 0.1 TLV 93.5 90.6±0.0013 87.0±0.0014 94.2±0.0013 98.1±0.0011 98.0±0.0030 93.2±0.0007

5 0.5 TLV 89.3 85.5±0.0027 86.2±0.0061 96.0±0.0052 87.4±0.0069 88.1±0.0068 92.6±0.0026

5 1 TLV 90.0 87.3±0.0084 87.7±0.0067 96.3±0.0088 87.7±0.0084 88.3±0.0116 92.3±0.0089

5 2 TLV 93.4 89.5±0.0152 91.1±0.0204 97.1±0.0165 94.7±0.0297 91.6±0.0264 96.6±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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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냉장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 보관기간에 따른 탈착효율 변화 (매체:Anasorb Tube, 용매:15%아세톤을 함유한 시클로헥산 단위:%)

검출기
시료
개수
(N)

농도 평균
0일

AM±SD
3일

AM±SD
7일

AM±SD
14일
AM±SD

21일
AM±SD

30일
AM±SD

FID

5 0.1 TLV 83.0 - 80.7±0.0008 85.6±0.0007 85.2±0.0007 79.1±0.0005 84.5±0.0005

5 0.5 TLV 90.2 - 89.7±0.0064 94.7±0.0029 89.4±0.0022 85.2±0.0108 92.0±0.0050

5 1 TLV 91.5 - 92.2±0.0111 94.1±0.0034 89.3±0.0057 88.9±0.0059 92.9±0.0103

5 2 TLV 91.1 - 92.9±0.0039 93.3±0.0315 90.1±0.0102 86.1±0.0238 92.9±0.0117

ECD

5 0.1 TLV 94.5 - 89.5±0.0005 94.7±0.0005 97.4±0.0011 98.1±0.0008 92.6±0.0005

5 0.5 TLV 89.1 - 87.9±0.0042 92.2±0.0082 87.0±0.0057 85.7±0.0083 92.5±0.0062

5 1 TLV 91.1 - 88.1±0.0107 96.2±0.0048 89.8±0.0080 88.7±0.0135 92.8±0.0086

5 2 TLV 94.9 - 92.8±0.0165 99.7±0.0486 92.7±0.0221 92.1±0.0231 97.1±0.0083



- 19 -

검출기
시료
개수
(N)

농도 평균
0일

AM±SD
3일

AM±SD
7일

AM±SD
14일
AM±SD

21일
AM±SD

30일
AM±SD

FID

5 0.1 TLV 90.7 93.9±0.0006 89.6±0.0013 95.8±0.0007 94.1±0.0005 85.0±0.0004 85.8±0.0004

5 0.5 TLV 108.7 103.2±0.0019 108.0±0.0059 119.6±0.0039 115.8±0.0022 103.3±0.0028 102.2±0.0038

5 1 TLV 99.2 102.5±0.0040 105.0±0.0081 103.5±0.0061 103.4±0.0079 89.9±0.0064 90.8±0.0034

5 2 TLV 98.2 100.8±0.0089 104.5±0.0249 103.2±0.0098 102.6±0.0123 88.7±0.0118 89.7±0.0224

ECD

5 0.1 TLV 105.3 112.5±0.0009 118.7±0.0007 102.6±0.0007 100.6±0.0011 101.5±0.0015 95.6±0.0008

5 0.5 TLV 109.9 105.7±0.0041 115.3±0.0074 117.8±0.0072 104.6±0.0039 113.6±0.0069 102.4±0.0077

5 1 TLV 100.5 103.4±0.0040 112.0±0.0108 104.9±0.0087 94.0±0.0077 98.1±0.0079 90.4±0.0077

5 2 TLV 102.9 105.5±0.0206 115.8±0.0325 109.6±0.0164 97.1±0.0133 99.1±0.0135 90.6±0.0135

<표 7> 상온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 보관기간에 따른 탈착효율 변화 (매체:CSC Tube, 용매:CS2,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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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냉장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 보관기간에 따른 탈착효율 변화 (매체:CSC Tube, 용매:CS2, 단위:%)

