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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건물 내 재실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 SHS)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환

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정부에서는 100

세대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환기량 (0.7회/h(06년 2월), 0.5회/h(14년 1월))이상의 

환기횟수를 만족하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

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신축된 공동주택

에는 환기설비가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환기설비 내부의 결로발생 

가능성과 거주세대의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기계환기설비 

급기덕트 내 비산 분진량 추정 및 분진의 실내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실 거

주세대 재실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가시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Jeon, 2013; Seo, 2014). 
또한, 환기설비 덕트 내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인하여 오

히려 환기시스템이 재실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의 일부 언

론에서는 공동주택의 환기시스템으로 오히려 곰팡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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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도하여 이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오염도 실

태파악을 위하여 수도권 환기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덕트 내 오염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기덕트 

오염 상태를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궁극적으로 

건물 내 환기설비의 개선과 건강을 고려한 실내 쾌적 환

경을 창출하는 기초적 연구가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

다. 공동주택에서의 환기덕트 내 오염도가 발생하고 있

다는 언론보도를 검증하고자 2006년 이후 환기설비가 설

치된 국내 수도권 공동주택 실 거주세대 32세대를 선정

하여 환기덕트 내 오염현황을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간 정밀측정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건물 

준공년도와 평형대별, 환기방식별(천장형 및 바닥형), 그

리고 덕트 내 댐퍼(Damper)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실

시하였다. 내시경카메라를 사용하여 덕트 내부를 정밀조

사하였고, 덕트 내 오염물질을 포집하여 박테리아와 곰

팡이를 분석함으로써 덕트 내 오염현상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2. 공동주택 환기덕트 오염도 실태조사

2.1 실태조사 개요

공동주택 환기덕트 오염도 실태조사

A Survey on the Contamination of Ventilation Duct in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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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ontamination in the ventilation ducts in 32 apartment houses in Seoul. Duct contamination 
measurements were used based on endoscope camera.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ceiling heat exchangers, contamination in the 
exhaust diffuser areas of kitchen was severe. Also contamination in the case of under floor ventilation was serious at outdoor air-introduction 
components and the elbow areas of lower machine parts. To compare analyses of contamination level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of damper 
in ventilation system, intalled dampers contamination level on the floor ventilation types were higher than the ceiling ventilation typ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duct contamination measurement in apartment houses, the installation of dampers revealed importance factors in the 
contamination of microorganisms such as bacteria and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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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행된 공동주택의 환기덕트 오염도 실태

조사 개요는 Table 1과 같다. 오염도 측정의 정확도를 높

이고자 먼저 준공년도가 비슷한 2009년과 2010년의 세대

를 대상으로 크기 59㎡의 총 32세대를 선정하여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간 측정하였다.

환기타입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장형과 바닥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오염

도의 발생정도가 댐퍼의 유무에 따라 발생함을 고려하여 

댐퍼유무를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세부 측정 장비로는 덕트 내 오염도 정밀측정을 위한 

내시경 카메라와 환기설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물

을 측정하기 위한 부유 세균량 측정기, 미생물 채취를 위

한 측정장비 등이 있다(Table 2).

2.2 내시경 카메라 측정

덕트 내 오염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덕트 내부에 삽입하여 30㎝간격으로 측정을 실

시하였다. 덕트 내 측정 포인트는 Table 3과 같다.

Ventilation 
system

Ceiling Under floor

Measurement 
Point

(Living room, 
Bedroom, Room)

Inlet diffuser,
Exhaust diffuser 
areas of kitchen

(Living room, 
Bedroom, Room)

Inlet diffuser,
Elbow areas of 

lower machine parts

Table 3. Endoscope camera measurement point

이때, 덕트 내 내시경 카메라에 의한 오염도 구분의 경

우 오염도에 대한 지표나 기준이 기존문헌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였

다.

Figure 1과 Table 4와 같이 덕트내부를 내시경카메라

에 의한 촬영 결과 오염도의 분포 비율을 ‘상’의 경우 

75%이상 오염, ‘중’의 경우 50%이상 오염, ‘하’의 

경우 25%이상 오염으로, 덕트 내 오염정도를 상, 중, 하

로 구분하였다.

