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11卷 第2號 通卷 第43號 2004年 3月  17

論   文

학교건물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ing of the Ventilation System as the Method of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the Schools

                                                    안 철 린
*
      김 좌 진

**

                                                           Ahn, Chul-Lin   Kim, Jwa-Jin 

                                                    금 종 수
***

     박 효 순
****

                                      Kum, Jong-Soo  Park, Hyo-So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cerns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school classrooms. Polluted indoor 
air is improved by efficient ventilation systems. So it is important to measure the amount of ventilation 

needed in classrooms.
  First, the amount of natural ventilation were measured through a tracer gas method. And we have 
established a heat recovery ventilation system from 4 cases of airflow in classrooms, and we have measured 
the change of CO2 density. 
  According to air quality measurements in the classrooms, the density of CO2 is well above environmental 
standards which are acceptable. When the amount of ventilated airflow increases, indoor air quality is 
improved. It is surveyed that the most suitable amount of external inducted air is 770 CMH to satisfy CO2 

less than 1,000 ppm in classrooms.
  For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classrooms, we must consider a suitable ventilation plan and installation 

of ventilation systems when constructing school buil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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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건축물의 기밀성 향상과 더불어 건축 내

1) 정회원, 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박사과정
2) 정회원, 부경대학교 냉공공조공학과 석사과정
3) 정회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4) 정회원, 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장재 등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원의 다양화로 

미세 먼지, 가스상 물질(CO, CO2, SO2, NO2), 석

면, 라돈, 포름알데히드(HCHO), 중금속, 미생물성 

물질, 악취 등의 오염물질에 의한 실내 공기오염

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쉽게 검출되지 않으며, 환기량이 부

족할 경우 실내에 잔류하게 되어 건강에 해를 미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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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의 경우 단위 면적당 재실인원이 많고 

마감재로 사용되는 재료로부터 유해 물질이 발생

되어 학생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새학교 증후

군(New School Building Syndrome) 현상이 나

타나고 있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냉□난방기

의 가동으로 인하여 실내가 밀폐됨으로써 환기부

족으로 인한 불쾌감이 증대되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능력향상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학교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학생 1인당 공급되어야 할 

외기량을 실의 용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재

실자의 쾌적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환기량을 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실의 환경위생기준이 제정되어 기

계적 환기시설을 이용한 일정 수준의 환기를 하

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만족하는 학

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내 공기질 제어와 쾌적성 향상을 위한 방안

으로 실내 공기오염 발생원의 제거 또는 대체, 개

선, 환기, 공기청정기 등에 의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환기(Ventilation)는 가장 효과적인 실내 

오염물질 제어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환기는 실

내 공기의 오염을 허용치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

하여 실내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공

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외

기 도입량 증가는 실내의 환기횟수를 증가시켜 

오염된 공기를 희석시킴으로써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내의 종합적인 오염정도 또는 환기상태를 평

가하는 척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사용하고 있

으며, 이산화탄소는 주로 재실자들의 호흡에 의하

여 발생하게 되므로 실내공간에서 농도가 증가하

면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부족하게 되어 중

요한 실내오염물질 중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

하여 모델 학교에 용량이 다른 환기장치를 설치

하고,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 교실을 대상

으로 실내공기의 환기상태를 평가하는데  지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환기시스템의 작동 

여부 및 환기량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

정□평가하여 최소 필요환기량을 도출하고, 이러

한 결과를 통해 향후 학교 교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

고자 한다.

2. 학교건물의 실내 환경기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실내공기오

염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1996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되어 한정된 실

내공간에서의 공기질기준이 마련되었고, 실내 공

기오염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속에 2000년 4월

부터는 실내 및 사무실에서의 금연이 법으로 제

정되었으며, 2003년 4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

기질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4년 5

월부터는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아파트, 공동주택, 

도서관, 터미널 상가 등의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   분 기  준  내   용

온 도
 ᆞ겨울철 : 18℃ 이상 20℃ 이하
 ᆞ여름철 : 26℃ 이상 28℃ 이하

습 도  ᆞ상대습도 30% 이상 80% 이하

환 기  ᆞ1 인당 환기량 21.6 ㎥/시간

CO2  ᆞ1 시간 평균 1000 ppm 이하

미세먼지  ᆞ24시간 평균 1㎥ 당 150 ㎍

조 도  □300 Lux 이상

채 광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 이상 (최소 2% 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 : 1을 넘지 않을 것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을 것

소 음  ᆞ55 dB 이하

표 1, 학교 교실의 환경위생기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건물의 경우 시대에 부응하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4월 기존의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고 ‘학

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4호)

을 제정하여 교실의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은 우리나

라와 미국의 경우 1,000 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문부과학성에서 제정한 

학교환경위생기준에 따라 1,500 ppm으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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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실내 공기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의 일반생활환경 권고치는 920 

ppm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람을 유일한 오염원으로 간주하였을 때, 

실내 공기환경의 최소 환기기준 설정을 위하여 

ASHRAE에서는 방문자의 20%가 불만족할 경우

를 근거기준으로 하였고, 유럽과 일본 등지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1인당 약 8ℓ/s(29 ㎥/h)의 환기

량을 요구하고 있다(Fanger, 1996). 그러나 학교

의 경우 학생들의 폐활량이 다소 작은 것을 감안

하여 1인당 6ℓ/s(21.6 ㎥/h)가 환경위생기준으로 

설정되었다.

