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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환기시스템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Usage Status and Satisfaction of the Ventilation System installed
in Apartment Houses

주 정 훈*      박 진 철**      전 영 훈***         김 동 영****

Ju, Jung-Hoon   Park, Jin-Chul    Jeon, Young-Hoon   Kim, Dong-Young 

……………………………………………………………………………………………………………………………...............................................
Abstract

In this study, the usage status and satisfaction of the ventilation system installed in apartment houses of Seoul were investigated for 200 
households. The summary of that study result is shown as follows: In the survey, approximately more than 20% of the residents in apartment 
houses were not aware of the installation of the ventilation system. Meanwhile, even in the residents who were aware that the ventilation 
system is installed, approximately more than 35% answered that they were not using it at all. The reason was their ignorance about how to 
use the ventilation system. Also, it showed that approximately more than 75% of the residents didn't perform maintenance of the ventilation 
system such as cleaning, etc. Besides, in order to enhance the ventilation system in apartment houses, preparation of manuals about usage, 
and cleaning method (37.58%), and publicity and instruction on the ventilation system in moving in (29.3%) are necessary. On the analysis 
of satisfaction on the ventilation system, age, gender, period of residence, and number of residence were found to be irrelevant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lso,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difference in each ventilation system such as ceiling & floor type 
was irrelevant to the satisfaction. For the ventilation system improvement criteria, maintenance (filtering and cleaning, 46.88%) and cleanliness 
(21.88%) were found to be priority.

……………………………………………………………………………………………………………………………...............................................
키워드 :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천장형, 바닥형), 실태 및 만족도조사

Keywords : Apartment Houses, Ventilation System(Ceiling & Floor Type), Usage status &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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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지난 2000년 이후 공동주택에서 재실자의 건강과 관련

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기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즉, 2006년 이후 사업승인 받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시간당 0.7회(2014년 0.5회 

개정)이상의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금까

지 공동주택에서 환기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설치된 기계환기시스템으로 결로 등의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의 기계환기시스

템이 설치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만족도를 실시

   * 중앙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졸업

  **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jincpark@cau.ac.kr)
 *** 중앙대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 대구 가톨릭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는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 기계환기시스템 사용현황 실태조사 

2006년 이후 국내 공동주택에서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된 세대를 대상으로 설치인식유무, 사용유무, 사용 

시기, 사용빈도, 청소방법 및 청소시기 등에 관하여 설문

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환기  

설비의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사용자 측면의  

요구사항도 함께 조사하였다.

(2)공동주택 기계환기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분석

공동주택 기계환기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는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만족도 설문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응답자 특성 및 환기방식에 따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을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자 특성이 환기방식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만족도차이 검증 및 요인 분석

을 실시하였고 특히, 공동주택 환기에 대한 사용자 만족

도 요구사항을 함께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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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공동주택 기계환기시스템 개요

2006년 2월 이후 시행된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된 기계

환기시스템은 열교환기를 이용한 천장형(급+배기덕트)  

환기방식과 바닥온돌 및 벽체에 급기덕트를 매설하여  

벽체 또는 천장에서 급기하고 천장에서 배기하는 바닥형 

환기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환기시스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천장형 환기시스템

천장형 환기시스템 기본 계통은 Figure 1과 같으며,  

주로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배기되는 열을 회수하여 급기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현열 또는 전열 열교환기가 

사용되며 추운 겨울철 실내온도에 근접한 공기를 공급하

기 위해 흔히 전기히터를 보조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덕트는 천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열교환기 효율의 지속적

인 유지와 보조열원(전기히터)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일정부분에 환기시스템의 본체를 

설치하고, 본체로부터 각 실로 덕트를 이용하여 급기   

또는 배기를 하는 형태이다(Figure 1. 참조).

Figure 1. Ceiling type ventilation system

2.2 바닥형 환기시스템

바닥형 환기는 급기덕트를 바닥온돌에 매립하여 천장공

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겨울철 실내온도에 근접한  공기

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배기덕트는 천장, 급기덕트는 바

닥형을 통과하여 벽체에 설치하되 디퓨저의 위치는 벽체 

상부나 천장에 설치하고 있다(Kim, 2004)(Figure 2. 참조).

