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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물의 단열 및 기밀성능 향상은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의

저감을 가져오고 있다1). 그러나 주거건물의 고기밀 및 고단열은 건축물의 자

연환기에 의한 환기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데 불리한

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실내 오염문제는 대기 오염문제에 못지않게 우

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현대인의 경우 하루에 21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기에 실내공기의 중

요성은 재실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3) 이는 실내공간의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기란 실내공기가

냄새 유해가스, 분진 또는 발생열 등에 의해 오염되어 인간의 거주 등에 장

애를 만드는 경우, 오염공기를 실외로 제거해서 청정한 외기가 교체하는 것

을 의미한다.4) 그리고 최근 도심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공동주택 선호현상으

로 우리나라의 경우 66%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5)

1990년대 이전부터 실내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미국 환경청(ERA: Environment

Resource Associate) 등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 5월 환경부의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6) 이 개정되면서 각종 방송 매체 및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에

게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실내공기질 문제의 심각성이

1) 신철웅,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게환기설비의 간헐운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02

2) 노청산, 공동주택의 환기방식별 PM2.5농도 특성과 지각공기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2013.02

3) 유승도 외, ‘국민 일일 시간활동양상에 따른 개인노출평가 연구’, 국립환경 과학원, 2010

4) 정광섭 외 7인, 건축공기조화설비. 도서출판 성안당, 2007

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0, www,kostat.go.kr

6)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006,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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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인식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소수의

특정인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토피피부병,

천식, 화학물질 과민증과 같은 신축 건물로 인한 질별이 발생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 초기에는

실내공기질을 입주 3일전 까지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60일 동안 공고하고 측

정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만을 의무화 하였던 것이 새집증후군

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2006년 1월 권고기준 설정에 이

르게 되었으며 그 기준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

고 있는 실정이다.7)

그 이후 2006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효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설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공동주택에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량을 확보하도록 재

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는 전열교환형 환기시스

템 혹은 바닥형열 이용 환기시스템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환기설비와 주변의

결로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환기설비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어 입주자의 환기

설비 사용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에너지 관련,

운전방식, 적정 환기량에 관한 연구만 많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기설비

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사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환기설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환기설비 환기기준 및 관련 법규, 공동

주택 환기설비의 종류 및 특성, 국내 공동주택 환기설비 적용 현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측면

에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7) 윤철훈,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시스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

학원, 석사학윈논문, 20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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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고찰

환기의 정의 및 목적에 대한 고찰과 공동주택 환기설비 정의 및 특성, 국

내 공동주택 환기설비 관련 기준 대해 이론적 고찰하였으며, 공동주택 환기

설비 적용 현황을 파악 하였다.

(2)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조사

2006년 이후 건설된 환기설비가 적용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기설비 사

용실태를 환기설비 설치 인식 유무, 사용 유무, 사용시기, 사용빈도, 청소방법,

청소시기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환기

설비 사용에 있어 사용자측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3)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분석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

다. 만족도 설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 특성 및 환기방식별에 따라 환

기설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만족도 요인이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특성 및 환기설비 방식별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차이검증 및 요인 분석 실시하였다. 또

한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다음 장은 연구의 흐름도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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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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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 연구동향 분석

이정재(2009)는 ‘공동주택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적 외기도입

운전제어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실

내외 조건변화에 따라 모드가 전환되는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적 외기도입 운전제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공동주택 환

기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절약적인 외기 도입을 위해서 기존의 연중 전열교환

모드 운전을 지양하고 실내외 조건에 따라 바이 패스 모드로 전환하는 운전

제어가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난방기는 스케쥴 제어에 의해 전열교환 모드

를, 중간기와 냉방기에는 온도제어에 의해 바이패스 모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에너지 절약적인 외기도입 운전제어 방안임을 밝히기도 한 연구이다.8)

김진효 외 4인(2009)은 ‘초고층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전열교환형 환기장치

운전방식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에서의 연구는 현재 초고층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각 세대마다 설치된 개별 기계 환

기장치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설문을 통해 수집/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

과 모든 거주자들이 세대 내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운전방식을 이해하고 제어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기계환기의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에 대

한 거주자들의 우려가 환기장치의 효과적 사용을 막는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9)

신철웅(2011)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계환

기설비의 간헐운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는 환기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기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고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

는 거주자 생활패턴을 고려한 환기운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기운전방

안에 따른 현장검증을 통해 실내공기환경의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에너지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방안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여 분석하였다.10)

8) 이정재,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적 외기도입 제어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02

9) 김진효 외 4인, 초고층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전열교환형 환기장치 운전방식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25 No.2, 2009

10) 신철웅,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게환기설비의 간헐운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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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득 외 5인(2013)은 ‘공동주택의 환기타입별 성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에서는 현행 법규수준에 환기 설비기준을 만족하는 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

로 공기령 및 공기교환효율분석을 통해 실내 환기성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연환기조건과 배기팬에 의한 3종환기조건을 비교검토한

결과, 다수의 실이 존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성능평가 시 세대 전체 필

요환기량 확보 여부와 더불어 실별 환기성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

었다.11)

노청산(2013)은 ‘공동주택의 환기방식별 PM2.5농도 특성과 지각공기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연환기 단지에서 PM2.5 농도가 높더라도 먼지감은 적고,

실내공기질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SBS 자각증상은 기계환기설비 단지

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계환기 단지에 비하여 창문개방에 의한 순

간적으로 증가한 환기량에 의한 분진의 제거와 재실자가 느끼는 개방감에 의

한 영향으로 판단으로 분석되었다.12)

공동주택 환기설비 관련 연구동향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1.1과 같다.

11) 손원득 외 5인, 공동주택의 환기타입별 성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학

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6, 2013

12) 노청산, 공동주택의 환기방식별 PM2.5농도 특성과 지각공기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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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의 내용

이정재

(2009)13)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적 외기 도입

운전제어 방안 제안

·기존의 연중 전열교환 모드 운전을 지양하고 실내외 조건에 따라 바이

패스 모드로 전환하는 운전 제어의 필요성 제시

김진효

외4인

(2009)14)

·초고층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기

계환기장치에 대한 설문조사

·거주자들이 세대내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운전방식을 이해하고 제어가

필요하다는 근거 제시

신철웅

(2011)15)

·환기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기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

고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자 생활패턴을 고려

한 환기운전 방안 제안

·환기운전방안에 따른 현장검증을 통해 실내공기환경의 개선효과를 검

증하고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여 분석함

손원득

(2013)16)

·현행 법규수준에 환기 설비기준을 만족하는 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

로 공기교환효율분석을 통해 실내 환기성능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연환기조건과 배기팬에 의한 3종환기조건을 비

교한 결과, 다수의 실이 존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필요환기량 확

보 여부와 실별 환기성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노청산

(2013)17)

·자연환기 단지에서 PM2.5농도 특성과 지각공기질에 관한 연구

·자연환기가 기계환기설비보다 PM 2.5농도는 분진의 제거와 재실자가

느끼는 실내공기질 만족도가 높다고 분석

Table 1.1 관련 연구동향 분석

공동주택 환기설비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환

기설비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및 에너지 분석에 대해서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구에 비해 사용자 측면에서 연구가 미흡한 상황

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환기설비가 사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기설비 사

용실태에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13) 이정재,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적 외기도입 제어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02

14) 김진효 외 4인, 초고층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전열교환형 환기장치 운전방식 현황 조

사 및 문제점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25 No.2, 2009

15) 신철웅,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계환기설비의 간헐운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02

16) 손원득 외 5인, 공동주택의 환기타입별 성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학

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6, 2013

17) 노청산, 공동주택의 환기방식별 PM2.5농도 특성과 지각공기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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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환기의 개요

2.1.1 환기의 정의

환기는 자연적 방법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별되며 자연환기는 자연풍

에 의한 압력차 그리고 실내의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밀도차를 이용하는 것

을 말하며, 기계환기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의 기계력을 이용하는 환기로 보

다 강력한 환기를 할 수 있다.

환기의 기본개념은 실내공기오염방지 및 제어방법으로서 실내공간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실내에 공급되는 깨끗한 공기가 실내의 오염된 공기와 완전하게 혼합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일정한 오염원의 발생량이 존재하는 실내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는 환기량과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즉, 신선한 외기가 실내의 오염물

질과 완전히 혼합된다고 가정하면 실내 오염물의 농도분포는 균일하므로 질

량보전의 법칙을 이용하여 (식 1-1)과 같은 미분방정식이 얻어지며(Biray et

al.1992), 기본적으로 실내공기의 오염농도를 제어하는 효과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식 1-1)

여기서, V : 실내체적()

C, Cs : 실내 오염물질농도 및 도입공기중의 농도()

Q : 환기량()

M : 오염물질 발생량()

E : 공기청정장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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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환기의 목적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제거방

법은 크게 외 오염물질이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실내에 존제하

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오염물질 발

생원을 제거, 격리하는 방법과 발생원의 성질을 변화시켜 무해화하는 방법으

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공기청정기 등에 의해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방

법, 환기에 의해 오염물질을 희석 또는 실외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열거된 순서에 따라 오염물질 제거에 있어 적극

성이 줄어드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의미에서 가장 적극적

이지만, 제거 대상 물질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HCHO), 휘발성유기화합

물(VOCs), 악취 등일 경우, 그 주요 발생원이 인체 및 인간의 활동과 건축내

장재 등 실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물론 열원 설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체

가 그 주요 발생원일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기는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환기(Process or Protect

Ventilation)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쾌적환기(Comfort

Ventilation)가 있다.

2.1.3 환기의 대상

환기의 대상은 실내 공기환경을 저해하는 공기 중의 각종 유해한 물질 또

는 불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실내공기 오염 원인에는 건물 주변의 대기오염

에 의한 영향과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나누어지며,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은 자동차 매연,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 가스 등이 주원인이 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물외피의 고기밀화 및

내부 마감 재료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s) 및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실내 거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요 환기량

이 부족하여 실내공기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환기의 대상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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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크게 주고 재실자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수증

기, 채취, 담배연기 및 새로운 건축 내장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과 같은 가스 상 오염물질과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분

진과 같은 입자상의 오염물질, 각종 병원성 세균 등이며 다음 Table 2.1과 같

은 오염물질은 공동주택의 주요한 실내공기 오염원이자 환기의 대상이다.

발생원 오염물질

인

간

활

동

대화, 재채기, 기침

피부

의류

화장품

흡연

가스

보행 등의 동작

연소기구

사무기기

세균, 바이러스

비듬, 암모니아, 악취

섬유, 모래먼지, 세균, 곰팡이, 취기, 포름알데히드

각종 미량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타르, 니코틴, 각종 발암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  , 암모니아, ,  , 탄화수소류, 취기

모래먼지, 섬유류, 세균, 곰팡이

,  , 암모니아, ,  , 매연, 취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오존, 용제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건

축

자

재

합판류, 내화재, 단열

재, 페인트, 접착제
HCHO, 유리섬유, 석면, 접착제, 라돈, 곰팡이, 진드기

외

기

자동차의 배기가스

연료의 연소

,  , ,  ,  ,  ,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  , 

생

활

용

품

작업재료

직접

재비산

모래먼지, 먼지, 세제, 곰팡이, 세균

적사제(불화탄화수소), 살충제,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살균제, 살소제, 방비제, 방충제

Table 2.1 실내공기 오염 물질의 분류

2.1.4 환기량(Air exchange rate)의 표시방법

실내 오염물질의 농도에 의해 실내 환기의 적정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

우는 같은 환기량(Air exchange rate)이라 할지라도 실 용적의 크기에 따라

실내 농도의 상태가 크게 변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기량은 건물내 재실자에

게 공급되는 외기도입량에 의해 평가되며, 외기도입량은 보통 5가지의 다른

단위로 표시되는데 공급되는 절대급기량, 재실자 수, 바닥면적 또는 건물체적

과 같은 변수들의 관계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8)

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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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기도입량()

외기의 절대량을 표시하는 이 단위는 건물의 기본설계 시방서에서 사용되

는 용어로 설비도면과 시방서에서 주로 표기된다.19)

(2) 급기시 외기도입율(%)

기계환기 건물에서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는 환기를 위하여 도입된 외기와

건물에서 재순환되는 공기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적정실내온도를 만족시

키기 위해 필요한 총 급기량의 혼합비율로 결정된다.20)

전체 급기량의 최소 약 15~20%를 외기도입으로 조정하게 되지만 급기율

은 건물에 따라 다르므로 이 단위는 대략적인 평가기준으로만 사용된다. 실

제로 설비장치의 설계, 설치, 조정에 따라 외기율은 0~100%까지 달라지며 재

실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실자의 건강을 위해 급기시 외기를 얼마나 도입해야

하는 최소 외기도입율이 규정되어지고 있다.21)

(3) 1인당 외기도입량(·인)
공급되는 외기의 절대량을 현재의 재실자 또는 잠재적인 재실자 수로 나

누어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기준 설정을 위

한 단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22)

(4) 단위면적당 외기도입량(·)

단위면적당 외기도입량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건물내에서 사람이 유일한

497호)

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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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이 아니라 건축자재 및 가구 등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잠재적 실

내오염원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23)

여기에서 바닥면적 순점유면적(Net Occupiable Area) 또는 순임대면적

(Net Rentable Area)를 의미한다. 또한, 사람 수보다는 작업이 주된 공기오염

원일 경우, 최소 외기도입량을 규정할 때 이 단위를 이용한다. 자동차 관련시

설의 환기기준 설정에 적용되었다.

