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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환기설비 이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A Field Survey on Ventilator Operation by Occupants in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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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Feb. 2006, the ventilating systems with air exchange rate of over 0.7times/hour are installed at the apartment houses

(over 100 units). However, In recent years, mold and dust occurred in ventilating systems, so investigations that using the

ventilating system by tenants are requir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of ventilator operation by

occupants in apar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of all, a number of ventilating systems are not operated correctly by

occupa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nform the tenants that how to use the ventilating systems correctly, and needed

management regularly by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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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2006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

라 100세대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

는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를 만족하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신축된 공

동주택에는 전열교환형 환기시스템 혹은 바닥열 이용 환

기시스템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환기설비와 주변의 결로

발생하고 입주자의 환기설비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어

입주자의 환기설비 사용에 관한 문제점 파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 신축

한 서울의 공동주택 200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

자들의 환기설비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2.1 설문조사 개요

설문 조사는 전열환기 시스템을 설치한 공동주택 100

세대와 바닥환기시스템을 적용한 100세대를 대상으로 세

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거주자 및

거주지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 7문항, 환기설비의 사

용 실태 인식에 관한 문항 8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2.1 설문조사 결과

1) 거주자 및 거주지의 일반적 특성

설문대상자 200명의 거주자 및 거주지의 일반적 특성

에 대한 7문항의 설문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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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주자 및 거주지의 일반적 특성

(총 응답자수 : 200명/세대)

항목 내용

성별 여자 : 75.0%(150명), 남자 25.0%(50명)

연령
40대 31.0%(62명), 30대 24.0%(48명), 50대 18.5%(37명),
60대 이상 18.0%(36명), 20대 8.5%(17명)

거주 층
7-10층 33.5%(67세대), 11-14층 27.5%(55세대),
4-6층 19.0%(38세대), 1-3층 16.0%(32세대), 15
층 이상 4.0%(8세대)

평형(㎡) 59㎡ 47.0%(94세대), 84㎡ 23.0%(46세대), 49㎡
23.0%(46세대), 39㎡ 3.5%(7세대), 114㎡ 3.5%(7세대)

방 수 3개 67.5%(135세대), 2개 31.5%(63세대),
4개이상 1.0%(2세대)

거주
기간

2~3년 37.5%(75세대), 3~4년 30.5%(61세대)
4년이상 21.5%(43세대), 1~2년 7.5%(15세대)
1년이하 3.0%(6세대)

실거주
인원수

4명 45.0%(90세대), 3명 23.0%(46세대), 5명 이상
22.0%(44세대) 2명 9.5%(19세대), 1명 0.5%(1세대)`

2) 환기설비 사용실태 및 인식에 관한 설문

환기설비 사용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설문 결과를 표 2

~ 9에 나타내었다.

표 2. ‘평소 실내공기를 좋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설문결과

(응답자수 : 200명, 중복 응답)

창문을 연다 (자연 환기) 193명 (96.5%)

기계환기를 가동한다 34명 (17.0%)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40명 (20.0%)

방향제를 사용한다 12명 (6.0%)

청소를 자주한다 51명 (25.5%)

기 타 3명 (1.5%)

표 3. ‘세대내 환기설비가 설치되어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설문 결과

(응답자수 : 200명/세대)

알고 있다 157명 (78.5%)

모른다 43명 (21.5%)

표 4. ‘기계한기설비의 사용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설문결과

(응답자수 : 154명/세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9명 (38.3%)

하루 1회이상 주기적 사용 12명 ( 7.8%)

일주일 1회이상 주기적 사용 7명 ( 4.5%)

실내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 비정기적 사용 67명 (43.5%)

기타 9명 ( 5.8%)



표 5. ‘환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시기는?’ 설문결과

(응답자수 : 36명/ 세대)

취사시간 전후에 12명 (33.3%)

청소시간 전후에 8명 (25.5%)

실내공기가 오염되었을 때 11명 (30.6%)

외출후 귀가시 2명 ( 5.6%)

기타 3명 ( 8.3%)

표 6. ‘환기설비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 설문결과

(응답자수 : 157명/ 세대, 중복 응답)

전기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27명 (17.2%)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52명 (33.1%)

환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36명 (22.9%)

유지 관리가 귀찮아서 12명 (7.6%)

기타 30명 (19.1%)

표 7. ‘환기설비의 청소 빈도는?’ 설문결과

(응답자수 : 171명/ 세대)

전혀 하지 않는다 146명 (85.4%)

매일 1회 이상 1명 ( 0.6%)

일주일에 1회 이상 4명 ( 2.3%)

한달에 1회 이상 5명 ( 2.9%)

6개월에 1회 이상 8명 ( 4.6%)

기타 7명 ( 5.2%)

표 8. ‘환기설비의 청소 방법은?’ 설문결과

(응답자수 : 44명/ 세대)

필터 먼지 제거 및 교체 15명 (34.1%)

취출구 먼지 제거 및 청소 12명 (27.2%)

살균제 살포 3명 ( 6.8%)

전문 청소용역 이용 0명 ( 0.0%)

기타 14명 (31.8%)

표 9. ‘환기설비 사용에 있어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설문결과

(응답자수 : 200 명/ 세대, 중복 응답)

체계적 전문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 제공 47명 (23.5%)

필터 및 부속 자재의 용이한 구입 24명 (12.0%)

입주시 환기설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 96명 (48.0%)

환기 설비 자체의 자동운전 프로그램 36명 (18.0%)

환기설비의 효율 개선으로 전기요금 절약 36명 (18.0%)

환기설비 소음 개선 21명 (10.5%)

기타 11명 ( 5.5%)

3.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 전체 200명(세대)은 여자 75%, 남자 25%

로, 40대(62명, 31%)와 30대(48명, 24%)가 주를 이루었으

며, 설문 대상의 공동주택은 7~10층 (67세대, 33.5%)과 59

㎡(94세대, 47%)형의 비중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방이 3

개인 경우(135세대, 67.5%)가 가장 많았다. 또한, 2~3년

(75세대, 37.5%)에서 3~4년(61세대, 30.5%)의 거주기간을

가진 세대가 가장 많았고, 4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전

체 67%(134세대)로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2) 거주자들이 실내공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

는 방법은 ‘자연환기’(96.5%)로서, 기계환기를 가동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하였다. 거주자들은 세대내 기계환기

설비가 설치되어있다는 사실은 대체로 알고있으면서도,

(78.5%인 157명이 ‘알고있다’고 응답) 기계환기를 ‘실내공

기오염이 심할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사용’(67명, 43.5%) 하

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음(59명, 38.3%)’의 비중이 높으며

환기설비를 하루 1회 이상 정기적 사용하는 경우는 12세

대(7.8%)에 불과. 또한, 환기 설비의 주 사용시간에서도

‘취사시간 전후’(14세대, 33.3%), 실내공기오염물질이 있을

경우’(11세대, 30.6%)가 가장 크게 나타나, 환기설비가 실

내 냄새나 연기등의 제거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기계환

기설비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환기설비가 설치된 것을 모르는 이유로 ‘입주시 알

려주지 않음’이 있었으며, 환기설비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주 원인은 전기 요금이나 효과에 관한 응답보다도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52명, 33.1%)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입주시 환기설비 사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

로 인하여 거주자들이 올바른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점

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4) 기계환기설비의 향후 개선방안은 ‘입주시 환기설비

사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

았으며 (96명, 48%), 전문가의 주기적 관리를 요망하는

의견도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49명, 23.5%) 따라서, 공

동주택에서 환기설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보다 적극

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입주자 및 향후 입주예정자들

의 환기설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환기설비의 설치

목적과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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