Figure 2. Floor type ventilation system

다음 Table 1은 조사된 공동주택 기계환기시스템 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section floor type ceiling type

installed
system

ventilation 
unit

wall with
attachable

ceiling with 
attachable

duct

supply air duct
- internal
 structures
exhaust air duct 
-internal ceiling

internal
ceiling

diffuser

supply air duct
- internal
 structures
exhaust air duct 
-ceiling with
 attachable

ceiling with
attachable

heat exchange
method

heat exchange 
for Ondol

heating system

heat
exchange for 
sensible heat 

exchanger

supply and 
exhaust air volume

250CMH 200~300CMH

requisite space 
in ceiling

100mm 200~250mm

air volume control 
method

air volume
control for
diffuser size

each diffuser 
: install of
constant air
volume
supply
regulator

filter

photocatalyst 
+ carbon 
+ HEPA 
+ prefilter

HEPA 
+ prefilter

noise 30~35dB 35~38dB

Table 1. Surveyed characteristic of the ventilation system 

installed in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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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조사

3.1 실태조사 개요

공동주택에서 기계환기시스템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

화 된 이후, 환기장치가 적용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200세대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200세대 선정은 환기시스템에 따라 

분류(천장형 100세대, 바닥형 100세대)하였고, 규모는   

가장 일반적인 59㎡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기간을 2013

년 8월 1일~3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개 문항과 환기사용 실태에 관항 문항 9개 

등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세부개요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section
ceiling type

Sinnae-site 2 Gangil-site 1
D Apts. at Sinnae Gangil Apts. 2

moving into 
apartment

2010.2 2011.1

surveyed
household

50 household 50 household
total 100 household

using area 
in Apts.

59㎡ 84㎡/59㎡
MD* Installed installed

Table 2. Summary of ceiling type household

*MD (Motor Damper)

section
floor type

Gangil-site 2 Sanggye-Jangam-site
Gangil R Apts. 1 Surak R Apts.

moving into 
apartment

2009.3 2009.9

surveyed
household

50 household 50 household
Total 100 household

using area 
in Apts.

59㎡ 59㎡
MD* uninstalled uninstalled

Table 3. Summary of floor type household

3.2 실태조사 결과

(1) 천장형 환기시스템

section frequency %

cognize the 
Installation 

recognized 82 82.0

unrecognized 18 18.0

cognize the 
using(n=82)

used 53 64.6

unused 29 35.4

Table 4. Cognize the installation and using of the ceiling type 

ventilation system

조사된 100세대의 천장형 환기시스템에서 환기시스템 

설치에 대한 인지도는 82.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환기시스템 사용여부는 64.6%가 사용, 

35.4%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4. 참조). 

이때, 환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약 70%가 

사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환기시스템 사용자인 경우 사용시기는 83.0%가 

‘실내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만 사용한다’라고 응답하

였다. 한편, 환기장치의 청소여부에 대하여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83.0%로 나타났다(Table 5, 6. 참
조).

section frequency %

frequency 
of 

use

more than once a day 7 13.2

at least once a week 3 5.7

If only is serious for 
Indoor air pollutant

42 79.2

objects

before or after of the 
cook time 

5 9.4

before or after of the 
cleaning time

4 7.5

before or after of the 
washing time

- -

if only is serious for 
indoor air pollutant

44 83.0

frequency 
of 

cleaning

not a thing 44 83.0

more than once a day - -
at least once a week 1 1.9
at least once a month 1 1.9
at least once half year 7 13.2

method
of 

cleaning

filter-clean and change 3 33.3

supply opening-cleaning 6 66.7
spray disinfectants - -
using the cleaning 
service company

- -

Table 5. Usage of the ceiling type ventilation system 

for the user (n=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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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frequency %

reason for 
non-use
(n=29)

do not know 
how to use

21 72.4

do not have much 
effect of ventilation

2 6.9

the burdensome 
cost of electricity

4 13.8

maintenance is hard 2 6.9
it sounds like not 

clean of ventilation
- -

ventilation 
using 

methods of 
the main

(person of 
perceived, 

n=29)

open the window 26 89.7

using the air cleaner 2 6.9

using the air freshener 1 3.4

not a thing - -

ventilation  
methods of 
the main

(person of 
unperceive
d, n=18)

open the window 18 100

using the air cleaner - -

using the air freshener - -

not a thing - -

Table 6. Usage of the ceiling type ventilation system 

for the non-user

(2) 바닥형 환기시스템

section frequency %

cognize the 
Installation 

recognized 75 75.0

unrecognized 25 25.0

cognize the 
using (n=75)

used 42 57.3

unused 33 42.7

Table 7. Cognize the installation and using of the floor 

type ventilation system

100세대의 바닥형 환기시스템 공동주택 응답자 중   

환기시스템 설치를 ‘알고 있다’라는 응답자가 75.0%로  

조사되었다. 이 중 환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7.3%,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2.7%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특히, 환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환기효

과가 별로 없어서’라는 응답이 37.5%,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1.3%로 나타났다. 