(5) 환기횟수(회/h)

환기횟수는 외기도입량(총 체적 풍량)을 구조체를 제외한 건물내부공간의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공동주택의 환기기준을 평가하는 단위로 적

용되었다. 이 단위는 환기시스템이 실제로 평가하려는 공간내의 공기오염물

질을 희석하고 제거하는 비율을 표현하는 단위로서 의미가 있다.24)

실제로 보다 정확한 환기횟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체적(Effective

Volume)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실체적이란 일반적인 공간내의 기류

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적을 의미하며 총 실내체적을 실내의 가구 및

집기, 재실자, 기류의 정체구간의 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경험적인 수치에 의하면 실체적은 재실자와 가구·집기가 있을 경우 85% 가

구는 있고 재실자가 없을 경우 90% 가구와 집기도 없을 경우는 95%로 계산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인을 실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

로 환기횟수의 산정 시에는 실내 총 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다.25)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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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주택 환기설비 특성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물 외피의 고기밀화 및 고단열화로 인

해 실내 거주자에게 요구되는 필요환기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건축물 내부

마감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포름알데히드

(HCHO) 등의 유해화학물질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6년 2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중에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다. 건축물

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 환기설비 또

는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상 건축물

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

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

다.26)

환기설비 설치의 법적 의무화로 인해, 현재 신축되고 있는 100세대 이상 공

동주택의 경우, 환기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환기설비로는 1종 급

기, 2종 급기, 3종 급기 기계환기설비 및 자연환기설비 등 다양한 환기설비

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또한 환기로 인해 발생되는 열 손실을 절약하기 위

해 환기 유닛 내부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기도입 시 배기열을 회수하여

도입외기를 가열 또는 냉각하여 공급하는 열교환기 내장형 환기방식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27)

2.2.1 공동주택 환기설비 종류

공동주택의 환기설비는 크게 자연환기, 기계환기, 하이브리드환기 설비로

구분된다. 또한 기계환기는 덕트형, 무덕트형으로 분류된다.28)

26)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2006.06

27)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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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는 건물 내외의 자연풍력 압력차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계적

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람이나 실내외 온도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

히 바람에 의한 환기는 건물의 형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에 반해 기계환

기는 자연환기가 주변 환경 및 외부 기상상태 등 다양한 환경요소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환기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과 달리 송풍기나

환풍기를 사용하여 각 실의 필요 신선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덕트 설

계의 경우 각 실에 필요환기량을 공급한다. 또한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

비를 병용한 것을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라고 한다.

(1) 자연환기설비

자연환기는 온도차에 의한 압력과 건물주위의 바람에 의한 압력으로 발생

되며, 재실자가 개구부 등을 임의로 개폐하여 실내의 온도조절 및 실내공기

오염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기는 공기의 물리적 변화를 응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그 구동력이 없을 경우에는 환기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특히 구동력의 원천이 되는 실내외 온도차나 외부 바람에 의한 풍압은 시시

각각으로 변화하므로 정확히 계획된 환기량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자연환기의 주요한 단점은 임의 조절성의 부족이며, 인위적으로 조절

할 수 없이 움직이는 공기유동으로 인하여 과도한 에너지 낭비와 불충분한

환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적정한 자연환기 성능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구부의 적절한 배치 및 환기경로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자연환기 설비로는 창문형 자연환기 설비가 가장 일반적이긴 하나 상대적

으로 보급률이 낮다.29)

창문형 자연환기 설비는 공동주택에서 대부분의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외

부로 면한 창측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 벽부착형, 천장형 자

연환기 시스템이 있으며, 문짝형, 세로 벽체형 등의 자연환기 설비가 있다.30)

다음 Table 2.2, Table 2.3, Table 2.4은 공동주택 자연환기 설비 사례에 대한

28)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2006.06

29) 새집증후군 개선을 위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매뉴얼, 국토해양부, 2010.12

30) http://vent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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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31)

미서기창용(상부) 미서기창용(하부) 고정용창(상부) 2중창외부형(수직)

Table 2.2 창문형 자연환기설비 예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D 아파트

Table 2.3 창문형 자연환기설비 공동주택 적용 예

문짝형 벽부착형 세로벽체형 천장형

Table 2.4 기타 자연환기 설비의 공동주택 적용 예

(2) 기계환기설비32)

원칙적으로 주변환경 조건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환기량을 보이는 자연환

기의 단점은 기계환기에 의해 보완되어 질 수 있다. 기계환기는 요구되는 환

31) http://n-vent.co.kr

3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 16 -

기량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고, 거주자와 오염원 부하에 다양하게 응답 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특히 최근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고기밀화된 건축물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기계환기방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제1종 환기(외부공기

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제2

종 환기(외부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

된 환기체계), 제3종 환기(외부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

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로 구분 되며, 다음 Fig.2.1은 기계환기 방

식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Fig.2.1 기계환기 방식의 종류

또한 현재 공동주택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환기방식은 급·배기 기능과

폐열회수 기능을 가진 열교환 환기설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최근 주

택 환기설비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KS규격

(KS B 6679, 공냉 열교환식 공기공급 장치로서 정격전압 600 V 이하이고 정

격 풍량이 2,000 이하에 대한 규정)이 ‘03년 12월 말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환기설비기술협회(KSRASE)를 중심으로 폐열회수형 환기유닛

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폐열회수 환기유닛의 종류는 열교

환 소자의 동장 상태에 따라 회전형과 정지형으로 나뉘며, 열교환기 방식에

따라 판형, 로터형, 히트파이프형, 모세 송풍기형 열교환식으로 구분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 Table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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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내용

판형

열교환식

환기되는 공기내 포함된 열이 판과 판 사이를 지나면서 외기와 환

기 사이에 위치한 열교환 매체를 가열하고 이판의 열은 급기에 전

달하는 방식

로터형

열교환식

환기되는 공기에 포함한 현열 및 잠열은 회전하는 로터에 흡수되

고 로터의 회전에 따라 급기쪽으로 이동하여 급기되는 공기에 열

을 전달하는 방식

히트파이프형

열교환식

환기되는 공기에 포함한 열이 환기쪽의 작동유체를 가열하여 증발

시키면서 증발된 작동유체는 급기쪽으로 이동하여 급기에 열을 전

달하는 방식

모세 송풍기형

열교환식

모세 송풍기를 이용하여 환기코일을 통해 실내로 환기되는 공기중

의 열만을 회수하여 급기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

Table 2.5 열교환기 방식

(3) 하이브리드 환기설비

하이브리드 혼기설비는 자연환기와 강제환기를 병용하는 설비를 의미하며,

양자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기의 구동력

(바람으로 인한 풍압력 및 온도차로 인한 부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계

환기설비(팬) 용량이나 가동시간을 경감시켜줌으로써 필요한 환기량을 경제

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환기설비의 기본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기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환기량의 변동을 시시각각 판단하여 기계환기설비

의 가동률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하이브리드 설

비 환기방법은 다음 Table 2.633)과 같다.

33)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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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환기의 개념도 환기방법

자연환기와 기계환기의 선택적 이용

보조팬으로 지원하는 자연환기

연돌효과(부력효과)와 바람(풍압력)으로 인한

자연환기의 보조를 받는 기계환기

Table 2.6 하이브리드 설비 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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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주택 환기설비 관련 기준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물 외피의 고기밀화

및 내부마감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HCHO) 등의 유해화학물질은 실내 공기질을 급격히 악화시키며, 이로 인하

여 실내 거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요 환기량이 부족하게 되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34)

본 개정의 목적은 새집증후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

택 등 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환기기준과 이를 효과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실내 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35)

2.3.1 건축법 기준

2006년 초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환기설비와 관련된 환기기준을 구체적

으로 발표하였다. 건설 교통부는 건축법 일부를 개정하며 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제11조 신설)”을

2006년 2월 13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였다.36) 그러나, 마감재 및 창호재 등

시설향상으로 과다한 환기기준으로 인해 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증가에

따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 289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 조정(안 제11조 제1항) 공동주택의 시간당 환기횟수

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개정하였다.37) 개정된 건축법 기준을 환기설비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면 Table 2.738)와 같다.

34) 전주영 외 6명,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환기설비 시스템 연구, 주

택도시연구원, 2008

35) 최영진, 국내 공동주택 특성에 따른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설계 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08

3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37) 이호준,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동주택 냉난방겸용 통합환기시스템 계획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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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법

관련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2006년.02.13일부터 시행

적용대상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환기설비

기준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환기횟수 : 0.7회/hr (제2013-289호 환기횟수 0.5회로 개정)

(환기횟수=공급풍량합계/종체적)

·환기량 조절은 최소, 적정, 최대로 3단계로 구성

·환기방식

- 1종환기=강제급기+강제배기

- 2종환기=강제급기+배기구

- 3종환기=흡입구+강제배기

·디퓨져

- 외부공기의 영향 최소화 위해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설치

-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 방지

환기 유닛

기준

·폐열회수장치 기준

한국산업규격 KS B 6879

공기여과기는 입자포집률 60%이상

유효환기량이 표시풍령의 90%이상

·소음 기준 : 40 db 이하(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기준)

Table 2.7 공동주택 환기설비 건축법 기준

38) 전주영 외 6명,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환기설비 시스템 연구, 주

택도시연구원, 2008



- 21 -

2.3.2 주택법 기준

주택법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14호를 통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며 공동주택의 환기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2006년 개정된 주택법을 기준을 환기설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Table 2.839)와 같다.

