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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물의 단열 및 기밀성능 향상은 건축물 에너지소비의 절감을 가져

오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환기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

는데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물내에서는 복합화학 물질로 구

성된 새로운 건축자재와 접착제 그리고 인공 건자재 사용이 급증하여 거주자

에게 두통, 현기증, 매스꺼움, 졸음, 눈의 자극, 집중력 감퇴,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건물병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 SBS) 및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 SHS)등의 문제를 일으켜 현대인의 건강

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내 공기질의 개선과 쾌적성 향상을 위

한 방안으로 실내 오염 발생원의 제거 또는 대체, 환기, 공기청정기 등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 환기는 가장 효과적인 실내 오염물질의 제어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토 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0세대 이

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간당 0.7회(06년 2월)에서

시간당 0.5회(14년 1월)이상의 환기횟수를 만족하는 기계 환기설비 또는 자연

환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2006년부터 신

축된 공동주택에는 열교환기와 필터가 결합된 열교환 유니트의 전열교환기형

환기시스템과 바닥 기포층의 열을 회수하여 실내에 외기를 공급하는 바닥형

환기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기를 직접 유입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실내·외 온도차로 인하여 환기설비 내부의 결로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오염 물질의 발생으로 재실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일부 아파트의 환기시스템이 오히려 곰팡이 서식

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도하였다. 환기 시스템의 적용은 증가하였

지만, 실제 입주자의 사용실태나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환기덕트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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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열 교환기형 환기시스템 및 바닥열 이용

환기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4개 지역 32세대를 대

상으로 환기설비 덕트 내 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능 개선된

환기설비를 기존 전열 교환기형 환기시스템과 바닥형 환기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 각각 1세대에 설치하여 6개월간 Mock-up 실험을 실시하였고, 24시

간 연속 온습도 측정으로 덕트 내부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공동주택 환기설비개선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동주택에 환기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동주택 내 효율적

인 환기는 거주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 법적 기준에 의해 설치된 환기설비에 조사

분석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환기설비의 문제점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범위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환기설비의 이론적 고찰 및 적용 사례 분석

ㆍ 환기설비 이론 고찰 및 국내⋅외 환기설비의 기준 조사

ㆍ 공동주택에 적용된 환기설비 적용 현황 분석

(2) 환기설비 실태조사

ㆍ 실 거주세대 중심으로 환기방식(전열 교환기형 환기,바닥형 환기), 댐퍼

유무, 입주년도로 나누어 환기설비내부의 사용 실태 조사 분석

ㆍ 덕트내 미생물 채취 실험을 통해 덕트 내 오염물질 분석

(3) 성능개선 Mock-up 실험

ㆍ 기존 설치된 환기설비 대비 성능개선 환기설비를 적용. 비교분석 및

문제점 파악

ㆍ 재실자 스케쥴과 환기설비 가동시간을 통해 덕트 내부 온습도 측정 및 분석

ㆍ 24시간 온습도 측정을 통한 환기설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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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흐름도 >

환기설비 이론적 고찰 및 적용사례 분석

환기설비 이론고찰 및 국내외 환기설비 기준 조사

공동주택 환기설비 적용 현황 분석

↓

환기설비 실태조사

환기설비 측정을 통한 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위 조사 및 분석

덕트 내 오염물 발생 실태 조사 / 동정분석

↓

성능개선 Mock-up 실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환기설비

오염도 측정
덕트 내부 오염물질 원인 파악

- 기존 환기설비 대비 성능개선

환기설비의 시간에 경과에 따른

오염도 및 문제점 분석

- 실거주세대 재실자 스케쥴

및 환기설비 가동시간 조사

- 실내ㆍ환기설비 24시간 온습

도 측정 및 분석

↓

결론

(Fig.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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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유지기준 및

기술동향

2.1 환기설비의 개요

2.1.1 환기의 이론적 고찰

환기는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실내공기를 실외공기와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 목적은 첫째, 재실자의 건강과 쾌적, 그리고 작업 능률을 유

지. 둘째, 물품의 제조·격납·시설의 보전·기타 각종 기계의 조작과 운전. 셋째,

각종 동·식물의 사육과 재배를 위해서 사용된다. 또한, 환기를 행하는 목적은

대상 실의 환기 인자 등에 따라서 ① 실내공기의 정화, ② 열의 제거, ③ 산

소공급, ④ 수증기 제거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이때 환기량은 환기 인자

에 대한 실내의 허용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의 환기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대별되며 자연환기는 자연풍에 의

한 압력차 그리고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밀도차를 이용하는 것을 말

한다. 기계환기는 송풍기와 배풍기 등에 의한 기계력을 이용하는 환기로 보

다 강력한 환기를 할 수 있다.

환기방식에는 전반환기와 국소환기로 분류되며, 국소환기는 실내 발생 오염

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오염원 가까이에서 포착하여

배출하는 환기를 말한다. 이 때 효과적인 환기를 위해서 후드(Hood)가 사용

되기도 한다.

2.2 국내ㆍ외 환기설비 유지 기준 및 성능기준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부하 및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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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하(오염물질)가 재실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

비를 포함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조시스템 구성품에 대해 다양

한 기준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2.1 국내 환기설비 유지 기준

국내의 환기설비 기준의 경우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부처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해

양부의 부서에서 환기설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준 대상으로는 공중이

용시설, 공동주택, 건설 및 산업 현장,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 관리기준』에서 공중

이용시설 대상으로 공기정화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공중이용

시설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등을 말하며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건설업 및 산업 현장에서의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환기 횟수와 유해가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지기준으로는

분진 등이 배출되는 설비에 대해 청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강제하

고 있다.

국토 교통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에 설비기

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환기설비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경우 환기설비의 성능과 각 용도별 크기를

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동주택과 다

중이용시설에 적용가능 환기설비의 종류와 필요환기량, 에너지절약의 목적을

1) 권용일,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환기설비 유지관리방안, 설비저널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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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관리 기준명 강제 분야 적용대상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Ÿ 청소 가능한 시스템 구성,

청소규정 제시

Ÿ 건설업 및 산업현장

보건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위생관리기준

Ÿ 공중이용시설

국토

해양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Ÿ 공동주택과 다중이용 시설

에 대해 필터의 종류 , 필요환

기량 산정근거 , 청소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

Ÿ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

<Table 2.1> 국내 환기설비 유지기준

위해 풍량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으며, 특히, 제 11조 제1항에서 공동주

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환기시설에 대하여 시간당 환기횟수를

0.7회에서 0.5회로 개정하여 시행2)되고 있다. 또한, 필터의 청소 및 교체가 용

이한 구조로 구성하도록 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공중이용시설 :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등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등

2.2.2 국외 환기설비 유지 기준

해외의 환기설비 설치 법규 및 기준은 정부 주도하에 중심이 되는 기본법

을 제정 후 협회 또는 학회의 기준이 제시되어 사용된다. 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통제 하는 국가도 있지만 큰 범위를 지정하고 다양한 상황과 특성

을 고려한 협회와 학회들의 기준을 모두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상ㆍ하원 법안인 실내공기질법 『S. 656(Indoor Air Quality

Act of 1993과 H.R. 1930 (Indoor Air Quality Act of 1993)』을 기본 개념으

로 하여 EPA의 『24 CFR 3280.710 - Venting, ventilation and combustion

air』와 OHSA의 『Indoor Air Quality in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s』등의 법안을 통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2)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54호,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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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와 각 부처의 기초 규정을 토대로 세부적인 항목은 냉동공조학회

표준(ASHRAE Standard)와 에어덕트청소업자협회(NADCA:National Air

Duct Cleaner Association), 공조필터협회(NAFA:National Air Filteration

Association)등의 단체들을 통해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LEED의 평가항목에 실내 공기질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ASHRAE Standard 62.1/62.2』는 실내 공기질을 위한 환기설비 전반적

인 기준을 제시하며, 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다. 또한,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공기조건(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오존)에서

환기 횟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ASHRAE Standard 180-2012』에서는

상업용 건물에서 HVAC시스템의 검사(또는 평가)와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 쾌적온도 확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NADCA의 『ACR2006 : Assessment, Cleaning and

Restoration of HVAC Systems』에서는 건물 용도별(주거, 산업, 상업, 의료

등) 환기 시스템의 청소, 검사(또는 평가)주기를 1년∼2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NAFA의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ir filtration /

Guide to air filtration』에서는 ASHRAE Standard의 환기설비 분야의 해석

과 필터적용에 대하여 설명하며 공기 여과, 공기 필터 제품, 필터 테스트 방

법,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비용 등의 운영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LEED - 『IEQ(Indoor Environment Quality)』에서는 공사 기간 또는 건물

사용시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설비와 필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2)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NBC(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Part 6 :

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와 CAN/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CAN/CSA-F326(M91)』에서 건물의 환기시스템 기

준을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의료용 건물 환기시스템에 관한 기준도

『CAN/CSA Z317.2-10 : Special requirements for 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HVAC) systems in health care facilities』을 통하여 따로

제시하고 있다. 『NBC Part 6』 와 『CAN/CSA-F326(M91)』 에서는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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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방 계절별로 건물 용도에 따라 자연환기 기준 및 기계환기의 성능 설치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CAN/CSA Z317.2-10』에서는 의료용 건물의

HVAC 시스템 성능, 설치, 유지관리, 온습도, 필터효율 등에 관한 기준을 제

시한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의 『건축기준법』을 통하여 전반적인 실내 공기

질 기준과 환기설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SHASE(The

Society of Heating, Air-Conditioning and Sanitary Engineers of Japan)와

JADCA Standard 그리고 CASBEE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등을 통하여 세

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다. 『건축기준법』에서는 각 건물별 실내공기질 향

상을 위하여 공기질 기준과 그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및 성능, 환기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SHASE의 『SHASE-S010, -S102, -S009』등

을 통하여 공조시스템의 설계 및 최소 환기량, 유지관리 기준 등을 제시한다.

JADCA Standard 2011에서는 공조시스템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방법 등을 제시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제공한다. CASBEE 친

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는 신축, 기존, 재건축, 도시, 주택 등으로 나누어

적용하여 실내 공기환경과 환기기준, 급기계획, 공조방식 온습도 제어 등을

평가하며 설비시스템의 갱신간격을 세분화 하여 평가한다.

(4) 유럽

유럽은 prENV 1752 prEN 14788 / prEN 13779 등과 CEN/TC 156 –

Ventilation of building을 통하여 환기설비 설계/평가(검사) 등의 기준을 제시

한다. 카테고리 A,B,C로 나누어 실내공기환경 기준 제시하며 환기량, 실내공

기질 등 기준 마련되어 건물의 용도별로 필요 환기량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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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환기횟수

(천장고 2.52m)
거실/침실 주로외기도입

배기풍량

(침실, 거실에서 유도)

 ·  횟수  ·인  ·  주방 욕실 화장실

A 0.49 0.7 10 1.4 28 20 14

B 0.42 0.6 7 1.0 20 15 10

C 0.35 0.5 4 0.6 14 10 7

<Table 2.2> 환기설비 설계/평가(검사) 기준

건물

용도

Category

건물등급

재실

인원

人

 ·

저오염

형건물



오염형

건물



저오염형

건물전체



오염형

건물전

체

흡연허용

시 추가

 · 



사무소

(단실)

A 10 1.0 1.0 2.0 2.0 3.0 0.7

B 10 0.7 0.7 1.4 1.4 2.1 0.5

C 10 0.4 0.4 0.8 0.8 1.2 0.3

사무실

(개방

형)

A 15 0.7 1.0 2.0 1.7 2.7 0.7

B 15 0.5 0.7 1.4 1.2 1.9 0.5

C 15 0.3 0.4 0.8 0.7 1.1 0.3

회의실

A 2 5.0 1.0 2.0 6.0 7.0 5.0

B 2 3.5 0.7 1.4 4.2 4.9 3.6

C 2 2.0 0.4 0.8 2.4 2.8 2.0

음악당

A 0.75 15 1.0 2.0 16 17

B 0.75 10.5 0.7 1.4 11.2 11.9

C 0.75 6.0 0.4 0.8 6.4 6.8

전문

식당

A 1.5 7.0 1.0 2.0 8.0 9.0

B 1.5 4.9 0.7 1.4 5.6 6.3 5.0

C 1.5 2.8 0.4 0.8 3.2 3.6 2.8

교실

A 2.0 5.0 1.0 2.0 6.0 7.0

B 2.0 3.5 0.7 1.4 4.2 4.9

C 2.0 2.0 0.4 0.8 2.4 2.8

유치원

A 2.0 6.0 1.0 2.0 7.0 8.0

B 2.0 4.2 0.7 1.4 4.9 5.8

C 2.0 2.4 0.4 0.8 2.8 3.2

백화점

, 상가

A 7 2.1 2.0 3.0 4.1 5.1

B 7 1.5 1.4 2.1 2.9 3.6

C 7 0.9 0.8 1.2 1.7 2.1

<Table 2.3> 환기설비 용도별 설계/평가(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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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영국은 『Building Regulations Part F : Ventilation』 과 『CIBSE

Guide A, B, M』을 통하여 실내 공기질 기준과 환기설비 성능 기준 그리고

유지보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 적으로 친환경 인증제도

BREEAM의 평가항목에 자연환기와 기계환기의 관계와 기준을 제공한다.