검출기
시료
개수
(N)

농도 평균
0일

AM±SD
3일

AM±SD
7일

AM±SD
14일
AM±SD

21일
AM±SD

30일
AM±SD

FID

5 0.1 TLV 90.4 - 90.8±0.0004 95.9±0.0010 93.8±0.0006 85.6±0.0005 85.8±0.0005

5 0.5 TLV 109.5 - 106.8±0.0060 119.3±0.0038 117.2±0.0049 102.0±0.0017 102.1±0.0027

5 1 TLV 99.5 - 105.7±0.0114 104.1±0.0028 104.5±0.0048 91.0±0.0051 92.4±0.0039

5 2 TLV 97.9 - 103.4±0.0223 103.2±0.0078 102.8±0.0093 85.5±0.0111 90.5±0.0113

ECD

5 0.1 TLV 104.0 - 118.1±0.0029 103.4±0.0008 101.2±0.0010 98.5±0.0007 99.0±0.0007

5 0.5 TLV 111.3 - 116.0±0.0053 119.6±0.0023 106.2±0.0035 111.0±0.0053 103.6±0.0028

5 1 TLV 101.5 - 113.3±0.0165 106.5±0.0078 96.4±0.0035 99.5±0.0109 91.8±0.0091

5 2 TLV 105.3 - 124.1±0.0375 110.2±0.0155 98.5±0.0127 100.9±0.0190 92.8±0.0176

N : 시료 수, Reference : 이론 주입량, AM : 산술평균, SD :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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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nasorb Tube 상온·냉장보관 시 탈착효율 변화(GC/FID)

[그림 5] Anasorb Tube 상온·냉장보관 시 탈착효율 변화(GC/ECD)

[그림 6] CSC Tube 상온·냉장보관 시 탈착효율 변화(GC/FID)

[그림 7] CSC Tube 상온·냉장보관 시 탈착효율 변화(GC/ECD)



- 22 -

나. 정확도와 정밀도

분석 숙련자 2명을 대상으로 4개 농도 레벨의 1,2-디클로로프로판을 분석한 결과

가 아래와 같다.<표 9~12>

농도수준 0.1 TLV 0.5 TLV 1 TLV 2 TLV
검출기 용매

주입량 0.04mg/ml 0.22mg/ml 0.45mg/ml 0.91mg/ml

통합 평균 0.048 0.226 0.447 0.902

GC/ECD 이황화탄소

TRSD(%) 0.54

TRSD/1.645 0.33

TBias 1.29

Accuracy 2.18

<표 9> 분석자 숙련도 평가 분석결과(검출기:ECD, 용매:이황화탄소)

농도수준 0.1 TLV 0.5 TLV 1 TLV 2 TLV
검출기 용매

주입량 0.04mg/ml 0.22mg/ml 0.45mg/ml 0.91mg/ml

통합 평균 0.048 0.220 0.448 0.9011

GC/ECD

15%

아세톤이

함유된

시클로헥산

TRSD(%) 0.65

TRSD/1.645 0.40

TBias 0.63

Accuracy 1.70

<표 10> 분석자 숙련도 평가 분석결과(검출기:ECD, 용매:15%아세톤이 함유된 시클로헥산)

농도수준 0.1 TLV 0.5 TLV 1 TLV 2 TLV
검출기 용매

주입량 0.04mg/ml 0.22mg/ml 0.45mg/ml 0.91mg/ml

통합 평균 0.044 0.225 0.453 0.906

GC/FID 이황화탄소

TRSD(%) 1.11

TRSD/1.645 0.68

TBias 1.48

Accuracy 3.31

<표 11> 분석자 숙련도 평가 분석결과(검출기:FID, 용매:이황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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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수준 0.1 TLV 0.5 TLV 1 TLV 2 TLV
검출기 용매