구분 주택법

관련규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9조 3항)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호-14호

2006.01.09일부터 시행

적용대상 공동주택 2,000세대 이상 (현재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으로 개정)

환기설비

기준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환기횟수 : 0.7회/hr

(환기횟수=정격풍량/총체적)

·환기량 조절은 해당사항 없음

·환기방식은

- 1급= 3급 + 고성능필터 + 열교환기

- 2급= 3급 + 고성능 필터 또는 열교환기

- 3급= 0.7회/hr 이상의 환기량 확보

·디퓨져는 해당사항 없음

환기 유닛

기준

·폐열회수장치 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2005-29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에 준함

온도교환효율 90% 이상

엔탈피교활효율 65% 이상

풍량효율 95% 이상

·소음 기준 : 해당사항 없음

Table 2.8 공동주택 환기설비 주택법 기준

39) 전주영 외 6명,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환기설비 시스템 연구, 주

택도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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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공동주택 환기설비 관련 제도 기준

(1)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환기설비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의 배출감

소, 주변환경과의 조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교통부하의 저감, 쾌적한 실내환

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입주자의 어메니티 요소에 대한 평

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01년 12월 3일 건

설교통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

여 2002년 1월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

작하였으며 2005년 3월 학교, 2006년 9월 판매시설, 숙박시설로 대상을 확대

하여 시행되고 있다.40)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

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9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고 있으며 종합평가 점수

가 65점 이상이면 우수, 85점 이상이면 최우수로서 인증되며 올해까지 각각

1%, 2%의 분양가 가산비용의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다.41)

평가항목 중 실내환경 부문 공기환경범주의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

부’의 평가항목에서 실내공기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최소환기량 및 일정수준 이상의 환기성능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환기설

비의 설치여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 Table 2.9과

같다.42)

40) 최영진, 국내 공동주택 특성에 따른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설계 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08

41) 신철웅,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게환기설비의 간헐운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02

42)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 기준 공동주택 부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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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기구 또는 장치 설치 유무 및 환기설계의 정도 가중치

1급

2급+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환

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1.0

2급

▪자연환기 : 3급+일정수준 이상주1)의 단열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급+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및 열교환기 또는 바닥열

을 이용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경우

0.8

3급

▪자연환기 : 4급+일정수준 이상의 조건주2)에서 환기설비의 표면결

로방지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급+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바닥열을 이용

한 환기장치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된 경우

0.6

4급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0.4

※ 평점 = (가중치) × (배점) × 적용세대수/층세대수

주1)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K)이하{열관류 저항 0.380㎡․

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 자연환기필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및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

우, 단지내 전체 세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방법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 및 방식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 확인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방

식 포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상세대의 체적을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횟수로 인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KS B6141에 의한 시험결과 90.0%이상의 집진효율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비색법 또는 광산란법 적용시)

- 열교환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상의 열회수율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여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기술자료의 여부를 확인함

- 단지내에 정격용량이 다른 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Table 2.9 녹색건축인증제도 (‘단위성능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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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주택 환기설비 적용 현황

실내공기오염을 줄이는 방법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실내마감재 택과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을 줄이는 방법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실내마감재의 선택은 주로 신축주택의 초기의

문제라면 환기설비의 이용은 건물의 생애주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오염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2006년 2월에 시행된 건설교통부령에서

공동주택 환기설비를 의무화했으며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된 환기설비는 열교

환기를 이용한 천장형(급+배기덕트) 환기방식과 바닥온돌 및 벽체에 급기덕

트를 매설하여 벽체 또는 천장에서 급기하고 천장에서 배기하는 바닥형 환기

방식이다. 본 장에서는 현재 국내 공동주택에 적용된 환기설비의 기본계통을

파악하고 이후 효율적인 환기설비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4.1 천장형 환기방식

일반적인 천장형 환기설비방식은 기본 계통은 Fig.2.243)과 같으며, 이 방식

은 주로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배기되는 열을 회수하여 급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현열 또는 전열 열교환기가 사용되며 추운 겨울철 실내온도에 근

접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흔히 전기히터를 보조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덕트는 천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기업체의 대부분이 이 방식에 따

라 제품의 생산 및 시공을 하고 있다. 열교환기 효율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

조열원(전기히터)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일정부

분에 환기설비의 본체를 설치하고, 본체로부터 각 실로 덕트를 이용하여 급

기 또는 배기를 하는 형태임을 Fig.2.2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거실의 경

우 급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급배기구 간의 이격거리가 길기 때문에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관련 연구44)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이루

43) http://www.towerpalace.co.kr/html/fr_y.htm

44) 김기훈, 공동주택의 환기효율 향상을 위한 환기계획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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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침실의 경우 급기만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그러나 거실에서 급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출입문의 틈새를 이용하여 배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급배기기류가 원활히 유동하지 못해 실의 압력분포가 일정해지지 않을 우려

가 있으며, 세대 내에서의 소음전파경로가 되어 실간 차음의 측면에서도 문

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45)

Fig.2.2 천장형 환기설비의 기본계통도

2.4.2 바닥형 환기방식

바닥형 환기설비는 급기덕트를 온돌에 매립하여 천장공간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겨울철 실내온도에 근접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외기의 온도상승

은 바닥형은 열을 흡수하여 가열되는 것으로 동일한 열량만큼 보일러의 열

공급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덕트는 배기덕트는 천장에, 급기덕트는 바닥

형을 통과하여 벽체에 설치하되 디퓨저의 위치는 벽체 상부나 천장에 설치하

고 있다.46)

아파트에서 천장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바닥 및 벽체에 매립된 급

기덕트는 구조체와 거의 동일한 고정시설물로서 철거나 교체가 사실상 불가

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2.347)은 바닥형 환기설비의 계통도이며 Fig.2.

45) 박우진,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환기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12

46) 김지현, 신축 주거건물에서 환기시스템 적용에 따른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4.12.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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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는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2.3 바닥형 환기설비 계통도

Fig.2.4 바닥형 환기설비 평면도

47) 박우진,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환기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12

48) 박우진,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환기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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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2.1049)은 환기설비별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바닥형 천정형

설치

방식

환기유니트 벽체 부착형 천정 부착형

덕트
급기 : 구조체내부매립

배기 : 천장매립
천정 내부매립

디퓨저
급기 : 벽체부착형

배기 : 천정부착형
천정 부착형

열교환 방법 온돌매립에 의한 열교환 현열교환기를 의한 열교환

급배기풍량 250 CMH 200~300 CMH

천정 필요공간 100mm 200~250 mm

풍량조절방법 디퓨저 크기에 의한 풍량조절
각 디퓨저에

정풍량계설치-일정풍량공급

필터 광촉매+카본+헤파+프리필터 프리필터

소음 30~35 dB 35~38dB

Table 2.10 환기방식별 일반적인 특징

49) 김지현, 신축 주거건물에서 환기시스템 적용에 따른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4.12.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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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조사

3.1 실태조사 개요

3.1.1 공동주택 설문조사 대상

본 장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환기설비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 이후, 환

기설비가 도입된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200세대를 대상으로 각각의 환기방식별로(천장형 100세대, 바닥형

100세대)로 분류하여 진행하였고, 주된 평형은 59를 대상으로 응답자 일반

적 특성에 관한 설문 4문항과 환기설비의 사용 실태에 관항 문항 9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여 집집마다 방문하여 환기설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 대상 개요는 다음의 Table 3.1과 같다.

구분

천장형 바닥형

신내 2지구 강일1지구 강일2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데시앙

아파트

강일리엔파크

2단지

강일리버파크

1단지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입주

년도
2010.2 2011.1 2009.3 2009.9

설문

세대수

50세대 50세대 50세대 50세대

총 100세대 총 100세대

평형 59㎡ 84㎡/59㎡ 59㎡ 59㎡

MD* 설치 설치 X X

Table 3.1 설문 대상 세대 개요

*MD (Motor Damper) : 전동댐퍼



- 29 -

3.1.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설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0.0으로 구현되었다. 실태 조사 및 만족도 설문 조사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사대상의 응답자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파악

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 여부에 대해 환기방식

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공동주택에서 환기설비를 사용을 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환기방식별

에 따라 사용시기, 사용빈도, 청소방법, 청소시기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넷째, 공동주택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 환기방식별로 설

치된 환기설비 이외에 환기방법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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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조사 분석내용 및 결과

3.2.1 설문조사 표본의 구성

연구를 위해 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공동주택 4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8월 1

일~3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다. 표본은 200세대로 구성되었으며, 무작위 추

출 기법(random sampling method)을 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먼저 빈도분

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설문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였다.

(1) 천장형 환기방식 표본

천장형 환기방식의 공동주택 응답자 수는 총 100세대였다. 이 중 여성이

77.0%로 남성의 23.0% 비율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연령은 30대(36.0%), 40대

(34.0%)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주택의 거주기간은 2~3년미만

(65.0%)로 가장 많았으며, 3~4년미만(28.0%)로 분석되었다. 거주인원은 4명이

55.0%로 조사되었다.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유효%

성별
남성 23 23.0 23.0

여성 77 77.0 77.0

연령

20대 7 7.0 7.0

30대 36 36.0 36.0

40대 34 34.0 34.0

50대 9 9.0 9.0

60대이상 14 14.0 14.0

거주

기간

1년이하 3 3.0 3.0

1~2년미만 4 4.0 4.0

2~3년미만 65 65.0 65.0

3~4년미만 28 28.0 28.0

4년이상 - - -

거주

인원

1명 1 1.0 1.0

2명 3 3.0 3.0

3명 11 11.0 11.0

4명 55 55.0 55.0

5명이상 30 30.0 30.0

Table 3.2 응답자 특성에 대한 표본 구성(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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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형 환기방식 표본

바닥형 환기방식의 공동주택 응답자 수는 총 100세대로 이중 남성이

30.0%, 여성은 70.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0%로 가장 높았고,

40대(22%), 50대(21%), 60대 이상(24%)으로 조사되었다. 거주기간은 3~4년

미만이(35.0%)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년이상(28.0%), 2~3년미만 (23.0%)의

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인원에서는 4명(36.0%), 3명(34.0%)

로 조사되었다.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유효%

성별
남성 30 30.0% 30.0%

여성 70 70.0% 70.0%

연령

20대 8 8.0% 8.0%

30대 25 25.0% 25.0%

40대 22 22.0% 22.0%

50대 21 21.0% 21.0%

60대이상 24 24.0% 24.0%

거주

기간

1년이하 3 3.0% 3.0%

1~2년미만 11 11.0% 11.0%

2~3년미만 23 23.0% 23.0%

3~4년미만 35 35.0% 35.0%

4년이상 28 28.0% 28.0%

거주

인원

1명 - - -

2명 16 16.0% 16.0%

3명 34 34.0% 34.0%

4명 36 36.0% 36.0%

5명이상 14 14.0% 14.0%

Table 3.3 응답자 특성에 대한 표본 구성(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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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표본

전체 20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26.5%, 여성은 73.5%로 여성의 비율이 다

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30.5%), 40대(28.0%)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의 거주기간은 2년~3년 미만(44.0%)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

으며, 3~4년 미만의 거주자(31.5%)도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4명으로 응답한 비율(45.5%)로 가장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유효%

성별
남성 53 26.5% 26.5%

여성 147 73.5% 73.5%

연령

20대 15 7.5% 7.5%

30대 61 30.5% 30.5%

40대 56 28.0% 28.0%

50대 30 15.0% 15.0%

60대이상 38 19.0% 19.0%

거주

기간

1년이하 6 3.0% 3.0%

1~2년미만 15 7.5% 7.5%

2~3년미만 88 44.0% 44.0%

3~4년미만 63 31.5% 31.5%

4년이상 28 14.0% 14.0%

거주

인원

1명 1 0.5% 0.5%

2명 19 9.5% 9.5%

3명 45 22.5% 22.5%

4명 91 45.5% 45.5%

5명이상 44 22.0% 22.0%

Table 3.4 응답자 특성에 대한 표본 구성(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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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환기설비의 설치 인지 및 사용 여부

다음은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환기설비설치에 대한 인지 및 사용 여부 실태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천장형 환기방식 분석

다음은 환기방식별 분석으로써 Fig.3.1과 Table 3.5는 천장형 환기방식에서

환기설비 설치 인지여부와 사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Fig.3.1 천장형 환기설비 설치 인지 및 사용여부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설치 인지여부
알고있다 82 82.0%

모른다 18 18.0%

환기설비 사용여부

(n=82)

사용하고 있다 53 64.6%

사용하지 않는다 29 35.4%

Table 3.5 환기설비의 설치인지 및 사용여부

천장형 환기방식 공동주택 응답자 중 환기설비 설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82.0%로 대다수가 설비의 설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지하

고 있는 사람들 중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4.6%로 나타났

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4%였다.