환기시스템 사용 시기는 ‘실내오염물질이 있을     

경우’라는 응답이 72.1%로 나타났다. 

한편, 환기장치의 청소빈도에 대하여 ‘전혀 하지 않는

다’라는 응답이 76.7%로 나타났다(Table 8, 9. 참조). 

section frequency %

frequency
of use

more than once a day 5 11.6
at least once a week 5 11.6
If only is serious for 
indoor air pollutant

32 76.7

objects

before or after
of the cook time 

4 9.3

before or after of the 
cleaning time

8 18.6

before or after of the 
washing time

- -

if only is serious for 
indoor air pollutant

30 72.1

frequency
of 

cleaning

not a thing 32 76.7
more than once a day - -
at least once a week 1 2.3
at least once a month 3 7.0
at least once half year 6 14.0

method
of

cleaning

filter-clean and change 4 40.0
Supply 

opening-cleaning
4 40.0

spray disinfectants 2 20.0
using the cleaning
service company

- -

Table 8. Usage of the floor type ventilation system 

for the user (n=42)

section frequency %

reason for 
non-use
(n=32)

do not know 
how to use

10 31.3

do not have much 
effect of ventilation

12 37.5

do not have much 
effect of ventilation

4 12.5

maintenance is hard 5 15.6
it sounds like not 

clean of ventilation
1 3.1

ventilation 
using 

methods of 
the main

(person of 
perceived 

n=31)

open the window 29 93.5

using the air cleaner - -

using the air freshener 2 6.5

not a thing - -

ventilation  
methods of 

the main
(person of 

unperceived
n=25)

open the window 24 96.0
using the air cleaner - -

using the air freshener 1 4.0

not a thing - -

Table 9. Usage of the floor type ventilation system 

for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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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사용 개선 실태조사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용자측면

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즉, 사용자측면에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환기시스템의 적정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제시가 언급되었다

(37.58%).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입주 시 환기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필요’를 응답하였다(29.30%, 

Figure 3, Table 10. 참조).

Figure 3. Survey Results of Use Improvement 

for Ventilation System in Apts.

section frequency %

improvement
for

using
the

ventilation
system 
(n=157)

the ventilation system 
improve the efficiency

9 5.73

when you move into 
the Apts, the active 
and education needs 
Using the ventilation 

system

46 29.30

supply the systematic 
maintenance services

12 7.64

everyone wanted to 
buy the filter and 

material
24 15.29

automatic operation
 program of 

the ventilation system
7 4.46

how to use optimum 
and cleaning method 
for ventilation system

59 37.58

Table 10. Survey results of use improvement 

for ventilation system in Apts.

4.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만족도 조사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수준과 사용자에게 실제 주어

져 있는 환경수준과 차이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즉,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천장형 53세대, 바닥형 42세대) 총 95세대를  

대상으로 응답자 특성별로 분류하여 환기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으로 구성하여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4.1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 분석

환기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성, 

연령, 거주기간, 거주인원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1)성별에 따른 만족도

성별에 따른 환기시스템 만족도는 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1. 참조). 

gender satisfaction male female total

satisfaction 
for 

ventilation 
system

dissatisfaction 
2 2 4

50.0% 50.0% 100%

normal
14 57 71

19.7% 80.3% 100%

satisfaction 
3 17 20

15.0% 85.0% 100%

total
19 76 95

20.0% 80.0% 100%

X² test

result

significance 
○

significance 
×

=2.566, 
p=0.277

p<0.01:**, 
p<0.05:*

√

Table 11. Analysis of satisfaction for ventilation system 

on gender

(2)연령에 따른 만족도

연령에 따른 환기시스템 만족도도 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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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satisfaction
20
∼
39