주입량 0.04mg/ml 0.22mg/ml 0.45mg/ml 0.91mg/ml

통합 평균 0.050 0.231 0.462 0.898

GC/FID

15%

아세톤이

함유된

시클로헥산

TRSD(%) 0.50

TRSD/1.645 0.30

TBias 1.35

Accuracyv 2.17

<표 12> 분석자 숙련도 평가 분석결과(검출기:FID, 용매:15%아세톤이 함유된 시클로헥산)

분석 통합정확도와 통합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해 탈착용매별로 노출기준의 0.1배,

0.2배, 0.5배, 1.5배, 2.0배 수준의 표준용액을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조건에서 통합

상대표준편차(TRSD)/1.645의 값이 통합편향(Tbias) 값보다 작기 때문에 정확도와

정밀도(2) 공식을 사용했다. 기존 측정·분석법인 NIOSH 1013의 정확도는 ±15.5%로

작업환경측정·분석의 오차가 ±15.5%가 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GC/ECD에서

이황화탄소 용매 분석 시 정확도 2.18%, 정밀도 0.54%이며 15% 아세톤을 함유한

시클로헥산 용매 분석 시 정확도 1.70%, 정밀도 0.65%로 산출되었다. GC/FID에서

이황화탄소 용매 분석 시 정확도 3.31%, 정밀도 1.11%이었으며 15% 아세톤을 함유

한 시클로헥산 용매 분석 시 정확도 2.17%, 정밀도 0.50%으로 산출되었다. 모든 분

석 시 정확도 즉, 분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오차가 5% 미만이며 정밀도가 최대

1%로 편차가 매우 적다는 것 알 수 있다.

다. 채취매체별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GC/ECD는 GC/FID에 비해 검출기 특성상 감도가 민감하며 미량농도 검출도 가

능했다. 그러나 미량농도에서는 재현성이 매우 낮아 검출한계까지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정 농도수준 이상이어야만 분석에 있어서 높은 신뢰도를 반영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복실험을 통해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최저

농도를 찾아 계산했으며 두 분석법 중 GC/FID의 직선성(r2)이 조금 더 우수한 편으

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재현성있게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구하기 위해 5개 이상의 시료를

제조하였다. 기준농도의 시료를 제조하여 그보다 낮은 농도수준의 시료 2개, 기준

농도 시료, 기준 농도의 5배 수준, 10배 수준 시료를 제조한 뒤 각각의 채취매체 같

은 농도로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농도수준 별 시료 분석 값으로 검량선을 작성하고

매체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주입해 표준시료에 대한 반응 값과 농도에 대한 회귀

선을 구한다. 그리하여 검출한계를 3가지 값 중 가장 큰 값으로 선택하는데 여기서

3가지 값은 계산된 검출한계 값과 가장 낮은 표준시료의 농도, 회귀식이 음의 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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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경우 X 절편 값이다.

검출한계를 구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량한계를 구한다. 검출한계 값의 3.33배

와 회수율 75% 이상인 질량 값 중 큰 값을 선택한다. GC/FID와 GC/ECD를 이용해

매체별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산출했을 때 Anasorb tube의 검출한계는 GC/FID 0.

0057mg/ml, GC/ECD 0.0027mg/ml이며 정량한계는 GC/FID 0.01911mg/ml, GC/EC

D 0.0090mg/ml이다. CSC Tube는 검출한계가 GC/FID 0.0057mg/ml, GC/ECD 0.00

23mg/ml이며 정량한계는 GC/FID 0.0191mg/ml, GC/ECD 0.0076mg/ml였다.<표 1

3>,[그림 8~11]

[그림 8] Calibration curve of 1,2-DCP in GC-FID(용매:이황화탄소)

[그림 9] Calibration curve of 1,2-DCP in GC-FID(용매:15% 아세톤이 함유된 시클로헥산)

[그림 10] Calibration curve of 1,2-DCP in GC-ECD(용매:이황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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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alibration curve of 1,2-DCP in GC-ECD(용매:15%아세톤이함유된시클로헥산)