다음은 Fig.3.2와 Table 3.6은 천장형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및 비사용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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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사용빈도

하루 1회 이상 7 13.2%

일주일 1회 이상 3 5.7%

실내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만 42 79.2%

환기설비

사용시기

취사시간 전후에 5 9.4%

청소시간 전후에 4 7.5%

세탁시간 전후에 - -

실내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 44 83.0%

환기설비

청소빈도

전혀 하지 않는다 44 83.0%

하루에 1회 이상 - -

1주일에 1회 이상 1 1.9%

한달에 1회 이상 1 1.9%

6개월에 1회 이상 7 13.2%

환기설비

청소방법

필터 먼지제거 및 교체 3 33.3%

취출구 먼지제거 및 청소 6 66.7%

살균제 살포 - -

전문 청소용역 이용 - -

Table 3.6 환기설비의 사용현황(n=53)

기설비 비인지자 환기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Fig.3.2 환기설비 사용빈도·사용시기·청소빈도·청소방법 실태

현재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빈도 분석결과, ‘실내

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만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79.2%로 나타났으며,.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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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해서도 ‘실내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만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83.0%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 빈도에 있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83.0%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Fig.3.3와 Table 3.7은 천장형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및 비사용자·환

기설비 비인지자 환기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Fig.3.3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및 비사용자·환기설비 비인지자 환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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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n=29)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21 72.4%

환기효과가 별로 없어서 2 6.9%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4 13.8%

유지관리가 귀찮거나 힘들어서 2 6.9%

기계환기설비가 청결하지 않을 것

같아서
- -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

(환기설비 인지자 n=29)

창문을 연다(자연환기) 26 89.7%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2 6.9%

방향제를 사용한다 1 3.4%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

(환기설비 비인지자 n=18)

창문을 연다(자연환기) 18 100.0%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 -

방향제를 사용한다 -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

Table 3.7 환기설비 비사용자 현황

한편,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약 70%가 ‘사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창

문을 여는 자연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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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형 환기방식 분석

다음은 환기방식별 분석으로써 Fig.3.4과 Table 3.8은 바닥형 환기방식에서

환기설비설치에 대한 인지 및 사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Fig.3.4 환기설비 설치인지 및 사용여부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설치 인지여부
알고있다 75 75.0%

모른다 25 25.0%

환기설비 사용여부 (n=75)
사용하고 있다 43 57.3%

사용하지 않는다 32 42.7%

Table 3.8 환기설비 설치인지 및 사용여부

100세대 바닥형 환기방식 공동주택 응답자 중 환기설비 설치를 ‘알고 있다’

라는 응답자가 75.0%로 조사되었다. 설비설치를 알고 있는 사람 중 환기설비

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7.3%로 절반 이상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응답이 4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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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Fig.3.5와 Table 3.9은 바닥형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및 비사용자·환

기설비 비인지자 환기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Fig.3.5 환기설비 사용빈도·사용시기·청소빈도·청소방법 사용실태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사용빈도

하루 1회 이상 5 11.6%

일주일 1회 이상 5 11.6%

실내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만 33 76.7%

환기설비

사용시기

취사시간 전후에 4 9.3%

청소시간 전후에 8 18.6%

세탁시간 전후에 - -

실내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 31 72.1%

환기설비

청소빈도

전혀 하지 않는다 33 76.7%

하루에 1회 이상 - -

1주일에 1회 이상 1 2.3%

한달에 1회 이상 3 7.0%

6개월에 1회 이상 6 14.0%

환기설비

청소방법

필터 먼지제거 및 교체 4 40.0%

취출구 먼지제거 및 청소 4 40.0%

살균제 살포 2 20.0%

전문 청소용역 이용 - -

Table 3.9 환기설비의 사용현황(n=43)

환기설비 사용빈도에 대해선 ‘실내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만’으로 응답이

76.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응답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사용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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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실내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7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Fig.3.6와 Table 3.10은 바닥형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및 비사용자·

환기설비 비인지자 환기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Fig.3.6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및 비사용자·환기설비 비인지자 환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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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n=32)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10 31.3%

환기효과가 별로 없어서 12 37.5%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4 12.5%

유지관리가 귀찮거나 힘들어서 5 15.6%

기계환기설비가 청결하지 않을

것 같아서
1 3.1%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

(환기설비 인지자 n=31)

창문을 연다(자연환기) 29 93.5%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 -

방향제를 사용한다 2 6.5%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

(환기설비 비인지자 n=25)

창문을 연다(자연환기) 24 96.0%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 -

방향제를 사용한다 1 4.0%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

Table 3.10 환기설비 비사용자 현황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환기효과가 별로 없어서’라는 응답이 37.5%, ‘사용방법을 잘 몰

라서’라는 응답이 31.3%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으로는 창문을

여는 자연환기 방식을 90%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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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분석

다음 Fig.3.7과 Table 3.11는 환기설비설치에 대한 인지 및 사용여부에 대

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Fig. 3.7 환기설비 설치인지 및 사용여부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설치 인지여부
알고있다 157 78.5%

43 21.5%모른다

환기설비 사용여부

(n=157)

사용하고 있다 96 61.1%

사용하지 않는다 61 38.9%

Table 3.11 환기설비의 설치인지 및 사용여부

응답자의 환기설비 설치를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78.5%로 조사되었다. 환

기설비 설치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현재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다’라

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으며,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

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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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Fig.3.8과 Table 3.12은 환기설비 사용빈도·사용시기·청소빈도·청소

방법에 대한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Fig.3.8 환기설비 사용빈도·사용시기·청소빈도·청소방법 사용실태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사용빈도

하루 1회 이상 12 12.5%

일주일 1회 이상 8 8.3%

실내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만 75 78.1%

기타 1 1.0%

환기설비

사용시기

취사시간 전후에 9 9.4%

청소시간 전후에 12 12.5%

세탁시간 전후에 - -

실내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 75 78.1%

환기설비

청소빈도

전혀 하지 않는다 77 80.2%

하루에 1회 이상 - -

1주일에 1회 이상 2 2.1%

한달에 1회 이상 4 4.2%

6개월에 1회 이상 13 13.5%

환기설비

청소방법

필터 먼지제거 및 교체 7 36.8%

취출구 먼지제거 및 청소 10 52.6%

살균제 살포 2 10.5%

전문 청소용역 이용 - -

Table 3.12 환기설비의 사용현황(n=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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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사용빈도는 ‘실내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만 이용한다’라는 응답이 78.1%로 나

타났으며, 사용시기에 대한 응답도 ‘실내오염물질이 있을 경우’라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환기설비의 청소빈도는 ‘전혀 하지 않는

다’라는 응답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Fig.3.9와 Table 3.13은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및 비사용자·환기설비

비인지자 환기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Fig.3.9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및 비사용자·환기설비 비인지자 환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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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비사용 이유

(n=61)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31 50.8%

환기효과가 별로 없어서 14 23.0%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8 13.1%

유지관리가 귀찮거나 힘들어서 7 11.5%

기계환기설비가 청결하지 않을

것 같아서
1 1.6%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

(환기설비 인지자 n=61)

창문을 연다(자연환기) 55 91.7%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2 3.3%

방향제를 사용한다 3 5.0%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

(환기설비 비인지자 n=43)

창문을 연다(자연환기) 42 97.7%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 -

방향제를 사용한다 1 2.3%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

Table 3.13 환기설비 비사용자 현황

한편, 환기설비의 비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50.8%가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

으로는 창문을 여는 자연환기 방식을 90% 이상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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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 개선사항

공동주택 환기설비 향후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측면에서 개선을 위해 응답

자들을 대상으로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 측면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며

설문 분석 결과 내용은 다음 Fig.3.10, Table 3.14과 같다.

Fig.3.10 환기설비 사용에 있어 개선사항 조사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사용에

있어

개선사항

(n=157)

환기설비 환기효율 개선 9 5.73%

입주시 환기설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필요 46 29.30%

체계적인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 제공 12 7.64%

필터 및 부속 자재의 용이한 구입 24 15.29%

환기설비 자체의 자동운전 프로그램 7 4.46%

환기설비 적정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메뉴얼 59 37.58%

Table 3.14 환기설비 사용에 있어 개선사항 설문결과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에 있어서 분석 결과,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환기설비 적정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으로써 37.58%

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입주시 환기설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필요’로 29.30%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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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 결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인지 및 사용여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기방식별에 따라 천장형 환기방식 공동주택 응답자 중 환기설비 설치

를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82.0%로 대다수가 설비의 설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환기설비를 ‘사용한다’라는 응답

의 비율은 64.6%로 나타났으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5.4%로 나타

났다. 바닥형 환기방식 공동주택 응답자 중 환기설비 설치를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75.0%로 조사되었다. 환기설비 설치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환기설비

를 ‘사용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57.3%로 절반 이상이었고, ‘사용하지 않는

다’는 응답은 42.7%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기방식별 인지도는 천정형이 바닥

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천장형 환기방식에서는 현재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

으로 사용빈도를 물었을 때, ‘실내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만 사용한다’는 응답

이 79.2%로 가장 많았다. 사용시기에 대해서도 ‘실내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83.0%로 나타났다. 청소 빈도에 있어서는 ‘전혀 하지 않

는다’라는 응답이 8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형 환기방식에서

는 환기설비 사용빈도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응답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사용

시기에서 마찬가지로 ‘실내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기설비의 사용은 실내오염이

심할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소나 유지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3) 천장형 환기방식에서는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약 70%가

‘사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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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응답자가 창문을 여는 자연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바닥형 환기방식에서는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

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환기효과가 별로 없어서’라는 응

답이 37.5%,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1.3%로 나타났다. 환기설비

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은 창문을 여는 자연환

기 방식을 90%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

음에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방법을 몰라서로 응답함으로써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4)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에 있어서 개선사항 분석 결과, 가장 우선시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은 ‘환기설비 적정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으로써 37.58%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입주시 환기설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필요’로 29.30%로 분석되었다. 이는 환기설비에 대해서 홍보 부

족 및 사용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에 있어서 환기설비에 대한 적정 사용법 및 유지관리측면에서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설문조사 환기방식별로 분석결과, 환기설비 설치

인지 여부, 사용여부, 사용시기, 사용빈도, 청소빈도, 청소방법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환기방식별에 따라서는 환기설비를 사

용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환기설

비 적정 사용과 청소 방법에 있어서는 환기설비에 대한 홍보와 기본적인 매

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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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동주택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본 장에서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용자

가 가지고 있는 기대수준과 사용자에게 실제 주어져 있는 환경수준과 차이에

대한 만족도 분석하기 위함이다.

4.1 만족도 조사 개요

4.1.1 만족도 개념

만족도 개념이란, 환경요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환경요소에 대해 거주자

가 가지고 있는 기대수준과 거주자에게 실제 주어져 있는 환경수준과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심리적 평가를 의미한다. 만족도란 어떤 것에 대한 그것을 실

제 성취한 것과의 인식된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1992).50)

기대 수준이 실제 주어져 있는 환경수준보다 클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며 그

차이가 작을수록 만족도는 상승한다. 그러므로 만족도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절대 평가가 아니며 동일한 수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각 개인의 기대

수준이 다르면 만족도 역시 달라지는 상대적 평가척도이다. 즉 만족도란 물

리적 환경수준이 일정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만족의 정도 역시 일정한 수준

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물리적 환경 수준과 그에 대한 개인의

기대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1992).51)

50) 박인석 외 4명, 공사주택 거주후 평가모델개발 연구, 1: 표준설문에 의한 평가모델, 한

국토지주택공사, 1992

51) 박인석 외 4명, 공사주택 거주후 평가모델개발 연구, 1: 표준설문에 의한 평가모델, 한

국토지주택공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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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환기설비 만족도 세부 요인 도출

공동주택 환기설비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 만족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

준(제11조제3항 관련)52)’을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다음은 Table 4.1, Table 4.2는 『건축법』에서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

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53)’ 관한 내용이다.

5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5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관련(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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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제11조제3항 관련) 내용

환기설비

사용자

연관성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

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

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

여야 한다.

◎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

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

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

체계

-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

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

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

여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

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

의4 제5호를 따른다.

◎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

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Table 4.1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과 환기설비 사용자와의 연관성 분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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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제11조제3항 관련) 내용
비고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

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

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

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

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

만, 환기설비 본체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

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

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

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

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

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더

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

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운용

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가 제11조1항의 환기기준을 각각 만

족할 수 있어야 한다.

-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

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도 적합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설

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원

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

Table 4.2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과 환기설비 사용자와의 연관성 분석1-2

『건축법』에서 ‘신축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세부 항목

별로 환기설비 사용자와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려 요인을 도출하였다. 환기설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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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도출 결과는 다음 Table 4.3과 같다.

항

목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제11조제3항 관련) 내용

환기설비

만족도

영향요소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기효과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

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

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

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동용이

환기효과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

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기효과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가동용이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

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

(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

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비색법 또는 광산

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

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

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청결성

유지관리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

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

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

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음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

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결성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

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

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

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

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유지관리

Table 4.3 기계환기설비 기준을 통한 환기설비 만족도 영향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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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해 환기설비 만족도 영향요소

도출 결과를 토대로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세부만족

도 항목을 설정하였다. 세부만족도 항목은 다음 Table 4.4와 같다.