Ventilation system Ceiling Under floor 

Apartment

Jungnang-gu "S" Gangdong-gu "K" Gangdong-gu "K" Nowon-gu "S" 

Completion 2009 2010 2009 2009

Unit type (㎡) 59 59 59 49/59

Motor Damper 
installed

O O X X

Back Draft Damper 
installed

O O O O

Measure houses 8 8 8 8

Total houses 16 16

Table 1. Summary of the target apartment

Classification
Measurement 

equipment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Endoscope 
camera

Measurement inside duct

Airborne 
Bacteria

After operation of 
ventilation system 

(10min~30min later), air 
sampling at inlet diffuser

3M Quick 
Swab

 Microorganism sampling 
inside duct

Table 2. Measurement equipment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IP: 165.194.26.63 | Accessed 2015/10/30 20:47(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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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75% over)

Medium
(50% over)

Low
(25% over)

Table 4. Ventilation system level of contamination

2.3 부유세균 측정

환기설비 가동 시 재실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

세균을 Indoor Air Quality Standard Method(2010)1)을 

근거로 실내 급기 디퓨져 부위에 10cm이내 간격으로 근

접시켜 측정하였다(Figure 2).

Figure 2. Airborne bacteria 

measurement point 

Table 5와 같이 주된 부유세균 측정 위치로는 거실과 

침실을 선정하였으며, 덕트 내 오염정도를 정확히 측정하

기 위해 세대 내부를 밀폐시킨 뒤 환기설비를 ‘강’으

1)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중 충돌법을 이용

로 설정한 후 실내 환기덕트 디퓨져 부위에 근접시켜 덕

트 내부의 부유세균을 포집하였다. 

Ventilation 
system

Ceiling Under floor 

Measurement 
point

(Living room, 
Bedroom, Room) 

Inlet diffuser

(Living room, 
Bedroom, Room) 

Inlet diffuser

Table 5. According to ventilation type airborne bacteria 

measurement point

부유세균 장비를 통한 부유세균 포집 시간은 20분으로 

하였고, 총 부유세균측정 배지인 TSA(Tryptic Soy Agar)
를 이용하여 25~30℃로 48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부유세

균 농도 계산은 Indoor Air Quality Standard 
Method(2010)2)에 의해 계산하였다. 

2.4 덕트 내 미생물 채취  

Apartment

Songpa-gu "S" Songpa-gu "S" 

Occupied of 
year 2008.1 2008.1

Type(㎡) 59 59

Ventilation 
system Under floor Under floor 

Motor 
Damper 
installed

X X

Back Draft 
Damper 
installed

X X

Table 6. Summary of sampling apartment

A Field Survey on Ventilator Operation by 
Occupants in Apartment Houses(2013)3)연구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설비의 경우 환기설비의 가동률

이 낮고, 특히 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환기시설 입구

2)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부유세균 농도 계산

3)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환기설비 이용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가동율 조사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High
(Contamination

75% over)

Medium
(Contamination

50% over)  

Low
(Contamination

25% over)

: Clean area : Contamination area 

Figure 1. Endoscope camera contamin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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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먼지 및 필터오염으로 덕트 내부의 결로 및 곰팡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4).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입주년도와 

세대면적에 따라 환기설비 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송파구

의 아파트 2세대를 선정하여 덕트 내부 미생물을 채취하

였다(Table 6).
미생물 측정위치는 Figure 3과 같이 환기설비 하단부 

엘보우 부위와 거실 디퓨져 하단부 엘보우 덕트 부위를 

무균면봉으로 채취하였다. 특히, 오염도 분석 비교부위로 

일상생활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욕실부위를 채취하여 비

교분석하였다. 채취한 시료의 분석은 한국미생물보존센터

에 분석을 의뢰하여 미생물 동정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3. Sampling microorganism point

3. 실태조사 결과

3.1 내시경 카메라 결과

내시경 카메라를 통한 환기설비 덕트 내부의 오염도를  

상(75%이상), 중(50%이상), 하(25%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

여 환기방식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1 천장형 환기방식 내시경 카메라 결과

천장형 환기방식의 내시경카메라 결과는 다음 Table 7
과 같다. 총 16세대 48개소의 천장형 환기설비 덕트 내의 

오염도측정 결과 ‘상’(75%이상)은 2개, ‘중’(50%이

상)은 9개, ‘하(25%이상)은 37개로 전체 비중에서 ‘상’ 

(75%이상)과‘중’(50%이상)의 비율보다 ‘하’(25%이상)

의 비율이 높게 나옴으로써 덕트 내 오염정도는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1.2 바닥형 환기방식 결과

바닥환기방식 환기덕트 내부의 내시경카메라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바닥형 환기방식의 총 16세대 48개

소를 측정한 결과 덕트 내 오염도는 ‘상’(75%이상)은 

19개, ‘중’(50%이상)은 23개, ‘하’(25%이상)는 6개로 

오염도 분류에서 ‘상’(75%이상)과 ‘중’(50%이상)의 

비율이 ‘하’(25%이상)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

다.