매체 검출기 검출한계(mg/ml) 정량한계(mg/ml) r2

CSC Tube
FID 0.0057 0.0191 1.000

ECD 0.0023 0.0076 0.998

Anasorb
Tube

FID 0.0057 0.0191 0.999

ECD 0.0027 0.0090 0.998

<표 13> 매체별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실험결과

라. 포집용량 및 파과실험

1,2-디클로로프로판의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이 75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었으

나 작업환경측정·분석방법에서 매체 포집용량은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았다. A

nasorb Tube 외에 CSC Tube의 1,2-디클로로프로판 포집용량 역시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강화된 노출기준과 새로운 매체 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챔버를 이용하여 포집용량 실험 및 파과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실 내 챔버로 펌프를 이용해 3가지 유량(0.1 L/min, 0.2 L/min, 0.4 L/min)을

설정하여 Anasorb Tube와 CSC Tube가 파과되는 농도 및 시간을 실시간으로 구했

다. 이후 파과농도 및 시간을 계산하여 적정 포집용량을 산출했다.



- 26 -

[그림 12] Anasorb Tube를 이용한 파과곡선

[그림 13] CSC Tube 유량별 파과곡선



- 27 -

챔버 내부 농도를 약 130pp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펌프 유량을 변경하며 매

체 별로 1,2-디클로로프로판을 포집했다. 그러자 Anasorb Tube는 0.4L/min으로 포

집 시 1시간 20분 후부터 32L 지점에서 파과가 발생하여 48L에 10% 파과가 이루

어졌다. 0.2L/min 속도로 포집하자 3시간 후부터 37L 지점에서 파과가 발생하기 시

작해 49L에 10% 파과가 이루어졌다. 0.1L/min으로 포집 할 때는 5시간 후인 35L

지점에서 파과가 발생해 47L에 10% 파과가 일어났다. Anasorb Tube는 평균 34L에

서 파과가 시작되어 48L에 완전한 파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그

림 12]

CSC Tube의 경우 0.4L/min으로 포집 시 약 1시간 10분 이후부터 28L 지점에서

파과가 발생하여 40L에 10% 파과가 이루어졌다. 0.2L/min 속도로 포집하자 2시간

30분 후부터 30L 지점에서 파과가 발생하기 시작해 36L에 10% 파과가 이루어졌다.

0.1L/min으로 포집 할 때는 4시간 후인 28L 지점에서 파과가 발생해 34L에 10%

파과가 일어났다. CSC Tube는 평균 28L에서 파과가 시작되어 37L에 완전한 파과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그림 13]

실험결과 현 고용노동부의 8시간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10ppm)의 13배 수준의

농도에서도 1,2-디클로로프로판을 장시간 측정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Anasorb

tube는 평균 34L, CSC Tube는 평균 28L 정도로 두 매체가 총 포집유량 30L 전 후

에서 파과가 시작하며 Anasorb Tube의 흡착력이 조금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단일물질이 아닌 여러 물질

들이 혼합된 복합물질을 동시에 측정한다. 앞서 계산한 정량한계를 바탕으로 최소

포집량을 산출해보면 1,2-디클로로프로판의 노출기준 10ppm의 0.1배(1ppm)의 값을

대입했을 때 Anasorb Tube는 최소 2L이상, CSC Tube는 최소 5L 이상 포집하여야

분석 시 검출이 가능하다. 최대 포집량의 경우 1,2-디클로로프로판 단일물질만 산정

했을 때는 두 매체모두 평균 30L 정도이지만 사업장 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

류와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최대 10L로 설정했을 때 복합물질 측정

에도 시료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용량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Anasorb Tube

는 2L ~ 10 L, CSC Tube는 5L ~ 10L의 총 포집용량을 제안한다.

파과용량(L)
유 량(L/min)

0.1 0.2 0.4 평 균

0% + 35.1 37.6 32.2 34.9

10% 47.2 49.3 48.5 48.3

<표 14> Anasorb Tube 파과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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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과용량(L)
유 량(L/min)

0.1 0.2 0.4 평 균

0% + 28.1 30.3 28.1 28.8

10% 34.6 36.4 40.2 37.0

<표 15> CSC Tube 파과실험 결과

2. 현장평가 및 작업환경관리방안 평가

1,2-디클로로프로판을 세척액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채취한 Anasorb Tube와

CSC Tube 시료 분석결과는 표 16, 표 17와 같다.