세부만족도

환기설비 만족도

환기효과 만족도

청결성 만족도

가동용이성 만족도

유지관리 만족도

소음 만족도

Table 4.4 환기설비 만족도에 대한 세부만족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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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만족도 조사대상 공동주택 개요

본 장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환기설비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 이후, 환

기설비가 도입된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태조

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200세대를 대상으로 환기방식별(천

장형 100세대, 바닥형 100세대)로 분류하여 진행하였고, 환기설비에 대한 만

족도 1문항, 세부만족도 5문항으로 구성하여 집집마다 방문하여 환기설비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다음의 Table 4.5과 같다.

구분

천장형 바닥형

신내 2지구 강일1지구 강일2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데시앙

아파트

강일리엔파크

2단지

강일리버파크

1단지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입주

년도
2010.2 2011.1 2009.3 2009.9

설문

세대수

50세대 50세대 50세대 50세대

총 100세대 총 100세대

평형 59㎡ 84㎡/59㎡ 59㎡ 59㎡

MD* 설치 설치 X X

Table 4.5 설문 대상 세대

*MD (Motor Damper) : 전동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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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0.0으

로 분석하였다. 만족도 설문 조사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 특성이 환기설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

이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환기설비의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

음)와 전체만족도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환기설비의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

음)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 56 -

4.2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 분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만족도 

① 세부 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

다음은 응답자 성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며, 응답자 성별 비율은 다음

Fig.4.1과 같으며,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응답자 성별 비율은 여

자가 80.0%, 남자는 20.0%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응답자 빈도 분석이며, 분

석 결과 내용은 다음 Fig.4.1과 같다.

Fig.4.1 성별에 따른 세부만족도 조사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남자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 환

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성 요인

은 ‘만족’응답 비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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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73.7%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

다.

성별에 따른 세부만족도 조사의 여자 응답자에 대한 분석 결과, 환기효과·

청결성·소음 요인에서는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성 요인은

만족비율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지관리 요인에서는 ‘불

만족’에 대한 비율이 88.2%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의 세부만족도 요인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

곱 검정 분석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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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만족도 남자 여자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기

효과

불만족
1 5 6

=0.045, p=0.978
p<0.01:**, p<0.05:*

√

16.7% 83.3% 100%

보통
17 67 84

20.2% 79.8% 100%

만족
1 4 5

20.0% 80.0% 100%

합계
19 76 95

20.0% 80.0% 100%

청결성

불만족
2 9 11

=0.224, p=0.894
p<0.01:**, p<0.05:*

√

16.2% 81.8% 100%

보통
14 58 72

194% 80.6% 100%

만족
3 9 12

25.0% 75.0% 100%

합계
19 76 95

20.0% 80.0% 100%

가동

용이성

불만족
0 1 1

=1.738, p=0.419
p<0.01:**, p<0.05:*

√

0% 100% 100%

보통
9 47 56

16.1% 83.9% 100%

만족
10 28 38

26.3% 73.7% 100%

합계
19 76 95

20.0% 80.0% 100%

유지

관리

불만족
15 67 81

=2.534, p=0.111
p<0.01:**, p<0.05:*

√

17.3% 82.7% 100%

보통
5 9 14

35.7% 64.3% 100%

만족
0 0 0

0% 0% 0%

합계
19 76 95

20.0% 80.0% 100%

소음

불만족
0 5 5

=5.253, p=0.072
p<0.01:**, p<0.05:*

√

0% 100% 100%

보통
18 71 89

20.2% 79.8% 100%

만족
1 0 1

100% 0% 100%

합계
19 76 95

20.0% 80.0% 100%

Table 4.6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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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기설비 만족도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빈도분석 결과, ‘보통’ 응답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Fig.4.2와 같다.

Fig.4.2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차트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분석결

과, 성별 간의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4.7과 같

다 .

성별 만족도 남자 여자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기설비

만족도

불만족
2 2 4

=2.566, p=0.277
p<0.01:**, p<0.05:*

√

50.0% 50.0% 100%

보통
14 57 71

19.7% 80.3% 100%

만족
3 17 20

15.0% 85.0% 100%

합계
19 76 95

20.0% 80.0% 100%

Table 4.7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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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에 따른 만족도

①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

다음은 응답자 연령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며, 응답자 연령별 비율은 다음

Fig.4.5와 같으며, 연령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응답자 연령별 비율

은 ‘20~30대’는 47.3%, ‘40대’ 28.4%, ‘50대’는 15.8%, ‘60대이상’은 8.4%로 조사

되었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응답자 빈도 분석이며,

분석 결과 내용은 다음 Fig.4.3과 같다.

Fig4.3 연령에 따른 세부만족도 조사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20~30대’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

과, 환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성

요인은 ‘만족’응답 비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유

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93.3%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

났다.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40대’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

환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성 요

인은 ‘만족’응답 비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불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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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응답은 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유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

에 대한 비율이 77.8%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50대’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

환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성 요

인은 ‘만족’응답 비율이 33.3%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유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80.0%로 상당히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60대’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

환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성 요

인은 ‘만족’응답 비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러나 유

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75.0%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

났다.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의 세부만족도 요인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

곱 검정 분석결과, 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요인에서는 통계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음

요인(=13.731,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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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만족도

20~30

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

기

효

과

불만족
2 2 0 2 6

=8.352, p=0.213
p<0.01:**, p<0.05:*

√

33.3% 33.3% 0% 33.3% 100%

보통
42 23 14 5 84

50.0% 27.4% 16.7% 6.0% 100%

만족
1 2 1 1 5

20.0% 40.0% 20.0% 20.0% 100%

합계
45 27 15 8 95

47.4% 28.4% 15.8% 8.4% 100%

청

결

성

불만족
3 2 3 3 11

=9.351, p=0.155
p<0.01:**, p<0.05:*

√

27.3% 18.2% 27.3% 27.3% 100%

보통
37 20 10 5 72

51.4% 27.8% 13.9% 6.9% 100%

만족
5 5 2 0 12

41.7% 41.7% 16.7% 0% 100%

합계
45 27 15 8 95

47.4% 28.4% 15.8% 8.4% 100%

가

동

용

이

성

불만족
0 1 0 0 1

=3.239, p=0.778
p<0.01:**, p<0.05:*

√

0% 100% 0% 0% 100%

보통
27 14 10 5 56

48.2% 25.0% 17.9% 8.9% 100%

만족
18 12 5 3 38

74.4% 31.6% 13.2% 7.9% 100%

합계
45 27 15 8 95

47.4% 28.4% 15.8% 8.4% 100%

유

지

관

리

불만족
42 21 12 6 81

=4.538, p=0.209
p<0.01:**, p<0.05:*

√

51.9% 25.9% 14.8% 7.4% 100%

보통
3 6 3 2 14

21.4% 42.9% 21.4% 14.3% 100%

만족
0 0 0 0 0

0% 0% 0% 0% 100%

합계
45 27 15 8 95

47.4% 28.4% 15.8% 8.4% 100%

소

음

불만족
3 0 1 1 5

=13.731, p=0.033
p<0.01:**, p<0.05:*

√

60.0% 0% 20.0% 20.0% 100%

보통
42 27 14 6 89

47.2% 30.3% 15.7% 6.7% 100%

만족
0 0 0 1 1

0% 0% 0% 100% 100%

합계
45 27 15 8 95

47.4% 28.4% 15.8% 8.4% 100%

Table 4.8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적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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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기설비 만족도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빈도분석결과, ‘보통’ 응답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Fig.4.4와 같다.

Fig.4.4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분석결

과, 연령 간의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연령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4.9와 같

다.

연

령
만족도

20~30

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

기

설

비

만

족

도

불만족
0 2 1 1 4

=5.454, p=0.487
p<0.01:**, p<0.05:*

√

0% 50.0% 25.0% 25.0% 100%

보통
35 18 12 6 71

49.3% 25.4% 16.9% 8.5% 100%

만족
10 7 2 1 20

50.0% 35.0% 10.0% 5.0% 100%

합계
45 27 15 8 95

47.4% 28.4% 15.8% 8.4% 100%

Table 4.9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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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기간에 따른 만족도

①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

먼저 응답자 거주기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며, 응답자 거주기간별 비율

은 다음 Fig.4.11와 같으며,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응답자

거주기간별 비율은 ‘2년미만’은 9.5%, ‘2~3년미만’ 47.4%, ‘3~4년미만’은 33.7%,

‘4년이상’은 9.5%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응답자 빈도 분석이

며, 분석 결과 내용은 다음 Fig.4.5와 같다.

Fig.4.5 거주기간에 따른 세부만족도 조사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2년미만’ 응답자에 대한 분

석결과, 환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

이성 요인은 ‘만족’응답 비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

한 유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77.8%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2~3년미만’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 환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

용이성 요인은 ‘만족’응답 비율이 42.2%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 65 -

았으며 ‘불만족’에 대한 응답은 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유지관리 요

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82.2%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3~4년미만’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 환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

용이성 요인은 ‘만족’응답 비율이 37.5%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았으며, 또한 유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87.5%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세부만족도 조사의 ‘4년이상’ 응답자에 대한 분석 결과, 환

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에서는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성

요인은 만족비율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소음에서는

‘만족’에 대한 비율은 0%로 나타났으며, 유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의 세부만족도 요인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

이제곱 검정 분석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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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기

간

만족도
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년

이상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

기

효

과

불만족
2 2 2 0 6

=8.032, p=0.236
p<0.01:**, p<0.05:*

√

33.3% 33.3% 33.3% 0% 100%

보통
6 40 30 8 84

7.1% 47.6% 35.7% 9.5% 100%

만족
1 3 0 1 5

20.0% 60.0% 0% 20.0% 100%

합계
9 45 32 9 95

9.5% 47.4% 33.7% 9.5% 100%

청

결

성

불만족
1 6 4 0 11

=2.155, p=0.905
p<0.01:**, p<0.05:*

√

9.1% 54.5% 36.4% 0% 100%

보통
7 32 25 8 72

9.7% 44.4% 34.7% 11.1% 100%

만족
1 7 3 1 12

8.3% 58.3% 25.0% 8.3% 100%

합계
9 45 32 9 95

9.5% 47.4% 33.7% 9.5% 100%

가

동

용

이

성

불만족
0 1 0 0 1

=1.626, p=0.951
p<0.01:**, p<0.05:*

√

0% 100% 0% 0% 100%

보통
5 25 20 6 56

8.9% 44.6% 35.7% 10.7% 100%

만족
4 19 12 3 38

10.5% 50.0% 31.6% 7.9% 100%

합계
9 45 32 9 95

9.5% 47.4% 33.7% 9.5% 100%

유

지

관

리

불만족
7 37 28 9 81

=2.415, p=0.491
p<0.01:**, p<0.05:*

√

8.6% 45.7% 34.6% 11.1% 100%

보통
2 8 4 0 14

14.3% 57.1% 28.6% 0% 100%

만족
0 0 0 0 0

0% 0% 0% 0% 100%

합계
9 45 32 9 95

9.5% 47.4% 33.7% 9.5% 100%

소

음

불만족
1 0 2 2 5

=9.387, p=0.153
p<0.01:**, p<0.05:*

√

20.0% 0% 40.0% 40.0% 100%

보통
8 44 30 7 89

9.0% 49.4% 33.7% 7.9% 100%

만족
0 1 0 0 1

0% 100% 0% 0% 100%

합계
9 45 32 9 95

9.5% 47.4% 33.7% 9.5% 100%

Table 4.10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적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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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기설비 만족도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빈도분석결과, ‘보통’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Fig.4.6과 같다.

Fig.4.6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분

석결과, 응답자들은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 4.11와 같다.

거

주

기

간

만족도
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년

이상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

기

설

비

만

족

도

불만족
1 2 1 0 4

=2.595, p=0.858
p<0.01:**, p<0.05:*

√

25.0% 50.0% 25.0% 0% 100%

보통
6 35 24 6 71

8.5% 49.3% 33.8% 8.5% 100%

만족
2 8 7 3 20

10.0% 40.0% 35.0% 15.0% 100%

합계
9 75 32 9 95

9.5% 47.4% 33.7% 9.5% 100%

Table 4.11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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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인원에 따른 만족도

①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

먼저 응답자 거주인원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며, 응답자 거주인원별 비율

은 다음 Fig.4.17과 같으며,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응답자

거주인원별 비율은 ‘1~2명’은 2.1%, ‘3명’ 25.3%, ‘4명’은 49.5%, ‘5명이상’은

23.2%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응답자 빈도 분석이

며, 분석 결과 내용은 다음 Fig.4.7과 같다.

