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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환기설비 덕트 실태조사

A Survey on the Ventilation Duct in Apartment Houses

                              
                                            

                                     ○황 인 태* 김 호 민** 김 형 근*** 김 미 연**** 박 진 철*****

                                     Hwang, In-Tae Kim, Ho-Min Kim, Hyung-Kun Kim, Mi-Yeon Park, Jin-Chul

Abstract
In accordance for the buildings Equipment Standard on the Ministry of Land, new construction apartment houses be subjects to

the law mechanical ventilation systems that are the ceiling and floor. But, A Recent data indicates that contaminants in the

ventilation ducts generated that threatens the health of the occupants.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ontamination of

the duct with endoscope camera in ventilation systems. Th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ntamination and the airborne bacteria

level of the ceiling ventilation system that MD and BDD were installed was lower than the floor system. For these reason,

Whether to install the damper in duct and depending on the length of duct were identified.

키워드 : 공동주택, 환기설비덕트 (천장형, 바닥형) Keywords : Apartment Houses, Ventilation Duct (Ceiling & Floor type)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2006년 2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시간당 환기횟수를 0.7회로 하여

사용해왔고, 2013년 12월에 법 개정에 따라 0.5회로 변경

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신축된 공동

주택은 기계환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천장형 환기

시스템 혹은 바닥형 환기시스템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설비의 관리 미숙 및

설치 시 발생문제 등에 대한 유지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덕트내부에서 습기와 먼지, 곰팡이 등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재실자에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환기가 적용된 2006년 이후

건설된 서울근교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기설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2.1 실태조사 개요

실태 조사는 총 32세대에서 이루어 졌으며, 환기시스템

유형에 따라 천장형 16세대, 바닥형 16세대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실태 조사 내용은 환기덕트 내부의 오염정도

와 부유세균을 측정하였다.

측정 대상단지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1, 2, 3 과 같다.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smart2121@hanmail.net)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원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구분

천장형 바닥형

양천구

S아파트

강동구

K아파트

노원구

S아파트

강동구

K아파트

측정
세대

8세대 8세대 8세대 8세대

표 1. 대상 세대

표 2. 측정기자재

측정
항목

모델명 측정기기 측정 내용

내시경

카메라

산업용

내시경
HM 500

배관 내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하여

오염 정도 확인

부유
세균

부유세균

측정기
S37MYHCD

환기 설비 가동

(10분~30분)후

실내디퓨져에서

공기를 포집.

표 3. 내시경 카메라 및 부유세균 측정위치

구 분 천장형 바닥형

측정
위치

ㆍ거실 급기 디퓨져,

ㆍ침실, 방 급기 디퓨져,

ㆍ주방 배기 디퓨져

ㆍ거실 급기 디퓨져

ㆍ침실, 방 급기 디퓨져

ㆍ기계하단부엘보우부위

3. 실태조사 결과

1) 내시경카메라의 오염도 측정결과

환기설비의 덕트 내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시경카메

라를 사용하여 덕트 내부의 오염도를 확인하였다. 천정형

및 바닥형 환기의 덕트 내부 오염정도는 표 4, 5 와 같이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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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기설비 오염정도 구분

상 (오염심함) 중 (오염중간) 하 (비교적 깨끗)

오염
정도

환기

방식
아파트명

오
염
도

오염정도

방
급기구

거실
급기구

주방
배기구

천
장

형
(댐퍼
설치)

강동구

K아파트

상 - - -

중 - - 1

하 8 8 7

양천구
S아파트

상 2 - 1

중 2 4 5

하 4 4 2

표 5. 천장형 환기설비 내시경 카메라 오염 결과

 

환기
방식

아파트명 오염도
오염정도

방
급기구

거실
급기구

바
닥
형
(댐퍼
미설치)

강동구
K아파트

상 2 2

중 4 4

하 2 2

노원구
S아파트

상 3 2

중 5 6

하 - -

표 5.는 천장형 환기방식의 오염정도를 확인한 결과

이다. 즉, 천정형에는 열교환 소자 및 환기설비 내부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댐퍼(Damper)가 설치되어 있어

실외의 공기 유입 차단 및 실내의 역유입을 차단하고 있

어 비교적 오염상태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바닥형 환기설비 내시경 카메라 오염 결과

표 6.은 바닥형 환기방식의 오염정도를 확인한 결과로

서 Damper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실외의 공기 유

입 시와 실내의 공기 역유입시에 공기의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도가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 부유세균 농도

부유세균의 측정은 환기 배관 내부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 정도를 측정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측정 방법 및

측정 위치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중 대표적

방법인 충돌법을 사용해 실내 디퓨져 부위를 측정 하였

다. 측정 배지로는 TSA (Tryptic soy agar)를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배양 시켰다. 측정 결과는 표 7. 와 같다.

표 7. 현장측정 부유세균 측정 결과

환기
방식

천장형(댐퍼설치) 바닥형(댐퍼미설치)

아파

트명

중랑구

S아파트

강동구

K아파트

노원구

S아파트

강동구

K아파트

배지

평균
농도
(CFU

/㎥)

210 74 349 331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댐퍼(Damper)가 설치되어있는

천장형이 부유세균 농도가 약 1.5배 가량 낮게 측정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덕트 길이가 짧고 댐퍼(Damper)의

설치로 인하여 덕트 내에 외기의 유입이 조절되어 오염

물질 축적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천장형 환기방식 세대 16세대, 바닥형 환기방식

세대 16세대를 대상으로 내시경카메라로 오염정도와

부유세균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천장형 환기방식인

경우 바닥형과 비교하여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같은 이유는 댐퍼(Damper) 설치 유무와 덕트길

이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오염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측정

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판단하면 환기 덕트 내에 댐퍼

(Damper) 설치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거주자들의 환

기설비에 대한 인식과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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