사업장 간 1,2-디클로로프로판 농도를 살펴보면 Anasorb Tube 기준으로 FID에서

불검출(Not Detected, N.D.) ~ 83.2ppm 이었고 ECD에서는 불검출 ~ 70.9ppm 농도

수준이었다. CSC Tube 기준으로는 FID에서 불검출(Not Detected, N.D.) ~ 67.4pp

m, ECD에서 블검출 ~ 66.6ppm 농도수준이었다. 매체와 검출기 간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동일한 시료를 FID와 ECD로 각각 분석했더니 Anasorb Tube를 15% 아세

톤이 함유된 시클로헥산 용매로 탈착했을 때 FID에서 상대적으로 탈착효율이 낮게

나와 시료가 과대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농도일수록 과대평가가

크게 나타나 A사업장의 경우 평균 68.3ppm이 검출되는 다른 분석법과 달리 약 15p

pm이나 높게 검출되었다. CSC Tube를 이황화탄소로 탈착하여 분석했을 때는 검출

기 간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ECD 분석 시 ECD 검출기의 민감한 특성

탓에 이황화탄소 용매 피크의 끝단에서 Flat-top현상이 쉽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볼 때 Anasorb Tube는 ECD, CSC Tube는 FID와의 분석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A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10ppm에 비해 약 7배 초과하는 농도결과

가 나왔는데 측정 당시 밀폐된 공간의 세척부스에서 지역시료를 채취하여 환기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농도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 타

사업장에서도 노출기준이 초과하였으나 모두 세척조 근처에서 지역시료 채취이며

작업하는 근로자는 항시 세척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농도만큼 노출

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평가를 위해 개인시료채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16~17>,[그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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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Anasorb Tube 현장 시료채취 분석결과

사업장
측정 시료 농도(ppm)

검출기 탈착효율
(%)1 2 3 4 5 6 7

A
83.25 73.36 - - - - - FID 0.81

70.95 62.98 - - - - - ECD 0.91

B
3.34 3.17 3.22 - - - - FID 0.81

3.39 3.27 3.24 - - - - ECD 0.91

C
7.01 14.75 4.45 30.27 25.45 16.85 - FID 0.84

6.31 13.36 3.93 16.55 23.58 14.91 - ECD 0.95

D
9.12 10.65 4.34 1.68 - - - FID 0.84

8.33 9.52 4.03 1.68 - - - ECD 0.95

E
N.D. 2.92 N.D. - - - - FID 0.84

N.D. 1.41 N.D. - - - - ECD 0.95

F
N.D. N.D. N.D. - - - - FID 0.84

N.D. N.D. N.D. - - - ECD 0.95

H
7.15 6.94 16.43 17.34 2.83 6.77 14.88 FID 0.93

5.93 6.48 14.72 17.39 2.55 6.13 13.33 ECD 1.03

I
8.83 14.41 3.54 2.79 6.81 7.75 - FID 0.93

8.70 14.37 3.31 2.88 6.78 7.81 - ECD 1.03

J
15.23 9.84 19.58 22.77 13.93 12.22 - FID 0.94

12.11 7.47 15.78 18.46 11.81 10.25 - ECD 0.97

N.D. : 검출한계 미만(FID : 0.0126mg/sample, ECD : 0.0162mg/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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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측정 시료 농도(ppm)

