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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환경이란, 인간이 생활하는 건축 그것과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뜻한

다.1) 건축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제어하고 조성하는 건축 환경 계획이라

하며,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 환경 실태에 대하

여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현대인은 일상의 대부분을 실내에 머물며 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하

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내에서의 불쾌적감을 느낄 수 있는 온열환

경과 장기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과 조도 요소에 대해서도 개

선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개선하기 보다는 현재의 환경에 적응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

생원 요소별로 건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량이 방출되지는 않지

만,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경계심을 가지고 자각해야 한다. 또한 이

러한 오염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축적되어 실내에 존재하게 되면 문

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2) 그것의 현상으로는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

및 실내오염 물질 발생원 증가와 함께 실내공기오염이 심화되어 빌딩증후군

(Sick Building Syndrome), 복합화학물질과민증(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등의 신종 질병 등이 있다. 빌딩증후군이란 건물의 거주자가 특

정한 질병이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증상으로, 급성의 건강상 증세는 없는

형상을 나타내는 용어이다.3)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매일 반복 되는 다량의 문서작업으로 인

한 발생 먼지와 높은 재실밀도도 인한 이산화탄소(CO2) 축적 등으로 두통과

기침,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1) 임만택, 건축환경학, 보문당, 2007

2) 차동원, 건축환경 실내공기오염, 기문당, 2007

3) 한화택,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의 역사, 공기청정기술 제13권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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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연환기를 이용한

외기의 유입만으로는 항상 실내공기의 쾌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장담하기 힘들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조도로 인한 시력 감퇴와 두통 유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맞춰서 국내에서는 오피스 환경의 공기 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법령

(법률 6847호)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으로서 동법 시행령(2003. 6.

30), 시행규칙(2003. 7. 12)의 개정작업을 2003년에 모두 완료함으로써 오피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개 물질(미세먼지

(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해 오피

스 내 공기 질 기준을 제시하였고, 2012년 9월 20일에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71호로 개정 후 4개의 오염물질에서 총 9개의 물질로 5개의 물질이 추

가되어 운영 중이다.4)

따라서, 본 연구는 동절기 오피스건물을 대상으로 건축·설비 현황을 분석

후 설문조사와 측정조사를 재실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대상 건물은

서울에 위치한 사무소건물의 44개소에 대하여 근무 환경 실태를 파악하였다.

측정 항목으로는 온열환경(온·습도), 공기환경(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이산화탄소(CO2)와 미세먼지(PM10)), 빛환경, 음환경으

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근무자의 입

장에서 실내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상 오피스 건물

의 실내환경 유지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

를 통하여 오피스 건물의 쾌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이윤규, 실내공기환경 관련기준의 국제적 연구동향, 건설기술정보, 1999.



- 4 -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오피스건물의 실내환경 관리 현황

오피스건물에 대하여 타 용도의 건축물과 사용상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건

축 실내환경 요소의 기준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중에서 업무용 건물 평

가 기준, 실내환경 요소별 인체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근무자의 실내환경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2) 오피스건물의 실내환경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온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의 만족도를 조사하

고, 공기환경의 신체적 자각에 대한 인식과 실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점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3) 오피스건물의 실내환경 실태조사

실태조사 대상 오피스 건물인 서울 서초동의 주변 환경을 사전 조사하고,

오피스건물의 온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에 대하여 요소별로 실측

하였다.

(4) 결 론

측정 결과에 대해 각 요소별 기준과 비교하고, 설문조사 응답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대상 오피스 건물의 실내환경의 유지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

석하였다.

연구흐름과 방법은 아래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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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오피스 건물의 실내환경 실태조사

오피스 건물의 실내환경

오피스건물 특성 고찰

실내환경 요소의 평가기준 조사

오피스건물의 실내환경 요소별 근무자의 인체 영향 조사

근무자 대상 설문조사 오피스건물의 측정 조사

온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의 만족도 조사

공기환경의 신체적 자각 인식

조사

실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

주변 환경 조사

건축 환경 조사

(온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 측정)

결 론

설문조사 및 측정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Fig.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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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오피스건물의 실내환경

기준 및 관리현황

2.1 오피스 건물의 특성

2.1.1 오피스 건물의 정의

오피스 건물이란 업무를 위한 공간을 구성해 놓은 건물로서 소규모부터 대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업무 요구사항에 맞춰 작업 공간, 회의 공간 및

지원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근대 건물의 주요한 건축 중 하나인 오피스

건물은 상업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물로서 주 용도가 사무실과 그 부속실로

이루어진 건물을 뜻한다. 현재 국내의 오피스 건물은 총 113만여 채에 이른

다.5)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오피스 건물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각 건물의 위치, 향, 노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둘째, 업무공간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2명 이하의 인원이

재실하며 개인 업무 볼 수 있는 ‘단독 사무공간’, 3명 이상의 인원이 재실하며

(평균 15∼20명) 업무의 특성에 맞춰 부서별로 사무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 사무공간’, 회의실, 화장실, 회의실 등 공용이 사용하는 공간

으로 ‘공용공간’으로 3개의 공간으로 나누었다.

2.1.2 오피스건물의 실내환경 특성

5) 국토교통부, 2012년 건축물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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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형 오피스 건물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대상 건물 역시 냉·난

방기의 중앙집중식(FCU) 관리를 통하여 실내의 온열환경을 제어하고 있으며,

하절기 26℃, 동절기는 20℃ 기준으로 설정하여 가동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개인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서 불특정 다수에게 온열 불쾌적감과 무기력

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업무효율의 저하와 건강상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건물의 기밀화가 중요시됨에 따라서 환기율이 낮

아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되는 폼알데하이드(HCHO)나 총휘발성유기화합

물(TVOC)등과 같은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실내에 축적되어 근무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2 실내환경 관리현황 및 기준

2.2.1 실내환경의 중요성

실내환경이란,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의미한다. 온열환경은

온도, 습도, 기류 등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환경을 뜻하며, 빛환경은 크게 인

공조명과 자연채광이 있다. 인공조명은 조명기구로 인위적인 조성이 가능한

환경을 뜻하며, 자연채광은 창호를 통하여 들어오는 일사에 의한 환경을 뜻

한다. 음환경은 건물의 소음에 대한 쾌적범위를 의미하는데, 내부 발생 소음

과 외부 발생 소음으로 조성 되는 환경을 뜻한다.

각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자연적조절기법과 설비적 조절기법으로 나

눌 수 있다.6) 온열환경의 자연적 조절기법은 단열, 축열, 자연통풍 등 건물

구조체를 이용한 조절이며, 설비적 조절기법은 난방, 냉방 및 공기조화설비

등 인공적인 기계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조절 할 수 있다. 음환경은 개구부

의 개폐여부, 차음성능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 조절기법으로는

소음원 및 전달 경로 조절과 적절한 흡음 및 차음 재료를 선택하고 실의 형

상을 조절하는 방법을 들 수 있고, 설비적 조절기법으로는 전자음향기설치,

방진 등의 방법이 있다. 빛환경은 인공조명 또는 일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6) 이언구 외, 건축환경실험, 태림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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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연적 조절기법으로는 자연채광 도입을 위한 건물 배치 및 개구부

계획을 들 수 있고. 설비적 조절기법으로는 인공조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

다.7) 현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 보낸다.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

지만 약 80%이상을 실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실내환경의 쾌적성은 건강

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실내환경이 쾌적하지 못할 경우 각종 인체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내환경 문제로 인해 야기되고 있

는 대표적인 증상이 건물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이하 SBS)이다. 건

물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SBS)은 일반적으로 병든 건물(Sick

Building)이란 거주자의 20% 이상이 두통, 눈, 코, 목 등의 자극, 피로, 무기

력감등 건물과 관계된 증상으로 거주자의 작업을 방해, 건강상 불편을 호소

하는 건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과 관련된 일련의 증상을 SBS이

라 한다(WHO 1983). Ashford와 Miller(199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오피스

빌딩이나 학교와 같은 기밀성 높은 건물의 재실자, 혹은 대기와 물속에 유독

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곳의 거주자, 그리고 약, 살충제와 같은 독성물질에 민

감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SBS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SBS 증상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온습도 및 냄새 등의 물

리적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실내 환경적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8)

따라서 실내환경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환경을 창조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보건성·쾌적성·편리성 등 건축 환경의 모든 환경 요소

를 바르게 인식하고, 각 요소의 조화를 도모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2.2.2 실내환경 기준9)

7) 이언구 외, 건축환경실험, 태림문화사, 2003

8) Sikorski et al, Immunologic, psychological, and neuropsychological factors in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A controlled study [see comments]. Ann.Intern.Med. 119:97-103,

1995

9) 건설교통부·환경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업무용 건물 평가기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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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 3조에 의하여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

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 0.57㎥/min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측정시기, 횟수 및 시료채취 시간은 다음의 Table 2.4 기준에

따른다. 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

침 제4조에 의하여 공기 관리 상태를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

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온열환경 기준

온열환경의 쾌적 조건의 지표로는 주로 유효온도 ET가 사용되었는데 유효

온도란 기온·습도·기류의 3요소의 조합에 의한 실내 온열 감각을 기온의 척

도로 나타낸 것이다. 유효온도에 의한 한국인의 경우 쾌적범위는 보통의 착

의상태, 경작업시에서 동계 17∼21℃, 하계 20∼24℃, 춘추 17∼22℃로 검토

된다. 착의, 정좌 시에 있어서 미국인의 ET에 대한 쾌적범위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10)

① 하계 ET=20℃에서 쾌적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다. 그러나

민족, 지역, 취미, 연령, 성별, 순응에 의한 차이가 크다.

② 작업강도가 클 때 쾌적온도는 작업강도가 낮을 때에 비하여 낮아진다.

③ 하계의 착의,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여자의 쾌적 ET는 남자보다 약 0.5℃

높고, 남녀 모두 40세 이상의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0.5℃높다.

④ 쾌적범위의 지역적 상위의 폭은 약 1.5℃이지만 개인차는 이보다 크다.

다음의 Fig.2.1은 미국 냉난방공조학회의 규준(ASHRAE STANDARD 55

∼74)DP 의한 추장 쾌적범위(음영부분) 이다11)

10) McIntyer et al, Man’s thermal sensitivity during temperature changes

at two levels of clothing insulation and activity, ASHRAE Transaction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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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 ASHRAE 기준 ST-55-74의 쾌적범위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낸·난방 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은 사무소의 경우 난방은 건구온도 20～23℃이며, 냉방기준

은 건구온도 26～28℃, 상대습도 50∼60%이다.

(2) 공기환경 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조의 사무실 공기

관리기준에서 건강장해 예방 규칙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 별 관리기

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

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기준은 8시간 시간가

중평균농도 기준으로 다음 Table 2.2와 같다.

공기 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하며, 근로자가

11) ASHRAE(미국 냉난방공조학회), standard 55-7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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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의 공기 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산화탄소(CO2)는 사람의 호흡에 의해 주로 배출

되고 연료의 연소 시 발생되는 물질로 미국의 경우는 실내 환기조건을 CO2

를 기준으로 2,000ppm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1,000ppm을 기준으로 실내의 이산화탄소(CO2)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한다.

오 염 물 질 관 리 기 준

폼알데하이드(HCHO) 120 ㎍/㎥(또는 0.1 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미세먼지(PM10) 150 ㎍/㎥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이하

Table 2.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기 오염 물질 관리 기준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 ∼ 1.5m 의 높이

에서 실시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마다 1

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이산화탄소(CO2)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곳값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과 측정방법 및 분석방법은

Table 2.3, Table 2.4와 같다.12) 하지만, 폼알데하이드(HCHO)와 미세먼지, 그

리고 오존의 경우 다음의 기준과 같이 6시간 역속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으

며, 환경부의 공정시험법과 마찬가지고 30분간 2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

용 하였다.

12) 고용노동부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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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염 물 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시료채취시간

폼알데하이드

(HCHO)

연 1회 이상 및

신축건물 입주 전

업무시간 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연 1회 이상 및

신축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 30분간 2회 측정

미세먼지(PM10)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이산화탄소(CO2)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Table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횟수 및 채취 시간

오염물질 시료채취방법 분석방법

폼알데하드

2,4-DNPH(2,4-Dinitrophe

nylhydrazine)가 코팅된

실리카겔관이 장착된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2,4-DNPH(2,4-Dinitrophenylhydraz

ine)-포름알데히드 유도체를

HPLC-UVD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Ultraviolet Detector) 또는

GC-NPD (Gas

Chromatography-Nitrogen

-Phosphorous Detector)로 분석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고체흡착관 또는

캐니스터(canister)로 채취

1. 고체흡착열탈착법 또는

고체흡착용매추출법을 이용한

GC(Gas Chromatography) 분석

2. 캐니스터(canister)를 이용한 GC

(Gas Chromatography) 분석

미세먼지

(PM10)

PM10 샘플러를 장착한

고용량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중량분석(천칭의 해독도: 10㎍이상)

이산화탄소

(CO2)

비분산적외선검출기에

의한 채취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Table 2.5 실내 공기오염물질 채취 방법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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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의 기준

최근 10년간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 1,750건 중 1,508

건(86%)이 소음․진동과 관련한 민원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음 피해도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국의 소음기준은 호주의 경우

주간 40㏈, 야간 30㏈이며, 미국은 45㏈,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소음 관

리지침에는 주간 35㏈, 야간 30㏈로 규정되어 있다.13)

측정 대상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다’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다음의 Table 2.5에서의

실내 소음 기준은 ‘다’지역을 참고하였다. 다음의 Table 2.6은 1957년

Baranek에 의해 제안되고, 1968년 T.S, Schultz가 신 규격으로 적합하도록

수정한 NC(Noise Criteria)값에 의한 실내소음의 평가기준이다. NC(Noise

Criteria)값은 소음을 1/1옥타브밴드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실내소음을 평가하

는 방법인데, 소음의 변동 정도, 노출 시간대 및 주파수별로 소음을 느끼는

정도 등의 주파수별 청감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다.14)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단위 : Leq dB(A))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45 4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Table 2.6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 소음 기준

13)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 2008

14) 이언구 외, 건축환경실험, 태림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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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곡선 소음의 상태 적용예

20 ∼ 30

아주 조용한 사무실

중역실, 50명의 회의실전화에 지장 없음

대규모회의 가능

30 ∼ 35

조용한 사무실

작은 사무실, 응접실,

소회의실

전화에 지장 없음

5m의 테이블에서 회의 가능

3∼10m 떨어져서 보통소리의 회화가능

35 ∼ 40

2∼4m 테이블에서 회의 가능

중사무실, 공장사무실전화에 지장 없음

2∼4m 떨어져서 보통 소리의 회화 가능

40 ∼ 50

1.5∼2m 테이블에서 회의가능

대형 제도실
전화에 약간 곤란

보통소리로 1∼2m 약간 큰소리로 2∼4m

떨어져서 회의 가능

50 ∼ 55

2∼3명 이상의 회의는 불가능

타자실, 컴퓨터실, 작업실
전화 사용 곤란

좀 큰소리로 1∼2m 떨어져서

대화할 수 있음

55이상

대단히 시끄러움

어떠한 사무실에도 권장

못함
전화 사용 곤란

사무실에 부적당

Table 2.7 NC값에 의한 실내소음의 평가기준

계절별로 소음피해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하절기의 경우 에어컨실외기 소

음, 공사장 소음 등이며 동절기에는 가정용 보일러 소음, 상품판촉 소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15)16)

15) 임만택, 건축환경학, 보문당 2007

16) 이언구외, 건축환경실험, 태림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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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도의 기준

오피스건물의 경우 사무업무에 적합하도록 실 전체에 균일한 조도가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도비는 3: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도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전반조명이 유리하고, 광원 1등당 피

조명면적을 작게 하며, 반직접 내지 전반확산형의 배광기구를 이용하고, 광원

면적이 큰 확산성이 좋은 조명기구의 이용이 유리하다.17) 모든 작업은 적당

한 조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실내의 조도는 작업 면에서 측정하

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닥 위 0.85m, 옥외에서는 지면에서의 수평면의 조도로

표시한다. 작업의 종류와 거기에 필요한 표준조도가 정해져 있다.18)

사무실의 KS 조도 기준은 다음의 Table 2.7과 같다.