3. 실내 공기환경 측정
3.1 실험 대상 학교
학교 교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험 대상 

H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며, 주변

산간 및 해안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공해에 의

한 공기오염도가 비교적 낮다. 또한 교실이 북

측에 있고 복도가 남측에 있으며, 운동장이 교

사 남쪽 5m 아래에 있어 흙먼지에 의한 영향이 

적다. 교실의 외부창은 산이 인접해 있어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험대상 학교로 선정하게 되었다. 

측정시기는 하절기(2003년 7월 20일～7월 26

일)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표 2는 실험 대

상학교의 건물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구 분 내    용

건물규모
 대지면적 : 19,705 ㎡, 
 연 면 적 :  5,883 ㎡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높이  층고 : 3.3 m,   천장고 : 2.7 m

교실면적  9 m×7.5 m = 67.5 ㎡

학교규모  학급수 : 22학급,   학생수 : 745명

공조설비  히트펌프식 천장형 냉난방기 (3.5HP)

창문구조
 조립식강제창호 (3 ㎜ 투명유리) 
 + 플라스틱창호 (3 ㎜ 투명유리)

마감재료
 천장 : 천장틀 + 6 ㎜ 석고시멘트계 
 벽체 : 수성 페인트
 바닥 : 목재 후로링

표 2.  실험 대상 학교의 건물 구조

3.2 환기시스템의 구성
환기시스템은 천장 내부공간에 설치 가능한 

350 CMH와 500 CMH의 용량을 가진 열회수형 

환기장치(Heat Recovery Ventilator)를 설치하

였다.  그림 1은 천장형 환기시스템의 설치 평

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천장의 중앙보를 사이에 

두고 교실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각 1대의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 가동유무에 따른 CO2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 교실 환기시스템의 설치 평면도

환기시스템은 환기구와 환기덕트, Controller, 

외부 흡기구와 배기구, 전열교환기로 구성된다.  

  교실 창문에 설치한 외부 흡입구를 통해 신선

한 외기가 유입되면 덕트를 통해 환기팬이 내장

된 전열교환기로 전달이 되고 실내 급기용 기구

를 통해 교실에 공급된다. 반대로 실내의 오염

된 공기는 배기용 환기구와 덕트를 통해 전열교

환기로 전달이 되어 외부 배기구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3.3 측정 장치 
실험대상 교실의 이산화탄소와 온도, 습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내오염 종합측정장치를 교실

의 중앙에 설치하였다. 측정원리는 비분산 적외

선 측정법에 따라 이산화탄소에 의한 적외선 흡

수량의 변화를 선택성 검출기로 측정하여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는 방법이다.

표 3은 측정장치의 측정범위와 정밀도를 나

타낸 것이며, 측정장치와 컴퓨터는 On-line으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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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측정항목 측정범위 정밀도 용도

ICS-2000

CASELLA

온도 -40～60℃ 0.1℃

온습도,

 기류, 

CO2, O3 

동시측정

상대습도 10～98%RH 0.1%RH

기류속도 0.1～2.5m/s 0.01m/s

O₃ 0～1.0ppm 0.1ppm

CO 0～100ppm 0.1ppm

CO₂ 0～3,000ppm 10ppm

표 3.  실내 공기질 측정장비

 3.4 측정 방법
측정 장소는 교사 2층에 위치한 교실이며, 교

실당 재실 인원은 30명 (남：19명, 여：11명)이

었다. 측정은 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2교시 

수업인 오전 10시 20분부터 6교시 수업이 끝나

는 시간인 오후 3시 25분까지 5분 간격으로 

CO2 농도를 연속 측정하였다.