『Building Regulations Part F : Ventilation』에서는 일반건물 및 위생 편

의시설 세탁시설 욕실 부엌 등에 관한 환기설비 기준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제시하고『CIBSE Guide A, B, M / CIBSE KS17, TM26 등』에서는 Guide

A와 B를 통하여 환기 기준과 최소 환기량 Guide M을 통하여 유지보수에 관

한 기준을 제시한다.

BREEAM의 평가항목에서는 환기설비의 설계기준과 설비운영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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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환기설비

운영/

유지관리

청소

기준/방법
기타

미

국

정부기관

S.656 ○ ○

수치가 아닌

방향제시

H.R 1930 ○ ○

OHSA ○ ○

EPA ○ ○

ASHRAE

Standard

62.1 / 62.2 ○
상황별

환기횟수

180-2012 ○ 상업용 건물

NADCA

ACR-2013
○

필터성능

/청소

NAFA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ir filtration

○ ○ 필터 분야만

LEED - IAQ

친환경 건축인증
○ 필터규정포함

캐

나

다

NBC (2010)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 ○

CAN/CSA-F326(M91) ○ ○

CAN/CSA Z317.2-10 ○ ○ 의료용 건물

일

본

건축 기준법 - 국토교통성 ○ ○

SHASE-S

(010, 102, 009 등)
○

JADCA Standard 2011 ○ ○ 청소위주

CASBEE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유

럽

prEN 14788 /

prEN 13779 등
○ ○

주거/

비주거

CEN/TC 156 WG(환기분과위원회) ○ 환기량

EN 15251: 2007

영

국

CIBSE Guide (A, B, M) /

CIBSE KS17 / TM 26 등
○ ○

Building Regulations Part F ○ ○

BREEAM 친환경 건축 인증 ○

한

국
정부기관

고용노동부 - ○ 건설 및 산업분야

보건복지부 - ○ 공중이용시설

국토해양부 - ○ 공동주택

: 일반용도(주거, 상업, 관공서, 학교 등) : 특별용도(상업용 빌딩, 의료)

<Table 2.4> 국가별 환기 유지관리 기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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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당 초 조 정 비 고

전용 49
이하

기계환기방식

(기계급기, 기계배기)

자연환기방식

(자연급기, 자연배기)
-

전용 49
초과 변경없음

<Table 2.5> SH공사 자연환기 적용 기준

2.3 공동주택 환기설비 적용 현황

2006년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1항에 의거 자연환기설

비 또는 기계환기가 적용됨에 따라 각 건설사별 환기설비의 적용 현황을 조

사하였다. 각각 건설사별로 환기설비를 적용함에 있어 급배기 방식의 차이와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바닥형 환기방식 그리고 자연환기 방식으로 분류되

어있다.

(1) SH 공사3)

바닥환기방식, 자연환기방식, 전열환기방식 3가지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에 자연환기방식을 적용시켜 새로운

환기설계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H공사의 자연환기 설비(환기구)의 종류에는 창호형 환기구, 구조체 설치

형 환기구, 시스템 루버가 있다. 창호형 환기구의 경우 풍량조절 손잡이 등

환기구 구성부속은 충격에 의해 파손이 용이치 않도록 고강도 합성수지 또는

금속제품으로 제작하거나 파손 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스템 루버의 경우 프레임과 날개(블레이드)는 휨방지 및 개폐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정 두께 이상으로 인장강도와 내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폐각을 조절하는 주요 부속은 금속제품으로, 수동조작에 의한 풍량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며 외부 풍압에 의해 닫히지 않도록 잠금장치의 기준을 수립하

고 있다. 에어콘 실외기 배출구를 겸용 할 경우에는 유효단면적(free area)을

0.7㎡/개소 이상 확보하고 있다.

3) SH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지급자재 전문 시방서,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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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방식으로는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B

6879에 따라 유효 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

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바닥 온돌 층을 이용한 매립 덕트 급기방

식은 온돌 축열 층과 덕트 배관을 통해 열교환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기 설비에 적용되는 필터의 경우 KS B 6141에 의한 시험결과 비색법

또는 광산란법 적용 시 9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 고성능 외기 청정 필터

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필터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필터의 전단부에 사전여

과장치를 설치하며, 필터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쉽도록 지정하고 있다.

환기설비에 적용하는 FAN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며 팬의 형식은 원심형

으로 풍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최고의 효율과 운전에 지장이 없는 규격으로

하며 임펠러는 다수의 깃 구조이며 정· 동 밸런싱에 의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MOTOR의 절연등급은 “B"종으로 하며,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규정 이

상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설계정압 하에서 소정의 풍량을 내며

모터에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윤활유 주입이나 교체가 필

요 없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환기설비의 소음은 KS B 6311 시험방법에 의한 소음 측정에 따라 실내

거주공간에 설치 시는 40㏈(A) 이하, 비거주 공간에 설치 시는 50㏈(A) 이하

를 규정짓고 있다.

열교환기는 플라스틱 수지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이나 특수펄프지 등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압이 적게 걸리는 구조이며, 적층된 어셈브리 상태로 조

립되어 제품의 가이드를 통해 부드럽게 인입, 인출이 되도록 하며 육각형의

대향류의 형태를 하고 있다. 열교환 유닛의 고정은 공기의 누기가 적은 구조

로 되어야 하며 누기율 5% 이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DAMPER는 급기측에는 Motor Damper, 배기측에는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하여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며,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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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 공사4)

LH공사에서는 자연환기방식, 전열교환기형환기방식, 바닥형환기방식을 적

용하고 있다. 자연환기방식으로는 구조체 설치형 환기구, 창호 설치형 환기

구, 시스템 루버, 현관문용 포켓 환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구조체 설치형 환

기구는 콜크리트 외벽 등 구조체에 설치되는 환기구로서, 내,외부용 캡과 구

조체에 매립되는 PVC파이프로 구성된다.

창호형 환기구는 알루미늄 또는 금속제 창호의 프레임 또는 유리접합부에

설치되는 환기구로서 내부 커버와 외부커버, 풍량조절장치, 마구리 결합장치

로 구성된다.

시스템 루버의 경우 프레임과 날개(블레이드)는 휨방지 및 개폐각을 조절

할수 있도록 일정 두께 이상으로 인장강도와 내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미서기창호에 부속할수 있는 구조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풍량조절이 가능

하도록 하며 외부 풍압에 의해 닫히지 않도록 하며, 에어콘 실외기 배출구를

겸용 할 경우에는 유효단면적(free area)을 0.7㎡/개소 이상 확보하고 있다.

기계환기방식은 폐열 회수형 환기유닛의 경우 KS B 6879규정에 적합하여

야 하고, 유효 환기량은 시험한 측정치가 표시용량의 90%이상인 제품 또는

한국설비기술협회 규격 KARSE B0030에 의한 성능 인증제품으로 안과 밖은

결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단, 온돌매

립형 급기시스템의 경우 바닥온돌층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

환기설비에 사용되는 필터는 1차 프리필터와 2차 미듐필터로 구성하고 있

다. (단, 주택성능등급 중 환기성능을 상향 등급으로 받아야 될 경우 2차 미

듐필터를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로 설치한다.)

1차 프리필터는 취급이 간편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설치와 세척이 가능한

Mesh type 이다. 미듐필터는 오염물질의 여과 성능이 환기용필터유닛 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입자포집률 이상 (공기여과기를 통과하는 공기중의

입자를 포집하는 효율이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60%, 고성

능 외기청정필터인 경우 0.5㎛의 입자 포집율 90% 이상) 이다. (KS B 6141

입자 포집률 시험방법 형식 2에 해당)

4) LH공사, 기계공사 전문 시방서,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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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의 시험 및 검사기준은 KS B 6311에 준하며, 형식은 원심형으로서

풍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최고의 효율과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MOTOR 절연등급은 “B"종 이상으로 하며,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설계 정압하에서 소정의 풍량을 낼 수 있으며, 모터에

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윤활유 주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열교환기는 플라스틱 수지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이나 특수펄프지 등으로

제작이 되었고, 적층된 어셈블리 상태로 조립되어 제품의 가이드를 통해 부

드럽게 인입, 인출이 되도록 한다. 특수 펄프지는 습기에 강한 특수 표면 처

리가 되어야 하며, 열교환 및 습도교환(잠열)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투기도

(열교환)와 투습도(습도교환)를 갖고 있다.

열교환 유닛의 고정은 공기의 누기가 적은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기율 5%

이내 이어져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1차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먼지

를 제거 가능토록하고 있다.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이며, 진

동에 의해 저절로 열리지 않는 잠금 장치를 부착한다. 또한, 취부 시 패킹 등

을 사용하여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고 있다.

DAMPER는 급기에는 전동 DAMPER, 배기에는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하여 급기 팬의 기동/정지에 따라 자동으로 ON/OFF가 되도록 하고 있다.

(3) L건설사5)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기설비 내부와 덕트의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환기설비 내부의 단열재 부착, 덕트에 난연성 발포보온(10T)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 결로방지 위하여 PTC히터를 적용하고

있다.

환기설비에 적용되는 필터의 경우는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교체

시기는 사용 시간 또는 정압측정에 의해 제어판에 표시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환기설비의 급배기에 적용되는 필터로서는 OA부위 프리필터(PRE

5) 롯데건설, 세대환기설비공사 특기 시방서,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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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또는 고성능외기청정필터, RA 부위 배기

측 열교환기 소자 보호용 프리필터(PRE FILTER)를 적용하고 있다.

급배기풍량은 단위세대 실체적 (면적*실내고) X 환기횟수, 3단계 STEP으

로 제어하며,

① 최소 - 실체적(㎥) X 0.3 회이상 /시간

② 적정 - 실체적(㎥) X 0.7 회이상 /시간

③ 최대 - 실체적(㎥) X 1 회이상 /시간 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환기설비의 소음은 KS B6361 기준에 의거 50dB이하를 적용하고 세대내

디퓨져 실내소음은 40dB 이하로 운전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다.

기계환기열교환기는 현열과 잠열이 동시에 열교환 되도록 하되, 습기로 인

한 열교환소자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정압이 적게 걸리는 구조가 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결로발생이나 그에 따른 동결이 생기지 않는 구조

로 기준을 하고 있다. 또한,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먼지를 제

거할 수 있고 오염에 따라 식별이 잘 되도록 점검과 교체가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구 분 기준

난방시 현열교환효율 70% 이상

난방시 잠열교환효율 30% 이상

냉방시 현열교환효율 50% 이상

<Table 2.6> L 건설사 열교환 장치의 효율 기준

DAMPER는 급기측에는 Motor Damper 전동댐퍼(노즐일체형), 배기측에

는 Back Draft Damper 역류방지댐퍼를 부착하여 장비정지시 실내로 외기유

입을 방지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댐퍼 블레이드는 역풍에 의한 공기

누설이 없도록, 운전중 정전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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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건설사6)

전열교환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KSM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

온재를 접착제 타입의 보온재를 적용하여 결로 및 장치 내 공기누설을. 결로

방지 및 장치내의 공기 누설 및 유입을 막아 손실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필터의 경우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지정하고 있으며, OA부위 프

리필터 + 고성능 외기청정 필터 , RA 부위 열교환기 보호용 프리필터를 적

용하고 있다. 필터의 유지 기준으로 필터교환주기 및 교환 연락처는 입주자

용 매뉴얼에 기재하도록 하고, 장비본체에도 A/S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도

록 적용하고 있다.