구 분 분 류 조 도[lx]

일반사무실

로비, 응접실, 휴게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세면장, 화장실
60∼100∼150

오프셋 인쇄와 복사, 회의실, 시청각실 150∼200∼300

키보드 식별, 우편물 분류, 금전출납부 300∼400∼600

설계사무실

밝은 테이블 60∼100∼150

고명도 대비소재, 세밀한 일, 그래픽, 사진, 청사진 300∼400∼600

설계와 예술작품제작, 암갈색물감 인쇄,

저명도 대비소재, 색상선택, 해조, 지도제작
600∼1,000∼1,500

Table 2.8 사무실의 KS 조도기준

17) 임만택, 건축환경학, 보문당 2007

18)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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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피스 건물의 실내환경 요소 별 인체 영향

2.3.1 실내환경의 요소 별 인체 영향

건축의 실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쾌적한 온열환경, 적정 소음 수

준 이하의 쾌적한 음환경, 효율적인 근무에 필요한 적정한 빛환경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실내공기오염물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오피스 건물의 특

성상 실내환경 조성은 작업 능률로 직결되기 때문에 쾌적범위를 유지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온열환경은 온·습도 등이 쾌적범위를

벗어날 경우 불쾌감과 동반하여 작업능률 저하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온열환경의 인체영향

쾌적19)이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것을 느끼는 범위이다. 대부분 실내

의 쾌적범위를 이야기 할 때 우선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 바로 온열환경이

다. 온열 환경이란 온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환경으로서, 기온,

습도, 기류속도, 복사열, 인체의 활동상태, 착의상태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환

경을 뜻한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건강한 인체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

한 평균적인 온도는 36.5℃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는 이 적정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체의 변화를 통해 열을 발생하거나 배출시켜 적정 신체 온

도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러한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신체가 장시간 찬 공기

에 노출되어 신체 스스로 열을 발생하여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

면 체온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중심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가면 심

장·폐·뇌 기능이 떨어지고, 31℃ 이하로 떨어지면 혼수상태·호흡부전이 나타

나면서 결국 사망하게 된다. 영하의 날씨나, 비나 눈을 맞아 몸에 습기가 많

은 상태라면 저체온증은 240배나 빠르게 빼앗아간다. 체온에 따른 증상은 다

19) Houghten, Yaglou, developed the effective temperature (ET) scale,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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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Table 2.8과 같다.20)

근무환경에서의 적정 온열환경은 작업능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쾌적한

환경은 작업능률이 오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반면에 불쾌적한 환경은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불쾌감 및 건강상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체 온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

37 → 35℃ 몸이 심하게 떨림,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복잡한 사고능력이 떨어짐

35 → 33℃
건망증이 나타남, 걸음걸이가 위태해지고 목소리가 탁해짐,

판단력이 흐려짐

33 → 31℃ 근육이 뻣뻣해지고 기억상실·환각증상이 나타남

31 → 29℃ 이성을 잃고 맥박·호흡이 느려짐, 피부가 파래지고 눈동자가 풀림

29 → 26℃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6℃이하 부종이 나타나고 폐에서 피가 나오며 사망에 이름

Table 2.9 체온에 따른 인체 증상

(2) 부유 미세 먼지(PM10 ; Particulate Matters)의 인체영향

아주 작은 액체 또는 고체상의 부유물질을 입자상 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를 부유 미세 먼지 혹은 분진이라고 한다. 먼지는 대략 0.005∼500㎍/㎥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입자의 직경으로 2.5㎛ 기준으로 그보다 작은 것은 미

세먼지와 거대먼지로 구분한다. 보통 실내공기질 에서는 입경 10㎛ 이하의

먼지를 측정하여 실내환경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미세먼지는 취약집단

의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쉽게 부유가 되

며, 기도를 통해 체내의 폐포까지 침투하여 안착하게 되면 미세먼지 표면에

흡착·농축된 중금속의 영향으로 심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수명단축

의 감소원인으로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20) 임만택, 건축환경학, 보문당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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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되는 질환으로는 천식이 대표적이며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기침,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 다음의 Table 2.9는 미세먼지

(PM10)의 수치에 따른 인체영향을 나타낸다.

미세먼지 수치 인체에 미치는 영향

100 ~ 135㎛/㎡ 만성호흡기 질환자의 사망률이 증가

150 ~ 350㎛/㎡ 15세 미만 어린이의 기도 질환이 악화되거나 발생 빈도가 증가

150㎛/㎡이상 24시간 이상 마시면 일반인도 폐기능 손상

300 ~ 1200㎛/㎡ 기관지 환자 병세가 급격히 악화

Table 2.10 미세먼지 수치별 인체영향

(3) 폼알데하이드(HCHO)의 인체영향

폼알데하이드(HCHO)는 강한 냄새가 나지만 무색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이지만 발생빈도가 높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

기 때문에 따로 실내 공기질에서는 취급한다. 햇빛에 의하여 쉽게 분해되며,

약 30∼50분이면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수용액인 포르말린 상태로는

오랜 시간 존재한다. 주 발생원은 압축 처리한 목재 제품에서 쉽게 발생하는

데, 그 외에도 가구, 바닥재, 바닥 마감재, 페인트 접착제 등이 주 배출원이다.

1981년 Schenke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연구된 보고서에 의하면 우레아폼

(UFFI)을 단열재로 사용한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오랫동안 폼알데하이드(HCHO)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기는 증상으로는 정

서적 불안정,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등이 유발하는 것을 알았다. 동물

실험에서는 폐수종, 비염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흔히 사용

되고 있는 공기 정화제는 여름철 고온에 반응하여 실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

켜서 폼알데하이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21)

다음의 Table 2.10은 농도에 따른 인체에 대한 영향정도를 나타낸다..22)

21) 강공언 외, 실내공기질 관리학, 문운당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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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도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

0.01 ppm 측정 하한치

0.04 ppm 아토피성 피부염, 신경조직 자극

0.05∼0.1 ppm 냄새 지각

0.2 ppm 눈 자극

0.25∼0.3 ppm 호흡기 장애

0.5 ppm 목 자극

2∼3 ppm 눈을 찌르는 듯 한 고통

4 ppm 눈물 발생

10∼20 ppm 정상적으로 호흡하기 곤란

30∼50 ppm 급성중독 현상,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 가능

Table 2.11 폼알데하이드(HCHO)의 인체영향

(4)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인체영향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유기화합물 중에서, 휘발성이 강한 유기화합물로 끓

는점이 낮은 물질이어서 정상상태에서도 휘발성이 높아 쉽게 공기중으로 증

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형태의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상대적으로 다량 배출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암 발생 등 인체 미치는 영향이

많고, 태양광에 의하여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O3) 및 PAN과 같은 2차 오

염물질을 생성시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인체 영향은 급성장애와 만성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장애 영향으로는 도취감, 현기증, 혼돈, 의식상실, 마비, 그리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다. 만성장애로는 감각이상, 시청각장애, 기억력감퇴, 작업능

률 저하, 수면장애, 혼돈, 신경질, 불안, 우울, 무관심 등의 정서장애와 사지무

력감, 운동평형감각 저하, 피로 등의 운동장애가 나타난다.23) 다음의 Table

2.11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농도에 따른 인체영향을 보여준다.

22) 차동원, 건축환경 실내공기오염, 기문당, 2010

23) 차동원, 건축환경 실내공기오염, 기문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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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mg/㎥) 인체영향

< 0.03 영향이 없음

0.3 ~ 3.0 건강영향 발생 가능

3.0 ~ 25 건강영향 발생

25 독성범위

Table 2.1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농도에 따른 인체영향

(5) 이산화탄소(CO2)의 인체영향

이산화탄소(CO2)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약

0.035%(약 400∼450ppm, 지역조건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음)정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나 그 화합물이 완전 연소하거나, 생물이 호흡 또는 발효할 때 생

기는 기체로 최근 지구온난화 가스로 주목받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로 분류

되지는 않고 있다. 실내공간에 이산화탄소(CO2)가 축적되는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의 호흡이다. 호흡을 하게 되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CO2)가 발생되고 날숨을 통해 배출

되어 실내공간에 축적된다.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부족하게 되어 일산화탄소(CO)와 함께 중요한 실내오염물질 중

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CO2)는 사람의 호흡에 의해 주로 배출

되고 연료의 연소시 발생되는 물질로 미국의 경우는 실내 환기조건을 CO2를

기준으로 2,000ppm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1,000ppm

을 기준으로 실내의 이산화탄소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한다. 다음의 Table

2.12는 이산화탄소(CO2)의 허용수치 및 인체의 영향을 나타낸 표이다.24)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무실 근로자들에서 발현되는 자각증상으로 두통, 피

로감, 권태, 졸림, 나른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자각증상 발현의

영향인자로 사무실 청결정도, 사무실의 위치(지상, 지하), 공조시설의 유무,

24)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기술자료,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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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의 횟수, 온도, 상대습도, 조도 및 사무실 근무자 수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5)

농도(ppm) 농도별 위험 상태

0 ∼ 450 환기가 원활하여 실내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건강한 상태

451 ∼ 700
다수가 계속 재실 하는 경우의 허용농도이며,

장시간 재실해도 문제없음

701 ∼ 1,000
일반적인 경우의 허용농도이며 건강상의 피해는 없지만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

1,000 ∼ 2000
장시간 재실 할 경우 졸림을 느끼거나

컨디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2,001 ∼

3,000

상당히 불량한 상태이며, 어깨 결림이나 두통 등

건강상의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5,000 ∼

180,000

매우

불량한

상태

3,001

~ 5,000ppm

호흡중추를 자극하여 호흡의 깊이와 횟

수를 증가시키며, 호흡시간이 길면 위

험하고, 산소의 결핍을 수반하면 장애

가 두드러지게 되는 상태

8,000ppm

이상

10분간 호흡하면, 강한 호흡곤란, 안면

홍조, 두통 등을 일으키며 산소결핍을

수반하여 장애가 빨리 도달하는 상태

180,000 이상 건강에 치명적인 상태로 거주할 수 없음

Table 2.13 이산화탄소(CO2)의 허용수치 및 인체영향

(6) 조도의 인체영향

일반적으로 광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공조명과 자연채광이

다. 조도는 주로 시작업면(특별히 시작업면이 없을 경우에는 바닥 위 0.85m,

앉아서 하는 일일 경우에는 바닥 위 0.4m, 복도 및 옥외 등은 바닥면 또는

지면)에 있어서의 수평면 조도를 나타내는데 이 값은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조도가 부족할 경우 눈의 피로, 시력감퇴, 작업 능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저

하 및 심리적 불안감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면 과잉되거나 글레어현상 등

으로 인한 시야 협착, 근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Table 2.13은

조명의 밝기에 따른 인체영향을 나타낸 표이다.26)

25) 강공언 외, 실내공기질 관리학, 문운당 2012

26) 국제조명위원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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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밝기 인체 영향

조명의 부족 눈의 피로, 시력감퇴, 작업 능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저하

조명의 과잉 시야 협착, 근력 장애

Table 2.14 조명의 따른 인체영향

(7) 소음의 인체영향

소음은 일반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내환경에서 인

지할 수 있는 소음을 예로 들면 층간소음, 전산기기 및 전화벨소리, 실외로부

터 유입되는 교통소음 및 공사소음 등이 있다. 또한 개개인의 차기관, 선호

도, 심리 상태에 따라서 소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음이 소

음 발생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소음에 계속 노출될 경우 정서적 불안정과

작업방해등의 단기적인 영향 외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관의 수축, 혈

구수의 변동, 호르몬량의 변화, 정신적·육체적 피로 등27)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소음 크기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Table 2.14와 같다.

27) 문소원, 오피스빌딩의 실내 환경에 대한 작업생산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친환

경설비학회논문집, 2008

소음크기

(dB)
음원의 예 인체 영향 비고

20dB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 적

30dB 조용한 농촌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35dB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WHO 침실기준

40dB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깊이 낮아짐

50dB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환경기준설정선

60dB 보통의 대화소리 수면장애 시작

70dB
전화벨소리, 거리 TV라디오 청취방해

공사장규제기준
시끄러운 사무실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수축

80dB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작업장 내 기준

90dB 소음이 심한 공장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dB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저하, 일시적 난청

Table 2.15 음원의 예 및 소음 크기별 인체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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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오피스건물의 실내 환경 설문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오피스건물의 실내 환경 조사의 과정으로서, 근무자 본인의

실내 환경과 신체자각에 대한 인식과 실내 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위하

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근무자의 인식 결과와 실태 측정 결과에 따

른 실내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측정대상 오피스 건물의 실내 환경 문제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설문지는 2012년 3월에 1개월간 배포 및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근무 공간별로 각 이용건물의 만족도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내용을 조사하

였고, 실태조사의 대상 건물인 본관과 건물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총 372명으로 본관 325명과 별관 47명의 근무자가 응답하였

다. 아래의 Fig.3.1은 실내 환경 설문조사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Fig.3.1 설문조사 응답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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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전 인터뷰 결과 본 연구의 대상 건물 근무자의 대부분은 재실 시

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나타났다. 다음의 Table 3.1과 Table 3.2

는 본관과 별관의 시설 개요를 나타낸 표이다. 본관은 지상 20층 규모이며

건물 내의 실은 남향 또는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1989년 준공되어 2000년

에 새 단장이 이루어졌다. 별관은 지상 4층의 규모이며 건물 내의 실은 동향

또는 서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1982년에 준공되어 아직 단한차례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 설 개 요

규 모 지상20층, 지하1층

연 면 적 94,211.57㎡

신축년도 1989년6월

용 도 사무용

마 감

외장 AL창호 및 패널. PC타일

천장 흡음텍스 및 석고보드

벽 무늬목, 석재

바닥 무석면타일, 화강석 비닐타일

Table 3.1 본관 시설개요

시 설 개 요

규 모 지상4층, 지하1층

연 면 적 15,913.24㎡

신축년도 1982년 2월

용 도 사무용

마 감

외장 타일마감

천장 암면텍스 위 수성페인트

벽 다채무늬 도료

바닥 비닐위타일

Table 3.2 별관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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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조사 결과

3.2.1 실내 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1) 업무 공간에 대한 만족도

근무자의 업무 공간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본관 근무자의 184명(67%)이

본인의 업무공간에 대해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을 보이고 있었으며, 별관

근무자는 36명(78%)이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두 건

물 모두 과반수의 근무자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불만족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의 Table 3.3은 업무공간에 대한 만족도의 설문 결과이

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본관 근무자의 195명(55%)이 실내 공기가 ‘답

답하다’고 인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별관 근무자의 경우 32명

(76%)이 ‘찬바람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의 Table 3.4는 업

무공간 불만족도의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본 관 별 관

1. 매우불만족 49 명 19 명

2. 불만족 135 명 17 명

3. 보통 104 명 9 명

4. 만족 32 명 2 명

5. 매우만족 5 명 0 명

Table 3.3 업무공간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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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 별 관

1. 찬바람이 느껴진다 151 명 32 명

2. 실내공기가 답답하다 195 명 8 명

3. 악취나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 5 명 1 명

4. 먼지가 발생한다 0 명 0 명

5. 조명이 어둡다 4 명 0 명

Table 3.4 업무공간에 대한 불만족 원인 설문결과

(2) 근무환경의 능률과 실내 환경 요소의 상관관계 인식 조사

근무자들의 작업환경에 따라 근무효율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본관 근무자

의 107명(45%)이 ‘실내 공기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는 96명(41%)이 ‘기온’이 작업 능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별

관 근무자의 경우는 23명(62%)이 ‘기온’이 작업 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10명(27%)이 ‘공기의 질’이라고 응답

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두 건물의 근무자 모두 ‘기온’과 ‘공기의 질’이 근무효

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관 근

무자의 경우는 공기의 질이 우선이고, 별관근무자의 경우에는 실내온도가 우

선으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Table 3.5은 설문결과를 보여준

다.