Fig.4.7 거주인원에 따른 세부만족도 조사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1~2명’ 응답자에 대한 분석

결과, 환기효과·소음 요인은 ‘보통’, ‘불만족’의 응답이 비율은 50%로 나타났으

며, 가동용이성 요인은 ‘만족’응답 비율은 만족100%, 청결성 요인은 ‘보통’ 응

답 비율이 100%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

율이 100%로 나타났다.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1~2명’ 응답자에 대한 분석

결과, 환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

성 요인은 ‘만족’응답 비율이 50.0%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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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유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91.7%로 상당

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조사의 ‘4명’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

과, 환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은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성

요인은 ‘만족’응답 비율이 36.2%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유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80.9%로 상당히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거주인원에 따른 세부만족도 조사의 ‘5명이상’ 응답자에 대한 분석 결과, 환

기효과·청결성·소음 요인에서는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동용이성

요인은 만족비율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유지관리

요인에서만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86.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의 세부만족도 요인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

이제곱 검정 분석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 4.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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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인

원

만족도 1~2명 3명 4명
5명

이상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

기

효

과

불만족
1 1 2 2 6

=9.416, p=0.151
p<0.01:**, p<0.05:*

√

16.7% 16.7% 33.3% 33.3% 100%

보통
1 21 44 18 84

1.2% 25.0% 52.4% 21.4% 100%

만족
0 2 1 2 5

0% 40.0% 20.0% 40.0% 100%

합계
2 24 47 22 95

2.1% 25.3% 49.5% 23.2% 100%

청

결

성

불만족
0 2 3 6 11

=10.519, p=0.104
p<0.01:**, p<0.05:*

√

0% 18.2% 27.3% 54.5% 100%

보통
2 21 37 12 72

2.8% 29.2% 51.4% 16.7% 100%

만족
0 1 7 4 12

0% 8.3% 58.3% 33.3% 100%

합계
2 24 47 22 95

2.1% 25.3% 49.5% 23.2% 100%

가

동

용

이

성

불만족
0 0 1 0 1

=5.854, p=0.441
p<0.01:**, p<0.05:*

√

0% 0% 100% 0% 100%

보통
0 12 29 15 56

0% 21.4% 51.8% 26.8% 100%

만족
2 12 17 7 38

5.3% 31.6% 44.7% 18.4% 100%

합계
2 24 47 22 95

2.1% 25.3% 49.5% 23.2% 100%

유

지

관

리

불만족
2 22 38 19 81

=1.878, p=0.598
p<0.01:**, p<0.05:*

√

2.5% 27.2% 46.9% 23.5% 100%

보통
0 2 9 3 14

0% 14.3% 64.3% 21.4% 100%

만족
0 0 0 0 0

0% 0% 0% 0% 100%

합계
2 24 47 22 95

2.1% 25.3% 49.5% 23.2% 100%

소

음

불만족
1 1 2 1 5

=11.549, p=0.073
p<0.01:**, p<0.05:*

√

20.0% 20.0% 40.0% 20.0% 100%

보통
1 23 45 20 89

1.1% 25.8% 50.6% 22.5% 100%

만족
0 0 0 1 1

0% 0% 0% 100% 100%

합계
2 24 47 22 95

2.1% 25.3% 49.5% 23.2% 100%

Table 4.12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적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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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기설비 만족도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거주인원이 4명이 35.0%,

5명이상은 35.0%로 나타났다. ‘보통’의 응답은 4명(53.5%)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빈도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Fig.4.8과 같다.

Fig.4.8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분

석결과, 응답자들은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인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 4.13와 같다.

거

주

인

원

만족도 1~2명 3명 4명
5명

이상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

기

설

비

만

족

도

불만족
0 0 2 2 4

=6.123, p=0.410
p<0.01:**, p<0.05:*

√

0% 0% 50.0% 50.0% 100%

보통
2 18 38 13 71

2.8% 25.4% 53.5% 18.3% 100%

만족
0 6 7 7 20

0% 30.0% 35.0% 35.0% 100%

합계
2 24 47 22 95

2.1% 25.3% 49.5% 23.2% 100%

Table 4.13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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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환기방식별 만족도 분석

(1)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

먼저 천장형 환기방식에 대한 세부 만족도 분석 결과이며, 세부만족도에서

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소음 요인에서는 ‘보통’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

었으나, 유지관리 만족에서 ‘불만족’ 응답 비율이 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Fig.4.9와 같다.

Fig.4.9 환기방식에 따른 세부만족도 조사

바닥형기 방식에 대한 세부 만족도 분석 결과이며, 세부만족도에서 환기효

과, 청결성, 소음 요인에서는 ‘보통’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유지관리 요

인에서 ‘불만족’ 응답 비율이 9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동용

이성 요인에서는 ‘보통’ 응답 비율이 53%, ‘불만족’ 응답 비율이 47%로 나타

났다.

환기방식별에 따른 환기설비의 세부만족도 요인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분석결과, 환기방식에서 가동용이성 요인에서 다소 차이를 보

이는 결과가 나왔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 4.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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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천장형 바닥형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

기

효

과

불만족
0 5 5

=7.462, p=0.280
p<0.01:**, p<0.05:*

√

0% 100% 100%

보통
50 34 84

59.5% 40.5% 100%

만족
2 4 6

33.3% 66.7% 100%

합계
52 43 95

54.7% 45.3% 100%

청

결

성

불만족
7 4 11

=6.162, p=0.405
p<0.01:**, p<0.05:*

√

63.6% 36.4% 100%

보통
35 38 73

47.9% 52.1% 100%

만족
10 1 11

90.9% 9.1% 100%

합계
52 43 95

54.7% 45.3% 100%

가

동

용

이

성

불만족
19 20 39

=5.371, p=0.147
p<0.01:**, p<0.05:*

√

48.7% 51.3% 100%

보통
32 23 55

58.2% 41.8% 100%

만족
1 0 1

100% 0% 100%

합계
52 43 95

54.7% 45.3% 100%

유

지

관

리

불만족
41 40 81

=1.307, p=0.728
p<0.01:**, p<0.05:*

√

50.6% 49.4% 100%

보통
11 3 14

78.6% 21.4% 100%

만족
0 0 0

0% 0% 100%

합계
52 43 95

54.7% 45.3% 100%

소

음

불만족
2 3 5

=6.292, p=0.098
p<0.01:**, p<0.05:* √

40.0% 60.0% 100%

보통
49 40 89

55.1% 44.9% 100%

만족
1 0 1

100% 0% 100%

합계
52 43 95

54.7% 45.3% 100%

Table 4.14 환기방식별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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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기설비 만족도

환기방식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 천장형, 바닥형 환기방식

에서 ‘보통’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도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Fig.4.10과 같다.

Fig.4.10 환기방식별 환기설비 만족도 조사

환기방식별 환기설비 만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분석결

과, 응답자들은 환기방식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환기방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 Table 4.15와 같다.

만족도 천장형 바닥형 합계 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차이 결과

유의 ○ 유의 ×

환기설비

만족도

불만족
5 14 19

=0.102, p=0.750
p<0.01:**, p<0.05:*

√

26.3% 73.7% 100%

보통
45 26 71

63.4% 36.6% 100%

만족
2 3 5

40.0% 60.0% 100%

합계
52 43 95

54.7% 45.3% 100%

Table 4.15 환기방식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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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만족도 차이검증 및 만족도 요인 분석

4.4.1 응답자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검증

응답자 특성 변수에 따른 만족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특성 변수

로는 성별, 연령, 거주기간, 거주인원 변수에 따라 만족도 정도의 차이를 검

증하였다.

성별과 같은 두 독립된 집단의 차이검증은 독립 이표본 t-검증(independent

two-samples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다음은 독립 이표본 t-검증의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았다. 먼저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Levene의 등분산 검증(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을 실행한 다음, 등분산이 검증되면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는

뜻이므로 합동표본분산(pooled sample variance)를 차이검증에 적용하게 된

다.

반면, 두 집단의 등분산 검증에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고 검증

되면 합동표본분산이 아닌 각 집단의 분산을 활용하여 차이검증을 하게 된

다.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분산이 아닐 경우는 다음

의 검정 통계량(test statistics)을 적용하게 된다. 두 표본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새터스웨이트(Satterthwaite)의 근사적 방법을 통해

차이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새터스웨이트(Satterthwaite)의 근사적 방법을 통해 차이검증을 실시할 때

는 자연수가 아닌 소수점을 가진 숫자를 도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치는

도출된 수의 제일 가까운 자연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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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에 대한 차이

성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 이 표본 t-검정

(independent two-samples t-test)을 사용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 성별 n M SD t p

환기효과 요인
남성 19 3.00 0.333 0.149 0.882

여성 76 2.99 0.346 　 　

청결성 요인
남성 19 3.05 0.524 0.184 0.854

여성 76 3.03 0.565 　 　

가동용이성

요인

남성 19 3.53 0.513 1.309 0.194

여성 76 3.36 0.509 　 　

유지관리

요인

남성 19 4.16 0.834 -0.658 0.512

여성 76 4.28 0.665 　 　

소음

요인

남성 19 2.95 0.229 -1.878 0.063

여성 76 3.07 0.250 　 　

환기설비

만족도

남성 19 3.05 0.524 -1.188 0.238

여성 76 3.20 0.462 　 　

Table 4.16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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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만족도의 경우, 환기효과 요인에서 남성(M=3.00, SD=0.333)이 여성

(M=2.99, SD=0.346) 보다 평균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결성 요인는 남성(M=3.05, SD=0.524)이 여성(M=3.03, SD=0.565)보다 평

균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동용이성 요인는 남성(M=3.53, SD=0.513)이 여성(M=3.36, SD=0.509)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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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유지관리 요인은 여성(M=4.28, SD=0.665)이 남성(M=4.16, SD=0.834)보다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소음 요인은 여성(M=3.07, SD=0.250)이 남성(M=2.95, SD=0.229)보다 평균

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의미를 보이지 않았다.

환기설비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여성(M=3.20, SD=0.462)이 남성(M=3.05,

SD=0.524)보다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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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차이

다음은 연령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상정된 요인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 연령 n M SD F p

환기효과

요인

20-30대 45 2.98 0.260 0.572 0.635

40대 27 3.00 0.392

50대 15 3.07 0.258

60대이상 8 2.88 0.641

청결성

요인

20-30대 45 3.07 0.495 2.122 0.103

40대 27 3.15 0.602

50대 15 2.93 0.594

60대이상 8 2.63 0.518

가동용이성

요인

20-30대 45 3.40 0.495 0.077 0.972

40대 27 3.41 0.572

50대 15 3.33 0.488

60대이상 8 3.38 0.518

유지관리

요인

20-30대 45 4.36 0.609 0.636 0.594

40대 27 4.19 0.786

50대 15 4.13 0.743

60대이상 8 4.13 0.835

소음

요인

20-30대 45 3.07 0.252 0.520 0.670

40대 27 3.00 0.000

50대 15 3.07 0.258

60대이상 8 3.00 0.535

환기설비

만족도

20-30대 45 3.22 0.420 0.759 0.520

40대 27 3.19 0.557

50대 15 3.07 0.458

60대이상 8 3.00 0.535

Table 4.17 연령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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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만족도 평균은 20~30대(M=3.22), 40대(M=3.19), 50대(M=3.07),

60대 이상(M=3.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상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환기설비 요인 외에 세부 요

인 분석에서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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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기간에 따른 요인에 대한 차이

요인 거주기간 n M SD F p

환기효과

요인

2년 미만 9 2.89 0.601 1.024 0.386

2~3년 미만 45 3.02 0.336

3~4년미만 32 2.94 0.246

4년 이상 9 3.11 0.333

청결성

요인

2년 미만 9 3.00 0.500 0.501 0.682

2~3년 미만 45 3.04 0.601

3~4년미만 32 2.97 0.474

4년 이상 9 3.22 0.667

가동용이성

요인

2년 미만 9 3.44 0.527 0.083 0.969

2~3년 미만 45 3.40 0.539

3~4년미만 32 3.38 0.492

4년 이상 9 3.33 0.500

유지관리

요인

2년 미만 9 4.22 0.833 0.647 0.587

2~3년 미만 45 4.20 0.726

3~4년미만 32 4.25 0.672

4년 이상 9 4.56 0.527

소음

요인

2년 미만 9 3.11 0.333 3.060 0.032*

2~3년 미만 45 2.98 0.149

3~4년미만 32 3.06 0.246

4년 이상 9 3.22 0.441

환기설비

만족도

2년 미만 9 3.11 0.601 0.494 0.687

2~3년 미만 45 3.13 0.457

3~4년미만 32 3.19 0.471

4년 이상 9 3.33 0.500

Table 4.18 거주기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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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에 따른 세부만족도에서 소음 요인 평균은 4년이상(M=3.22), 2년

미만(M=3.11), 3~4년미만(M=3.06), 2~3년미만(M=2.98)의 순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F=3.060, p<0.05).