FAN은 알루미늄이나 ABS수지 등 사출에 의한 시로코 팬을 채택 하며, 풍

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최적효율 및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팬과

모터는 Static balance와 dynamic balancing이 될 수 있는 일체형 구조로 하

고 있다.

급,배기 FAN의 풍량은 중간,최대 풍속 모드시 기외정압 120Pa에서 적정풍

량이 실체적의 0.7회/hr이상 이어야 한다.

MOTOR는 적정한 과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규정 이상의 온도 상승을 방

지하도록 하고, BLDC모터를 적용한다. 결로현상이 없어야하며 점검이 용이

하고 보수 및 필터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다.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KS B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소음이 40dB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는 수준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분 기준

난방시 유효전열교환기 효율 70% 이상

냉방시 유효전열교환기 효율 45% 이상

<Table 2.7> S 건설사 열교환 장치의 효율 기준

DAMPER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OA측과 RA측에는 외장형 MD를, EA측과

6) 쌍용건설, 공동주택 세대환기시스템 장비분야 시방서,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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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측에는 BDD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운전중 정전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점검구의 경우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적은 구조로

개폐가 용이하고 취부시에는 팩킹 등을 사용하여 기밀되고 확실히 견고히 취

부하도록 하고 있다.

(5) K건설사7)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비 케이싱(Casing)을 0.8t

이상 용융아연도금강판(GI)으로 제작하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로 한다. 또한,

절연성 보온재를 사용한 결로 방지 및 소음이 저감 되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되어있다.

필터의 경우 앞선 두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지정하고 있으며, OA부위 프리필터 + 고성능 외기청정 필터 , RA 부위 열교

환기 보호용 프리필터를 적용하고 있다. 필터의 유지기준은 S건설사와 동일

하게 적용한다.

FAN은 다른 언급 없이 풍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최적 효율 및 운전에 지

장이 없는 저소음, 저진동 FAN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별도의 방진장치

없이도 환기유닛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FAN으로 규정한다.

소음에 관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장비소음, 거주공간 외부에 장비설치시 소

음, 취출구 소음, 실내소음으로 구분한다. 측정 방법은 KS B 6361을 따르며,

장비소음은 40dB이하, 거주공간 외부 장비설치시 소음은 50dB이하, 취출구

소음은 35dB이하, 실내소음은 40dB이하로 하고 있다.

DAMPER는 MD, BDD, 방화댐퍼 설치 규정이 존재한다. MD와 BDD 규정

은 장비 미가동시 외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급기(OA)플랜지는 전동모터

댐퍼(MD)를 설치하여 장비와 연동하도록 하고, 배기(EA)플랜지는 역류방지

댐퍼(BDD)가 설치되어있다.

후렉시블 덕트와 MD, BDD의 점검 및 보수 가능한 마감커버, 환기 설비

의 위치, 점검구/청소구 개폐용이 등의 규정이 있다.

7) KCC 건설, 전열교환 환기 시스템 시방서,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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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설사 별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 <Table 2.8> ~ <Table 2.13>

에 정리하였다.

구분 SH공사 LH공사 L건설사 S건설사 K건설사

환기

방식
전열환기 바닥환기 전열환기 바닥 환기 전열환기 전열환기 전열환기

MD8)
OA, EA

설치
설치

급기측

설치
설치 급기측 설치

OA, RA

설치
OA측 설치

BDD9)
SA, RA

설치
설치

배기측

설치
설치 배기측 설치

EA, SA

설치
EA측 설치

<Table 2.8> 건설사별 환기방식 및 댐퍼(DAMPER) 적용현황

구분 SH공사 LH공사

필터
내부 : 프리필터 (Mesh 타입)

외기 : 고성능 청정 필터

1차 프리필터 (Mesh 타입)

2차 미듐필터(고성능청정필터)

구분 L건설사 S건설사 K건설사

필터

OA : 프리필터 +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또는 고성능 외기 청정필터

RA : 배기측 열교환기

소자 보호용 프리필터

OA :　프리필터 + 고성능

외기청정 필터

RA : 열교환기 보호용

프리필터

OA : 프리필터(Polyster,

메쉬망) + 고성능 외기청정

필터

RA : 열교환기 보호용

프리필터

<Table 2.9> 건설사별 필터 적용기준

구분 SH공사 LH공사

FAN

원심형

(풍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운전에

지장없는 규격)

원심형

(풍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운전에

지장없는 규격)

구분 L건설사 S건설사 K건설사

FAN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시로코 타입

알루미늄이나 ABS수지

시로코 타입

저소음

FAN & MOTOR

(풍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운전에 지장없는 규격)

<Table 2.10> 건설사별 FAN 기준

8) MD : Motor Damper (전동댐퍼)

9) BDD : Back Draft Damper (역류방지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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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H공사 LH공사 L건설사 S건설사 K건설사

MOTOR - - BLDC모터 BLDC모터 -

<Table 2.11> 건설사별 MOTOR 적용현황

*BLDC 모터 : 모터에 동력을 전달하는 브러시가 마모됨에 따른 잦은 모터

교체를 개선코자 브러시 대신 홀 센서등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모터

구분
SH공사 LH공사

거주공간 비거주공간 거주공간 비거주공간

소음 40㏈(A) 이하 50㏈(A) 이하 40dB 이하 50dB 이하

구분

L건설사 S건설사 K건설사

기준
디퓨져

실내소음
외부설치 내부설치

장비

소음

외부

설치
디퓨져

실내

소음

소음
50dB

이하

40dB

이하

50dB

이하

40dB

이하

40dB

이하

50dB

이하

35dB

이하

40dB

이하

<Table 2.12> 건설사별 소음 기준

구분 SH공사 LH공사

자연환기

시스템

설치

창호 설치형 환기구,

시스템 루버

구조체 설치형 환기구, 창호 설치형

환기구, 시스템 루버, 현관문용 포켓

환기구

구분 L건설사 S건설사 K건설사

자연환기

시스템

설치

미설치

<Table 2.13> 건설사별 자연환기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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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공동주택 국내외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살펴본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진 외국의 환기설비 기준은 정부차원에서 환기설비 시스템 설치, 시

험 및 유지관리, 청소 기준/방법 등 관련하여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

며 특히, 공조시스템 및 필터시스템의 청소 및 필터의 교체에 대한 사항 등

을 제정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내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적용 기준을 살펴본 바, 공동주택 환기설비

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등)에 의거 2006년 이후 단위세대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 구성부속품의 설치/미설치, 환기설비 적용방식, 필터 적용기준만 존

재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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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동주택 환기덕트 오염도 실태조사

3.1 실태조사 개요

실태 조사는 총 32세대에서 이루어졌으며, 환기시스템유형에 따라 천장형

16세대, 바닥형 16세대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덕트 내부 오염정도를 살펴보

기 위하여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였고, 환기설비 가동 후 실내 재실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내 디퓨져 부위 부유세균을 측정 하였다.

또한 덕트 내부의 오염물질의 파악을 위해 미생물 동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측정 기간으로는 2013.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측

정 대상세대에 대한 개요는 <Table 3.1>과 같다.

구분
전열 교환기형 바닥형

중랑구 S 아파트 강동구 K아파트 강동구 K아파트 노원구 S아파트

준공

년도
2009년 2010년 2009년 2009년

입주

년도
2010.2 2011.1 2009.3 2009.9

평형 59㎡ 59㎡ 59㎡ 49㎡/59㎡

환기

설비
천장급배기 천장급배기

바닥급기 + 배기

(급배기분리형)

바닥급기 + 배기

(급배기분리형)

MD10) 설치 설치 X X

BDD11)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측정

세대

8세대 8세대 8세대 8세대

총 16세대 총 16세대

<Table 3.1> 환기설비 측정 대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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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자재로서는 앞서 언급한 내시경 카메라와 부유세균, 온습도계 항목

으로 측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Table 3.2>와 같다.

측정항목 측정기기 측정 내용

내시경

카메라
덕트 내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하여 오염 정도 확인

부유세균
환기 설비 가동 (10분~30분)후 실내 취출구에서 공기를

포집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확인.

온습도계
온습도계를 이용한 실외/발코니/실내 온습도 측정

거주환경 확인

무균 면봉

(3M Quick

Swab)

덕트 내부의 오염물질을 무균면봉으로 채취하여

오염물질의 원인 파악.

<Table 3.2> 측정기자재

총 32개 세대를 대상으로 환기설비별로 분류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59

㎡평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평면은 다음 (Fig. 3.1), (Fig. 3.2), (Fig.

3.3), (Fig. 3.4)와 같다.

10) MD : Motor Damper (모타댐퍼)

11) BDD : Back Draft Damper (역류방지 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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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Fig. 3.1) 중랑구 S아파트 평면도

환기설비

(Fig. 3.2) 강동구 K아파트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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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Fig. 3.3) 노원구 S 아파트

환기설비

(Fig. 3.4) 강동구 K 아파트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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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항목 및 방법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 항목으로는 내시경 카메라와 부유세균, 온습도계 덕

트내부의 미생물 동정 실험으로 오염물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내시경 카메라

덕트 내 오염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30cm간격으로 덕트내부를 측정 하였다. 측정 위치는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의 경우 세대의 거실, 침실 디퓨져부위, 바닥형 환기방식의 경우 세대의 거

실, 침실 디퓨져부위, 기계 하단부 엘보우 부위로 나누어 측정을 실시하였다.

구 분 전열 교환기형 바닥형 측정기기

측정

위치

Ÿ 거실 급기 디퓨져,
Ÿ 침실, 방 급기 디퓨져,
Ÿ 주방 배기 디퓨져

Ÿ 거실 급기 디퓨져
Ÿ 침실, 방 급기 디퓨져
Ÿ 기계하단부 엘보우

<Table 3.3> 환기방식별 내시경카메라 측정 위치

거실

침실

침실

주방

침실

(Fig. 3.5) 전열 교환기형 내시경 카메라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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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하단 엘보우

거실

침실

침실

침실

(Fig. 3.6) 바닥형 내시경 카메라 측정 위치

측정 부위는 실내 디퓨져 부위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였지만, 일부 사적인

공간의 경우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되었다. 따라서, 주된 측정 위치는 전

열 교환기형 환기방식의 경우 거실과 방의 디퓨져, 바닥형 환기방식의 경우

거실과 방, 그리고 기계 하단부 엘보우 부위를 선정하였다. (Fig. 3.5), (Fig.

3.6) 참조.

(2) 부유세균 측정

부유세균 측정 방법으로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중 대표적 방

법인 충돌법12)을 사용해 실내 급기 디퓨져 위치에 10cm간격을 맞추어 측정

하였으며, 측정 시간은 2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부유세균의 측정 배지로는

총 부유세균측정 배지인 TSA(tryptic soy agar)를 이용하여 25~ 30℃로 48시

간 동안 배양 시켰다.

12)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24호,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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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열 교환기형 바닥형 측정 기기

측정

위치

거실 급기 디퓨져,

침실, 방 급기 디퓨져,

거실 급기 디퓨져

침실, 방 급기 디퓨져

<Table 3.4> 환기방식별 부유세균 측정 위치

거실

침실

침실
침실

(Fig. 3.7) 전열 교환기형 부유세균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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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침실
침실

침실

(Fig. 3.8) 바닥형 부유세균 측정 위치

(Fig. 3.9) 부유세균 측정 사진

부유세균의 측정 위치로서는 거실과 침실을 선정하였으며, 덕트 내 오염정

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부유세균 측정 시 세대 내부를 밀폐시킨 뒤 환기

설비를 “강”으로 설정 후 실내 디퓨져 부위에 위치시켜 덕트내부의 부유세균

을 측정하였다. 부유세균 농도 계산 식13)은 아래와 같다.