본 관 별 관

1. 기온 96 명 23 명

2. 습도 1 명 0 명

3. 조도(빛의 밝기) 13 명 1 명

4. 소음 20 명 3 명

5. 공기의질(건강하고 깨끗한 공기) 107 명 10 명

Table 3.5 실내 근무환경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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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온열 환경의 만족도

(1) 실내 온도 만족도

동절기의 실내 온도 만족도 설문 결과 본관 근무자는 185명(58%)이 ‘불쾌

적’ 또는 ‘매우 불쾌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별관 근무자는 38명(87%)이 ‘불

쾌적’ 또는 ‘매우 불쾌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의 Table 3.6은 설문결과를

보여준다. 두 건물 모두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근무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건물의 실내 온도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관 별 관

1. 매우 불쾌적 51 명 14 명

2. 불쾌적 134 명 24 명

3. 보통 121 명 5 명

4. 쾌적 13 명 1 명

5. 매우 쾌적 1 명 0 명

Table 3.6 실내 온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동절기 실내 온도에 대하여 불만족의 원인은 두 건물의 근무자 모두 ‘추운

실내 환경’과 ‘난방 시간 부족’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의 Table 3.7은 실내 온

도의 불만족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본 관 별 관

1. 실내 공기가 춥다 104 명 13 명

2. 건조하다 80 명 2 명

3. 찬바람이 들어온다 18 명 3 명

4.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 31 명 4 명

5. 난방시간이 부족하다 115 명 15 명

Table 3.7 실내 온도에 대한 불만족 원인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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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습도 인식

본 항목은 근무자들의 실내 습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본관 근무자의 279명(85%)이 실내가 ‘조

금건조’ 또는 ‘매우 건조’라고 응답하였고, 별관 근무자의 38명(88%)이 실내가

‘조금 건조’ 또는 ‘매우 건조’라고 응답하였다. 두 건물의 모두 대부분의 근무

자가 실내가 건조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다음의 Table 3.8은 설문결과를 보

여준다.

본 관 별 관

1. 매우 건조한 편이다 106 명 10 명

2. 조금 건조한 편이다 173 명 28 명

3. 적 당 하 다 40 명 5 명

4. 조금 습한 편이다 4 명 0 명

5. 매우 습한 편이다 5 명 0 명

Table 3.8 실내 습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3.2.3 공기 환경의 만족도 및 인식

(1) 실내 공기질 만족도

본 항목은 근무자들의 실내 공기질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본관 근무자의 262명(61%)이 ‘불쾌적’ 또는‘ 매우 불쾌적’이라고 응

답하였고, 별관 근무자의 35명(80%)이 ‘불쾌적’ 또는 ‘매우 불쾌적’이라고 응

답하였다. 두 건물 모두 근무자들의 실내 공기질이 쾌적하지 못하다고 응답

한 인원이 과반수였다. 다음의 Table 3.9는 설문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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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 별 관

1. 매우 불쾌적 78 명 14 명

2. 불쾌적 184 명 21 명

3. 보통 141 명 8 명

4. 쾌적 20 명 1 명

5. 매우 쾌적 2 명 0 명

Table 3.9 실내 공기질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실내 공기질이 쾌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본관은 근무자의

84명(59%)이 ‘먼지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별관은 근무자의

30명(67%)이 ‘실내 공기가 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의 Table 3.10

은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본 관 별 관

1. 실내 공기가 탁하다 4 명 30 명

2. 건조하다 36 명 8 명

3 .먼지가 많다 84 명 7 명

4. 화학 물질 냄새가 난다 11 명 0 명

5. 악취가 난다 3 명 0 명

6. 곰팡이 냄새가 난다 5 명 0 명

Table 3.10 실내 공기질에 대한 불만족 원인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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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먼지에 대한 인식

본 항목은 근무자들의 실내의 미세 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하였다. 설문 결과 본관 근무자의 209명(64%)이 ‘먼지가 많은 편’ 또는

‘매우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별관 근무자는 18명(56%

이 ‘실내 먼지의 양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별관의

근무자들이 본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내의 먼지의 양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의 Table 3.11은 설문결과를 보여준다.

본 관 별 관

1. 매우 적은 편이다 1 명 1 명

2. 적은 편이다 21 명 5 명

3. 보통이다 90 명 18 명

4. 많은 편이다 155 명 8 명

5. 매우 많은 편이다 54 명 0 명

Table 3.11 실내 먼지에 대한 인식 설문결과

3.2.4 공기 환경의 신체적 자각 인식

(1) 근무자의 신체적 자각 인식

근무자가 사무실 내에서 ‘자주있음’ 또는 ‘항상있음’ 이라고 자각한 증상 중

많이 응답한 순대로 나열하면 다음의 Table 3.12와 같다. 본관의 근무자는 두

통, 눈의 충혈, 눈가려움·따가움 순으로 나타났고, 별관의 근무자는 눈의 충

혈, 눈가려움·따가움, 기침·재채기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2순위 3순위

본관 두 통(58%) 눈의 충혈(48%) 눈가려움·따가움(45%)

별관 눈의 충혈57%) 눈가려움·따가움(46%) 기침·재채기(38%)

Table 3.12 근무자의 신체적 자각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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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Table 3.13과 Table 3.14는 본관과 별관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기환경의 신체적 자각에 대한 설문의 결과이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28)를

참고하였으며, 근무자들의 신체적 증상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의한 주요 증

상과 유사하며,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대가 오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으로 보

아 근무자들의 신체적 증상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증 상 응답수 n (%)

증상 빈도 항상있음 자주있음 보통 가끔있음 전혀없음 소계

눈의 충혈 52(16) 104(32) 73(23) 73(23) 20(6) 322(100)

눈가려움·따가움 37(11) 109(34) 76(23) 77(24) 25(8) 324(100)

두 통 51(16) 134(42) 121(38) 13(4) 1(0.3) 320(100)

어지러움 현기증 12(4) 75(24) 95(30) 93(29) 44(14) 319(100)

호흡기 질환 8(3) 41(13) 108(34) 73(23) 86(27) 316(100)

구토감·메스꺼움 23(7) 76(24) 86(27) 88(28) 44(14) 317(100)

기침·재채기 5(2) 19(6) 107(34) 44(14) 143(45) 318(100)

피부 자극 20(6) 94(30) 79(25) 108(34) 17(5) 318(100)

의욕 저하 16(5) 55(17) 111(35) 66(21) 70(22) 318(100)

불 면 증 21(7) 59(18) 108(34) 85(27) 41(13) 314(100)

화학 냄새 5(2) 27(8) 107(33) 76(24) 105(33) 320(100)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시간대

(해당자 응답)

오 전 22(8)

오 후 269(92)

소 계 291(100)

Table 3.13 본관 근무자의 신체적 자각 증상

28) 박정하,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조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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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응답수 n (%)

증상 빈도 항상있음 자주있음 보통 가끔있음 전혀없음 소계

눈의 충혈 6(14) 19(43) 6(14) 12(27) 1(2) 44(100)

눈가려움·따가움 6(14) 14(32) 11(25) 12(27) 1(2) 44(100)

두 통 0 9(20) 15(34) 17(39) 3(7) 44(100)

어지러움 현기증 0 3(7) 18(41) 18(41) 5(11) 44(100)

호흡기 질환 3(7) 13(30) 12(27) 14(32) 2(5) 44(100)

구토감·메스꺼움 0 1(2) 18(41) 11(25) 1432() 44(100)

기침·재채기 1(2) 15(36) 12(29) 13(31) 1(2) 42(100)

피부 자극 1(2) 7(16) 18(41) 18(41) 0 44(100)

의욕 저하 1(2) 13(30) 16(37) 12(28) 1(2) 43(100)

불 면 증 0 8(17) 11(23) 16(34) 12(26) 47(100)

화학 냄새 0 7(17) 12(29) 15(36) 8(19) 42(100)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시간대

(해당자 응답)

오 전 1(2)

오 후 44(98)

소 계 45(100)

Table 3.14 별관 근무자의 신체적 자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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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빛환경의 만족도

(1) 실내 빛환경 만족도

실내 빛환경 만족도 설문 결과 본관 근무자의 128명(48%)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별관 근무자의 경우도 18명(39%)이 ‘보통’이라

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본관과 별관의 근무자 모두 쾌적하다

는 의견보다는 쾌적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다음의 Table 3.15는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본 관 별 관

1. 매우 불쾌적 22 명 8 명

2. 불쾌적 84 명 17 명

3. 보통 128 명 18 명

4. 쾌적 33 명 3 명

5. 매우 쾌적 1 명 0 명

Table 3.15 실내 빛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본 문항은 실내 빛환경에 대한 불만족도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이다.

설문 결과 본관 근무자의 92명(41%)이 ‘조명이 어둡다’를 실내 빛환경의 불만

족의 첫 번째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별관 근무자의 22명(61%)이 ‘조명이 어둡

기다’를 실내 빛환경 불만족의 첫 번째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의 Table

3.16은 설문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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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 별 관

1. 조명이 어둡다 92 명 22 명

2. 햇빛이 부족하다 78 명 7 명

3. 실내 밝기가 불균등하다 31 명 6 명

4. 햇빛이나 반사광으로 인하여 눈부심이 있다 19 명 1 명

Table 3.16 실내 빛환경에 대한 불만족 원인 설문결과(복수응답 가능)

3.2.6 음환경의 만족도

실내 음환경 만족도 설문 결과 두 건물의 근무자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관 근무자의 165명(62%)이 실내 음환경 쾌적 수준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별관 근무자도 22명(48%)이 음환경 쾌적수준에 대

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의 Table 3.17은 설문결과를 보여준다.

본 관 별 관

1. 매우 불쾌적 16 명 7 명

2. 불쾌적 70 명 16 명

3. 보 통 165 명 22 명

4. 쾌적 15 명 1 명

5. 매우쾌적 1 명 0 명

Table 3.17 실내 음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실내 음환경 불만족의 원인에 대하여 본관 근무자의 76명(65%)이 ‘전화 등

실내 소음 문제‘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별관 근무자는 40명(91%)이 ’외

부 소음‘을 음환경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별관은 4층으로

건물 높이 20층인 본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차량 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소음 등의 외부 소음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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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음의 Table 3.18은 설문결과를 보여준다.

본 관 별 관

1. 외부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39 명 40 명

2. 전화 등 실내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76 명 3 명

3. 사무실 소음이 옆방에 잘 전달된다 1 명 1 명

Table 3.18 실내 음환경에 대한 불만족 원인 설문결과(복수응답 가능)

3.2.7 실내 환경에 개선에 필요한 요소 조사

본 문항의 목적은 설문을 통하여 실내 환경의 개선에 대한 근무자의 인식

을 조사하고자 함이다. 근무자의 작업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

로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본관 근무자의 96명(39%)이 고

성능 ‘난방기구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별관 근무자도 6명(32%)

이 ‘난방기구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로 보아 본 측정

건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온열환경이라고 판

단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3.19는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본 관 별 관

1. 외벽체 단열 개선 47 명 4 명

2. 고효율 조명기구 23 명 2 명

3. 고성능 난방기구 96 명 6 명

4. 냉방기 (에어컨) 55 명 5 명

5. 빛환경 조정(블라인드) 28 명 2 명

Table 3.19 실내 환경 개선 요소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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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 결

오피스 건물의 근무자 372명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에 대한 쾌적감과 신체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실내 환경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오피스 근무자들의 과반수가

불만족(본관근무자 57%, 별관근무자 77%)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실내 공기가 답답하다는 이유’, ‘찬바람이 느껴진다’고 응답하

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온열환경에서 과반수이상이 겨울철 실내 온도가 춥다고 응답하였다.

2) 공기환경에서는 근무자들이 두통, 눈충혈·눈가려움, 따가움, 기침·재채기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증상이 오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3) 빛환경에서는 조도가 부족하여 불쾌적 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

다.(본관 근무자 41%, 별관 근무자 61%)

4) 음환경에서는 본관근무자는 전화, 대화소리 등 실내소음을 불쾌적 요소

로 지적하였고, 별관근무자는 외부소음을 첫 번째 불쾌적 요소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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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오피스건물의 실내 환경 실태조사

4.1 실태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오피스건물 실내 환경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내 환경

요소별로 실내 환경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현장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을

실시한 계절은 동절기이며, 측정 내용은 실내·외의 온·습도, 휘발성유기화합

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소음,

조도환경이다. 세부적인 현장 측정 개요는 다음의 Table 4.1과 같다.

구 분 내 용

측정기간 2012. 1. 13 ∼ 2012. 03. 16

측정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오피스건물의 44개소

측정내용

· 온열환경 : 실내외 온·습도

· 공기환경 : 미세먼지(PM10),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이산화탄소(CO2)

· 음환경 : 실내·외 소음

· 빛환경 : 실내·외 조도

Table 4.1 실내 환경 측정 개요

공기환경 요소 중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폼

알데하이드(HCHO),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CO2) 네 항목을 측정하게

된 이유는 오피스건물에서 근무자가 답답함과 두통 증세를 인지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폼알데하이드(HCHO), 이산화탄소(CO2)와 기침,

가래 등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 네 항목은 증상이 비교

적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근무자가 신체 자각을 할 수

있는 문항과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건물 근무자의 대부분은 재실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총 44개의 측정개소로 공용공간, 단독 사무공

간, 부서 사무공간, 별관 사무공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측정 시기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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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4.2 대상 건물의 현황

4.2.1 측정 대상 건물의 세부 현황

실내 환경 실태조사 대상건물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 별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건물별 시설 개요는 다음의 Table 4.2, Table 4.3과

같다.

시 설 개 요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연 면 적 94,211.57㎡

신축년도 1989년6월

용 도 사무용

마 감

외장 AL창호 및 패널. PC타일

천장 흡음텍스 및 석고보드

벽 무늬목, 석재

바닥 무석면타일, 화강석 비닐타일

창호 16mm 페어 글라스 PVC 프레임 이중창

Table 4.2 본관 시설개요

시 설 개 요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연 면 적 15,913.24㎡

신축년도 1982년 2월

용 도 사무용

마 감

외장 타일마감

천장 암면텍스 위 수성페인트

벽 다채무늬 도료

바닥 비닐위타일

창호 6mm 알루미늄 프레임 단창

Table 4.3 별관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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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측정 대상 건물의 공조설비 방식 및 운영 현황

(1) 공조방식

측정 대상 건물의 공조방식은 아래와 같다.