검출기 탈착효율
(%)1 2 3 4 5 6 7

A
67.42 57.03 - - - - - FID 0.99

66.65 56.01 - - - - - ECD 1.03

B
2.91 2.57 2.92 - - - - FID 0.99

2.97 2.60 3.06 - - - - ECD 1.03

C
5.42 12.15 3.79 21.74 22.12 14.68 - FID 1.02

5.17 11.97 3.60 22.49 21.14 14.43 - ECD 1.02

D
8.53 9.71 4.09 1.71 - - - FID 1.02

8.39 9.52 4.30 1.81 - - - ECD 1.02

E
N.D. 1.37 N.D. - - - - FID 1.02

N.D. 1.50 N.D. - - - - ECD 1.02

F
N.D. N.D. N.D. - - - - FID 1.02

N.D. N.D. N.D. - - - ECD 1.02

H
5.48 6.20 14.74 15.63 3.03 3.31 11.54 FID 0.89

5.16 5.64 12.93 15.99 3.04 3.22 10.13 ECD 0.90

I
8.32 10.62 2.59 2.47 9.27 7.83 - FID 0.90

7.91 10.38 2.80 2.70 8.74 7.20 - ECD 0.90

J
13.35 6.66 14.80 16.82 9.56 8.59 - FID 0.97

13.33 6.66 15.19 17.13 9.37 8.57 - ECD 0.95

<표 17> CSC Tube 현장 시료채취 분석결과

N.D. : 검출한계 미만(FID : 0.0115mg/sample, ECD : 0.0103mg/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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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생산제품(소형 크기) 세척조

[그림 15] 생산제품(대형 크기) 세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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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생산제품(소형 크기) 세척작업

[그림 17] 생산제품(대형 크기) 세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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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고찰

1. 1,2-디클로로프로판 실험실 연구 및 현장평가

한 때 각광받는 세척제 물질 중 하나였던 1,2-디클로로프로판은 발암물질로 지정

되며 노출기준 또한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 주요 세척 물질 중 하나로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작업장 공기 중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국립산업

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측정·분석법과 비교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측정·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먼저 1,2-디클로로프로판에 대해 정의하고 실험하고자 하는 채취매체와 검출기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정의와 개념을 정리했다. 해당 매체와 검출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4가지 농도수준(노출기준의 0.1배, 0.5배, 1배, 2배)으로 표준물질을 제조해

Anasorb Tube와 CSC Tube에서 각각 농도별 저장안정성을 평가하자 두 매체 모두

평균 90%이상의 탈착효율을 보였으며 저장 시 상온(25℃)과 냉장(4℃)의 차이는 없

었다. 그러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매체 모두 상온저장 샘플에서 이동현상이

많이 나타나 1,2-디클로로프로판 채취 후에는 매체의 냉장보관을 우선시 해야한다.

또한 ECD 분석의 경우 검출기의 민감한 특성 탓에 Flat-top 현상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FID 검출기 사용 시 분석자에게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2명의 분석숙련자를 대상으로 통합정확도와 통합정밀도를 평가한 결과 두 매체

모두 분석오차가 5%미만으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밀도는 최대 1.11%

로서 편차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체와 검출기 간의 검출한계는 Anasorb Tube의 경우 0.0023~0.0057mg/ml, CSC

Tube는 0.0024~0.0057mg/ml로 노출기준의 1/70~1/150배에 해당한다. 정량한계는 A

nasorb Tube 0.0076~0.00191mg/ml, CSC Tube 0.0078~0.0191mg/ml로 노출기준의 1

/24~1/60배 수준에 해당하며 검출기 중 FID의 직선성(r2)이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 내 챔버를 이용하여 3가지 유량속도(0.1 L/min, 0.2 L/min, 0.4 L/min)에서

매체별 파과용량과 포집용량의 경우 챔버 내부 농도를 약 130ppm으로 유지했을 때

Anasorb Tube의 평균 32L부터, CSC Tube는 28L부터 파과가 발생했고 흡착능력은

Anasorb Tube가 조금 더 우수했다. 총 포집용량의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최소포집

용량은 정량한계를 바탕으로 노출기준 0.1배 수준으로 했다. 최대포집용량은 파과용

량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장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 외에 다른 물질까지 함께 복합

물질로 측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 10L로 산출했다. 그리하여 Anasorb Tube는

2~10L, CSC Tube는 5~10L의 범위로 제안한다.