13)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24호,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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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채취 유량은 시료채취 기간의 평균유량으로 한다.

  

 
(식 1)

여기서, Qavg : 시료채취기간의 평균유량(L/min)

Q1 : 시료채취 시작 시의 유량(L/min)

Q2 : 시료채취 종료 시의 유량(L/min)

2) 채취한 공기의 총 부피는 (식 2)에 따라 계산한다.

 


 ×
(식 2)

여기서, V : 채취한 공기의 총부피(㎥)

Qavg : 시료채취기간의 평균유량(L/min)

T : 시료채취시간(min)

3) 채취한 공기는 식 3에 따라 25 °C, 1기압 조건으로 보정하여 환산한다.

V(25°C, 1atm) = V ×
T(25°C)

×
P 2

T2 P (1atm) (식 3)

여기서, V(25°C, 1atm) : 25 °C, 1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

T(25°C) : 25 °C의 절대온도(°K), (298 °K = 273+25 °C)

P(1atm) : 1기압(atm)

V : 실제로 채취한 기체의 부피(m3)

T2 : 기체를 채취할 때의 절대온도(°K), (°K=273+°C)

P2 : 기체를 채취할 때의 기압(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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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부유세균의 농도 계산(CFU/㎥)

실내 공기 중 총부유세균의 농도는 (식 4)에 따라 계산한다.

C =
CFU

V(25°C, 1atm) (식 4)

여기서, C : 실내 공기 중 총부유세균의 농도(CFU/㎥)

CFU : 보정된 집락수

V(25°C, 1atm) : 환산된 채취공기량(㎥)

(Fig. 3.10) 부유세균 측정 방법 및 배지

(Fig. 3.11) 부유세균 배양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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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습도계

온습도 측정은 실내 디퓨져부위와 거실중앙, 외기 3부분에서 온습도 측정

기준14)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측정 기준은 표준실 전체의 온도분포

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업대 높이로 벽면에서 약 0.5m ~ 1m 떨어진

점으로 이루어지는 사각형의 모서리와 그 사각형의 중앙점으로 측정하는 방

법이다. 온습도 측정의 목적으로는 실내 온습도 변화 확인과 부유세균의 농

도 계산을 위해 온습도 측정을 하였다.

구 분 전열 교환기형 바닥형 측정 기기

측정

위치

Ÿ 실내온도
Ÿ 실내 급기 디퓨져
Ÿ 외기

Ÿ 실내온도
Ÿ 실내 급기 디퓨져
Ÿ 외기

<Table 3.5> 환기방식별 온습도 측정 위치

침실 침실

침실

거실

주방

(Fig. 3.12) 전열 교환기형 온습도 측정 위치

14)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82호, 2012.2.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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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침실

침실

거실

주방

(Fig. 3.13) 바닥형 온습도 측정 위치

(4) 덕트 내 미생물 채취

대부분의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댐퍼의 미설

치로 인해 환기시설 입구의 먼지 및 필터오염과 덕트 내부의 결로 및 곰팡이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15) 이에 따라 덕트 내부의 오염물질을 무

균 면봉으로 채취하여 미생물 동정 분석을 실시 하였다. 대상 단지는 <Table

3.6>, 채취 위치는 아래 (Fig. 3.14)에 나타내었다.

 

15) KBS 9시 뉴스, 아파트 환기시설이 오히려 곰팡이 유발 우려, 20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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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송파구 S 아파트 송파구 S 아파트

입주

년도
2008.1 2008.1

평형 59㎡ 59㎡

환기

설비
바닥환기 바닥환기

MD 미설치 미설치

BDD 미설치 미설치

측정

세대

1세대 1세대

총 2세대

<Table 3.6> 미생물 채취 대상 단지

거 실 침 실

(Fig. 3.14) 미생물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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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 면봉으로 환기설비 하단부 엘보우 부위와 거실 디퓨져 하단부 엘보우

부위를 채취 하였으며, 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상 생활에 흔히 접

할 수 있는 욕실부위를 채취하여 비교하였다. 채취한 무균 면봉은 한국 미생

물 보존센터에 분석을 의뢰하여 동정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3.15) 채취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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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태조사 측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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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태조사 결과

3.3.1 내시경 카메라 결과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덕트 내부의 오염도를 확인하였다. 덕트 내부 오염정

도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오염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오염정도 구분 (상중하) 개념

구분 상 (오염심함) 중 (오염중간) 하 (비교적 깨끗)

오염

정도

<Table 3.8> 환기설비 오염정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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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열교환형 환기방식 결과

전열교환형 환기방식 결과는 다음 <Table 3.9>과 같다. 총 16세대 3지점

을 확인해본 결과 오염도 “상”은 2개, “중”은 9개, “하”은 37개로 환기설비 오

염정도 구분으로 확인한 결과 오염도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환기

방식

아파트명

(입주년도)
동 호수

오염정도

방

급기구

거실

급기구

주방

배기구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중랑구 S

아파트

(2010.2)

000 000 중 중 중

000 000 상 중 중

000 000 하 하 중

000 000 하 하 중

000 0000 하 하 상

000 0000 하 하 중

000 000 하 하 하

000 0000 하 하 하

강동구 K

아파트

(2011.1)

000 0000 하 하 하

000 000 하 하 하

000 000 하 하 하

000 000 하 하 하

000 000 하 하 중

000 000 하 하 하

000 0000 하 하 하

000 0000 하 하 하

<Table 3.9>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내시경 카메라 오염 정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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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환기형 환기방식 결과

바닥환기형 환기방식 결과는 다음 <Table 3.10>에 나타내었다. 총 16세대

3지점을 확인해본 결과 오염도 “상”은 19개, “중”은 23개, “하”은 6개로 환기

설비 오염정도 구분으로 분류해 본 결과 전열교환 환기방식에 비해 오염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환기

방식

아파트명

(입주년도)
동 호수

오염정도

기계하단

엘보우
방급기구

거실

급기구

바닥형

환기방식

강동구 K

아파트

(2009.3)

000 000 중 중 중

000 0000 상 상 상

000 000 하 하 하

000 000 중 중 중

000 000 중 중 중

000 000 하 하 하

000 000 중 중 중

000 000 상 상 상

노원구 S

아파트

(2009.9)

000 0000 상 상 중

000 0000 상 상 중

000 0000 상 중 상

000 000 상 상 상

000 0000 상 중 중

000 0000 상 중 중

000 000 상 중 중

000 0000 상 중 중

<Table 3.10> 바닥형 환기방식 내시경 카메라 오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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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환기방식별 내시경 카메라 오염정도 분석

(1) 전열교환기형 환기방식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은 열교환 소자가 환기설비 내부에 있어 외기의 열

교환을 토대로 실내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Table 3.3> 부위를 측

정하였으며, 개인적인 공간의 경우 입주자와 상의 후에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중,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인 2개단지를 대상으로 총 16세대를 분석해

본 결과 주요 오염 부위는 실내에서 배출되는 배기 디퓨져 부위 “A” 로 확인

하였다.

주 방 침 실

“A”

(Fig. 3.16)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오염 부위

A지점 (주방 배기 디퓨져 부위)

강동구

K아파트

중랑구

S아파트

<Table 3.11>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측정 지점 내시경 카메라 오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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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주요 오염된 부위는 “A”

부위로서 거실의 배기부분, 즉 주방과 가까운 배기 디퓨져 부위에서 오염을

볼 수 있었다. 오염 정도가 심한 세대의 특징으로서는, 환기장치를 비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가동하는 세대로, 디퓨져 부위의 오염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배기 디퓨져부위에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2) 바닥환기형 환기방식

바닥형 환기방식은 열교환을 바닥매립관을 통하여 열교환 하는 방식으로

외기를 바닥열을 통하여 실내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Table

3.3> 부위에 대해서 측정하였으며,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과 마찬가지로 개

인적인 공간의 경우 입주자와 상의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총 2개 단지 대상

으로 16세대를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해 본 결과 주요 오염 부위는 “A”

외기도입부와 “B” 기계하단부 엘보우로 확인하였다.

거 실 침 실

“A”

“B”

(Fig. 3.17) 바닥형 환기방식 내시경 카메라 주요 오염 부위



- 42 -

A지점

(외기 도입부 부위)

B지점

(기계하단부 엘보우)

노원구

S아파트

강동구

K아파트

<Table 3.12> 바닥형 환기방식 측정 지점 내시경 카메라 오염 결과

A 지점에서 오염도가 심각한 노원구 S 아파트와 강동구 K 아파트의 경우

공통적으로 외기 도입부 부위의 MD(Motor Damper)의 미설치로 외기의 유

입 및 이물질의 유입으로 인해 오염정도가 심각한 것을 확인하였다. B지점은

환기덕트를 설치하는 시점에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덕트 잔해물 등

의 이물질들이 B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물질들은 기계하단부 엘보우

부위 150cm지점까지도 분포되어 있었고, 환기설비 가동 시 이물질이 이동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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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부유세균 측정결과

미생물은 산소, 온도, 영양상태, 습도 등의 환경조건에 민감하며 공기중에

부유하는 미생물의 경우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되어 호흡기관에 감염을 일

으킨다. 특히, 환기설비 덕트 내 먼지 및 이물질은 실내로 유입되어 재실자에

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부유세균을 디퓨져

부위에 포집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1) 전열교환 환기방식 결과

중랑구 S아파트는 전열교환형 환기방식 세대로 8세대에 대한 부유세균

농도값은 아래 (Fig. 3.18)과 같다.

(Fig. 3.18) 중랑구 S 아파트 부유세균 농도

8세대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적게는 192CFU/㎥ 에서 많게는 231CFU/㎥

의 값을 나타내었다. 내시경 카메라측정결과에서 오염도가 적은 것을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덕트내부의 오염이 적을수록 오염도가

낮은 것이라 판단된다.

강동구 K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전열교환형 환기방식 세대로 아래 (Fig.

3.19)에 농도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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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강동구 K아파트 부유세균 농도

부유세균의 농도결과 평균 74CFU/㎥값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진행한 내시경 카메라 오염도와 연관이 있었다. 또한, 전열교환형 환기방식은

환기방식 특성상 댐퍼가 설치되어 덕트 내부의 오염도가 심하지 않아 내시경

카메라와 부유세균 농도 모두 오염도가 낮게 측정된 것이라 판단된다.

(2) 바닥형 환기방식 결과

노원구 S 아파트의 부유세균 농도값은 아래 (Fig. 3.20)과 같다.

(Fig. 3.20) 노원구 S아파트 부유세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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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S아파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덕트 내부의 오염도가 높은 것을 내시

경카메라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부유세균의 농도도 전열교환 방식인 중랑구

S아파트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농도가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강동구 K아파트의 부유세균 농도값은 (Fig. 3.21)에 나타내었다. 평균

331CFU/㎥ 이며, 같은 바닥환기방식인 노원구 S아파트와 많은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Fig. 3.21) 강동구 K아파트 부유세균 농도

바닥형 환기방식 강동구 K아파트와 전열교환형 환기방식 강동구 K아파트

를 비교해볼 때,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기방식의 차이로 인해 오염정

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덕트 내부의 오염도와 상관관계가 있으

며, 덕트 내부의 오염정도가 높을수록 부유세균의 농도값도 높은 것이라 판

단된다.

3.3.4 부유세균 농도분석

앞서 확인한 부유세균 농도값을 비교해보면 전열교환형 환기방식보다 바

닥형 환기방식의 오염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13>의 결과에서

도 볼 수 있듯 이러한 이유는 댐퍼의 유무로 인해 외기의 오염도가 실내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같은 지역의 강동구 K아파트의 결과를

볼 때, 농도값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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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방식
전열 교환기형 바닥형

지구 중랑구 S아파트 강동구 K아파트 강동구 K아파트 노원구 S아파트

배지

입주

년도
2010.2 2011.1 2009.3 2009.9

MD 설치 설치 미설치 미설치

평균

농도
210CFU/㎥ 74CFU/㎥ 331CFU/㎥ 349CFU/㎥

다중이
용시설 800CFU/㎥ 이하 (WHO : 500CFU/㎥이하)

<Table 3.13> 부유세균 농도 결과

또한, 내시경 카메라의 오염정도와 비교해 볼 때, 오염도가 높은 아파트 세

대일수록 부유세균 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기설비 가

동 시 덕트내부의 오염정도가 부유세균 측정시 영향을 끼친 것이라 판단된

다.