창문 하부에 FCU를 설치하여 건물의 외주부 부하를 담당하여 냉·난방을

담당하여 아래의 Fig.4.1은 본관과 별관의 공조방식의 계통도이다.

① 본 관 : FCU(팬 코일 유닛 방식)겸용 변풍량 덕트 방식

② 별 관 : FCU(팬 코일 유닛 방식)겸용 변풍량 덕트 방식

Fig.4.1 공조방식 계통도

(2) 공조설비

① FCU(팬 코일 유닛 방식) 겸용 중앙 공조기관리로 실내의 온도에 따라 관

리

(3) 공조설비의 운영

측정 대상 건물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실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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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사용시간, 용도에 따른 적용성과 부분 부하 발생에 따른 에너지 소비

를 최소화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반영하고 있었다. 공기조화기 운용은

기준층 10층에 설치된 중앙 공조기를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냉·난방 방식

은 FCU(팬 코일 유닛방식)이다. 다음의 Fig4.2와 Fig4.3은 각각 본관과 별관

의 중앙공조기 방식의 개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냉·난방 운영은 계절별 운영

방식으로 겨울철은 실내온도 18∼20℃, 실내습도 40∼50%를 기준으로 운전하

고, 여름철은 실내온도 26∼28℃, 실내습도 50∼55%를 기준으로 운전하고 있

었다.

Fig.4.2 본관의 공조기 방식 계통도

Fig.4.3 별관의 공조기 방식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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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실태 조사 측정 일정 및 실내 환경 개요

측정 대상건물에 대한 환경 조사는 실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실내 온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난방기의 작동

유무와 개수, 재실인원과 출입 인원, 창호의 개폐유무와 크기를 조사하였으

며, 바닥재질과 창문의 종류 개구부의 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Table

4.4 ∼ Table 4.10은 측정 대상 건물의 실내 환경 사전조사의 결과이다. 측정

기간은 2012년 1월 13일부터 2012년 3월 16일까지 총 62일에 걸쳐서 동절기

의 실내 환경을 측정하였다.

측정개소명 실의 향 측정 일자 측 정 환 경

본 관

휴 게 실

(20층)

남
1월13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2/4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30/0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커튼월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63.86㎡

본 관

도서실

(6층)

남
1월13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2/4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2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커튼월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142.50㎡

본 관

중회의실1

(4층)

⦁ 1월31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0/1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0명

Ÿ 개 구 부 : 문 3개

Ÿ 창 면 적 : 창 없음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58.99㎡

본 관

중회의실2

(4층)

⦁ 1월31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0/1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0명

Ÿ 개 구 부 : 문 3개

Ÿ 창 면 적 : 창 없음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57.80㎡

Table 4.4 대상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사전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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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소명 실의 향 측정 일자 측 정 환 경

본 관

식 당

(2층)

북
2월15일

수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52/16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32.14㎡

본 관

복지센터

(6층)

북
3월 16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0/2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1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2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1.80㎡

본 관

소회의실1

(14층)

북
2월6일

월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3/3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0명

Ÿ 개 구 부 : 문 3개

Ÿ 창 면 적 : 4.11㎡ × 3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29.89㎡

본 관

소회의실2

(14층)

남
2월7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38/0명

Ÿ 개 구 부 : 문 3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29.89㎡

본 관

당 직 실
남

2월8일

수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8/16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9.15㎡

본 관

화장실1
남

2월8일

수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9/0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없음

Ÿ 바닥재질 : 타일

Ÿ 바닥면적 : 8.97㎡

본 관

화장실2
⦁ 2월14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0/0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42/0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타일

Ÿ 바닥면적 : 8.27㎡

Table 4.5 대상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사전조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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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소명 실의 향 측정 일자 측 정 환 경

본 관

화장실3
⦁ 2월14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0/0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10/0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없음

Ÿ 바닥재질 : 타일

Ÿ 바닥면적 : 8.27㎡

본 관

의무실
⦁ 2월15일

수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0/2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11/1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2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0.10㎡

본 관

부서

사무실1

북
1월20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8/16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49㎡

Ÿ 기타: 대화 및 통화 많음

본 관

부서

사무실2

북
1월20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0/3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4/4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0㎡

본 관

부서

사무실3

남
1월17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8/16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50㎡

Ÿ 기타: 대화 및 통화 많음

본 관

부서

사무실4

북
1월17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14/33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59.79㎡

본 관

부서

사무실5

북
1월26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14/14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7/24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11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20.23㎡

Table 4.6 대상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사전조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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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소명 실의 향 측정 일자 측 정 환 경

본 관

부서

사무실6

남
1월26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0/14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8/30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11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20.23㎡

본 관

부서

사무실7

남
1월26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6/6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8/30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4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52.79㎡

본 관

부서

사무실8

북
1월27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1/4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10명

Ÿ 개 구 부 : 문 3개

Ÿ 창 면 적 : 4.11㎡ × 4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40㎡

본 관

부서

사무실9

북
2월9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0/8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5/9명

Ÿ 개 구 부 : 문 4개

Ÿ 창 면 적 : 4.11㎡ × 8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8.97㎡

본 관

부서

사무실10

북
2월3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10/10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8/31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9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94.91㎡

본 관

부서

사무실11

북
2월3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8/16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49.83㎡

본 관

부서

사무실12

북
2월22일

수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0/8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14/22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8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30.16㎡

Table 4.7 대상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사전조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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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소명 실의 향 측정 일자 측 정 환 경

본 관

부서

사무실13

남
2월22일

수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18/9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8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79.72㎡

본 관

개인

사무실1

남
1월17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2/3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1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2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9.93㎡

본 관

개인

사무실2

남
1월17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0/2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0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2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14.70㎡

본 관

개인

사무실3

남
1월19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3/3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8/2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2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20.58㎡

본 관

개인

사무실4

남
1월19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0/2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0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2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14.70㎡

본 관

개인

사무실5

남
2월2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1/1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0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1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4.70㎡

본 관

개인

사무실6

남

2월2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1/1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0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1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9.96㎡

Table 4.8 대상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사전조사 - 5



- 46 -

측정개소명 실의 향 측정 일자 측 정 환 경

본 관

개인

사무실7

남
2월2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난방 2/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1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19.93㎡

본 관

개인

사무실8

남
2월3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0/5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1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29.89㎡

본 관

개인

사무실9

남
2월6일

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0/3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0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3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22.22㎡

본 관

개인

사무실10

남
2월7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3/3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3/1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3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22.22㎡

본 관

개인

사무실11

남
2월7일

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0/3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2/1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5

Ÿ 바닥재질 : 카펫

Ÿ 바닥면적 : 19.93㎡

별 관

사무실1

남
2월 23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2/9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84/27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11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76.23㎡

별 관

사무실2
남

2월 23일

목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2/9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92/24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6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76.23㎡

Table 4.9 대상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사전조사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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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소명 실의 향 측정 일자 측 정 환 경

별 관

사무실3
서

2월 24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3/3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31/16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6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57.64㎡

별 관

사무실4
북

2월 27일

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2/2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4/24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4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83.69㎡

별 관

사무실5
남

2월 27일

월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3/4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7/24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4.11㎡ × 6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168.80㎡

별 관

사무실6
동

3월 02일

금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1/1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1/9명

Ÿ 개 구 부 : 문 1개

Ÿ 창 면 적 : 4.11㎡ × 2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42.59㎡

별 관

사무실7
남

2월 29일

수요일

Ÿ 냉·난방(FCU) : 히터 0/4가동

Ÿ 출입인원/재실인원 : 0/16명

Ÿ 개 구 부 : 문 2개

Ÿ 창 면 적 : 2㎡ × 2

Ÿ 바닥재질 : P-타일

Ÿ 바닥면적 : 34.67㎡

Table 4.10 대상 건물의 측정개소 실내 환경 사전조사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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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내 환경 측정 항목 및 장비현황

실내 환경 측정 방법으로는 온열환경, 음환경의 측정기기를 각 실의 중앙

또는 실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공간에 위치하여 하여 작업면의 높이인

0.7m(±0.05m)의 높이에서 측정을 하였고, 공기환경의 경우 측정면의 높이는

측정 실 바닥 위 1.2m(±0.05m)로 측정하였다. 빛환경의 경우 벽면에서 1.5m

의 범위를 제외하고 1m 간격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실내 환경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기자재는 다음의 Table 4.11 같다.

환경요소 측정 항목 측정 기기 시료 채취 방법 및 시간

온열환경 온․습도

디지털 온습도계(SK-L200THII α)를

이용하여 실별로 60분간(10분간격 6회)

평균 측정

음환경 소음
정밀소음계 NA-29E를 이용하여 10분간

주파수 별로 평균을 측정

빛환경 조도

조도계 HD 2302.0을 이용하여 실별로

창문 측 100㎝지점부터 1.5m단위로 조도

측정

공기환경

미세먼지

(PM10)

부유미세먼지 측정기 KANOMAX 5421을

이용하여 3mL/min으로 1분씩 3회 측정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측정기(AirBoxx-7UGM)를

이용하여 30분간 2회 측정

폼알데하이드

(HCHO)

폼알데하이드 간이측정기 COSMOS의

XP-308B를 이용하여 30분간 1회 측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휘발성유기화합물 휴대용 측정기인

NEW COSMOS의 XP-339V를 이용하여

60분간(10분간격 3회) 평균 측정

Table 4.11 실내 환경 측정 기자재 항목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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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온열환경 측정 방법

일반적으로 온열환경을 나타내는 지표 방법은 기온, 기류, 습도의 조합으로

나타낸 유효온도(ET), 기온, 습도, 기류 및 MRT로 나타낸 수정 유효온도

(CET)와 ASHRAE(미국 냉·난방 공조학회)에서 제안한 신유효온도(ET*), 표

준유효온도(SET), 작용온도(OT), 합성온도(RT), 흑구온도(GT) 등이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건상 기류 측정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의

결과만으로 ASHRAE ST-55-74에 의한 쾌적 범위와 비교하여 측정 개소별

쾌적도를 분석하였다.29) 다음의 Table 4.9는 ASHRAE의 쾌적범위이다.

실내·외 온·습도는 디지털 온습도계(SK-L200THII α)를 이용하여 각 실별

로 온열환경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소에서, 측정면의 높이는 측정

실 바닥 위 1.2m(±0.05m)로 10분 간격으로 60분간 측정을 하여 평균값을 이

용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온열환경 측정 기자재는 SK-L200THII α 디지털 온

습도계로서 온도 측정 범위는–15℃∼65℃, 습도는 10%rh∼ 99.9%rh범위에

서 측정 가능하다. 분해능은 온도의 경우 0.1℃(-9.9∼65℃), 1℃(-10℃)이고,

습도는 0.1%RH(15∼99.9%RH), 1%RH(15%RH미만) 이다.

4.3.2 공기환경 측정 방법

사무실의 공기환경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

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시되어 있다. 공기환경인 미세

먼지(PM10)과 이산화탄소(CO2) 는 각각 kanomax 3421과 AIRBOXX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의 Table 4.12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사무실 측정

횟수 및 채취시간이고, Table 4.13은 사무실 측정횟수 및 채취시간이다.30)

29) McIntyer et al, Man’s thermal sensitivity during temperature changes

30) 양원호, 실내공기질 및 위해서 관리, 집문당,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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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염 물 질 측정횟수(측정시기) 시료채취시간

미세먼지

(PM10)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중

1시간 측정

이산화탄소

(CO2)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 후 2시간 전후

10분간 측정
폼알데하이드

(HCHO)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1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Table 4.12 사무실의 공기오염 물질 측정횟수 및 채취시간

오 염 물 질 시료채취방법 분석방법

미세먼지

(PM10)

PM10 샘플러(sampler)를

장착한 고용량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중량분석

(천칭의 해독도:10㎍이상)

이산화탄소

(CO2)

비분산적외선검출기에

의한 채취

업무 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폼알데하이드

(HCHO)

2,4-DNPH가 코팅된 실리카

겔관이 장착된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2,4-DNPH유도체를
HPLC-UVD 또는

GC-NPD 로 분석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고체흡착관 또는

캐니스터로 채취

고체흡착열탈착법 또는
고체흡착용매추출법을

이용한 GC 분석

캐니스터를 이용한 GC분석

Table 4.13 공기 오염 물질 시료채취 방법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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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PM10) 측정 방법

미세먼지(PM10) 측정기인 고감도 광 산란식 분진계 kanomax 3421은 반도

체 Laser를 채용함으로써 0.001 ㎎/㎥의 고감도 계측이 가능하다. 측정방식은

광 산란식이며, 광원은 반도체 Laser를 사용한다. 검출부는 Photo Diode, 10

㎛이하(PM10)의 부유입자상 물질을 검출한다. 측정범위는 0∼4 ㎎/㎥(0∼

4000cpm) 1cpm = 0.001 ㎎/㎥이며, 오차범위는 지시치의 ±10%이다. 원리적

으로 부유입자에 광을 조사시키는 광 산란현상을 기본원리로 하여 산란광의

강도가 분진농도에 상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측하는데 측정시간

은 1∼3분 혹은 연속측정을 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한다.

시료채취 조건으로는 원칙적으로 0.3m/s 이내가 되어야 하며 각 실별로 2

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별로 오염

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2개소에서 3분간 측정하는 방법으로 3회씩

반복 측정을 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측정면의 높이는 측정 실 바닥

위 1.2m(±0.05m)로 측정하였다. 결과 값은 ㎎/㎥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산업

안전보건법과의 비교 검토를 위해 ㎍/㎥로 변환하였다. 또한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법의 주 시험방법인 중량법 분석기기

‘MicroVol - 1100 Low Flow-Rate Air Sampler’ 와의 측정값 비교를 통하여

측정값을 검토하였다.

(2) 이산화탄소(CO2) 측정 방법

이산화탄소(CO2) 측정 기기인 AIRBOXX는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의

이산화탄소(CO2) 주 시험방법인 비분산 적외선 법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이

산화탄소(CO2)의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연속자동 측정한다. 이산화탄소(CO2)의 검출 범

위는 0∼10000ppm이며, 오차범위는 ±5%이다. 측정 방법은 업무 시작 후 2시

간 전후 또는 종료 전 2시간 전후 10분간 측정하였다. 측정면의 높이는 바닥

위 1.2m(±0.05m)로 측정하였다. 오피스건물에서 근무시간대의 평소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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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근무자(재실자)는 기존의 근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

였고, 사무실 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개소에서 채취한

다.(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당 1곳씩 추가)31)

또한 측정자의 호흡으로 인한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측정자 1명

이외에는 재실하지 않았고, 측정자 1명 역시 측정기기에서 최소 2m 이상 떨

어져서 측정값을 기록하였다.

4.3.3 음환경 측정 방법

음환경 측정기기인 RION의 NA-29E는 1/3옥타브 분석형 적분형 소음계로

써 환경처 형식승인 취득 소음계(F-20)로 정밀음향측정, 작업 환경과 지역사

회 환경소음평가들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이다. 중심 주파수31.5Hz

로부터 8,000Hz까지의 1/1옥타브, 9밴드를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건축

물의 음압 Level차와 상충격음 Level차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 범위는 28∼

130dB( 86dB(A) sound level calibrator)이며, 주파수 범위는 20∼12500Hz이

다. 또한 Leq(등가 소음 레벨), LAE(단발 소음 폭로 레벨), Lmax(최대치)(을)

를 실시간으로 연산 가능하다. 측정은 각 실별로 10분간 평균을 측정하였으

며, 소음의 평가는 1/1옥타브밴드로 분석한 결과를 1957년 Baranek에 의해

제안되고, 1968년 T.S, Schultz가 신규격으로 적합하도록 수정한 NC(Noise

Criteria)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Table 4.10은 NC(Noise Criteria)

값 곡선이며, Table 4.11은 NC값에 의한 실내소음의 평가기준이다.32)33)

측정 소음원은 근무시간대 사무공간의 소음 발생 요소에 대한 분석을 위하

여 인위적으로 차단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 측정 위치는 실의 중앙에서 실

시하였고 업무 중 대화, 전화벨 소리, 키보드자판 소리, 프린터 동작 소리 등

의 내부 발생 소음과 외부소음을 여과 없이 근무 환경 그대로 측정하였다.