실험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체의 실제 현장 성능을 비교해보고자 1,2-디클로

로프로판 사용 사업장을 섭외하여 저농도부터 고농도까지 측정 후 분석평가를 실시

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을 세척액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9곳을 섭외해 Anasor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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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와 CSC Tube로 각각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공기 중 농도가 불검출 ~ 83.2ppm

까지 검출되었다. 실험실 평가결과에 동일하게 Anasorb Tube는 고농도에서 FID

분석 시 탈착효율이 낮아 공기 중 농도의 과대평가가 나타나 ECD의 분석효율이 우

수했다. CSC Tube 사용 시에는 검출기별 성능 차이는 없었으나 ECD에서 쉽게 Fl

at-top 현상이 나타나 분석 시 FID의 효율이 더 우수했다.

1,2-디클로로프로판 측정·분석법 개발을 위해 Anasorb Tube와 CSC Tube를 비

교·평가한 결과 매체 자체로서의 포집성능 및 저장안정성은 두 매체 모두 적합했다.

다만 분석과정에서 효율성을 살펴보았을 때 Anasorb Tube는 ECD 검출기와, CSC

Tube는 FID 검출기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론적인 매체 성능은 두 매체 모두

우수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 채취매체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측

정· 분석의 경제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라 1년에 2회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특정 상황의 경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

다. 그런데 Anasorb Tube와 ECD 검출기는 상대적으로 고가에 해당하는데다 타 물

질과 함께 채취할 수 없어 복합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면 매체를 2개 이상 사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포집 특성 상 다른 종류매체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채취할 경우

분석 시에도 다른 용매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매체 구매비용과 분석

비용, 측정자·분석자의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2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늘어난 비용을 사업장에 청구하게 되어 사업장

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게다가 개인시료측정 시 근로자

에게 매체와 펌프를 부착하게 되는데 이 때 매체와 펌프를 이중으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매체로서의 우수성과 효율성, 지속적인 측정·분석의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1,2-디클로로프로판 채취매체는 CSC Tube를 사용하고 분석기기로는 GC-FID를 사

용할 것을 제안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 채취매체 및 검출기 비교·평가실험을 진행함에

있어 NMAM의 전해전도도검출기(ELCD)가 현재 통용되고 있지 않아 이의 한 종류

인 전자포획검출기(ECD)를 이용해 실험하여 NMAM 분석법을 그대로 따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통합 정확도와 정밀도를 추론함에 있어 NMAM에서는 측정·

분석의 통합오차를 제시할 때는 분석오차와 시료채취펌프의 에러오차 5%, 시료채취

오차까지 3가지 오차를 합산하여 통합오차 ±15.5%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

석오차만 제시한 점 또한 한계로 남는다. 추후 시료채취 오차 실험을 추가로 진행

하여 통합오차를 산출해 내는 연구를 진행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평가가 이

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평가 시 사업장 세척작업 1,2-디클로로프로판의 농도는 불검출에서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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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배까지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고농도 검출의 경우 지역시료 채취 시 세척공

간 내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작업 측정 시

근로자는 항시 세척공간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고농도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시료만 측정해 분석한 한계가 있기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

하여 개인시료채취를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이미 담관암 발생 추정물질로 인정된 바 근로자 건강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 측정·분석에 적합

한 방법을 찾아 제시한 것은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킨

데 기여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1,2-디클로로프로판 단일물질만 사

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1,2-디클로로프로판과 함께 사용되는 물질을 파악

하여 정리하고 해당 물질들의 혼합에 따른 인체 내 독성반응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1,2-디클로로프로판의 독성이 알려지며 이를 대체하는 신규 화학물질이

개발됨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독성으로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또다른 건강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대체하여 나타난 1,2-디클로로로판의 담관

암 발병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항상 새로운 화학물질의 출현과 그 독성에 주의를

기울여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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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2-Dichloropropane Analysis method using GC-FI

D and CSC Tube

Hyoun Min CHO
The Graduate School of Safety and Health

University of Ulsan

1,2-Dichloropropane, which was used in the limelight as an alternative cleaning

agent in the mid-2000s at domestic industrial sites, is presumed to be the caus

ative agent of bile duct cancer in Japan and has been classified as a carcinoge

n. , Use in Japan was banned. One of the detergent substances, 1,2-dichloropro

pane, is still openly used in the country,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strengthened the exposure standard from 75ppm to 10ppm to reflect t

his danger.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currently no analytical method

that can evaluate the appropriate exposure density level after measuring this.