3.3.5 덕트 내 미생물 동정 분석 결과

미생물의 종류로서는 대기분야와 수질분야 임상분야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3가지 중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은 포도상구균이 대표적이며 곰팡이균 역

시 세균의 한 종류로서 인체에 호흡기 질환인 인두염, 피부질환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균류이다. 본 장에서는 <2012.9.29 KBS 뉴스>보도 “공동주택

바닥 환기설비에 곰팡이 서식”을 고려하여 바닥환기설비가 설치된 세대를 대

상으로 내시경 카메라결과상에 오염도가 높은 환기설비의 하단부 엘보우와

거실 하단부 엘보우부위에 대해서 일반세균(NUTRIENT AGAR), 황색포도상

구균(BAIRD PARKER AGAR), 곰팡이(POTATO DEXTROSE AGAR) 3가

지 세균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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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생물수 (CFU/20㎠)

욕실

송파구

S아파트

000동 - 1

송파구

S아파트

000동 - 2

송파구

S아파트

000동 - 1

송파구

S아파트

000동 - 2

NUTRIENT AGAR

(일반세균)

8.0±3.44

X
- -

4.5±0.95

X

3.3±2.31

X

BAIRD-PARKER

AGAR

(황색포도상구균)

9.5±3.06

X
- - - -

POTATO

DEXTROSE AGAR

(곰팡이 분리배지)

6.4±1.18

X

1.5±0.03

X

8.0±1.40

X

8.4±1.25

X

8.4±1.71

X

<Table 3.14> 미생물 동정 분석 결과

미생물 동정 분석 결과 일반세균(NUTRIENT AGAR), 황색포도상구균

(BAIRD PARKER AGAR)는 채취한 4세대의 덕트에서 검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곰팡이(POTATO DEXTROSE AGAR)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검출이

되었다. 미생물 동정 분석은  ~ 의 결과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 진행

된 덕트 내부의 곰팡이 농도는 평균  ~ 의 농도값을 확인하였다.

(Fig. 3.22) 실내 곰팡이 관찰여부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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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연구된 연구결과16)에 따르면 주택 내부에서 곰팡이가 관찰된

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로 나타났으며, 주요 발생 부위는 욕실 76% 벽지

31%, 주방 25.4%, 창문틀 21.9% 등의 순으로 조사된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곰팡이 발생과 채취한 세대의 농도 값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습한

욕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낮은 농도가 아니며, 이러한 곰팡이 균이 환

기설비 가동 시 공기중 실내로 유입된다면 앞서 언급한 재실자 호흡기에 악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특히, 재실자의 건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덕트 내 주기적 청소 등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16) 최유진, 서울시 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서울시정 연구원 연구보고, 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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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환기설비 실태조사를 위해 환기방식별 MD, BDD 유무, 평형 등을 고려하

여 환기덕트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였고, 오염물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덕트 내 미생물 동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대상은 천장형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16세대, 바닥형 환기방식 1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환기덕트의 오염과 미생물 동정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기덕트의 내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30cm간격으로 덕트내부를 측정

하여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천장형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의 주요 오염부

위는 주방 배기 디퓨져 부위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바닥형 환기방식의 주요

오염부위는 외기도입부와 기계하단부 엘보우부위로 확인하였다.

(2) 부유세균의 농도는 댐퍼가 설치된 천장형 전열 교환 환기방식이 댐퍼

가 미설치된 바닥형 환기방식보다 1.5배에서 많게는 7배정도 부유세균이 적

게 검출되어 댐퍼(Damper)의 설치 여부가 부유세균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환기설비의 덕트 내부 미생물 동정 분석결과 두 환기방식 모두 일반세

균은 소량으로 검출되고 있었으나, 인체에 유해한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

지 않았다. 한편, 곰팡이의 경우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실내 습기 발생으

로 인하여 덕트 내부에서 곰팡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쾌적

한 실내의 공기환경을 위해서는 덕트 내부의 청소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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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동주택 환기덕트 오염 개선 Mock-up 실험

본 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 거주세대를 선

정하여 환기설비를 교체하고, 6개월의 시간의 경과동안 변화 추이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또한, 덕트내부의 오염도 변화와 온습도의 변화에 따른 덕트내

부의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1 실험 대상 개요

Mock-up 실험 대상 세대로는 전열교환 환기방식 1세대와 바닥환기방식 1

세대를 선정하였다. 선정함에 있어 준공년도, 평형, 가족구성원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6개월여의 기간동안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

상 세대의 개요는 아래 <Table 4.1> 과 같다.

구분 강동구 K아파트 노원구 S아파트

준공

년도
2010년 2009년

평형 59㎡ 59㎡

환기

방식
전열 교환형 바닥형

측정

세대
1세대 1세대

거주

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가족

구성
4인가족 4인가족

<Table 4.1> Mock-up 실험 측정 대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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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기설비 오염도 측정

본 실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염정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

다. 오염도 측정은 크게 내시경 카메라와 부유세균 농도로 측정을 하였고, 온

습도의 경우 부유세균 농도값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항목으로서 측정을 하

였다. 실험 개요는 아래 <Table 4.2> 와 같다

4.2.1 실험 개요

구분 강동구 K아파트 노원구 S아파트

설

치

장

비

전원 220V, 60Hz 220V, 60Hz

풍량 170CMH 130CMH

효율 냉방 : 46%, 난방 : 70% -

제품

크기
500(W) X 500(L) X 370(H) 330(W) X 230(D) X 670(H)

MD O.A 설치 없음

BDD R.A 설치 없음

<Table 4.2> Mock-up 실험 환기방식

환기방식별 총 5회를 측정하였으며, 입주자의 스케쥴에 맞춰 진행하였다.

1차측정 이후 환기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덕트 내부를 청소 하고 교체를



- 52 -

진행하였다. 또한, 입주자의 스케쥴을 최대한 고려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일자는 <Table 4.3>에 나타내었다.

구분
1차측정

(청소전)

2차측정

(청소및교체후)
3차측정 4차측정 5차측정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강동구 K아파트)
9월 4일 9월 6일 10월 16일 11월 19일 1월 2일

바닥형 환기방식

(노원구 S아파트)
9월 13일 9월 23일 10월 16일 11월 21일 1월 2일

<Table 4.3> Mock-up 측정 스케쥴

Mock-up 실험의 대상세대 조건으로는 환기설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

대를 대상으로 주 4회이상 2~3시간 이상 가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측정시 재

실 및 측정인원은 4명으로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여 측정하였다.

4.2.2 측정 항목 및 방법

측정 항목으로는 총 3가지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덕트 내부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카메라와 그에 따른 실내 재실자에 끼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부유세균을 포집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온습도계의 경우 부유세

균 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항목 측정기기 측정 내용

내시경

카메라
덕트 내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하여 오염 정도 확인

부유세균
환기 설비 가동 (10분~30분)후 실내 취출구에서 공기를

포집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확인.

온습도계
온습도계를 이용한 실외/발코니/실내 온습도 측정

거주환경 확인

<Table 4.4> 환기설비 Mock-up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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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시경카메라

덕트 내 오염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내시경 카메라

를 이용하여 30cm간격으로 덕트 내부를 측정 하였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환기설비의 시간에 경과에 따른 세대의 덕트 내부 오염도 변화를 확인 하였

다.

구 분 전열 교환기형 바닥형 측정기기

측정

위치

Ÿ 거실 급기 디퓨져,

Ÿ 침실, 방 급기 디퓨져,

Ÿ 주방 배기 디퓨져

Ÿ 거실 급기 디퓨져

Ÿ 침실, 방 급기 디퓨져

Ÿ 기계하단부 엘보우

<Table 4.5> 환기방식별 내시경카메라 측정 위치

거실

침실

침실

주방

침실

(Fig. 4.1) 전열 교환기형 Mock-up 내시경 카메라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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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하단엘보우

거실

침실

침실

침실

(Fig. 4.2) 바닥형 Mock-up 내시경 카메라 측정 위치

내시경 카메라의 주된 측정 위치는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의 경우 거실

과 방의 디퓨져 부위를 측정하였고, 바닥형 환기방식은 거실과 방 그리고 기

계 하단부 엘보우 부위를 측정하였다. (Fig. 4.1), (Fig. 4.2)에 환기방식별 주

된 측정 지점을 도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2) 부유세균 측정

부유세균의 측정 방법으로는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중 대표적 방

법인 충돌법17)으로 측정하였다. 실내 급기 디퓨져 위치에 20cm 이격시켜 측

정 하였으며, 측정 시간은 20분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부유세균의 측정 배지로

는 총 부유세균측정 배지인 TSA(tryptic soy agar)를 이용하여 25~ 30℃로

48시간 동안 배양 시켰다.

17)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24호,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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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열 교환기형 바닥형 측정기기

측정

위치

Ÿ 거실 급기 디퓨져,
Ÿ 침실, 방 급기 디퓨져,

Ÿ 거실 급기 디퓨져
Ÿ 침실, 방 급기 디퓨져

<Table 4.6> 환기방식별 부유세균 측정 위치

거실

침실

침실
침실

(Fig. 4.3) 전열 교환기형 Mock-up 부유세균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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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침실
침실

침실

(Fig. 4.4) 바닥형 부유세균 측정 위치

(Fig. 4.5) Mock-up세대 부유세균 측정 사진

부유세균의 측정 위치로서는 거실과 침실을 선정하였으며, 덕트 내 오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부유세균 측정 시 세대 내부를 밀폐시킨 뒤 환

기설비를 “강”으로 설정 후 실내 디퓨져 부위에 위치시켜 덕트내부의 부유세

균을 포집하였다. 부유세균 농도 계산 식18)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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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채취 유량은 시료채취 기간의 평균유량으로 한다.

  

 
(식 1)

여기서, Qavg : 시료채취기간의 평균유량(L/min)

Q1 : 시료채취 시작 시의 유량(L/min)

Q2 : 시료채취 종료 시의 유량(L/min)

2) 채취한 공기의 총 부피는 (식 2)에 따라 계산한다.

 


 ×
(식 2)

여기서, V : 채취한 공기의 총부피(㎥)

Qave : 시료채취기간의 평균유량(L/min)

T : 시료채취시간(min)

3) 채취한 공기는 식 3에 따라 25 °C, 1기압 조건으로 보정하여 환산한다.

V(25°C, 1atm) = V ×
T(25°C)

×
P 2

T2 P (1atm) (식 3)

여기서, V(25°C, 1atm) : 25 °C, 1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

T(25°C) : 25 °C의 절대온도(°K), (298 °K = 273+25 °C)

P(1atm) : 1기압(atm)

V : 실제로 채취한 기체의 부피(㎥)

T2 : 기체를 채취할 때의 절대온도(°K), (°K=273+°C)

P2 : 기체를 채취할 때의 기압(atm)

18)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24호,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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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부유세균의 농도 계산(CFU/㎥)

실내 공기 중 총부유세균의 농도는 (식 4)에 따라 계산한다.

C =
CFU

V(25°C, 1atm) (식 4)

여기서, C : 실내 공기 중 총부유세균의 농도(CFU/㎥)

CFU : 보정된 집락수

V(25°C, 1atm) : 환산된 채취공기량(㎥)

(Fig. 4.6) 부유세균 측정 방법 및 배지

(Fig. 4.7) 부유세균 배양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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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균의 주된 측정 위치로서는 (Fig. 4.3), (Fig. 4.4) 도면상에 나타내

었다. 환기덕트 내 오염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유세균 측정 시 세대 내부

를 밀폐시킨 뒤 환기설비를 “강”으로 설정 후 실내 디퓨져 부위에 위치시켜

덕트내부의 부유세균을 측정하였다.