거주기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환기설비 만족

도의 경우 4년 이상이(M=3.33)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3~4년미만

(M=3.19), 2~3년 미만(M=3.13), 2년 미만(M=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거

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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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인원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차이

요인 거주인원 n M SD F p

환기효과

요인

1~2명 2 2.50 0.707 1.605 0.194

3명 24 3.04 0.359

4명 47 2.98 0.254

5명이상 22 3.00 0.436

청결성

요인

1~2명 2 3.00 0.000 0.969 0.411

3명 24 2.96 0.359

4명 47 3.13 0.575

5명이상 22 2.91 0.684

가동용이성

요인

1~2명 2 4.00 0.000 1.643 0.185

3명 24 3.50 0.511

4명 47 3.34 0.522

5명이상 22 3.32 0.477

유지관리

요인

1~2명 2 5.00 0.000 1.930 0.130

3명 24 4.46 0.658

4명 47 4.15 0.722

5명이상 22 4.18 0.664

소음

요인

1~2명 2 3.50 0.707 2.588 0.058

3명 24 3.04 0.204

4명 47 3.04 0.204

5명이상 22 3.00 0.309

환기설비

만족도

1~2명 2 3.00 0.000 0.690 0.561

3명 24 3.25 0.442

4명 47 3.11 0.429

5명이상 22 3.23 0.612

Table 4.19 거주인원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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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의 평균은 3명(M=3.25), 5명이상(M=3.23),

4명(M=3.11), 1~2명(M=3.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주

인원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 세부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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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만족도 요인간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 상정된 환기설비 만족도와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

용이성, 유지관리, 소음)를 대상으로 상관계수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의 선형적 강도를 의미하며 1

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상관계수가 양수이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음수이면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함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우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약하거

나 상관이 없는 독립임을 의미한다.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상관계수의 분자는 두 변수의 공분산(covariance)을 의미하며, 분모는 각

변수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표현된다.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유의성은 t 검

정통계량으로 검정하며, 다음의 검정통계량에 의해서 유의성이 검증된다.

 


∼

상관계수는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상관계수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 강한

상관인지 약한 상관인지 구분한다. 상관계수 값의 절대값이 0.4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Pearson의 상관계

수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선형적 강도를 구분한다.

상관계수 설명

|r|≤0.2 상관관계가 없음

0.2<|r|≤0.4 약간 상관관계가 있음

0.4<|r|≤0.7 약간 높은 상관관계

0.7<|r|≤0.9 높은 상관관계

0.9<|r| 매우 높은 상관관계

Table 4.20 선형적 상관관계에 대한 강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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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기방식별에 따른 환기설비 만족도와 세부만족도 요인간의 상관분석

① 천장형 환기방식

천장형 환기방식 분석에서 환기설비 만족도는 환기효과 요인(r=.337,

p<0.05)과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환기효과 요인은 소음 요인(r=.434,

p<0.01)과 강한 양(+)의 상관을, 청결성요인은 가동용이성 요인(r=.300,

p<0.05)와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Table 4.2154)와 같

다.

요인 1 2 3 4 5 6

환기설비 만족도 1 　 　 　 　

환기효과 요인 .337* 1 　 　 　

청결성 요인 .203 .157 1 　 　

가동용이성 요인 .146 .129 .300* 1 　

유지관리 요인 .141 -.104 -.194 .240 1

소음 요인 .205 .434** .005 .106 .042 1

Table 4.21 만족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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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1.환기설비 만족도, 2.환기효과 요인, 3.청결성 요인, 4.가동용이성 요인, 5.유지관리 요

인, 6.소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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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닥형 환기방식

바닥형 환기방식 분석에서 환기설비 만족도는 청결성 요인(r=.513, p<0.01),

유지관리 요인(r=.440, p<0.01)과 강한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음 Table 4.2255)와 같다.

요인 1 2 3 4 5 6

환기설비 만족도 1 　 　 　 　

환기효과 요인 .066 1 　 　 　

청결성 요인 .513** .142 1 　 　

가동용이성 요인 .234 -.047 -.055 1 　

유지관리 요인 .440** .014 .057 .255 1

소음 요인 .037 -.014 -.057 .111 .075 1

Table 4.22 만족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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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1.환기설비 만족도, 2.환기효과 요인, 3.청결성 요인, 4.가동용이성 요인, 5.유지관리 요

인, 6.소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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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기설비 만족도와 세부만족도 요인간의 상관분석

환기설비에 대한 만족도는 청결성 요인(r=.309, p<0.01), 가동용이성 요인

(r=.208, p<0.05), 유지관리 요인((r=.273, p<0.01)과 매우 강한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가동용이성 요인은 유지관리 요인(r=.260, p<0.05)과 양(+)의 상관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Table 4.2356) 와 같다.

요인 1 2 3 4 5 6

환기설비 만족도 1 　 　 　 　

환기효과 요인 .142 1 　 　 　

청결성 요인 .309** .126 1 　 　

가동용이성 요인 .208* .024 .194 1 　

유지관리 요인 .273** -.013 .112 .260* 1

소음 요인 .119 .130 -.004 .120 .071 1

Table 4.23 만족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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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1.환기설비 만족도, 2.환기효과 요인, 3.청결성 요인, 4.가동용이성 요인, 5.유지관리 요

인, 6.소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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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세부 만족도 요인이 환기설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상정된 환기설비 만족도와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를 대상으로 요인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변량 통계기법의 하나로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공통된 요인을 밝혀 서로 유사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묶어주는 것이

다.

요인(factor)이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 간의 선형결합이다.

       ··· ············(식 4-1)

Fi : i번째요인

 :계수

 :변수 n : 1, 2, 3, ·········, n

요인분석은 독립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선형결합을 이용하여 몇 가지 요인

을 추출해 낼 때 사용한다. 여기서 구한 각 요인들을 주성분(Principal Comp

on ent)이라 하며, 주성분에 포함된 변수들은 정확한 선형결합을 한다.

첫번째 주성분은 원래 변수들(Origin al Variables)간에 존재하는 분산의 많

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변수들의 선형결합이라 정의할 수 있다. 두번째 주성

분은 첫 번째 주성분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 분산(Residual Variance)

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변수들의 선형결합이다.

이용하는 변수들이 서로 간에 완전한 독립성을 갖게 되면 성분은 변수의

수만큼 나온다. 주성분에 포함된 변수들의 단위(Unit)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 (식 4-2)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을 표준화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구해야 한다.

   ×  × ··· ×············(식 4-2)

Fi : 요인 i의 요인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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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j 의 요인 i에 대한 요인점수 계산

 : 변수 j의 표준화된 값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요인들을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할 때, 회귀방정식의 형태로는 선형회귀방정식(Lin ear

Regression Equation), 대수회귀방정식(Log Lin ear Regression Equation)이

주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선형회귀식에서 추정된 계수에 따라 증가하는 종

속변수의 크기를 나타낸다.

또한 환기설비 만족도에 세부만족도 요인들이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기 위해 다음 (식 4-3)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   × ··· ×············(식 4-3)

P : 공동주택 환기설비 만족도

    : 각 세부만족도 요인별 점수 값

   : 세부만족도 요인

a : 회귀방정식에 의해 추정되는 상수

        : 추정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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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기방식별 분석

① 천장형 환기방식

바닥형 환기방식 공동주택에서 세부 만족도 요인이 환기설비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식4-3)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살펴보았다.

변수 B S.E  t p
F

(모형) 

(상수) 0.122 1.012 　 0.121 0.904 2.061 0.183

환기효과 요인 0.552 0.279 0.300 1.979 0.054

청결성 요인 0.120 0.089 0.199 1.356 0.182

가동용이성 요인 -0.007 0.104 -0.010 -0.067 0.947

유지관리 요인 0.182 0.125 0.210 1.454 0.153

소음 요인 0.098 0.220 0.066 0.445 0.658

Table 4.24 세부만족도 요인이 환기설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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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형 환기방식 공동주택에서 세부 만족도 요인이 환기설비에 대한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살펴보았다. 천장형 환기방식 회

귀분석 결과 천장형 환기방식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부 만족도 요인이 환기설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환기효과 요인(=0.300), 유지관리 요인(=0.21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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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닥형 환기방식57)

바닥형 환기방식 공동주택에서 세부 만족도 요인이 환기설비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식4-3)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살펴보았다.

다음 Table 4.25, Table4.26은 모형 설정에 대한 근거로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2

회귀 모형 16.296 2 8.148 10.876 .000c

잔차 68.925 92 .749 　 　

합계 85.221 94 　 　 　

Table 4.25 바닥형 환기방식 분산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439 .302 　 8.085 .000

청결성 .297 .095 .309 3.130 .002

2

(상수) .378 .687 　 .551 .583

청결성 .331 .091 .344 3.641 .000

유지관리 .416 .126 .312 3.303 .001

Table 4.26 바닥형 환기방식 분산분석 계수 결과

따라서 환기설비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만족도에 대한 다음 Table 4.27은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변수 B S.E  t p
F

(모형) 

(상수) -4.112 1.709 　 -2.406 0.021 6.283 0.459

환기효과 요인 -0.003 0.154 -0.002 -0.019 0.985

청결성 요인 0.866 0.211 0.503 4.097** 0.000

가동용이성 요인 0.191 0.145 0.166 1.316 0.196

유지관리 요인 0.828 0.283 0.367 2.924** 0.006

소음 요인 0.045 0.275 0.020 0.163 0.872

Table 4.27 세부만족도 요인이 환기설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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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a. 종속변수 : 환기설비 만족도, b. 예측값 : (상수) 청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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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6.283, p<0.01). 모

형의 설명력은 45.9%로 나타났다. 청결성 요인(t=4.097, p<0.01)과 유지관리

요인(t=2.924, p<0.01)은 환기설비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만족도 요인이 환기설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 정도는 청결성 요인(=0.503), 유지관리 요인(=0.36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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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만족도 개선사항

공동주택 환기설비 향후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측면에서 개선을 위해 응답

자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에 향후 개선을 위해 응답자들을 대상으

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에 있어서 사용자측면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며 설문 분석 결과 내용은 다음 Fig.4.11, Table 4.28과 같다.