40
∼
49

50
∼
59

60
∼ Total

satisfaction
for 

ventilation 
system

dissatisfaction 
0 2 1 1 4

0% 50.0% 25.0% 25.0% 100%

normal
35 18 12 6 71

49.3% 25.4% 16.9% 8.5% 100%

satisfaction 
10 7 2 1 20

50.0% 35.0% 10.0% 5.0% 100%

total
45 27 15 8 95

47.4% 28.4% 15.8% 8.4% 100%

X² test
result

significance 
○

significance
×

=5.454, 
p=0.487

p<0.01:**,
p<0.05:*

√

Table 12. Analysis of satisfaction for ventilation system on 

age

(3)거주기간에 따른 만족도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시스템 만족도에서 응답자들은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시스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3. 참조).

residence
period

satisfaction ∼
2

2
∼
3

3
∼
4

4
∼ total

satisfaction 
for 

ventilation 
system

dissatisfaction 
1 2 1 0 4

25.0% 50.0% 25.0% 0% 100%

normal
6 35 24 6 71

8.5% 49.3% 33.8% 8.5% 100%

satisfaction 
2 8 7 3 20

10.0% 40.0% 35.0% 15.0% 100%

total
9 75 32 9 95

9.5% 47.4% 33.7% 9.5% 100%

X² test
result

significance 
○

significance 
×

=2.595, 
p=0.858

p<0.01:**,
p<0.05:*

√

Table 13. Analysis of satisfaction for ventilation system 

on residence period

(4)거주인원에 따른 만족도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시스템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거주인원이 4명이 35.0%, 5명이상은 35.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시스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인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Table 14. 참조).

residential 
personnel

satisfaction
1
∼
2

3 4
5
∼ total

satisfaction 
for 

ventilation 
system

dissatisfaction 
0 0 2 2 4

0% 0% 50.0% 50.0% 100%

normal
2 18 38 13 71

2.8% 25.4% 53.5% 18.3% 100%

satisfaction 
0 6 7 7 20

0% 30.0% 35.0% 35.0% 100%

total
2 24 47 22 95

2.1% 25.3% 49.5% 23.2% 100%

X² test
result

significance 
○

significance
 ×

=6.123, 
p=0.410

p<0.01:**, 
p<0.05:*

√

Table 14. Analysis of satisfaction for ventilation system 

on residential personnel

4.2 환기시스템별 만족도 분석

환기시스템별 만족도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환기시스템

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기시스템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Table 15. 참조). 

satisfaction
ceiling 

type
floor 
type

total

satisfaction 
for 

ventilation 
system

dissatisfaction 
2 2 4

50.0% 50.0% 100%

normal 45 26 71
63.4% 36.6% 100%

satisfaction 
8 12 20

40.0% 60.0% 100%

total
55 40 95

57.8% 42.2% 100%

X² test
result

significance 
○

significance 
×

=0.102, 
p=0.750

p<0.01:**, 
p<0.05:*

√

Table 15. Analysis of satisfaction on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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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만족도 개선사항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사용자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 요인의   

5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만족도  개선사항으로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 요인’이 46.88%로 분석되었으

며, 두 번째로는 ‘청결성 요인’이 21.88%로 분석되었다

(Figure 4, Table 16. 참조). 

Figure 4. Improvement of the User Satisfaction 

for the Ventilation System 

section frequency %

improvement 
of the user
satisfaction 

for the 
ventilation

system
(n=96)

ventilation effect 
factors

12 12.50

cleanliness factors 21 21.88
easy of 

operation factors
15 15.63

maintenance 
factors

45 46.88

noise factors 3 3.13

Table 16. Improvement of the user satisfaction 

for the ventilation system

5.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기계환기시스템

이 설치된 200세대를 대상으로 사용실태조사와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세대 거주자의 약 20% 이상이 환기시스템 

설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환기시스템의   

설치를 인지하고 있는 거주자일지라도 약 35% 이상이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는 사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환기시스템의 

청소 등 유지관리는 약 75%이상이 전혀 하지 않는 것으

로 밝혀졌다.

(2)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개선사항으로는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37.58%)보급, 그리고 입주시 

환기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교육(29.3%)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3) 환기시스템 만족도 분석에서는 연령, 성별, 거주  

기간, 거주인원 등의 요소가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천장형과 바닥형 등 환기시스템별 차이

가 만족도와는 무관하다고 나타났다.

(4) 환기시스템 만족도 개선사항으로,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 46.88%)와  

청결성(21.88%)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국내 공동주택에서 일정 

환기량 확보 제도시행 이후 기계환기시스템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입주자가 환기시스템의 설치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

여 무엇보다도 환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특히 환기시스템의 매뉴얼보급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공동주택 환기개선을 위한 중요자료가 될 것으

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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