For the evaluation of 1,2-dichloropropane concentration in the air, there is a wo

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and analysis method (NMAM) of the National I

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sampling medium and electr

olytic conduction detector (electroconductivity detector) presented in that analysi

s method. ELCD) is not currently mainly used in Japan, and it is difficult to ap

ply it smoothly in the field by the method of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

t and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NMAM sampling medium (Anasorb Tu

be) and detector (ECD corresponding to ECLD type) and sampling mainly used

in Japan for sampling and evaluation of 1,2-dichloropropane in air Through com

parison of performance experiments of medium (CSC Tube) and detector (FID),

we try to present a more suitable sampling medium and analysis method.

First, using the laboratory evaluation (Lab Test), the storage stability experime

nt of the sampling medium, the integrated accuracy and precision evaluation, th

e detection limit and the quantification limit were calculated. Then, when the tot

al collection flow rate and the breakthrough experiment for each medium were

carried out using the chamber and the difference in the collection rate between



- 38 -

the media was observed when collecting 1,2-dichloropropane, the two media wer

e used. Both showed excellent efficiency, and almost no migration phenomenon

was observed during refrigerated storage. The accuracy and accuracy as a medi

um were also excellent, and the quantitative limit was calculated up to 1/60 tim

es the exposur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

y recruiting the workplace and conducting a field test. Both media are effective

as 1,2-dichloropropane collection media, but the use of CSC Tube and GC-FID i

s considered to be efficient when the economics of the media and analyzer and

the burden of workers in measuring the working environment are comprehensiv

ely considered.

Keyword : 1,2-dichloropropane, CSC Tube, GC-FID, Anasorb tube, GC-ECD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논문의 구성

	Ⅱ. 문헌조사
	1. 1,2-디클로로프로판 정의와 개념
	2. 흡착제와 흡수액의 정의와 개념
	3. 가스마토그래프 검출기(ECD 및 FID) 정의와 개념

	Ⅲ. 연구방법
	1. 실험실 분석평가
	2. 현장평가(공기 중 시료 채취 및 분석)

	Ⅳ. 연구결과
	1. 실험실 분석평가 결과
	가. 시료 저장안정성 시험
	나. 정확도와 정밀도
	다. 채취매체별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라. 포집용량 및 파과실험

	2. 현장평가 및 작업환경관리방안 평가결과

	Ⅴ. 결론 및 고찰
	1. 1,2-디클로로프로판 실험실 연구 및 현장평가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act


<startpage>6
Ⅰ. 서론 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
 2. 연구 목적 6
 3. 논문의 구성 6
Ⅱ. 문헌조사 7
 1. 1,2-디클로로프로판 정의와 개념 7
 2. 흡착제와 흡수액의 정의와 개념 8
 3. 가스마토그래프 검출기(ECD 및 FID) 정의와 개념 9
Ⅲ. 연구방법 10
 1. 실험실 분석평가 10
 2. 현장평가(공기 중 시료 채취 및 분석) 14
Ⅳ. 연구결과 15
 1. 실험실 분석평가 결과 15
  가. 시료 저장안정성 시험 15
  나. 정확도와 정밀도 22
  다. 채취매체별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23
  라. 포집용량 및 파과실험 25
 2. 현장평가 및 작업환경관리방안 평가결과 28
Ⅴ. 결론 및 고찰 33
 1. 1,2-디클로로프로판 실험실 연구 및 현장평가 3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34
참고문헌 36
Abstact 3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