Fig.4.11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변수 구분 빈도 표본비율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n=96)

환기효과 요인 12 12.50%

청결성 요인 21 21.88%

가동용이성 요인 15 15.63%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 요인 45 46.88%

소음 요인 3 3.13%

Table 4.28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에 개선사항 설문결과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에 있어서 분석 결과, 가장 우선시 고려해

야 될 사항은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 요인’이 46.88%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

째로는 ‘청결성 요인’이 21.88%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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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 결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응답자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른 환기설비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

성, 유지관리, 소음)에서는 소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

기간, 거주인원은 환기설비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

리, 소음)와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기방식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천장형과 바닥형 모두 환기설비 만

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응답자 특성이 환기설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

이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세부

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기간은 소음요인에서만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F=3.060, p<0.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4) 환기방식에서, 천장형인 경우 환기효과는 소음(r=.434, p<0.01)과 강한

양(+)의 상관을, 청결성은 가동용이성(r=.300, p<0.05)과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기설비 만족도는 환기효과(r=.337, p<0.05)과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바닥형인 경우 만족도는 청결성(r=.513, p<0.01), 유지관리

(r=.440, p<0.01)과 강한 양(+)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환기설비의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와 환

기설비 만족도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기설비 만족도는 청결성

(r=.309, p<0.01), 가동용이성 (r=.208, p<0.05), 유지관리 (r=.273, p<0.01)과 매



- 92 -

우 강한 양(+)의 상관을 나타냈다. 세부만족도에서는 가동용이성은 유지관리

(r=.260, p<0.05)와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환기방식별 상관분석에서, 천장형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닥형의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F=6.283,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5.9%로 나타났다. 청결성

(t=4.097, p<0.01)과 유지관리(t=2.924, p<0.01)은 앞서 전체 데이터 분석과 결

과와 마찬가지로 환기설비 만족도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부만족도(환기효과, 청결성, 가동용이성, 유지관리, 소음)가 환기설비 전

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전

체적으로는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79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1.2%로 나타났다. 청결성(t=3.239, p<0.01)과 유지

관리(t=2.919, p<0.01)은 환기설비 만족도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만족도 요인이 환기설비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는 청결성(=0.318), 유지관리 요인(=0.289)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분석 결과, 가장 우선시 고

려해야 될 사항은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 요인’이 46.88%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청결성 요인’이 21.88%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공동주

택 환기설비 사용자측면 개선사항에서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와 청결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설문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응답자 특

성과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방식별에 따른 만족도 분석에서는

천장형 환기방식에서는 환기효과, 유지관리 요인이 환기설비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바닥형 환기방식에서는 천장형 환기방식과

달리 청결성, 유지관리 요인이 환기설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특히 유지관리는 환기방식별 구분 없이 환기설비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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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한 것으

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환기설비 사용 실태를 조

사하였다. 2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200세대 중

78.5%(157세대)는 환기설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21.50%(43세대)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대한 적절한 홍보의 부족으

로 판단된다.

(2) 공동주택 환기설비를 인지하고 있으나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세대는

157세대 중 61.1%(96세대)이었으며, 38.9%(61세대)는 환기설비를 사용

하고 있지 않았다.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방법

을 잘 모른다’ 응답이 50.8%(31세대), ‘환기효과가 없어서’ 응답이

23%(14세대)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내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한다’가 78.1%(75세대)었으며,

유지관리에 대한 설문에서는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다’가 80.2%(77세

대)였다. 이는 환기설비를 올바로 사용법과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으로 판단된다.

(3) 공동주택 환기설비 향후 사용에 있어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환기설비 적정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응

답이 37.58%(59세대), ‘입주시 환기설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필요’에 대한 응답이 29.3%(46세대)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현재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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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환기설비 만족도 분석에서는 응답자 특성과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방식별에 따른 만족도 분석에서는 천장형, 바닥

형 환기방식 차이는 환기설비 만족도 및 세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동주택 환기설비 만족도는 응답자

특성 및 환기방식별 차이는 환기설비 만족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

다.

(5)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분석 결과, 가장 우선시 고

려해야 될 사항은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 요인’이 46.88%로 분석되었

으며, 두 번째로는 ‘청결성 요인’이 21.88%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동주

택 환기설비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 청결성

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해서 환기설비에 대한 적정 사용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선에 대한

목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환기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입주

자들의 불만에 대해 개선하고 환기설비 사용자측면에서 개선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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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환기설비 사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공동주택 세대내 설치된 환기설비의 사용실태 파악을 통

하여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실내공기환경 및 환기시설개선 개선 방안

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약 15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 통계처리 될 것이며 본 연구 외의 용도로는 절대

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귀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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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

다음은 거주자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현재 주택의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년이하 ② 1년이상~2년미만 ③ 2년이상~3년미만

④ 3년이상~4년미만 ⑤ 4년이상

4. 귀하의 현재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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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기설비 사용실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설문

다음은 설문자의 환기설비 사용실태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 세대의 발코니 및 거실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설비 장치> <거실 천정/벽면 급기구>

1. 귀하께서는 현재 세대내에 위 사진과 같은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1번 질문에서 ‘모른다’라고 답하셨다면, 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2. 1번 질문에서 ‘알고 있다’라고 답하셨다면,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

습니까? ( )

① 사용하고 있다. ② 사용하지 않는다.

※ 2번 질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셨다면, 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3. 2번 질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하셨다면, 기계환기설비의 사용 빈

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하루 1회 이상 사용

② 일주일에 1회 이상 사용

③ 실내공기 오염이 심할 경우에만 사용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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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내 설치된 기계환기설비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는 언제 입니까?( )

① 취사 시간 전후에 ② 청소 시간 전후에

③ 세탁 시간 전후에 ④ 실내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

⑤ 기타 ( )

5. 세대내 설치된 기계환기설비의 청소 빈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하루에 1회 이상

③ 1주일에 1회 이상

④ 한달에 1회 이상

⑤ 6개월에 1회 이상

⑥ 기타 ( )

6. 귀하의 기계환기설비 청소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 )

① 필터 먼지제거 및 교체

② 취출구 먼지제거 및 청소

③ 살균제 살포

④ 전문 청소용역 이용

⑤ 기타 ( )

7. 기계환기설비 사용 있어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것을 골라주십시오.( )

① 환기설비 환기효율 개선

② 입주시 환기설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필요

③ 체계적인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 제공

④ 필터 및 부속 자재의 용이한 구입

⑤ 환기설비 자체의 자동운전 프로그램

⑥ 환기설비 적정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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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대내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② 환기효과가 별로 없어서

③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④ 유지관리(필터 먼지제거 및 청소)가 귀찮거나 힘들어서

⑤ 기계환기설비가 청결하지 않을 것 같아서

⑥ 기타 ( )

3-1, 세대내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창문을 연다.(자연환기)

②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③ 방향제를 사용한다.

④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⑤ 기타 ( )

4-1. 세대내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사용에 있어 개선

되었으면 하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 )

① 환기설비 환기효율 개선

② 입주시 환기설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필요

③ 체계적인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 제공

④ 필터 및 부속 자재의 용이한 구입

⑤ 환기설비 자체의 자동운전 프로그램

⑥ 환기설비 적정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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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대내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몰랐었다면,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창문을 연다.(자연환기)

②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③ 방향제를 사용한다.

④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⑤ 기타 ( )

3-2. 세대내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몰랐었다면, 향후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

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 )

① 환기설비 환기효율 개선

② 입주시 환기설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필요

③ 체계적인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 제공

④ 필터 및 부속 자재의 용이한 구입

⑤ 환기설비 자체의 자동운전 프로그램

⑥ 환기설비 적정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⑦ 기타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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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내 기계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설문

다음은 설문자의 환기설비 만족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1. 세대내 기계환기설비 사용에 있어 환기 효과 만족도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불만족 매우불만족

2. 세대내 기계환기설비 사용에 있어 청결성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불만족 매우불만족

3. 세대내 기계환기설비 사용에 있어 가동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불만족 매우불만족

4. 세대내 기계환기설비 사용에 있어 유지관리(필터 교체 및 청소)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불만족 매우불만족

5. 세대내 기계환기설비 사용에 있어 소음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불만족 매우불만족

6. 세대내 기계환기설비 만족도에 대해서 향후 만족도에 있어 가장 중요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 )

① 환기효과 ② 청결성

③ 가동용이성 ④ 유지관리(필터 교체 및 청소)

⑤ 소음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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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주 정 훈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최근 건축물의 단열 및 기밀성능 향상은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의

저감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주거건물의 고기밀 및 고단열은 건축물의 자

연환기에 의한 환기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데 불리한

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2006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효된 건축물의 설비기

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

무화하였다. 공동주택에서 환기설비가 적용된 이후로 최근 환기설비와 주변

의 결로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환기설비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어 입주자의

환기설비 사용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환기설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

였다. 2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200세대 중 78.5%(157세대)

는 환기설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21.50%(43세대)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공동주택 환기

설비에 대한 적절한 홍보의 부족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 공동주택, 환기설비, 천장형 환기설비, 바닥형 환기설비, 실태

조사,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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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설비를 인지하고 있으나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세대는 157세

대 중 61.1%(96세대)이었으며, 38.9%(61세대)는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

았다.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방법을 잘 모른다’ 응답

이 50.8%(31세대), ‘환기효과가 없어서’ 응답이 23%(14세대) 순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환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내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

을 한다’가 78.1%(75세대)였으며, 유지관리에 대한 설문에서는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다’가 80.2%(77세대)였다. 이는 환기설비를 올바로 사용법과 유지관

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동주택 환기설비 향후 사용에 있

어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환기설비 적정 사용법 및

청소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응답이 37.58%(59세대), ‘입주시 환기설비에 대

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필요’에 대한 응답이 29.3%(46세대)로 가장 많은 응

답을 하였다.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 측면에

서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만족도 분석에서는 응답자 특성과는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환기방식별에 따른 만족도 분석에서는 천장형, 바닥형 환기방식

차이는 환기설비 만족도 및 세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만족도는 응답자 특성 및 환기방식별 차이는 환

기설비 만족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분석 결과, 가장 우선시 고려해

야 될 사항은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 요인’이 46.88%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

째로는 ‘청결성 요인’이 21.88%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동주택 환기설비 만족

도 향상을 위해서는 유지관리(필터 및 청소), 청결성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해서 환기설비에 대한 적정 사용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선에 대한

목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환기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입주자

들의 불만에 대해 개선하고 환기설비 사용자측면에서 개선 관련 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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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n the Survey and Satisfaction of the

Ventilation System in Apartment Buildings

Ju, Jung-hoon

Architectural Engineering, Building Services & Energy System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Recently, improvements in insulation and the airtight performance of

structures have brought about a reduction in energy consumption in

cooling and heating buildings. However, the high tightness and insula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have decreased natural ventilation, which acts as a

disadvantage in maintaining indoor air quality. Under the rules regarding

the facility standard of structures that came into effect throug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February 2006,

installation of natural or machine ventilation facilities, which may obtain a

degree of ventilation 0.7 times or higher per hour, became obligatory in

apartment houses with 100 or more residential units. Since ventilation

facilities were applied to apartment houses, complaints were raised by

Keywords: apartment houses, ventilation facilities, ceiling ventilators, floor 

ventilators, survey on actual conditions, survey 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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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nts regarding ventilation facilities with respect to condensation in

ventilators and in their surrounding areas. Therefore, it is time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ventilator utilization by occupants.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e of ventilation facilities was investigated

using a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in 200 households, and 78.5%

(157 households) were aware of installed ventilators, while 21.50% (43

households) were not. This is judged to be because of a lack of

appropriate promotion of ventilation facilities in apartment houses.

Among the 157 households, 61.1% (96 households) were using the

ventilation facilities, but 38.9% (61 households) were not. Regarding the

reason why they did not use ventilator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responded, “I do not know how to use them,” was 50.8% (31 households),

a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nswered, “They do not have a

ventilation effect,” was 23% (14 households). In addition, 78.1% (75

households) said they “used them when there were pollutants indoors,”

and with regard to maintenance, 80.2% (77 households) answered that

they “do not clean them at all.” This is judged to be because of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appropriate methods of using ventilators and doing

maintenance. When the respondents were asked about what should be

improved, the greatest number (37.58%, 59 households) answered that they

needed “a manual on how to appropriately utilize ventilators and clean

them,” followed by “the need to actively promote and provide education on

ventilators” at 29.3% (46 households). This is judged to mean that

improvement in ventilation facilities of apartment houses is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users.

Respondents’ characteristics did not influence their degree of satisfaction

with ventilators in apartment buildings. In an analysis of their satisfaction

according to ventilation method, the differences in ventilation methods—

either the ceiling type or the floor type—did not affect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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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with ventilators or the details of their satisfaction with them.

Therefore, the respondents’ satisfaction with ventilators in apartment

houses is judged not to be related to their own characteristics or to

differences in ventil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what should be improved for ventilator

users’ satisfaction, the most prioritized matter was “their satisfaction with

maintenance (filter and cleaning)” at 46.88%, followed by “their

satisfaction with cleanness” at 21.88%. Therefore, for an enhancement of

users’ satisfaction with ventilation facilities in apartment houses,

maintenance (filter and cleaning) and cleanness should be considered first.

Using a survey on the actual state of and users’ satisfaction with

ventilation facilities in apartment buildings, this study aimed for an

improvement in the appropriate utilization and maintenance of ventilators.

Thereby, this study intended to improve complaints by occupants of

apartment houses about ventilato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research

on enhancement, from the user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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