4) KBS 9시 뉴스보도(2012.9.29). 아파트 환기시설이 오히려 곰팡

이 유발 우려

Ventilation 
system

Apartment
(Occupied 
of year)

Level of contamination

Room 
inlet 

diffuser

Living 
room 
inlet 

diffuser

Exhaust 
diffuser 
areas of 
kitchen

Ceiling 

Jungnang-
gu 
"S"

(2010.2)

Medium Medium Medium

High Medium Medium

Low Low Medium

Low Low Medium

Low Low High

Low Low Medium

Low Low Low

Low Low Low

Gangdong-
gu 

"K" 
(2011.1)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Medium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Table 7. Ceiling type ventilation system endoscope camera 

measurement result

High : 2 Medium : 9 Low : 37

3.1.3 주요 오염부위 분석

(1) 천장형 환기방식

천장형 환기방식은 열교환 소자가 환기설비 내부에 있

어 외기의 인입 시 실내 측 공기와 열교환을 하며 실내

로 공급되는 방식으로, 주요 오염 부위는 Figure 4에서와 

같이 주방배기 디퓨져 부위 A에서 오염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9에서와 같이 천장형 환기방식의 주된 오염부위

는 A부위의 거실의 배기부분, 즉 주방과 가까운 배기 디

퓨져 부위에서 오염되고 있었다.

또한, A부위에서의 오염 정도가 심한 세대의 특징으로

는 환기설비의 가동하는 횟수와 시간에 따라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가동 시간과 횟수가 많을수록 오염도

가 높고, 실내 및 주방의 습도가 높은 세대에서도 오염도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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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 Bed

A

Figure 4. Ceiling type ventilation contamination point

Ventilation 
system

Apartment
(Occupied 
of year)

Level of contamination
Elbow 

areas of 
lower 

machine 
parts 

Room 
inlet 

diffuser

Living 
room 
inlet 

diffuser

Under 
floor 

Gangdong-
gu 

"K"
(2009.3)

Medium Medium Medium

High High High

Low Low Low

Medium Medium Medium

Medium Medium Medium

Low Low Low

Medium Medium Medium

High High High

Nowon-gu 
"S"

(2009.9)

High High Medium

High High Medium

High Medium High

High High High

High Medium Medium

High Medium Medium

High Medium Medium

High Medium Medium

Table 8. Under floor type ventilation system endoscope 

camera measurement result 

High : 19 Medium : 23 Low : 6

"A" Point (Exhaust diffuser areas of kitchen)

Gangdong 
-gu 
"K"

Jungnang 
-gu 
"S"

Table 9. Ceiling ventilation type contamination point result

(2) 바닥형 환기방식

바닥형 환기방식은 열교환을 바닥매립덕트를 통하여 

열교환 하는 방식으로, 주요오염 부위는 Figure 5와 같이 
‘A’외기도입부와 ‘B’기계하단부 엘보우로 확인되었다.

Living Bed

A

B

Figure 5. Under floor type ventilation contamination point

A Point 
(Outdoor 

air-introduction 
components)

B Point  
(Elbow areas of lower 

machine parts)

Nowon-
gu 
"S" 

Gangdong
-gu 
"K" 

Table 10. Under floor type ventilation contamination result

Table 10에서 바닥형 환기설비의 A지점의 오염은 외

기 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MD(Motor Damper)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부위로 확인되었다.

또한, B 지점의 오염은 겨울철 차가운 외기의 인입시 

비난방공간인 발코니를 지나 난방공간인 거실 바닥을 통

해 실내로 유입될 때, 실내 습기의 역 유입과 찬 공기와 

따뜻한 거실 바닥간의 온도차로 인해 생긴 결로로 인한 

오염물질로 분석되었다.(Hwang, 2014)5)

3.2 부유세균 측정결과

환기설비 덕트 내 먼지 및 이물질은 실내로 유입되어 

재실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덕트 내 부

유세균을 디퓨져 부위에서 포집하여 세부측정을 실시하

였다.

3.2.1 천장형 환기덕트 부유세균 결과

Figure 6, Figure 7과 같이 중랑구 S아파트와 강동구 

5) 실내 습기의 디퓨져 부위 습기의 역유입 및 온습도 변화를 

Mock-up실험을 통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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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아파트 천장형 덕트의 부유세균 측정 결과, 중랑구 S아

파트 천장형환기덕트의 부유세균은 평균 210CFU/㎥ 농

도분포를 보였다.