(3) 온습도계

온습도 측정은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실내 디퓨져부위와 거실중앙, 외기

3부분에서 온습도 측정 기준19)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였다. 실내 급기 디퓨져

부위의 온습도 측정은 장비 가동 시 실내 온습도의 변화, 부유세균의 농도계

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을 실시 하였다.

구 분 전열 교환기형 바닥형 측정 기기

측정

위치

Ÿ 실내온도
Ÿ 실내 급기 디퓨져
Ÿ 외기

Ÿ 실내온도
Ÿ 실내 급기 디퓨져
Ÿ 외기

<Table 4.7> 환기방식별 온습도 측정 위치

19)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82호, 2012.2.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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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침실

침실

거실

주방

(Fig. 4.8) 전열 교환기형 온습도 측정 위치

침실
침실

침실

거실

주방

(Fig. 4.9) 바닥형 온습도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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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ck-up세대 측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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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기존 환기설비 청소 및 교체

(1) 기존세대의 환기설비 덕트 내 청소

기존세대의 환기설비 교체 전 덕트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덕트 내 청소를

실시하였다.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과 바닥형 환기방식 모두 청소기를 이용

하여 덕트 내부 이물질을 제거 하였으며, 청소 방식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 4.8>, <Table 4.9> 참조

구분 전열 교환기형

청소

사진

내용
Ÿ 청소 솔을 이용한 덕트 디퓨져 부위 청소

Ÿ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각 실별 덕트 내부의 먼지 흡입

<Table 4.8> Mock-up 실험 전열 교환기형 덕트 청소방식

<Table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열교환방식의 청소 방식으로 실내

디퓨져부위 청소 솔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하였으며,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

여 각 실별로 덕트 내부의 먼지를 흡입하여 청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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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바닥형

청소

사진

내용

Ÿ 진공 청소기를 이용한 덕트 내부 먼지 흡입

Ÿ 세척제가 뿌려진 세척용 스폰지를 이용한 덕트 내부 청소

Ÿ 깨끗한 마른 스폰지를 이용한 덕트 내부 청소

Ÿ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덕트 내부 건조

<Table 4.9> Mock-up 실험 바닥형 덕트 청소방식

바닥환기설비의 청소방식은 1차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덕트 내부

의 먼지를 제거 후 스폰지 재질의 청소 볼을 이용하여 덕트 내부를 청소하였

다. 청소볼에는 세척제를 첨가하여 청소 후 마른 청소볼을 이용하여 2차적으

로 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는 덕트 내부의 오염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2) 환기설비 교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듯 바닥형 환기방식의 경우 초기의 적용된 모

델에 대해서는 MD(Motor Damper), BDD(Back Draft Damper) 등이 설치되

지 않은 환기설비가 대부분이다. MD(Motor Damper), BDD(Back Draft

Damper)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기존 세대 환기설비에 성능개선된 새로운

환기설비로 교체하여 Mock-up 실험을 진행하였다. 환기설비의 자세한 사항

은 <Table 4.10>, <Table 4.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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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열 교환기형

기존 천장 환기시스템 교체 천장 환기시스템

설

치

장

비

전원 220V, 60Hz 220V, 60Hz

풍량 170CMH 200CMH

전열

효율
냉방 : 46%, 난방 : 70% 냉방 : 54.3%, 난방 : 71.7%

제품

크기
500(W) X 500(L) X 370(H) 600(W) X 600(L) X 280(H)

MD O.A 설치 OA, EA 설치 (2개)

BDD R.A 설치 RA, SA 설치 (2개)

기타 -
EPP 케이스를 이용한 높은 보온성능

및 결로문제 최소화

<Table 4.10> Mock-up 실험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교체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의 경우 환기설비 교체함에 있어 MD(Motor

Damper), BDD(Back Draft Damper)를 2개씩 설치하였다. 또한, EPP

(Expanded Poly Propylene) 재질을 환기설비 외피에 적용하여 환기설비 내ㆍ

외부의 결로 문제를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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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바닥형

기존 바닥 환기시스템 교체 바닥 환기시스템

장

비

사

진

전원 220V, 60Hz 220V, 60Hz

풍량 130CMH 130CMH

제품

크기
330(W) X 230(D) X 670(H) 300(W) X 180(D) X 180(H)

덕트보온 - 10t (발포폴리에틸렌)

MD 없음 외기도입부 전자석 댐퍼

BDD 없음 실내 디퓨져부위 볼디퓨져

<Table 4.11> Mock-up 실험 바닥형 환기방식 교체

바닥형 환기방식의 경우 기존 급ㆍ배기 분리형의 방식에서 천장급기 + 욕

실배기의 형태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급기부분에 MD(Motor Damper)를 설치

하여 비가동시 외기인입 및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하였고, 실내 급기 디퓨

져 부위 볼 댐퍼 (Ball Damper)를 적용함으로서 실내 습기의 역 유입을 막아

덕트 내부의 습기 정체현상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환기방식의 결

로발생 가능성이 있는 배란다부위 노출 덕트를 발포폴리에틸렌 10T로 보온

함으로서 덕트부분의 결로 발생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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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측정 결과

(1) 내시경카메라 측정 결과

가) 전열교환기형 환기방식 내시경 카메라 측정 위치

(Fig. 4.8) Mock-up 실험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평면 및 측정 위치

나)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내시경 카메라 측정 결과

구분
1차 측정

(교체 전)

3차 측정

(1개월 경과후)

4차 측정

(2개월 경과후)

5차측정

(3개월 경과후)

A

지점

(주방)

B

지점

(침실)

C

지점

(거실)

<Table 4.12> Mock-up 실험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내시경카메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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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은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의 내시경 카메라 결과이다. 주방

부위, 침실부위, 거실부위 내시경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교체 전 주방 쪽 배

기 디퓨져 입구 “A”지점에서 오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교체 하는 과

정에서 덕트 내부 청소 및 환기설비 사용에 따라 오염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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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형 환기방식 내시경 카메라 측정 위치

(Fig. 4.9) Mock-up test 바닥형 환기방식 세대 도면 및 측정 위치

라) 바닥형 환기방식 내시경카메라 측정 결과

구분
1차 측정

(교체 전)

3차 측정

(1개월 경과후)

4차 측정

(2개월 경과후)

5차측정

(3개월 경과후)

A

지점

(침실)

B

지점

(거실)

C

지점

(환기

덕트)

D

지점

(환기

덕트)

<Table 4.13> Mock-up 실험 바닥형 환기방식 내시경카메라 결과

<Table 4.13>은 바닥형 환기방식의 내시경 카메라 결과이다. 침실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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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부위, 환기덕트 부위를 내시경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교체 전 (Fig. 4.9)

의 기계 하단부 엘보우부위인 C지점과 D지점의 오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하지만 청소 후 오염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유세균 측정 결과

부유세균은 재실자에 감기, 병원균의 감염,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등

의 질병20)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미생물성 오염물질이 발육 및 증식하기 위해

서는 적당한 온도, 습도가 필요하며 온도는 20~30℃전후, 습도는 60%이상으

로 인간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유사하다.21) 이에 따라 환기덕트의 곰

팡이 등 이물질이 실내 재실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부유세

균을 측정 하였다.

가)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구분
1차 측정

(교체 전)

3차 측정

(1개월 경과후)

4차 측정

(2개월 경과후)

5차측정

(3개월 경과후)

거실

디퓨

져

358CFU/㎥ 75CFU/㎥ 80CFU/㎥ 39CFU/㎥

침실

디퓨

져

117CFU/㎥ 89CFU/㎥ 91CFU/㎥ 43CFU/㎥

<Table 4.14> Mock-up 실험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부유세균 결과

(단위 : CFU/㎥)

20) 박진영 외, 실내 온습도 변화에 따른 바이오에어로졸 농도의 상관관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9년 11월

21) 김신도 외, 실내공간 실내공기오염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 환경부 최종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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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U/㎥)

(Fig. 4.10) Mock-up세대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부유세균 결과

총 부유세균의 계절적 영향은 여름철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가을,

봄, 겨울로 수치를 가진다.22) 하지만 본 측정은 환기설비를 통하여 실내로 취

출되는 공기를 포집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실 중앙에서 측정하는 결과와는 다

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구분
1차 측정

(교체 전)

3차 측정

(1개월 경과후)

4차 측정

(2개월 경과후)

5차측정

(3개월 경과후)

평균온도 (℃) 24.4 21.9 22.3 21.1

평균습도 (%) 53.9 49 51 45

<Table 4.15> Mock-up 실험 전열 교환기형 환기방식 온습도

전열 교환기형의 경우 시간에 경과에 의해 부유세균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환기설비 교체 전에 비해 청소 및 교체 후 부유세

균 농도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덕트 내

청소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였고, 또한 성능개선된 전열교환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22) 심인근 외, 주거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연구(Ⅲ),국립환경과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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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닥형 환기방식

구분
1차 측정

(교체 전)

3차 측정

(1개월 경과후)

4차 측정

(2개월 경과후)

5차측정

(3개월 경과후)

거실

디퓨져

357CFU/㎥ 111CFU/㎥ 120CFU/㎥ 51CFU/㎥

침실

디퓨져

181CFU/㎥ 115CFU/㎥ 113CFU/㎥ 45CFU/㎥

<Table 4.16> Mock-up 실험 바닥형 환기방식 부유세균 결과

(단위 : CFU/㎥)

(CFU/㎥)

(Fig. 4.11) Mock-up세대 바닥환기형 환기방식 부유세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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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측정

(교체 전)

3차 측정

(1개월 경과후)

4차 측정

(2개월 경과후)

5차측정

(3개월 경과후)

평균온도 (℃) 26.9 25.3 25.8 27.7

평균습도 (%) 75.3 48 55 51

<Table 4.17> Mock-up 실험 바닥형 환기방식 온습도

<Table 4.16>, (Fig. 4.10)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바닥형 환기방식의 경우

교체 및 청소 직후의 오염농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볼을 이용한 덕트 내

청소하는 과정에 먼지 및 이물질이 비산하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체 직후 일시적인 현상을 확인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염농

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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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덕트 내부 오염물질 원인 파악

4.3.1 실험 개요

환기설비는 주로 실외기실이나 기계실에 설치되기 때문에 외기온도의 영향

을 많이 받아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내온도는 상대적으로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온도차 및 제품불량에 의한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

번하며 이로 인한 환기시스템 성능감소, 제품 내 곰팡이 등의 번식이 이루어

져 재실자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23) 환기설비의 실내 습도와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Mock-up세대의 24시간 연속 온·습도 측정

을 진행하였으며, 환기설비의 가동, 비가동 및 재실자 스케쥴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실내 발생된 습기의 이동 및 덕트 내부의 유입에 따른 곰팡이

등의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4.3.2 측정 항목 및 방법

덕트 내부 오염물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항목으로는 온습도계를

이용하여 24시간동안 10분간격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온습도계의 측정 기

기 및 내용은 아래 <Table 4.18>와 같다.

측정항목 측정기기 측정 내용

온습도계
온습도계를 이용한 실내 디퓨져 / 거실 / 발코니 /

환기설비 온습도 확인

<Table 4.18> 온습도 측정 기기

(2) 측정 위치

온습도 측정은 환기설비(OA, EA, RA, SA)의 총 4부위와 발코니, 거실중앙

23) 전병헌 외,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의 운전상태에 따른 결로 발생에 관한 연구, 냉동공조

학회 Vol.25 No.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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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온습도 측정 기준24)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였다. 디퓨져 부위의 온습도

측정은 실내 습도의 덕트 내부 역유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 디퓨져 부위

덕트 속 1m 지점에 온습도 센서를 인입시켜 24시간 동안 10분단위로 연속

측정을 하였다.