환기시스템은 천장형 350 CMH, 500 CMH, 

850 CMH (350：500), 1000 CMH (500＋500)의 

4가지 조건으로 열회수 환기장치를 교체해 가며 

7일간에 걸쳐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4는 환기

시스템의 수업 시간대별 측정방법을 나타낸 것

이며, 그림 2는 실험대상 교실의 공기질 측정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업시간 측정방법 측정요소

2교시 10：20～11：05
환기시스템 미가동

 상태에서 5분 
간격으로 연속측정

실내, 실외
CO2 농도

(ppm)

3교시 11：15～12：00

환기시스템 가동 
상태에서  5분 

간격으로 연속측정

4교시 12：10～12：55

점심시간 12：55～13：45

5교시 13：45～14：30

6교시 14：40～15：25

표 4.  환기시스템의 수업 시간대별 측정방법

그림 2. 실험대상 교실의 공기질 측정 모습

3.5 단위교실의 자연환기량 측정
밀폐되어 있는 상태의 교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외기가 침입되고 열교환과 오염물질의 경감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기의 침입량은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확산과 분포를 파악하고, 실

내 공기흐름의 적정성과 환기량 산정을 위해 정

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단위교실의 자연환기량 측정을 위해 추적가스

법(Tracer Gas Method)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였

고, 측정장치는 ASTM E741-8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g air leakage rate by 

tracer dilution)의 개념을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추적가스로는 국내에서 구입 및 운반이 용이하

고,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위험성이 적은 불활성, 

불연성인 CO2 가스를 사용하였다. 추적가스법에 

의한 실내 환기성능 측정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실내로 방출된 추적가스가 실내의 기존 공

기에 균일하게 확산되어 혼합될 수 있도록 팬

(fan)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혼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시 지속적으로 미기류를 발생시켜 추

적가스를 공간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시켰다. 

측정 시작 시간과 그로부터 30분이 지났을 때

의 실내 CO2 농도를 측정하여 감소량을 구하였

고, 정확한 실험을 위해 이와 같은 과정을 5회 반

복하였다. 추적가스의 농도측정을 위해서 TESTO

사의 multi-gas moniter를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KS F 2603에 따라 실내에서 이산

화탄소의 발생이 정지되면 CO2 농도가 급기로 인

해 감소하는 것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CO2 농도의 감소량을 측정하고 아래의 

Seidel의 식을 이용하여 누기량을 구할 수 있다.

  Q = 2.303 V
t
log 10

 C 1- C 0

C t- C 0

    Q ： 누기량 (m3/ h)

    V ： 그 실내 기체의 부피

    C ： 급기 중의 CO2  농도 

    C1 ： 실내공기 중의 CO2 농도 

    Ct ： t 시간 후의 실내공기 중의 CO2 농도    

                       

 외부 급기의 CO2 농도는 평균 373 ppm으로 측

정되었다. 학교 교실의 자연환기량 측정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평균 자연환기량은 시간당 155㎥, 

환기횟수는 시간당 0.89회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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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작전농도

(C1)
t시간 후 
농도 (Ct)

자연
환기량

환기횟수

1회 6319 ppm 4071 ppm 165m3 0.95

2회 6220 ppm 4018 ppm 165m3 0.95

3회 5290 ppm 3624 ppm 144m3 0.83

4회 4715 ppm 3133 ppm 156m3 0.90

5회 6083 ppm 4134 ppm 144m3 0.83

표 5. 교실의 자연환기량 측정 결과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환기시스템 미가동시 이산화탄소 변화
그림 3은 환기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

서의 실험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최대치가 2,207 ppm의 값을 나타내었고, 

실제 수업시간의 이산화탄소 평균농도는 1,709 

ppm을 보였다. 수업 중 45분 동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이 되자 학생들이 출입문을 열어 1,000 ppm 이하

로 떨어졌다.

교실의 환경위생기준에 비하여 이산화탄소의 평

균농도가 1.7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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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기시스템 미가동시 실험 측정 결과

 

4.2 환기시스템 가동시 이산화탄소 변화
1) 350 CMH 환기시스템에 의한 실험

그림 4는 350 CMH의 환기시스템 실험측정 

결과이다.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

서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대 2,150 ppm

으로 측정되었다. 이후 교실 앞부분에 설치된 

환기시스템을 가동시킨 결과 가동 중 이산화탄

소의 농도가 최대 1,813 ppm으로 측정되어 337 

ppm정도의 환기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 수업시간의 이산화탄소 평균치는 1,488 

ppm으로 나타나 환기시스템을 가동시켜 662 

ppm의 이산화탄소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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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기시스템 350 CMH 실험 측정 결과

2) 500 CMH 환기시스템에 의한 실험

  그림 5는 500 CMH의 환기시스템 실험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

은 상태에서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대 

2,055 ppm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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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환기시스템 500 CMH 실험 측정 결과

이후 교실 뒷부분에 설치된 환기시스템을 가

동시킨 결과 가동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대 

1,491 ppm으로 나타나 564 ppm정도의 환기성

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수업시간의 이산화탄소 평균치는 1,307 

ppm을 보여 환기시스템을 가동시켜 748 ppm의 

이산화탄소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850 CMH 환기시스템에 의한 실험

그림 6은 850 CMH의 환기시스템 실험측정 결

과를 나타내었다.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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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1,714 ppm