또한, 강동구 K아파트 천장형 환기덕트의 부유세균은 

평균 74CFU/㎥ 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average outside

Figure 6. Jungnang-gu 

"S" Apartment airborne bacteria level(CFU/㎥)

average outside

Figure 7. Gangdong-gu

"K" Apartment airborne bacteria level(CFU/㎥)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수행된 내시경 카메라 오염

도(상, 중보다 하가 많음)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댐퍼가 설치되어있는 천장형 환기방식이 부유세

균 농도가 바닥형 환기방식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3.2.2 바닥형 환기덕트 부유세균 결과

노원구 S아파트와 강동구 K아파트의 부유세균 농도값

은 Figure 8과 Figure 9와 같다.

노원구 S아파트 바닥형 환기덕트 부유세균 농도는 평

균 349CFU/㎥, 강동구 K아파트 바닥형환기덕트 부유세

균은 평균 331CFU/㎥로 나타났다.

바닥형 환기방식은 댐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천장형

환기방식과 비교해볼 때,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이는 앞서 수행한 내시경 

카메라 오염도(오염도가 하보다 상, 중이 많음)와 연관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average outside

Figure 8. Nowon-gu 

"S" Apartment airborne bacteria level(CFU/㎥)

average outside

Figure 9. Gangdong-gu 

"K" Apartment airborne bacteria level(CFU/㎥)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부유세균농도 분포는 덕트 내

에서 댐퍼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바닥형 환기방

식보다는 천장형 환기방식이 댐퍼설치로 오염도가 비교

적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시경 카

메라의 오염정도와 비교해 볼 때, 오염도와 부유세균 농

도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1).

Ventilation 
system

Ceiling Under floor

Apartment
Jungnang

-gu 
"S" 

Gangdong-
gu 

"K" 

Gangdong-
gu 

"K" 

Nowon
-gu 
"S" 

Medium

Occupied 
of year 2010.2 2011.1 2009.3 2009.9

Damper 
installed

O O X X

Average
210 

CFU/㎥
74 

CFU/㎥
331 

CFU/㎥
349 

CFU/㎥
MultiUse 
Facility

800 CFU/㎥ low (WHO : 500CFU/㎥ low)

Table 11. Airborne bacteria leve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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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생물 분석 결과

미생물에는 대기, 수질 그리고 임상분야의 3가지 종류

로 구분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은 포도상구균이 대

표적이며, 곰팡이균 역시 세균의 한 종류로 인체에 호흡

기 질환인 인두염, 피부질환 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균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생물 분석은 부유세균농도가 높았던 바닥  

환기방식 세대를 대상으로 덕트 하단부 엘보우와 거실 

하단부 엘보우 부위에 대해서 일반세균(NUTRIENT 
AGAR), 황색포도상구균(BAIRD PARKER AGAR), 곰
팡이균(POTATO DEXTROSE AGAR)으로 구분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Table 12).
Table 12와 같이 일반세균(NUTRIENT AGAR)은 아

주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BAIRD PARKER AGAR)은 세대의 덕

트 내부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곰

팡이균(POTATO DEXTROSE AGAR)의 경우는 모든 

세대에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생물 동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에서 까지의 결과값을 가지며 

에 가까울수록 미생물 농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에 

이를수록 미생물 농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덕트 내부

의 미생물측정농도는 평균(~ CFU/20㎠)의 농도값

으로 검출되었으며, 욕실에 있는 곰팡이 농도 (

CFU/20㎠)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낮은 농도분포로 확인

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환기덕트가 있는 

32세대를 대상으로 덕트 내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

로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시경 카메라에 의한 환기덕트 내부의 오염부위는 

천장형 환기방식의 경우는 주방 배기 디퓨져 부위에서 

나타났다. 또한, 바닥형 환기방식의 경우는 외기도입부와 

하단부 엘보우 부위에서 검출되었다. 이때 덕트 내 오염

정도는 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형 환기방식이 댐퍼가 

설치된 천장형 환기방식보다 오염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2) 부유세균의 농도는 덕트 내에서 댐퍼의 유무에 따

라 차이가 나는데 바닥형 환기방식보다는 천장형 환기방

식이 댐퍼설치로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시경 카메라의 오염정도와 비교해 볼 때, 

오염도와 부유세균 농도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덕트 내 미생물분석결과 두 환기방식 모두 인체에 

유해한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곰팡이의 

경우 두 환기방식이 설치된 모든 세대에서 검출되었다. 

농도 값은(~CFU/20㎠)으로 욕실(CFU/20㎠)에서 

포집한 곰팡이의 농도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낮은 농도

분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환기덕트에

서는 댐퍼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부유세균과 미생물 등의 

오염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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