31) 양원호, 실내공기질 및 위해서 관리, 집문당, 2008

32) 이언구외, 건축환경실험, 태림문화사, 2003

33) 김재수, 건축음향설계, 세진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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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빛환경 측정 방법

빛환경인 실내조도는 조도측정 기기인 HD 2302.0은 측정단위는 lux, fcd, μ

mol/㎡·s, cd/㎡, W/㎡, μW/㎡가 모두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lux를 사용하

였다. 측정 범위는 0.01 lux ∼ 200·103 lux이다. 측정은 한국 산업규격의 조

도측정방법(KS C 7612 : 1987)에 명시되어 있는 측정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

하였다. KS기준에 의하면 평균조도 산출 방법은 단위 구역마다 평균 조도를

구하고, 그 평균치를 전 측정 범위의 평균 조도로 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역마다 평균조도는 4점법에 따라 모퉁이 4점의 조도 E를 측정한다. 또한

실 중앙에 조명 기구가 1등 설비되어 있는 실의 평균 조도의 산출은 5점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연직면 조도, 법선조도, 작업면의 조도 등을 구할 때는 조

도계의 수광기를 해당 방향에 놓고, 목적에 따른 측정 점에서 조도를 측정한

다.3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도의 관리 및 개선을 목표로 하는 측정이었

으며, 오피스의 실의 형태가 정방형이 아닌 경우 4점법과 5점법을 적용하기

에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측정 점의 위치는 각

실의 사용목적과 실의 형태에 따라 실별로 대표 측정 영역을 정하고, 해당

영역에서 직달일사의 영향을 받는 측정 점은 제외를 했으며, 조명 기구의 배

광과 부착높이를 고려하여 측정 점을 배치하도록 결정하였다. 측정면의 높이

는 작업면의 높이인 측정 실 바닥 위 0.7(±0.05)m로 측정하였다. 조도값을 읽

는 측정자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수광부에서 1.5m 떨어져서 표시부를 기

록해가며 측정에 임하였다.

34) 한국산업표준(KS), KS C 7612, 조도 측정 방법, 2012개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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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내 환경 실태 조사 결과

실내 환경 실내 조사를 위한 측정은 대상건물의 4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

으며, 건축물은 본관과 별관으로 분류를 하였다. 본관은 1989년 6월 준공하여

2000년에 실시한 새 단장을 통하여 실내 환경이 개선되었다. 반면에 별관의

경우 1982년 2월에 준공되어 본관보다 7년 더 노후 되었지만 현재까지 아직

새 단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본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실내 환경 분석에 있어서 용도별로 분석을 하였는데 본관의 경우 공용공간,

단독 사무공간, 부서 사무공간으로 분류 하였으며, 별관은 사무공간으로 분류

하였다. 측정 시기는 2012년 1월 13일부터 2012년 3월 16일까지 총 62일에

걸쳐서 동절기의 실내 환경을 측정하였다.

4.4.1 온열환경

(1) 온도측정결과

온도 측정결과 각 공간별 평균온도는 본관의 공용공간은 20.7℃, 단독 사무

공간 23.8℃, 부서 사무공간 22.5℃, 별관 사무공간 20.3℃로, 쾌적온도 범위인

20∼23℃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은 단독 사무공간(23.8℃)으로 나타났다. 기준

인 각 공간별 평균온도와 최고·최소 온도는 다음의 Table 4.14, Table 4.15와

같이 나타났다. 이중창을 사용하는 본관과 달리 단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별

관은 평균온도는 20.9℃로 본관의 사무공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단독

사무공간의 평균온도는 23.8℃로 공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측정

개소 중에서 최고 온도를 나타낸 곳은 단독 사무공간의 ‘개인사무실 1’로 온

도는 27.2℃이며, 최저 온도를 나타낸 곳은 별관의 ‘별관 사무공간 4’로 온도

는 17.9℃이다. 실내·외 온도차를 분석해본 결과 본관이 별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측정 환경은 창호는 폐쇄한 상태로 통일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본관의 건물이 별관에 비하여 기밀성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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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Table 4.16 ∼ Table 4.19는 공간별 온도 측정결과이며, Fig.4.4 ∼

Fig.4.7은 공간별 온도 분포도이다.

공용공간
단독

사무공간

부서

사무공간

별관

사무공간

실내온도 20.7℃ 23.8℃ 22.5℃ 20.9℃

실외온도 -0.2℃ -4.5℃ -1.5℃ 4.3℃

Table 4.14 온도 측정 결과(공간별 평균값)

측정개소 실내온도 실외온도
실내·외

온도차

최고온도 소회의실2 24.8℃ -8.7℃ 33.5℃

최저온도 대회의실 16.2℃ -8℃ 24.2℃

최고온도 개인사무실1 27.2℃ 2.8℃ 24.4℃

최저온도 개인사무실7 21.3℃ -13.7℃ 35℃

최고온도 부서 사무실4 25.8℃ 2.8℃ 23℃

최저온도 부서 사무실8 20.1℃ -0.9℃ 21℃

최고온도 별관 사무실2 22.2℃ 4.4℃ 17.8℃

최저온도 별관 사무실4 17.9℃ -0.7℃ 14.2℃

Table 4.15 용도별 최고·최저 온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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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온도 외기온도

휴게실 20.6℃ 1.2℃

도서실 20.3℃ 1.2℃

중회의실1 19.7℃ -4.7℃

중회의실2 19.8℃ -4.7℃

식당 21.3℃ -1.3℃

복지센터 22.4℃ 3.4℃

소회의실1 23.2℃ 0.9℃

소회의실2 24.8℃ -8.7℃

당직실 22.7℃ -8℃

화장실1 18.9℃ 3℃

화장실2 19.1℃ 3℃

화장실3 21.3℃ -1.3℃

의무실 22.4℃ 3.4℃

Table 4.16 공용공간의 온도 측정 결과

Fig.4.4 공용공간의 온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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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온도 외기온도

단독 사무실1 27.2℃ 2.8℃

단독 사무실2 26.7℃ 2.8℃

단독 사무실3 24.5℃ 5.3℃

단독 사무실4 23.7℃ 5.3℃

단독 사무실5 22.2℃ -13.7℃

단독 사무실6 21.5℃ -13.7℃

단독 사무실7 21.3℃ -13.7℃

단독 사무실8 25.2℃ -8.6℃

단독 사무실9 23℃ 0.9℃

단독 사무실10 23.4℃ -8.7℃

단독 사무실11 23.1℃ -8.7℃

Table 4.17 단독 사무공간의 온도 측정 결과

Fig.4.5 단독 사무공간의 온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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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온도 외기온도

부서 사무실1 22.7℃ 5.4℃

부서 사무실2 20.1℃ 5.4℃

부서 사무실3 25.3℃ 2.8℃

부서 사무실4 25.8℃ 2.8℃

부서 사무실5 22℃ -2.9℃

부서 사무실6 21.9℃ -2.9℃

부서 사무실7 21.2℃ -2.9℃

부서 사무실8 20.1℃ -0.9℃

부서 사무실9 23.4℃ -4.5℃

부서 사무실10 23.2℃ -8.6℃

부서 사무실11 23.3℃ -8.6℃

부서 사무실12 22.7℃ 5.8℃

부서 사무실13 23.6℃ -4.5℃

Table 4.18 부서 사무공간의 온도 측정 결과

Fig.4.6 부서 사무공간의 온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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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온도 외기온도

별관 사무실1 21.8℃ 4.4℃

별관 사무실2 22.2℃ 4.4℃

별관 사무실3 21.1℃ 4.3℃

별관 사무실4 17.9℃ -0.7℃

별관 사무실5 22.1℃ 6.9℃

별관 사무실6 21.2℃ 4.3℃

별관 사무실7 20.1℃ 6.7℃

Table 4.19 별관 사무공간의 온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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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도측정결과

습도 측정결과 각 공간별 평균습도는 본관의 공용공간은 18.9%, 단독 사무

공간 19.8%, 부서 사무공간 21.3%, 별관 사무공간 19.3%로 나타났다. 동절기

쾌적범위는 40∼60%인것에 비하여 습도가 많이 부족하여 건조한 상태인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Table 4.20, Table 4.21은 습도 측정 결과의 평균값과

최고·최소 측정 개소를 보여준다. 전체 측정 개소 중에서 최고 습도를 보인

곳은 부서 사무공간의 ‘부서사무실1’로 습도는 38.8%이며, 최저 습도를 나타

낸 곳은 단독 사무공간의 ‘개인 사무실5’로 습도는 13%이다. 다음의 Table

4.22 ∼Table 4.25는 공간별 습도 측정 결과이며, Fig.4.8 ∼ Fig.4.11은 공간

별 습도 분포도이다.

공용 공간
단독

사무공간

부서

사무공간

별관

사무공간

실내습도 18.9% 19.8% 21.3% 19.3%

실외습도 47.2% 47% 53.9% 57.4%

Table 4.20 습도 측정 결과(공간별 평균값)

측정개소 실내수치 실외수치
실내·외

수치 차이

공용공간

최고수치 복 지 센 터 27.2% 61% 33.8%

최저수치 당 직 실 13.4% 42.3% 35.4%

단독

사무공간

최고수치 개인 사무실3 26.5% 54.4% 27.9%

최저수치 개인 사무실5 13% 44.4% 31.4%

부서

사무공간

최고수치 부서 사무실1 38.8% 61% 22.8%

최저수치 부서 사무실11 16.6% 54.3% 37.7%

별 관

최고수치 별관 사무실4 17.5% 31.3% 13.8%

최저수치 별관 사무실5 21.7% 54.6% 32.9%

Table 4.21 용도별 최고·최저 습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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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습도 외기습도

휴게실 18.1% 52.8%

도서실 18.2% 52.8%

중회의실1 18.9% 48.4%

중회의실2 18% 48.4%

식당 19.1% 31.5%

복지센터 27.2% 61%

소회의실1 22% 50.6%

소회의실2 16.9% 42.3%

당직실 13.4% 39.1%

화장실1 20% 48.9%

화장실2 19% 48.9%

화장실3 18.8% 31.5%

의무실 27% 58%

Table 4.22 공용 공간의 습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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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습도 외기습도

단독 사무실1 17.1% 48.5%

단독 사무실2 17.9% 48.5%

단독 사무실3 26.5% 54.4%

단독 사무실4 21% 41.3%

단독 사무실5 13% 44.4%

단독 사무실6 14% 44.4%

단독 사무실7 21.7% 44.4%

단독 사무실8 18.3% 54.3%

단독 사무실9 21.3% 50.6%

단독 사무실10 16.9% 42.3%

단독 사무실11 17.1% 42.3%

Table 4.23 단독 사무공간의 습도 측정 결과

Fig.4.9 단독 사무공간의 습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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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습도 외기습도

부서 사무실1 38.8% 61%

부서 사무실2 27.9% 61%

부서 사무실3 18.6% 48.5%

부서 사무실4 17.4% 48.5%

부서 사무실5 21.4% 54.5%

부서 사무실6 21.6% 54.5%

부서 사무실7 22.3% 54.5%

부서 사무실8 23% 64.6%

부서 사무실9 16.9% 48.9%

부서 사무실10 17.7% 54.3%

부서 사무실11 16.6% 54.3%

부서 사무실12 17.8% 46.6%

부서 사무실13 16.9% 48.9%

Table 4.24 부서 사무 공간의 습도 측정 결과

Fig.4.10 부서 사무공간의 습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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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습도 외기습도

별관 사무실1 20.2% 64.4%

별관 사무실2 19.5% 64.4%

별관 사무실3 18.3% 61.3%

별관 사무실4 17.5% 31.3%

별관 사무실5 21.7% 54.6%

별관 사무실6 18.1% 64.4%

별관 사무실7 20.1% 61.3%

Table 4.25 별관 사무 공간의 습도 측정 결과

Fig.4.11 별관 사무공간의 습도분포도

4.4.2 공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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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 결과

폼알데하이드(HCHO)의 측정결과 모든 개소에서 기준치보다 낮게 검춤되

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 수치는 0.1ppm이지만 측정값은 모든 공간에서

0.01∼0.02ppm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평균농도는 단독 사무공간이

0.012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서 사무 공간이 0.01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측정 환경에 있어서 근무자들의 통행이 자유로웠고,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개구부가 폐쇄된 상태에서 측정 할 경

우 오염농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다음의 Table 4.26은 폼알데하이드

(HCHO) 측정 결과 평균값을 보여준다.

Table 4.27 ∼ Table 4.30은 공간별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 결과이며,

Fig.4.12 ∼ Fig.4.15는 공간별 폼알데하이드(HCHO) 분포도이다.

공용 공간
단독

사무 공간

부서

사무 공간

별관

사무공간

실내 0.013ppm 0.012ppm 0.015ppm 0.014ppm

실외 0.01ppm 0.011ppm 0.011ppm 0.011ppm

Table 4.26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 결과 (공간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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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휴게실 0.02ppm 0.01ppm

도서실 0.01ppm 0.01ppm

중회의실1 0.01ppm 0.01ppm

중회의실2 0.01ppm 0.01ppm

식당 0.01ppm 0.01ppm

복지센터 0.01ppm 0.01ppm

소회의실1 0.01ppm 0.01ppm

소회의실2 0.01ppm 0.01ppm

당직실 0.01ppm 0.01ppm

화장실1 0.02ppm 0.01ppm

화장실2 0.02ppm 0.01ppm

화장실3 0.02ppm 0.01ppm

의무실 0.01ppm 0.01ppm

Table 4.27 공용 공간의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 결과

Fig.4.12 공용 공간의 폼알데하이드(HCHO)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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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단독 사무실1 0.01ppm 0.01ppm

단독 사무실2 0.01ppm 0.01ppm

단독 사무실3 0.01ppm 0.01ppm

단독 사무실4 0.02ppm 0.01ppm

단독 사무실5 0.01ppm 0.01ppm

단독 사무실6 0.01ppm 0.01ppm

단독 사무실7 0.02ppm 0.02ppm

단독 사무실8 0.01ppm 0.01ppm

단독 사무실9 0.01ppm 0.01ppm

단독 사무실10 0.01ppm 0.01ppm

단독 사무실11 0.01ppm 0.01ppm

Table 4.28 단독 사무 공간의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 결과

Fig.4.13 단독 사무 공간의 폼알데하이드(HCHO)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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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부서 사무실1 0.02ppm 0.01ppm

부서 사무실2 0.02ppm 0.01ppm

부서 사무실3 0.02ppm 0.01ppm

부서 사무실4 0.02ppm 0.02ppm

부서 사무실5 0.02ppm 0.01ppm

부서 사무실6 0.01ppm 0.01ppm

부서 사무실7 0.01ppm 0.01ppm

부서 사무실8 0.01ppm 0.01ppm

부서 사무실9 0.01ppm 0.01ppm

부서 사무실10 0.01ppm 0.01ppm

부서 사무실11 0.02ppm 0.01ppm

부서 사무실12 0.01ppm 0.01ppm

부서 사무실13 0.01ppm 0.01ppm

Table 4.29 부서 사무 공간의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 결과

Fig.4.14 부서 사무 공간의 폼알데하이드(HCHO)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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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별관 사무실1 0.01ppm 0.01ppm

별관 사무실2 0.01ppm 0.01ppm

별관 사무실3 0.03ppm 0.02ppm

별관 사무실4 0.01ppm 0.01ppm

별관 사무실5 0.01ppm 0.01ppm

별관 사무실6 0.02ppm 0.01ppm

별관 사무실7 0.01ppm 0.01ppm

Table 4.30 별관 사무 공간의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 결과

Fig.4.15 별관 사무 공간의 폼알데하이드(HCHO)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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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측정 결과 대부분의 측정개소가 기준치인

권고기준 500㎍/㎥ 미만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개소는 1개소로 나타

났는데 부서 사무공간의 ‘부서사무실12’이다. ‘부서사무실12’를 제외하고는 휘

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안전한 상태로 판단되지만, 사무실의 특성상 휘발

성유기화합물이 가구에서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적될 경우 위험

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인 환기 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

단된다. 다음의 Table 4.31은 공간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측정 평

균값이고, Table 4.32는 각 실별 최고·최소 측정 개소이다. Table 4.33 ∼

Table 4.36은 공간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 결과이며, Fig.4.16 ∼

Fig.4.19는 공간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분포도이다.