구 분 천장형 바닥형

측정

위치

Ÿ 환기설비 (OA, EA, RA, SA)

Ÿ 발코니

Ÿ 거실 중앙 / 거실 디퓨져

Ÿ 환기설비 (OA, SA)

Ÿ 기계하단부 엘보우

Ÿ 발코니

Ÿ 거실 중앙 / 거실 디퓨져

<Table 4.19> 온습도 측정 위치

(가) 전열교환방식 측정 위치

전열교환방식 온습도 측정 위치는 <Table 4.19>에 나타내었다. 환기설비와

발코니부위, 거실 중앙과 디퓨져 부위로 나누어 측정을 하였으며, 자세한 위

치 및 사진은 다음과 같다.

(Fig. 4.12) 전열환기방식 개념도

24)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82호, 2012.2.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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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지점

E.A 지점

(Fig. 4.13) 배기(EA), 외기(OA)

온습도 측정위치

S.A 지점

R.A 지점

(Fig. 4.14) 급기(S.A) ,환기(R.A)

온습도 측정위치

장비 전인 외기(OA), 배기(EA) 그리고 장비 후 실내측 급기(SA), 환기

(RA) 총 4부위를 선정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시 온습도계 센서를 덕

트에 인입시켜 밀봉하였으며, 측정 위치 사진은 (Fig. 4.13), (Fig. 4.1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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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실

(Fig. 4.15) 온습도 거실부위 측정 위치 평면

거실 중앙의 경우 실내에서 발생하는 온습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거실

급기 디퓨져의 경우 거실 중앙의 온습도의 영향이 덕트 내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4.16), (Fig. 4.17)참조

거실급기디퓨져

(Fig. 4.16) 거실 급기디퓨져

온습도측정위치

거실중앙

(Fig. 4.17) 거실 중앙 온습도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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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방

(Fig. 4.18) 온습도 거실부위 측정위치 평면

발코니 중앙

(Fig. 4.19) 발코니 중앙

온습도측정위치

방 중앙

(Fig. 4.20) 방 중앙 온습도

측정위치

장비를 제외한 측정 부위로는 방과 발코니 부위를 측정하였다. 특히, 발코

니의 경우 환기설비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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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닥환기 측정 위치
바닥환기방식 온습도 측정 위치는 <Table 4.19>에서 확인할 수 있듯, 환기

설비와 발코니부위, 거실 중앙과 디퓨져 부위로 나누어 측정을 하였다. 자세

한 위치 및 사진은 다음과 같다.

(Fig. 4.21) 바닥환기방식 개념도

장비 전(외기측)장비 후(실내측)

(Fig. 4.22) 장비 전ㆍ후 온습도

측정

장비하단 엘보우

(Fig. 4.23) 장비 하단 엘보우

온습도 측정

환기설비의 특성상 전열교환 환기방식과는 다르게 바닥환기설비는 열교환

소자 대신 송풍기만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비 전(외기측)과 장비 후(실

내측) 부위를 측정하였으며, 특히, (Fig. 4.23)에 볼 수 있듯 장비 하단부부위

의 꺾이는 엘보우 부위를 추가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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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실

(Fig. 4.24) 온습도 거실부위 측정 위치 평면

거실 디퓨져

(Fig. 4.25) 거실 디퓨져

온습도측정

거실 중앙

(Fig. 4.26) 거실 중앙 온습도

측정

전열교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실 중앙부위와 거실 디퓨져 부위의 온습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거실 중앙에서 발생한 재실자 스케쥴에 따른 온습도가

거실 디퓨져부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 4.25), (Fig. 4.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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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방

(Fig. 4.27) 온습도 방 및 발코니부위 측정위치 평면

발코니 중앙

(Fig. 4.28) 발코니 중앙

온습도측정

방 중앙

(Fig. 4.29) 방 중앙 온습도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있는 발코니 부위와 실내 측정 부위인 방의 온습도를 측정

하였다. 특히, (Fig. 4.28)에서 발코니 온습도는 환기설비에 끼치는 영향과 노

출 덕트부위의 결로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측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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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실자 스케쥴 파악

(가) 전열교환방식 재실자 스케쥴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취사

세탁

건조

샤워

물끓

이기

가습

기계

환기

자연

환기

난방

<Table 4.20> 강동구 K아파트 전열교환방식 재실자 스케쥴

(나) 바닥환기방식 재실자 스케쥴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취사

세탁

건조

샤워

물끓

이기

가습

기계

환기

자연

환기

난방

<Table 4.21> 노원구 S아파트 바닥환기방식 재실자 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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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측정결과

환기설비 덕트 내부의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온도와 습도만을 고려하여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열 교환 방식 결과

가) 거실 중앙과 S.A 비교

(Fig. 4.30) 거실 중앙과 급기(S.A) 온습도 측정 결과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취사

세탁

건조

샤워

물끓

이기

가습

기계

환기

자연

환기

난방

<Table 4.22> 강동구 K아파트 전열교환방식 재실자 스케쥴-1

재실자의 스케쥴<Table 4.22>와 (Fig. 4.30)를 확인한 결과 16시부터 20시

까지 취사 및 세탁, 샤워 물끓이기 등의 일련의 습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환기설비 덕트 내부의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 부위에서 거

A B C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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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습도의 증가가 있었고, 그 이후의 시간은 평균 70%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

다. 하지만, 환기설비 급기(S.A)의 습도는 20시~21시까지 환기 설비를 가동

하고 끈 직후 습도의 증가가 급격히 일어나며 오전 7시에는 90%가까이 까

지 습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20시부터 다음날 15시

까지의 세탁 후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시키는 이유로 인해 급기(S.A)부위의

습도가 증가한 것이라 판단된다. 21시부터 6시까지 거실의 습도는 일정하나

급기(S.A)부위의 습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B부

위 오전 7시에 환기설비 가동 시 거실습도와 동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자연환기 대신 기계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습도가 낮아

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C구간의 오전 7시 이후 다시 습도의 증가가 이루

어지는데 샤워 및 물끓이기 등의 습기 발생이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하였다.

D구간 오전 12시에 자연환기를 하며 다시 습도 및 온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

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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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기(S.A)와 외기(O.A) 비교

(Fig. 4.31) 급기(S.A)와 외기(O.A) 온습도 측정 결과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취사

세탁

건조

샤워

물끓

이기

가습

기계

환기

자연

환기

난방

<Table 4.23> 강동구 K아파트 전열교환방식 재실자 스케쥴-2

거실 온습도 측정과 급기(S.A)부위가 외기(O.A)부위의 온습도가 실내측까

지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하고자 급기(S.A)와 외기(O.A)부위를 비교하였다.

(Fig. 4.12)의 개념도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급기(S.A)와 외기(O.A)부위 사이

에는 열교환 소자와 전기적 힘으로 닫히고 열리는 모터 댐퍼(Motor Damper)

가 존재한다. 비가동시 모터댐퍼(Motor Damper)는 열리지 않으며, 외기와 실

내부위의 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Fig. 4.31)에 A구간에

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기(O.A)부위에 온도 및 습도의 영향이 급기(S.A)

측정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B구간 오전 7시에 환기설비

가동시 습도가 급기(S.A)와 외기(O.A)부위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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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환기 방식 결과

가) 거실 중앙과 기계하단부 엘보우 비교

(Fig. 4.32) 바닥환기형 거실 중앙과 기계 하단부 온습도 측정 결과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취사

세탁

건조

샤워

물끓

이기

가습

기계

환기

자연

환기

난방

<Table 4.24> 노원구 S아파트 바닥환기방식 재실자 스케쥴-1

재실자의 스케쥴<Table 4.24>와 (Fig. 4.32)를 확인한 결과 18시부터 20시

까지 취사 및 세탁, 샤워 물끓이기 등의 일련의 습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었다. 거실과 기계 하단부 엘보우 부위 습도를 확인해보면 A구간에서 습도

의 증가가 비슷하게 이루어지다 B구간 환기설비를 가동 직후부터 오전 7시까

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환기설비 가동시간에는 기계 하단부 엘보우

부위의 온도가 낮고, 실내 온도는 일정하게 20도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C구간에 있어서 환기설비를 가동 정지 후 엘보우부위의 습도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실내에서 빨래 건조 및 가

A C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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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 사용으로 인해 높아진 습도가 역유입 되어 기계 하단부 까지 습도의 영

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전열교환 방식에 비해 습도증가 시간이 오래걸

렸는데, 이는 바닥환기설비의 구조상 덕트 길이가 길고, 거실에서 기계 하단

부 엘보우 부위까지 습기가 이동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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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 하단부 엘보우와 급기(S.A) 비교

(Fig. 4.33) 바닥환기형 기계 하단부와 급기(S.A) 온습도 측정 결과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취사

세탁

건조

샤워

물끓

이기

가습

기계

환기

자연

환기

난방

<Table 4.25> 노원구 S아파트 바닥환기방식 재실자 스케쥴-2

거실에 있는 급기(S.A)부위와 기계 하단부 부위를 확인한 결과 온습도 그

래프가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점은 A구간에서의 습도 차이

가 나는데 급기(S.A)부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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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기(S.A)와 외기(O.A) 비교

(Fig. 4.34) 급기(S.A)와 외기(O.A) 온습도 측정 결과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취사

세탁

건조

샤워

물끓

이기

가습

기계

환기

자연

환기

난방

<Table 4.26> 노원구 S아파트 바닥환기방식 재실자 스케쥴-3

거실 온습도 측정값과 급기(S.A)부위가 외기(O.A)온습도가 실내측까지 영

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고자 급기(S.A)와 외기(O.A)부위를 비교하였다. 외기

(O.A)부위는 A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온습도의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구간에서는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온습도가 일정하지만, 측

정 당일 노원구의 최저 온도 –2.5℃ 최고온도 10℃, 풍속 6로 바람의 영

향을 많이 받아 온습도 그래프의 변화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외기

의 영향이 전열교환방식과 마찬가지로 댐퍼(Damper)의 영향으로 인해 실내

측 부위와는 연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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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환기 발코니 덕트 결로 가능성

2006년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초기 바닥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아래 (Fig. 4.35)과 같은 발코니 부위를 노출 덕트로 시공

되었다. 노출덕트로 이루어진 노원구 S 아파트의 발코니 부위 24시간 온습도

측정값을 토대로 발코니의 노출덕트 표면결로를 예측하였으며, 기존 설치되

어있는 보온재는 제외하고 발코니의 노점온도를 가지고 노출덕트의 표면결로

를 계산 하였다.

(Fig. 4.35) 바닥환기방식 발코니 노출덕트 검토 부위

실내조건
온도(℃) 26

습도(%) 70

외기조건
온도(℃) -2.5

습도(%) 64.4

발코니조건

온도(℃) 12.6

습도(%) 74.6

노점온도(℃) 8.21

<Table 4.27> 바닥환기방식 노출덕트 분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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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부온도는 12.6℃이므로 내부 대류 열전달계수()는 강제유동이므로

100로 가정 , 외부 대류 열전달계수()는 자연대류이므로 9

로 가정.

관재료는 내열염화비닐(열전도율 = 4.65), 두께는 2mm로 가정.

내부 표면온도를  외부표면온도를  이라 하면

단위면적당 열유속은

 = hi (  -  ) ---------- (1)

 =  

  
 -----------(2)

 =  (  -  ) ------------(3)

가 된다.

그리고 전체 열전달식은

 = K (  -  ) -------------(4)

이다. 여기서 위 4가지 식에서 Q값은 모두 같은 값이므로,

K =



 








-------------(5)

K =






 






K값을 가지고 Q를 구하면 (4)식에서

  ×     

이 값을 식(3)에 대입해서 를 구하면

124.3 = 9 ( 12.6 - )

 = 1.21℃

관 외부표면온도가 1.21℃ 이고 노점온도가 8.21℃ 이므로 결로 발생

즉, 관 외부표면온도 1.21℃로 노점온도 8.21℃보다 낮으므로 발코니 부위

노출덕트에서의 결로발생확률이 높다. 또한 FAN 이전의 노출덕트 속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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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이후 노출덕트 의 온도를 가지고 FAN 이전의 노출덕트를 유추하여보았

다. 상대적으로 FAN의 발열로 인해 FAN 이전의 노출덕트 값이 더 낮으며,

FAN이후의 온습도를 유추한 결과는 아래 (Fig. 4.36) 와 같다.