으로 측정되었다. 이후 교실 앞부분에 설치된 350 

CMH, 뒷부분에 설치된 500 CMH의 환기시스템

을 가동시킨 결과 가동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대 1,489 ppm을 보임으로서 225 ppm정도의 

환기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성능이 

낮은 것은 환기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

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714 ppm정도로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실제 수업시간의 이산화탄소 평균치가 

975 ppm으로 나타나 환경위생기준 1,000 ppm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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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환기시스템 850 CMH 실험 측정 결과

4) 1,000 CMH 환기시스템에 의한 실험

그림 7은 1,000 CMH의 환기시스템 실험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

은 상태에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2,323 ppm으로 측정되었다. 이후 교실 앞부분에 

설치된 500 CMH, 뒷부분에 설치된 500 CMH의 

환기시스템을 가동시킨 결과 가동 중 이산화탄소

의 농도가 최대 1,220 ppm으로 나타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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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환기시스템 1,000 CMH 실험 측정 결과

 

ppm정도의 환기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 수업시간의 이산화탄소의 평균치는 

816 ppm을 보여 수치상으로 1,507 ppm의 이산

화탄소 농도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환기시스템

의 환기용량이 1000 CMH으로 늘어남에 따라 

환기성능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4.3 환기량 분석 결과
표 6은 환기시스템의 환기량별 CO2 농도 측

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환기량
(CMH)

재실
인원
(명)

외기
CO2

농도
AVG
(ppm)

CO2 (ppm)

환기
장치
OFF
상태 
MAX

환기시스템 ON상태

MAX
AVG1

(수업시간)
AVG2
(Total)

350 30 370 2,150 1,813 1,488 1,281

500 30 368 2,055 1,491 1,307 1,165

850 30 376 1,714 1,489 975 923

1,000 30 375 2,323 1,220 816 803

표 6. 환기량별 CO2 농도 측정결과

환기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 중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와 가

동하였을 때의 CO2 농도 평균값을 비교 하였다. 

측정결과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CO2 평균농도는 2,060 ppm을 보였고, 환기시스

템을 가동하였을 때의 CO2 농도 값은 큰 환기

량을 가지는 환기시스템 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

사 안의 환경위생기준에 따르면, 교실에 필요한 

1인당 환기량은 21.6 CMH이며 교사를 포함한 

31인 기준일 경우 최소 670 CMH정도의 환기량

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의 4가지 측정조건 중 이산

화탄소에 대한 환경위생기준 1,000 ppm이하의 

필요 환기량을 만족하는 경우는 850 CMH와 

1,000 CMH일 때의 환기시스템이며, 이때의 수

업시간 평균 CO2 농도는 975 ppm과 816 ppm

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8은 환기량과 이산화탄소 농도와의 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여름철 교실의 공기질 1,500 

ppm을 기준할 경우 환기량 350 CMH, 교실의 

공기질 1,000 ppm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환기량 

770 CMH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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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환기량과 CO2 농도와의 관계

학교 환경위생기준의 이산화탄소 농도기준이 미

국의 학교시설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나, 미국

의 실내 CO2 농도 기준 1,000 ppm은 외기 CO2 

농도가 300 ppm 정도인 경우의 실내 기준이며,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외기 CO2 농도 측정값이 

430～500 ppm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동일한 

1,000 ppm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기시스

템의 환기용량 증대가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건물의 공기질 개선을 위하

여 단위 교실에 용량이 다른 환기시스템을 설치

하고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환기성능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추적가스법에 의한 측정결과, 학교건물 단위

교실의 자연환기량은 시간당 155㎥, 환기횟수는 

시간당 0.89회로 조사되었다. 

2) 여름철 냉방시 중학교 학생 30명이 수업 

중인 교실에서 이산화탄소의 최대농도가 2,207 

ppm, 평균농도는 1,709 ppm으로 측정되어 교실

의 환경위생기준 1,000 ppm에 비하여 70% 정

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단위 교실에 환기시스템 적용결과, 환기장치

의 외기 도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 공기질은 

향상 되었다. 외부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73 

ppm 일 때, 수업 중인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 ppm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기도

입량은 770 CMH, 1인당 외기도입량으로 환산하

여 25.7 CMH로 분석 되었으며, 학교 환경위생기

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당 최소환기량 21.6 

CMH에 비하여 19%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학교건물의 공기질 개

선을 위해서는 단위 교실의 환기효율을 증대시키

고 환기로 인해 배출되는 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는 방안과 재실자 이외의 오염원 즉, 건축자재

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한 환기량

을 보정하여 최종 환기량을 결정하는 방법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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