공용 공간
단독

사무 공간

부서

사무 공간

별관

사무공간

평균 수치 244.7㎍/㎥ 335.1㎍/㎥ 377.1㎍/㎥ 267㎍/㎥

Table 4.31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결과(공간별 평균값)

측정개소 실내수치

공용공간
최고수치 식 당 457.9㎍/㎥

최저수치 도서실 57.4㎍/㎥

단독 사무공간
최고수치 단독 사무실1 465.8㎍/㎥

최저수치 단독 사무실10 181.8㎍/㎥

부서

사무공간

최고수치 부서 사무실12 967.6㎍/㎥

최저수치 부서 사무실2 187.3㎍/㎥

별 관
최고수치 별관 사무실6 308.3㎍/㎥

최저수치 별관 사무실4 214.2㎍/㎥

Table 4.32 용도별 최고·최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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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측정수치

휴게실 161.8㎍/㎥

도서실 57.4㎍/㎥

중회의실1 241.7㎍/㎥

중회의실2 220.7㎍/㎥

식당 457.9㎍/㎥

복지센터 207.6㎍/㎥

소회의실1 256.4㎍/㎥

소회의실2 218.3㎍/㎥

당직실 193.7㎍/㎥

화장실1 264.1㎍/㎥

화장실2 298.8㎍/㎥

화장실3 403㎍/㎥

의무실 199.8㎍/㎥

Table 4.33 공용 공간의 TVOC 측정 결과

Fig.4.16 공용 공간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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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단독 사무실1 465.8㎍/㎥

단독 사무실2 276.5㎍/㎥

단독 사무실3 220.8㎍/㎥

단독 사무실4 279.5㎍/㎥

단독 사무실5 407.4㎍/㎥

단독 사무실6 395.8㎍/㎥

단독 사무실7 389.2㎍/㎥

단독 사무실8 410.1㎍/㎥

단독 사무실9 448.5㎍/㎥

단독 사무실10 181.8㎍/㎥

단독 사무실11 210.5㎍/㎥

Table 4.34 단독 사무 공간의 TVOC 측정 결과

Fig.4.17 공용 공간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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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부서 사무실1 249.5㎍/㎥

부서 사무실2 187.3㎍/㎥

부서 사무실3 350.1㎍/㎥

부서 사무실4 451㎍/㎥

부서 사무실5 194.1㎍/㎥

부서 사무실6 354.2㎍/㎥

부서 사무실7 378.3㎍/㎥

부서 사무실8 263.2㎍/㎥

부서 사무실9 459.6㎍/㎥

부서 사무실10 329.9㎍/㎥

부서 사무실11 405.9㎍/㎥

부서 사무실12 967.6㎍/㎥

부서 사무실13 312.4㎍/㎥

Table 4.35 부서 사무 공간의 TVOC 측정 결과

Fig.4.18 부서 사무 공간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분포도



- 74 -

측 정 개 소 내부수치

별관 사무실1 298.3㎍/㎥

별관 사무실2 296.8㎍/㎥

별관 사무실3 270.1㎍/㎥

별관 사무실4 214.2㎍/㎥

별관 사무실5 262.2㎍/㎥

별관 사무실6 308.3㎍/㎥

별관 사무실7 218.9㎍/㎥

Table 4.36 공용 공간의 TVOC 측정 결과

Fig.4.19 별관 사무 공간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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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유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부유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각 공간별 평균 부유 미세먼지(PM10)는 본

관의 공용공간은 22.23㎍/㎥, 단독 사무 공간 44.09㎍/㎥, 부서 사무 공간

28.46㎍/㎥, 별관 사무 공간 28.83㎍/㎥로, 다음의 Table 4.37, Table 4.38과 같

이 나타났다. 전체 측정 개소 중에서 부유미세먼지(PM10)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낸 개소는 단독 사무공간의 ‘단독 사무실7’로 수치는 87㎍/㎥이며, 최저는

공용공간의 ‘의무실’로 12㎍/㎥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치인 150㎍/㎥ 기준치보

다 높게 나타난 측정 개소는 ‘소회의실2’(153㎍/㎥)와 ‘단독사무실10’(160㎍/

㎥)으로 나타났다. ‘소회의실2’의 경우 바닥이 카펫 재질이며, 측정 전 회의로

인하여 카펫의 미세먼지가 부유되어 높게 측정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단독사무실10’ 역시 바닥이 카펫이며, 러닝머신 등의 운동기구와 TV를 보유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개소와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고 판단된다. Table 4.39 ∼ Table 4.42는 공간별 부유미세먼지 측정 결과이

며, Fig.4.20 ∼ Fig.4.23은 공간별 부유 미세 먼지 분포도이다.

공용 공간
단독

사무 공간

부서

사무 공간

별관

사무공간

실내 22.23(㎍/㎥) 44.09(㎍/㎥) 28.46(㎍/㎥) 28.83(㎍/㎥)

실외 66.46(㎍/㎥) 52(㎍/㎥) 42.85(㎍/㎥) 41.5(㎍/㎥)

Table 4.37 부유미세먼지 측정결과(공간별 평균값)

측정개소 실내수치 실외수치
실내·외

수치 차이

공용공간
최고수치 휴게실 41㎍/㎥ 111㎍/㎥ 70㎍/㎥

최저수치 의무실 12㎍/㎥ 60㎍/㎥ 48㎍/㎥

단독

사무공간

최고수치 단독 사무실7 87㎍/㎥ 45㎍/㎥ -42㎍/㎥

최저수치 단독 사무실6 20㎍/㎥ 43㎍/㎥ 23㎍/㎥

부서

사무공간

최고수치 부서 사무실13 48㎍/㎥ 22㎍/㎥ 26㎍/㎥

최저수치 부서 사무실2 17㎍/㎥ 18㎍/㎥ 1㎍/㎥

별 관
최고수치 별관 사무실2 35㎍/㎥ 50㎍/㎥ 15㎍/㎥

최저수치 별관 사무실6 22㎍/㎥ 25㎍/㎥ 3㎍/㎥

Table 4.38 용도별 최고·최저 부유 미세먼지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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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휴게실 41㎍/㎥ 111㎍/㎥

도서실 31㎍/㎥ 72㎍/㎥

중회의실1 20㎍/㎥ 74㎍/㎥

중회의실2 21㎍/㎥ 56㎍/㎥

식당 21㎍/㎥ 56㎍/㎥

복지센터 16㎍/㎥ 54㎍/㎥

소회의실1 33㎍/㎥ 45㎍/㎥

소회의실2 19㎍/㎥ 153㎍/㎥

당직실 21㎍/㎥ 51㎍/㎥

화장실1 19㎍/㎥ 64㎍/㎥

화장실2 18㎍/㎥ 39㎍/㎥

화장실3 17㎍/㎥ 29㎍/㎥

의무실 12㎍/㎥ 60㎍/㎥

Table 4.39 공용 공간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Fig.4.20 공용공간의 부유 미세먼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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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단독 사무실1 28㎍/㎥ 65㎍/㎥

단독 사무실2 41㎍/㎥ 26㎍/㎥

단독 사무실3 36㎍/㎥ 23㎍/㎥

단독 사무실4 41㎍/㎥ 22㎍/㎥

단독 사무실5 22㎍/㎥ 40㎍/㎥

단독 사무실6 20㎍/㎥ 43㎍/㎥

단독 사무실7 87㎍/㎥ 45㎍/㎥

단독 사무실8 62㎍/㎥ 37㎍/㎥

단독 사무실9 52㎍/㎥ 25㎍/㎥

단독 사무실10 46㎍/㎥ 160㎍/㎥

단독 사무실11 50㎍/㎥ 86㎍/㎥

Table 4.40 단독 사무 공간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Fig.4.21 단독 사무공간의 부유 미세먼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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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부서 사무실1 21㎍/㎥ 22㎍/㎥

부서 사무실2 17㎍/㎥ 18㎍/㎥

부서 사무실3 29㎍/㎥ 54㎍/㎥

부서 사무실4 39㎍/㎥ 65㎍/㎥

부서 사무실5 38㎍/㎥ 54㎍/㎥

부서 사무실6 27㎍/㎥ 56㎍/㎥

부서 사무실7 35㎍/㎥ 52㎍/㎥

부서 사무실8 38㎍/㎥ 78㎍/㎥

부서 사무실9 22㎍/㎥ 34㎍/㎥

부서 사무실10 18㎍/㎥ 33㎍/㎥

부서 사무실11 19㎍/㎥ 37㎍/㎥

부서 사무실12 19㎍/㎥ 32㎍/㎥

부서 사무실13 48㎍/㎥ 22㎍/㎥

Table 4.41 부서 사무 공간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Fig.4.22 부서 사무공간의 부유 미세먼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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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별관 사무실1 32㎍/㎥ 38㎍/㎥

별관 사무실2 35㎍/㎥ 50㎍/㎥

별관 사무실3 27㎍/㎥ 77㎍/㎥

별관 사무실4 29㎍/㎥ 32㎍/㎥

별관 사무실5 28㎍/㎥ 27㎍/㎥

별관 사무실6 22㎍/㎥ 25㎍/㎥

별관 사무실7 32㎍/㎥ 41㎍/㎥

Table 4.42 별관 사무 공간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Fig.4.23 별관 사무공간의 부유 미세먼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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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산화탄소(CO2) 측정결과

이산화탄소(CO2) 측정결과 각 공간별 평균 이산화탄소(CO2)는 본관의 공용

공간은 536ppm, 단독 사무 공간 690ppm, 부서 사무 공간 800ppm㎥, 별관 사

무 공간 869ppm로, 다음의 Table 4.43, Table 4.44와 같이 나타났다. 별관의

평균 이산화탄소(CO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측정 개소 중에서 최고

이산화탄소(CO2)를 나타낸 곳은 별관의 ‘별관 사무실2’로 수치는 1318ppm이

며, 최저 부유 이산화탄소(CO2)를 나타낸 곳은 공용공간의 ‘중회의실’로

385ppm이다. 실내의 이산화탄소(CO2)를 분석해본 결과 별관의 2개소에서 산

업안전보건기준인 1000ppm을 넘는 수치가 측정되었다. 원인으로는 재실자 외

에도 민원업무를 보는 실의 특성상 민원인의 출입인원이 많아져서 높은 재실

밀도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4.45 ∼ Table 4.48은 공간별 이산화

탄소(CO2) 측정 결과이며, Fig.4.24 ∼ Fig.4.27은 공간별 이산화탄소(CO2) 분

포도이다.

공용 공간
단독

사무 공간

부서

사무 공간

별관

사무공간

실내 536ppm 690ppm 800ppm 869ppm

실외 369ppm 379ppm 387ppm 404ppm

Table 4.43 이산화탄소(CO2) 측정결과(공간별 평균값)

측정개소 실내수치 실외수치
실내·외

수치 차이

공용공간
최고수치 화장실2 692ppm 375ppm 317ppm

최저수치 증회의실1 385ppm 380ppm 5ppm

단독

사무공간

최고수치 단독 사무실3 823ppm 374ppm 449ppm

최저수치 단독 사무실5 469ppm 361ppm 108ppm

부서

사무공간

최고수치 부서 사무실3 990ppm 359ppm 631ppm

최저수치 부서 사무실2 654ppm 352ppm 302ppm

별 관
최고수치 별관 사무실2 1318ppm 426ppm 892ppm

최저수치 별관 사무실7 555ppm 418ppm 137ppm

Table 4.44 용도별 최고·최저 이산화탄소(CO2)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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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휴게실 523ppm 359ppm

도서실 483ppm 360ppm

중회의실1 385ppm 380ppm

중회의실2 401ppm 370ppm

식당 617ppm 356ppm

복지센터 435ppm 349ppm

소회의실1 672ppm 391ppm

소회의실2 502ppm 375ppm

당직실 550ppm 371ppm

화장실1 612ppm 386ppm

화장실2 692ppm 375ppm

화장실3 662ppm 362ppm

의무실 440ppm 361ppm

Table 4.45 공용 공간의 이산화탄소(CO2) 측정 결과

Fig.4.24 공용공간의 이산화탄소(CO2)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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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단독 사무실1 817ppm 381ppm

단독 사무실2 776ppm 376ppm

단독 사무실3 823ppm 374ppm

단독 사무실4 780ppm 406ppm

단독 사무실5 469ppm 361ppm

단독 사무실6 543ppm 394ppm

단독 사무실7 663ppm 402ppm

단독 사무실8 769ppm 411ppm

단독 사무실9 741ppm 363ppm

단독 사무실10 576ppm 350ppm

단독 사무실11 634ppm 349ppm

Table 4.46 단독 사무 공간의 이산화탄소(CO2) 측정 결과

Fig.4.25 단독 사무공간의 이산화탄소(CO2)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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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부서 사무실1 601ppm 360ppm

부서 사무실2 654ppm 352ppm

부서 사무실3 990ppm 359ppm

부서 사무실4 687ppm 357ppm

부서 사무실5 924ppm 365ppm

부서 사무실6 646ppm 379ppm

부서 사무실7 945ppm 387ppm

부서 사무실8 869ppm 392ppm

부서 사무실9 907ppm 411ppm

부서 사무실10 780ppm 402ppm

부서 사무실11 759ppm 381ppm

부서 사무실12 815ppm 432ppm

부서 사무실13 821ppm 449ppm

Table 4.47 부서 사무 공간의 이산화탄소(CO2) 측정 결과

Fig.4.26 부서 사무공간의 이산화탄소(CO2)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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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외부수치

별관 사무실1 1276ppm 448ppm

별관 사무실2 1318ppm 426ppm

별관 사무실3 619ppm 374ppm

별관 사무실4 681ppm 385ppm

별관 사무실5 968ppm 404ppm

별관 사무실6 664ppm 373ppm

별관 사무실7 555ppm 418ppm

부서 사무실8 869ppm 392ppm

부서 사무실9 907ppm 411ppm

부서 사무실10 780ppm 402ppm

부서 사무실11 759ppm 381ppm

부서 사무실12 815ppm 432ppm

부서 사무실13 821ppm 449ppm

Table 4.48 별관 사무 공간의 이산화탄소(CO2) 측정 결과

Fig.4.27 별관 사무공간의 이산화탄소(CO2)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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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음환경

(1) 소음 측정결과

소음의 측정은 63Hz에서부터 8KHz까지 1/1옥타브대역의 8개 주파수이며,

각 공간별 평균값은 다음의 Table 4.49에 보여준다. 측정 개소 중 500Hz대역

에서 최고·최저 측정 개소는 Table 4.50과 같으며, 별관의 사무공간이 평균

소음값이 52.1dB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측정 결과는 NC곡선으로 분석하였

다. 단독 사무공간과 부서 사무 공간은 대체로 NC값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혹은 쾌적한 상태였지만, 공용공간의 경우

250Hz 저주파 대역에서 쾌적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이는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환풍기의 소음 또는 배수관의 소음으로 판단된다. 또한

별관의 경우에는 500Hz 이상의 대역 모두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높

은 재실밀도와 실내의 가습기 등과 같은 전자제품, 실외 도로교통 소음 등의

소음원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4000Hz 이상의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공간별로는 단독 사무공간의 소음도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별관이 본관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소음이 높게 측정 되었는데, 원인으로는 재실밀도가 높고,

창호의 외부 소음에 대한 차음능력이 본관에 비하여 떨어지며 도로교통소음

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4.49는 각 공간별 소음 측

정결과의 평균값이고, Table 4.50은 용도별 최고·최저 소음 측정 결과이다.