(Fig. 4.36) 기계 하단부 엘보우 부위 온습도 측정 결과

덕트 내 온습도를 측정 한 결과, 저녁 11시 13.5℃의 배관 내부 온도가 환

기설비 가동 직후 7.2℃를 기록하였고 가동시간인 11시부터 7시까지 온습도

는 평균 6.3℃, 74%를 나타내었다. 이때의 노점온도를 계산해보면 8.21℃ 이

며, 가동 시의 평균 온도는 6.3℃로 노점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노원구 S아파

트 같은 다습한 조건의 온습도에서는 환기설비의 가동 시 차가운 외기의 영

향 및 발코니 온습도로 인해 노출덕트부위 표면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 부위 발코니부위 노출 덕트의 단열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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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기덕트 오염도 개선 방안

4.4.1 공동주택 환기설비 공동관리 제도 도입

외기유입과 실내공기가 접촉되는 환기설비(공기여과기포함)의 결로 발생

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곰팡이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민의 안정화된 실내 공기환경 확보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Table 4.2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대당 청소

용역 시 비용과다로 인해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구분 1안 2안

필요

장비

장비

가격
업소용 청소기 70~80만원

일반 가정용 청소기

15~20만원

청소 볼

가격 미정

용역

대행
10만원 이상 (세대당) 10만원 이상 (세대당)

<Table 4.28> 청소용역 시 비용

따라서 공동주택 환기설비는 단위세대 바닥 또는 천장에 매립되어 덕트 내

오염물질을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제거할 수 없는 구조이며, 청소

용역 시 비용 과다로 인해 덕트 및 환기설비의 오염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

할 수 없으므로 환기설비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

칙』 제 18조 1항 10호 및 [별표2], 주택법 시행령』 제 58조 1항 5의 3호 및

[별표 5] 관리비구성항목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환기설비의 유지관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93 -

현행 개정안

제18조(관리비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

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

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

라야 한다. <개정 2009.12.1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

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

비

<신 설>

제18조(관리비 등) ①-------------------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환기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

는 환기설비 유지비

[별표 2]

관리비항목의 구성명세(제18조 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

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

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

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

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

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신설> <신설>

[별표 2]

관리비항목의 구성명세(제18조 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

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

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

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

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

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10. 환기설비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

영 시에는 환기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환기설

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Table 4.29>『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 18조 1항 10호 및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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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
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
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
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
한다)

<신 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
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
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
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제58조(관리비 등) ① --------------

----------------------------------
------------------------------------
------------------------------------
------------------------------------
-

1. -----

2. -----

3. -----

4. --------

5. -------

5의2.-----------------------------

5의3. 환기설비 유지비 (환기설비가 설

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
------------------------------------
-----------------------------------

7. ------

8.--------------------------------

9.------------

[별표 2]

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 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5의 2. 지능
형 홈네트워
크 설비 유
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
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
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
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신설> <신설>

[별표 2]

세부내역(제58조 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5의 2. 지능
형 홈네트워
크 설비 유
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
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
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
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5의 3. 환

기설비 유

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

영 시에는 환기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환기설

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Table 4.30>『주택법 시행령』제 58조 1항 5의 3호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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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본 장에서는 Mock-up 실험을 통하여 환기덕트내의 오염 상황을 파악하고

특히, 덕트 오염의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측정은 6개월동안 실시되었

고, 내시경카메라, 부유세균 측정기, 온습도계를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

라 환기설비 내부의 오염정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환기덕트 내부를 측정한 결과 천장형 전열

교환기에서는 배기 디퓨져 부위에 바닥형 환기설비에서는 하단부 엘보우에서

오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환기시스템을 교체 후 덕트 청소를 실시

하여 비교한 결과 오염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덕트 내부 청

소 방법에서는 덕트 내부를 스폰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단순히 먼지를

흡입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2) 부유세균 농도는 교체전의 기존 환기설비 보다 교체 후 부유세균 농도

의 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세대의 환기설비보다 부유세균 농도에

있어 개선된 사항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유세균 농도

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재실자의 스케쥴을 고려한 24시간 온습도 측정결과 두 환기방식 모두

디퓨져부위를 통해 덕트 내부의 습도가 증가하는 것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

다. 환기설비 가동 하지 않는 세대가 많을 수록 실내에서의 습기 발생이 환

기설비 덕트로 유입되어 덕트 내부의 곰팡이 및 오염물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공동주택 기계 환기설비는 단위세대 바닥 또는 천장에 매립되어 덕트

내 오염물질을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제거할 수 없는 구조이며, 청

소 용역 시 비용 과다로 덕트 내부의 오염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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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환기설비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덕트내부의 청소 및 실내 습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식 개

선과 유지관리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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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환기덕트 오염도 실태조사와 Mock-up 실험을 통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환기설비 유지기준 고찰 결과 선진외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환기설비 시스템의 설치, 시험 및 유지관리, 청소 기준/방법 등 관련하여 기

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조시스템 및 필터시스템의 청소 및

필터의 교체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준

의 경우 단위세대 환기설비 설치기준은 있으나 환기설비유지관리와 청소 등

에 관한 세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및 기준설정이 필요한 상

황이다.

(2) 수도권 공동주택 실 거주세대 32세대를 대상으로 환기덕트 내 오염도

실태조사결과 천장형 전열교환방식 주요 오염부위는 주방 배기 디퓨져 지점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바닥형 환기방식의 경우 외기도입부와 기계하단부 엘

보우부위가 오염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부유세균의 농도는 댐퍼가 미설치

된 바닥형 환기방식이 댐퍼가 설치된 천장형 전열교환기 환기방식보다 오염

도가 높아 댐퍼의 설치여부가 부유세균 농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환기설비 덕트 내부 미생물 동정분석 결과 두 환기방식 모두 일반세

균은 소량으로 검출되고 있었으나, 인체에 유해한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

지 않았다. 한편, 곰팡이의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실내 습기 발생이

덕트 내부 곰팡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덕트 내

의 실내 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오염도 개선을 위한 6개월 동안의 Mock-up 실험결과 내시경 카메라와

부유세균 농도가 청소 전에 비해 청소 후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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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4시간 온습도 측정 결과 실내습기가 덕트내부로의 유입가능성이 있으

므로 실내 디퓨져 부위에서 온습도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덕트 내부의 오염물질 제거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한 오염물질

을 청소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보다는 스폰지 형식의 청소볼을 이용할

경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4) 환기덕트 오염도 개선방안을 살펴본 바 공동주택 환기설비는 단위세대

바닥 또는 천장에 매립되어 덕트 내 오염물질을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

여 제거할 수 없는 구조이며, 청소 용역 시 비용 과다로 인해 오염정도를 주

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환기설비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화된

실내 공기환경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설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한 목적

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환기설비 덕트내부의 청소 및 실내 습기의 유입을 막

는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침이 필요하며, 현재 환기설비가 설

치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덕

트 내 공동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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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공동주택 환기덕트 오염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연구

황 인 태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 환기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실자에

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분석하여 유지관리 및 청소

부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시경 카메라와 부유세균측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실태를 조사하였고, Mock-up실험을 진행하여 실태조사와 같은 항목으로 6개

월여동안 덕트 내부 오염도의 변화와 재실자 스케쥴을 고려한 24시간 온습도

측정을 통해 덕트 내부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진 외국의 환기설비 기준은 정부차원에서 환기설비 시스템 설치, 시

험 및 유지관리, 청소 기준/방법 등 관련하여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

며 특히, 공조시스템 및 필터시스템의 청소 및 필터의 교체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공동주택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기준 등)에 의거 단위세대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필터의 청소 및 교

체에 관련한 사항만 강제규정을 제정하고 있어 청소 방법이나 기타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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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2) 수도권 공동주택 32세대를 대상으로 환기덕트 내 오염도 실태조사결과

천장형 전열교환방식 주요 오염부위는 주방 배기 디퓨져 지점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바닥형 환기방식의 경우 외기도입부와 기계하단부 엘보우부위가 오

염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부유세균의 농도는 댐퍼가 설치된 천장형 전열

교환기 환기방식이 댐퍼가 미설치된 바닥형 환기방식보다 오염도가 높아 댐

퍼의 설치여부가 부유세균 농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기설비 덕트 내부 미생물 동정분석 결과 두 환기방식 모두 일반세

균은 소량으로 검출되고 있었으나, 인체에 유해한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

지 않았다. 한편, 곰팡이의 경우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습기 발생으로 인

해 덕트 내부에서 곰팡이가 발생되고 있었다.

(3) 오염도 개선을 위한 Mock-up 실험결과 바닥환기방식의 경우 외기도입

부와 기계하단부위에 댐퍼(Damper) 설치가 필수적이며, 특히 실내습도의 덕

트 유입을 같이 차단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발코니부위 노출배관에 대한

단열보강도 필요하다. 또한, 덕트내부의 정기적인 청소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덕트내부의 오염물질 흡입보다는 스폰지 형식의 청소볼을 이용

할 경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4) 환기덕트 오염도 개선방안을 살펴본 바 공동주택 환기설비는 단위세대

바닥 또는 천장에 매립되어 덕트 내 오염물질을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

여 제거할 수 없는 구조이며, 청소 용역 시 비용 과다로 인해 오염정도를 주

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환기설비 공동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화된

실내 공기환경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설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한 목적

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환기설비 덕트내부의 청소 및 실내 습기의 유입을 막

는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침이 필요하며, 현재 환기설비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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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덕

트 내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 공동주택, 환기설비, 덕트 오염, Mock-up 실험,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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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mprovement Study on the Survey

of Ventilation Duct Contamination in

Apartment Houses

Hwang, In-Tae

Architectural Engineering, Building Services & Energy System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providing a pleasant, healthy

indoor environment to occupants when ventilation facilities are being

introduced into apartment hous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overseas ventilator installation standards and identified how

maintenance and cleaning were done. In addition, by measuring floating

germs with an endoscopic camer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s

of apartment houses. This study also conducted a mock-up experiment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s of pollution inside ducts by measuring

changes in pollution levels and composition inside ducts for 6 months, as

well as temperature and humidity for 24 hours, in consideration of

occupants’ schedules, as the same items as those of an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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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vanced countries have enacted and are operating standards for

ventilation facility installation, testing and maintenance, and cleaning

methods, which present maintenance methods for the cleaning of air

conditioning and filtering systems, particularly for replacing their filters.

There are ventilation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for unit households, but

detailed rules on ventilator maintenance and cleaning do not exist;

therefore, such rules and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2)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actual state of pollution in

ventilation ducts of 32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ceiling heat exchangers, pollution in the exhaust diffuser

areas of kitchens was severe; pollution in the case of floor ventilators was

serious in outdoor air-introduction components and the elbow areas of

lower machine parts. Among others, the pollution densities of areas where

dampers were not installed were 1.5 to 7 times higher than in areas

where dampers were installed. In addition, pollution density increased in

places with significant indoor moisture, showing that duct pollut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moisture.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mock-up experiment aimed at

reducing pollution, it was essential to install dampers in outdoor

air-introduction components and the lower machine parts of floor

ventilators, and the inflow of indoor moisture into ducts in particular

should be blocked altogether. Moreover, the insulation reinforcement of

pipes exposed in balcony areas is necessary. Interior ducts should be

cleaned regularly; spongy cleaning balls were effective at inhibiting

pollutants inside ducts.

(4) There are no relevant rules on maintenance aimed at re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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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air pollution (such as molds) with respect to condensation in

ventilators (including air filters). With respect to the system of joint

management of ventilation facilities to cope with excessive maintenance

costs, new legislation should be introduced under Article 18.1.10 and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ntal Housing Act,

and by Article 58.1.5.3 and the attached tabl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Doing so would place the onus on occupants to bear

the cost of stabilized indoor air environmen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lleviate problems with

ventilation facilities installed in apartment houses. Guidelines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cleaning of interior ventilator ducts and on

maintenance for preventing the indoor inflow of moisture are necessary,

and the introduction of a joint management system for interior ducts is

considered essential by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ntal Housing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Keywords: Apartment Houses, Ventilation , Duct Pollutant,

Mock-up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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