Table 4.51 ∼ Table 4.54는 공간별 소음 측정결과이며, Fig.4.28 ∼

Fig.4.31은 공간별 소음 값을 NC곡선에 대입하여 분석한 소음 분포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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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
단독

사무 공간

부서

사무 공간

별관

사무공간

63Hz 30.8dB 16.2dB 18.3dB 36.7dB

125Hz 32.6dB 21.8dB 30.0dB 43.4dB

250Hz 51.8dB 27.6dB 38.1dB 48.6dB

500Hz 35.9dB 30.1dB 39.9dB 52.5dB

1,000Hz 33.8dB 28.5dB 39.3dB 48.5dB

2,000Hz 29.3dB 24.0dB 39.3dB 47.4dB

4,000Hz 26.3dB 20.2dB 36.7dB 45.2dB

8,000Hz 22.5dB 15.2dB 31.8dB 39.7dB

Table 4.49 소음 측정결과(공간별 평균값)

측정개소 실내수치 실외수치
실내·외

수치 차이

공용공간
최고수치 식 당 61.3dB 48.5dB -12.8dB

최저수치 도서관 22.3dB 42.5dB 20.2dB

단독

사무공간

최고수치 단독 사무실11 31.2dB 49.8dB 18.6dB

최저수치 단독 사무실4 21dB 45.6dB 24.6dB

부서

사무공간

최고수치 부서 사무실12 48.2dB 48dB -0.2dB

최저수치 부서 사무실2 33.3dB 48.9dB 15.6dB

별 관
최고수치 별관 사무실1 55.5dB 51.2dB -4.3dB

최저수치 별관 사무실4 49dB 50.2dB 1.2dB

Table 4.50 용도별 최고·최저 소음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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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측정개소
63Hz 125Hz 250Hz 500Hz 1kHz 2kHz 4kHz 8kHz

휴게실 31.7 39.8 51.7 55.1 50 47.5 42.5 34.5

도서관 12.1 21.1 57.1 22.3 19.3 18.3 16.2 14.3

중회의실1 13.9 19.8 66.4 30.1 28.4 25.5 25.3 22.8

중회의실2 23.9 29.4 63.8 36.1 38.9 31.3 23.1 17.8

식당 56.7 50.5 67.7 43.9 39.3 34.3 27.2 21.9

복지센터 16.5 30.1 32.8 35.1 34.6 30.4 30.3 23.5

소회의실1 16.5 14.4 16.1 19.5 15.9 13.3 14.7 13.1

소회의실2 13.1 12 16.8 23.5 26.2 26.1 24 19.4

당직실 43.3 34.7 70.9 32.2 30.6 24.2 21.7 20.1

화장실1 47.6 44.9 66.8 46.6 40.8 37.6 33.7 28.3

화장실2 52.2 57.6 63.8 56 53 44.4 42.9 42.3

화장실3 47.5 39.4 62.4 27.2 25.1 18.4 14.8 15.8

의무실 25.4 29.5 36.8 39.1 36.9 30.1 25.2 18.4

Table 4.51 공용 공간의 소음 측정 결과 (단위 : dB(A))

Fig.4.28 공용공간의 NC값 소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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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측정개소
63Hz 125Hz 250Hz 500Hz 1kHz 2kHz 4kHz 8kHz

단독 사무실1 10.4 18.6 22.6 24.9 23.1 21.8 16 12.8

단독 사무실2 10.5 14.5 20.4 22.2 23 18.6 17.8 11.1

단독 사무실3 14.8 23.2 32.8 33.9 28 19.2 18.1 16.1

단독 사무실4 10.5 14.5 20.4 22.2 23 18.6 17.8 11.1

단독 사무실5 10.4 18.6 22.6 24.9 23.1 21.8 16 12.8

단독 사무실6 11.5 19.8 21.1 22.3 21.4 20.5 18 13.1

단독 사무실7 16.5 14.4 16.1 19.5 15.9 13.3 14.7 13.1

단독 사무실8 31.7 34.3 37.9 41.1 41.4 36.6 33.7 30.6

단독 사무실9 17.3 27.3 36.5 40.8 38.9 32.8 22.7 14.5

단독 사무실10 18.8 25.3 36.3 40.7 39.1 30.7 22.2 13.5

단독 사무실11 25.4 29.5 36.8 39.1 36.9 30.1 25.2 18.4

Table 4.52 단독 사무 공간의 소음 측정 결과 (단위 : dB(A))

Fig.4.29 단독 사무공간의 NC값 소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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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측정개소
63Hz 125Hz 250Hz 500Hz 1kHz 2kHz 4kHz 8kHz

부서 사무실1 15.3 27.9 36.6 41.7 41.3 47.5 40.5 32.3

부서 사무실2 25.7 31.3 35.3 33.3 34.6 31.2 34.4 27.1

부서 사무실3 15.1 30.8 43.1 39 37.9 38.7 37.2 28.6

부서 사무실4 10.4 23.9 32.7 35.8 32 28 26.7 24.6

부서 사무실5 13.1 25.3 33 36 34.3 34.9 33.7 27.8

부서 사무실6 14.3 25.5 34.3 35.6 34.7 37.1 36.7 28.8

부서 사무실7 10 23 35.5 42.3 39.1 42.1 30 33

부서 사무실8 19.9 32.8 44 46.3 40.9 41 36.9 32.9

부서 사무실9 20.1 31.1 36.9 40.1 40.2 38.5 37.8 31.9

부서 사무실10 25.2 35.7 40.6 41.5 45.6 43.4 40.7 35.7

부서 사무실11 23.6 33.2 38.3 39.7 43.4 40.9 37.5 34.3

부서 사무실12 24.7 33.9 46.6 44.5 43.2 45.2 44.8 40.7

부서 사무실13 20.2 35.2 39 43.5 43.8 42.4 39.9 36.1

Table 4.53 공용 공간의 소음 측정 결과 (단위 : dB(A))

Fig.4.30 부서 사무공간의 NC값 소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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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측정개소
63Hz 125Hz 250Hz 500Hz 1kHz 2kHz 4kHz 8kHz

별관 사무실1 29.1 40.5 46.6 55.5 47.7 52.8 52 46.4

별관 사무실2 26.8 37 47.4 53.6 52 49.3 48.2 41.4

별관 사무실3 23.4 37.8 46.7 52.7 50.6 48.2 44.4 37

별관 사무실4 45.3 51.3 50.9 49.9 41.5 40.4 39.7 41.3

별관 사무실5 41.8 47 49.6 51.9 49.5 48.4 43.1 37.9

별관 사무실6 42.4 43.4 48.2 50.2 47.5 45.6 46.1 38.6

별관 사무실7 48 46.9 50.8 53.9 50.5 47.4 42.9 35.6

Table 4.54 공용 공간의 소음 측정 결과 (단위 : dB(A))

Fig.4.31 별관 사무 공간의 NC값 소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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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빛환경

(1) 조도 측정결과

빛환경은 근무자들이 근무 중 환경 그대로를 인위적인 조작 없이 측정하였

다. 주광률(DF)을 측정하여 실내의 밝기에 대한 지표를 구하는 방법은 근무

시 인공조명을 함께 병행하는 근무자들의 실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공조명

과 자연채광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각 실별로 그 환경을 그대로 측

정하였다. 측정 결과 가장 조도가 높게 나온 공간은 단독 사무공간(523lx)이

다. 그 뒤로 부서 사무공간(518lx), 공용공간(421lx), 별관 사무공간(417lx) 순

으로 측정되었다. 별관은 건물의 향이 동향이기 때문에 남향인 본관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각 용도별 공간의 평균값과 최고·최저 측정

개소는 다음의 Table 4.55, Table 4.56에서 볼 수 있다. Table 4.57 ∼ Table

4.60은 공간별 조도 측정 결과이고, Fig.4.32 ∼ Fig.4.35는 공간별 조도 분포

도이다.

공용 공간
단독

사무 공간

부서

사무 공간

별관

사무공간

조 도 421lx 523lx 518lx 417lx

Table 4.55 조도 측정결과(공간별 평균값)

측정개소 조도수치

공용공간
최고수치 휴게실 635 lx

최저수치 화장실3 265 lx

단독 사무 공간
최고수치 단독 사무실6 813 lx

최저수치 단독 사무실2 349 lx

부서 사무 공간
최고수치 부서 사무실13 829 lx

최저수치 부서 사무실7 344 lx

별 관
최고수치 별관 사무실5 500 lx

최저수치 별관 사무실7 260 lx

Table 4.56 용도별 최고·최저 조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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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휴게실 635lx

도서관 320lx

중회의실1 321lx

중회의실2 324lx

식당 513lx

복지센터 301lx

소회의실1 392lx

소회의실2 623lx

당직실 440lx

화장실1 273lx

화장실2 296lx

화장실3 265lx

의무실 595lx

Table 4.57 공용 공간의 조도 측정 결과

Fig.4.32 공용 공간의 조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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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단독 사무실1 471lx

단독 사무실2 349lx

단독 사무실3 405lx

단독 사무실4 374lx

단독 사무실5 789lx

단독 사무실6 813lx

단독 사무실7 626lx

단독 사무실8 746lx

단독 사무실9 429lx

단독 사무실10 638lx

단독 사무실11 713lx

Table 4.58 단독 사무 공간의 조도 측정 결과

Fig.4.33 단독 사무공간의 조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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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부서 사무실1 443lx

부서 사무실2 453lx

부서 사무실3 496lx

부서 사무실4 456lx

부서 사무실5 495lx

부서 사무실6 586lx

부서 사무실7 344lx

부서 사무실8 504lx

부서 사무실9 630lx

부서 사무실10 575lx

부서 사무실11 731lx

부서 사무실12 462lx

부서 사무실13 829lx

Table 4.59 공용 공간의 조도 측정 결과

Fig.4.34 부서 사무공간의 조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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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소 내부수치

별관 사무실1 397lx

별관 사무실2 371lx

별관 사무실3 324lx

별관 사무실4 279lx

별관 사무실5 500lx

별관 사무실6 458lx

별관 사무실7 260lx

Table 4.60 공용 공간의 조도 측정 결과

Fig.4.35 별관 사무공간의 조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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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 결

오피스건물의 실내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내환경 측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열환경에서 온도분포는 본관 평균온도 22.3℃, 별관 평균온도 20.3℃를

나타내 별관 온도가 2℃정도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실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습도의 동절기 쾌적범위는 40∼60%인데, 습도분포는 두 건물 모두 18∼

22%로 매우 건조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의 Fig.4.36 ∼ Fig.4.39는

ASHRAE ST-55-74 쾌적범위에 각 공간별로 측정값을 표시 한 것이다. 전

체적으로 습도가 부족하여 가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Fig.4.36 공용 공간 측정 결과와 쾌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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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7 단독 사무 공간 측정 결과와 쾌적범위

Fig.4.38 부서 사무 공간 측정 결과와 쾌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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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9 별관 사무 공간 측정 결과와 쾌적범위

2) 공기환경의 경우 대부분 기준치 이하의 농도범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일부 공간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특히, 재실자가 많은 개소에서는

이산화탄소(CO2)농도가, 카펫이 설치된 개소에서는 부유분진(PM10)이, 그리

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개소에서는 TVOC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

었다.

3) 음환경의 경우 환경 기준 설정선은 50dB(A)(500Hz기준)인데, 측정 결과

본관이 35.3dB(A) 별관이 52.5dB(A)로 나타났다. 별관의 경우 근접해 있는

도로의 영향으로 인해 교통 소음 및 내부 발생 소음으로 인하여 본관보다 상

대적으로 소음이 높게 측정 되었다.

4) 빛환경은 일부 개소(화장실포함)가 300lx 이하로 조사되었으나, 전체 개

소의 80% 이상이 적정 조도분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무자들

의 설문 조사에서 조명의 부족함을 불쾌적 요소로 응답한 것은 일부의 근무

자들이 적정조도분포 이상의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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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겨울철 오피스 건물을 대상으로 측정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오피스 건물의 근무자 372명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에 대한 쾌적감과 신체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각 환경별 만족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열환경에서 과반수이상이 겨울철 실내 온도가 춥다고 응답하였다.

2) 공기환경에서는 근무자들이 두통, 눈충혈, 눈가려움·따가움, 기침·재채기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증상이 오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3) 빛환경에서는 조도가 부족하여 불쾌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

다.(본관 근무자 41%, 별관 근무자 61%)

4) 음환경에서는 본관근무자의 61%가 전화, 대화소리 등 실내소음을 첫 번

째 불쾌적 요소로 응답하였고, 별관근무자의 95%가 외부소음을 첫 번째 불쾌

적 요소로 응답하였다.

5) 전반적인 실내 만족도는 근무자들의 과반수가 불만족(본관근무자 57%,

별관근무자 77%)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실내 공기가 답답하다’

와 ‘찬바람이 느껴진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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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피스건물의 실내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내환경 측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열환경에서 온도분포는 본관 평균온도 22.3℃, 별관 평균온도 20.3℃로

별관 온도가 본관 온도에 비하여 2℃정도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두 건

물의 온열환경은 20∼22℃정도 분포를 이루고 있었는데, 설문조사결과로 비

추어 볼 때 20∼22℃의 실내 온도 수준에서는 많은 근무자가 춥다고 인지한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습도 측정 결과 두 건물 모두 18∼22%로 매우 건조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실내 온도의 상승은 단열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

하여 개선 될 수 있다.

2) 공기환경의 경우 측정요소 대부분(CO2, PM10, HCHO, TVOC)이 기준치

이하의 농도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공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

고 있었는데, 특히, 근무자가 많은 곳에서는 CO2농도가, 그리고 카펫이 설치

된 개소에서는 부유분진이, 전산실 및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휘발

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측정 결과 일

부 개소만 제외하면 쾌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설문 조사 결과에서

는 근무자들이 두통과 눈 따가움 등의 신체적 자각 증상을 나타냈는데, 이러

한 현상은 기존 연구결과인 새집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실내 공기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에서도 재실자의 신체 자각증세 발생)과 유사한 증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음환경의 경우 환경 기준 설정선은 50dB(A)(500Hz기준)인데, 측정 결과

본관이 35.3dB(A) 별관이 52.5dB(A)로 별관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별관은

근접해 있는 도로의 영향으로 인해 교통 소음 및 내부 발생 소음으로 인하여

본관보다 상대적으로 소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별관은 현재의차음성이 떨어지는 단창에서 차음성이 우수

한 이중창 또는 진공창으로의 교체 를 통하여 외부소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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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빛환경은 일부 개소(화장실포함)가 300lx 이하로 조사되었으나, 전체 개

소의 80% 이상이 적정 조도분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무자들

의 설문 조사에서 조명의 부족함을 불쾌적 요소로 응답한 것은 일부의 근무

자들이 적정조도분포 이상의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따라서 종합해 볼 때 , 창호를 통한 열 손실량이 건물 전체의 10∼30%

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별관

의 경우 현재의 단창에서 이중창 또는 진공창으로의 교체를 통하여, 실내의

온도 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차음성이 개선되어 도로교통소음의 피해

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기환경은 전반적으로 쾌적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지만, 일부 기준치를 넘는 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와 환기를 실시

할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빛환경 역시 전반

적으로 쾌적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작업 집중도에 따라서 근

무자의 불만족이 나타나는 곳에 대해서는 인공조명을 이용하여 조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더욱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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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피스건물의 동절기 실내환경

실태조사 연구

양 영 권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현대인은 일상의 대부분을 실내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내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실내에서의 불쾌적감을 느낄 수 있는 온열환경과 장기적으로 인체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소음과 조도 요소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개선하기 보다는 현재의 환경에 적응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

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 요소별로 건강상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량이 방출되지는 않지만,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

면 충분히 경계심을 가지고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피스건

물을 대상으로 건축·설비 현황을 분석 후 측정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

내환경 관리의 중요성과 실내환경 개선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측정 대상 건물은 서울에 위치한 사무소건물의 44개소 실내환경에 대하여 설

문조사와 측정을 통해 근무 환경 실태를 파악하였다. 측정 항목으로는 온열

환경(온·습도), 공기환경(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이산화탄소(CO2)와 미세먼지(PM10)), 빛환경, 음환경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근무자의 입장에서 실내환경에 대

한 만족도와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상 오피스 건물의 실내환경 유지 현

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오피스 건

물의 쾌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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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건물의 실내 환경 조사의 과정으로서, 근무자 본인의 실내 환경과

신체자각에 대한 인식과 실내 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였

다. 2012년 3월에 1개월간 총3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실내 환경 만족도에서 근무자들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해당 오피스건물에

대하여 본관의 근무자는 57%가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별관도 근무자의 77%

가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온열 환경에 대해 본관

근무자의 58%가 쾌적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별관도 근무자의 87%가 쾌적하

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공기 환경에 대해서는 본관의 근무자의 신체자각 증

상에 대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 눈의 충혈, 눈가려움·따가움 순

으로 나타났고, 별관의 근무자는 눈의 충혈, 눈가려움·따가움, 기침·재채기 순

으로 나타났다. 빛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본관과 별관 근무자 모두 ‘보통’ 이라

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음환경 만족도 설문 결과도 두 건물의 근무자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오피스건물 실내 환경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내 환경 요소별로 실

내 환경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현장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을 실시한 계절

은 동절기이며, 측정 내용은 실내·외의 온·습도,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소음, 조도환경이

다. 공기환경의 경우 대분분 기준치 이하의 농도범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일부 공간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특히, 재실자가 많은 개소에서는

이산화탄소(CO2)농도가, 그리고 카펫이 설치된 개소에서는 부유분진(PM10)

이, 그리고 전산실 및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개소에서는 TVOC의 농도가 기

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음환경의 경우 환경 기준 설정선은 50dB(A)(500Hz

기준)인데, 측정 결과 본관이 35.3dB(A) 별관이 52.5dB(A)로 별관이 기준치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빛환경은 일부 개소(화장실포함)가 300lx 이하

로 조사되었으나, 전체 개소의 80% 이상이 적정 조도분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업무 공간은 모두 적정 조도 분포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3)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무자들이 신체적 자각 증상을 보이고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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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측정결과, 근무자

들의 신체적 자각 증상이 실내공기질에 의하여 발생된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

렵고, 실내 습도를 제외하고는 실내 환경이 전반적으로 쾌적한 것으로 나타

났다.

4)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을 선정하여 실내 환경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쾌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온열환경, 공기환경, 음환

경, 빛환경에 대하여 일부의 실을 제외하고는 기준치(쾌적범위) 이하로 나타

났다. 하지만 설문결과 근무자들이 실내 환경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측정결과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보아 심리적인

측면에서 피험자편향효과로 인한 보상 심리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측정

대상 건물은 모두 1980년대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운영 및 관리가 잘 이루어

지고 있어서 실내환경이 전반적으로 쾌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 실내환경, 실내공기질, 온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실태조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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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rvey Indoor Environment

in the Office Building during Winter

Yang, Young-Kwon

Department Architectur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Although modern people stay indoors for most of their daily life, they

tend to relatively less value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the

indoor environment. They also lack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improve

an unpleasant indoor thermal environment or the elements of noise and

illumination that could have long-term effects on the human body.

Therefore, they rather adapt to the present environment and neglect its

harmful effects. However, while each source of pollutants in the indoor air

are not discharged enough to have serious impacts on health, from the

viewpoint of an entire building, the presence of those pollutants should be

perceived with sufficient cau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the indoor environment and

improvement methods for the indoor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status

of construction and facilities on office buildings, and then performing a

survey and measurement. The study's target was 44 sites in some office

buildings located in Seoul. Their working conditions were identified by

performing a survey and measurement. The measuremen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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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the thermal environment (temperature/humidity), the air

environment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 formaldehyde

(HCHO), CO2, fine dust (PM10), the visual environment, and the sound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s analysis process included a survey.

Therefore, the satisfaction of office workers with their indoor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s problems were identified from the viewpoint of

workers. In addition, the current maintenance of the buildings' indoor

environment was examined. Eventually, this study intended to create a

pleasant environment in office buildings based on its findings.

1) As a research process on the office buildings' environment, a survey

was performed on 372 office workers for one month in March, 2012 to

understand their perception of the indoor environment and physical

consciousnes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indoor environment. As a

result, regarding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indoor environment, 57% of

the subjects working in the office's main building answered "dissatisfied".

On the other hand, 77% of the subjects working in the office's annexed

building answered "dissatisfied" or "very dissatisfied". In terms of the

thermal environment, 58% of those working in the main building

responded "unpleasant" and 87% of those working in the annexed building

responded "unpleasant". Regarding the air environment, the most common

self-conscious symptom in those working in the main building was

headache, which was followed by inflamed eyes, itchy eyes, and stinging.

Those working in the annexed building answered inflamed eyes as the

most common symptom, which was followed by itchy eyes, stinging,

coughing, and sneezing.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the visual

environment, those working in both the main and annexed buildings

answered "average" most frequently. For the sound environment, both

worker groups also answered "average" most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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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 research the office buildings' indoor environment, each indoor

environment element was measured in the target buildings during the

winter, using an indoor environment measurement device. The

measurement categories included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TVOC,

HCHO, fine dust (PM10), CO2, noise, and the illumination environment.

The air environment mostly exhibited a range of concentration below the

standard, and only some spaces exceeded the standard. In particular, the

places with a large number of occupants surpassed the standard of CO2

concentration. The places in which carpets were installed exceeded the

standard of PM10. Moreover, the places using chemicals exceeded the

standard of TVOC concentration. As for the sound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threshold is 50dB(A) (based on 500Hz). However, this

study's measurement resulted in 35.3dB(A) in the main building and

52.5dB(A) in the annexed building. While the visual environment of certain

sites (including bathrooms) yielded an illuminance of 300lx or below, 80%

of the measured sites maintained appropriate levels of illuminance

distribution.

3) The survey results exhibited that the surveyed workers mostly

showed self-conscious symptoms and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ir

indoor environment. However, the measurement results indicated that the

self-conscious symptoms were unlikely to have been caused by the

quality of the indoor air. Except for the indoor humidity, the buildings'

overall indoor environment was found to be pleasant. Therefore, those

results may have been the expression of a "subject-based" psychologic

phenomenon that affected the subjects' response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were participants in an experiment.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the subjects revealed that they had been aware that their in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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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would be improved according the survey results. Thus, they

may have occasionally responded negatively even if they rather perceived

their indoor environment as slightly inconvenient or normal. This was

likely to have affected their responses to the survey, resulting in this

survey's error. Consequently, future studies should design their surveys in

a manner that would prevent the subjects from knowing that their indoor

environment would be improved depending on their responses.

4) This study selected office buildings located in Seocho-gu and

researched their indoor environment. As a result, the buildings showed

overall pleasant conditions. In terms of the thermal, air, sound, and visual

environment, their measured values were below standards (within pleasant

ranges) except several sites. However, the survey results exhibited that

the office workers were mostly dissatisfied with their indoor environment.

Given that the measured values were mostly within standards, this may

have resulted from a compensation mentality biased toward the subjects in

psychological terms. Although the target buildings were all constructed in

the 1980s, they were effectively operated and managed. Thi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of an overall pleasant indoor environment.

Keywords : Indoor Environment, IAQ, Indoor Air Quality,

Thermal Environment, Light Environment, Sound Environ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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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

로 지식을 넓히게 된 것은 물론이며, 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목

표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

로 펼쳐질 험난한 인생에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

니다. 이렇게 석사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제게 힘을 주신 분들께 그동안 제대

로 표현하지 못한 감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문에 있어서는 엄격한 가르침으로 나태하고 부족하기만 했던 제게

자고현량(刺股懸梁)하게 만들어 주시면서도, 항상 자상하고 따뜻함과 애정으

로 감싸주신 이언구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문

의 기초부터 심도 깊은 연구까지 짧은 글로는 표현 못할 만큼 많은 가르침과

따뜻한 애정으로 항상 지도해주신 박진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본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세심한 지도를 해주신 김남규 교수

님과 송곳과도 같은 날카로운 정답을 말씀해주시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김기

훈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문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따뜻한 관심을 주신

권영철 교수님, 강기호 회장님, 김흥식 교수님, 동국대 이명식 교수님께도 감

사드립니다.

연구실 생활 동안 따뜻한 조언과 관심, 그리고 많은 교훈으로 항상 존경스

러운 모습의 만능박사 정하형과 프로젝트 진행에 막힘이 있을 때마다 밝은

미소로 해결안을 제시해주는 플래시 민희누나, 언제나 따뜻한 인사로 안부를

물어주시는 강혜진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주는 못 뵙지만 만날 때마다

반가운 미소천사 긍정 현도형님, 멋쟁이 미연누님, 친해지고 싶은 동윤형님,

만날 때마다 반가운 인사로 반겨주는 호진이, 해맑은 미소 속에 진중함이 있

는 새신랑 진우형, 연구실의 첫 번째 멘토이자 마지막 멘토인 친형같은 병도

형, 동생 같지 않은 똑똑함으로 항상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스타는 나보다



조금 못하는 영현이, 해맑은 7옥타브 웃음소리가 매력 포인트인 한때 막내

수진이, 배려심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보랑이, 그냥 성모에게도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미운정·고운정 다 생긴 무

엇이든 잘하는 지식인 용우, 고마운 것도 많지만 미안한 것이 더 많은 보고

싶은 경윤이, 동기 중 유일하게 여자라서 온갖 고생고생도 다하고 혜택도 많

이 받은 착한 홍일점 설희에게도 너무나 고맙고 미안한 것들이 많지만, 각설

하고 모여서 술 한 잔 하자 동기들아. 또한 항상 따뜻하게 나를 존중해준 고

마운 성조, 그냥 재호, 밤샘작업이란 우엇인지를 보여준 그의 천사 서영이,

세상의 남자를 다 가질 존매 한나, 힘들고 지칠 때도 천진난만 미소로 밝음

을 잃지 않고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긍정 보엽이, 개그맨 기질이지만 고민이

생겼을 때는 의지할 수 있는 진중함의 상헌이, 연구실의 패션선구자, 패션개

척자, 패션종결자 酒뱅 정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후배임과 동시에 믿

음이 가는 착실한 외동 마인드 인태, 얼굴은 닌자지만 마음은 비너스처럼 도

도한 착하고 귀여운 막내 유리, 연구실의 마스코트다운 밝은 미소로 세상의

여자를 다 가질 잠재성이 풍부한 호민이, 학부연구생으로서 본 논문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밝고 친절한 성규와 인성이, 당신들이 함께 있어줘서 연구

실이 즐겁고 행복했기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여 미안하기만 한

나의 소중한 사랑하는 친구들. 긴 팔다리가 섹시한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

카사노바 정훈이, 항상 먼저 연락해서 안부 물어주는 고맙고 미안한 호빵맨

호정이, 제 멋대로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참 좋은 준호, 미국에서 나를

응원해 주는 나보다 조금 못생긴 성종이와 독특한 초절정미녀 지희, 힘들어

도 웃음 잃지 않는 긍정맨 나훈, 콩알만한 것들이 콩알만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기특한 송혜교 피부 완준이와 미녀 댄서 예진이, 착하고 밝은 미

소로 IQ200임을 몰래 감추며 숨기고 살아가는 겉만 순댕이 새신랑 한결이와

친해져야 할 후나씨, 편의점의 맥주와 새우깡만 보면 생각나는 나의 카운슬

러 천사 영재, 끈끈한 우정의 초절정미남 동현이 힘내고!, 원빈 따위는 상대

도 안 될 지후라는 보물을 간직한 우리 준영이와 나영이, 톡 건들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나오는 성우와 톡 건들면 세상의 모든 맛집이 나오는 현

진이, 아직도 알 수 없는 속내를 가졌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미소 천사 우리 상현이와 17세 소녀 같은 외모지만 왕고참 아인이 엄마

유미, 맏형 같은 나의 영원한 조언자 Mc The Max 보이스 현기, 미국에서

스시맨으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보고싶은 나의 단짝 한준이, 신민아 같은

외모로 전원주 같은 웃음소리를 구사하는 나의 친구 예진이, 자주는 못 보지

만 잊지 않고 따뜻한 연락 주는 착한 경옥이, 이제 곧 새신부 될 나의 영원

한 xx친구 유나와 나를 믿어주는 든든한 친구 미녀 새잎이, 천사같은 마인드

로 대화와 커피와 사색을 즐기는 착한 성용이, 그리고 정신없이 쓴 까닭에

행여나 감사의 글에 포함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그동안 그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었고,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함께여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함께

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2년의 시간동안 함께해준 나의 브라더들 그냥 성모

와 그냥 재호, 너희들에게는 뭐라 표현 할 수가 없다. 너희 덕분에 연구실 생

활이 너무 행복했기에 긴 말 필요 없이 고맙고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어주시며 항상 사랑으로 든든한 지원군

이 되어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세계 최고 농구선수 우리 매형

과 세계 최고 미녀 우리 누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 있었기에 이렇게 논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할머니 그 외 모든 친척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호석이는 군생활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장원이, 호찬이, 주영이, 호균이, 윤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의 주변의 도움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장 존경하는 인

물이 제게 해준 명언인 ‘It ain't over till it's over’의 의미대로 여기서 머물

지 않고, 항상 배움의 자세로 배우고 익힌 이 모든 것들이 사회의 발전에 이

바지 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겨울

양 영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