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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T: 

 This study investigated automatic malodor exhaust ventilating methods in a water closet 

system. Even though these days advanced equipment has been applied into the toilet in a 

building or house, the odor due to the evacuating the bowels should be carefully removed 

to maintain clean and pleasant toilet. Therefore, this study thoroughly considered the main 

causes of the malodor problems and suggested the best applicable methods to the clos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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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경시 는 배변이 요한 비료의 역할을 했지

만, 도시화 되면서 오히려 배변처리에 많은 비용

이 수반되게 되었다.  

생 이면서 악취 차단이 가능한 수세식 변기는 

1875년 국의 수학자 알 산더 커 이 S자형 

이 에 물을 채우는 장치를 고안하여 오늘날의 

변기와 같은 트랩으로 발 시켰으며, 1882년 미

국에서 사이펀 식 변기와 사이펀  젯트 식 변기

의 원형이 고안된 후  발 을 거듭하여 재에 

이르 다. 이러한 수세식 변기는 오수 이나 정

화조의 악취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생 이어서 화장실을 주거공간내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 으며, 오늘날 인 형 

건축물도 가능하게 되 다.

 인은 하루  80%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한

다. 실내 공기의 질(IAQ)은 건강과 직결되는 

요 인자이다. 실내 공기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요한 방법은 환기이다.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류, 메르

캅탄류 등)는 농도로 생리 으로 크게 향을 

주지 않지만 한순간에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 

오감, 이나 호흡기 막을 자극하거나 압 

이나 맥박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한 지

속 으로 노출될 때 식욕감퇴, 구토, 두통, 불면

증, 알 지 증상 등의 원인과 심리 , 정서 인 

불안정, 작업능률 하  서비스업종은 경제  

손실과 업상 지장을 받게 된다.

  화장실의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탈취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환기에 의한 방식이 있다. 탈취

제를 사용하는 방식은 탈취제의 화학성분 등으로  

일시 으로 후각을 마취시키므로 거부감이 발생

된다. 환기에 의한 악취제거 방식은 실내공기 

체와 악취를 희석시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서   

환기시키는데 시간과 냉난방 에 지 손실이 수반

된다.

  본 연구는 국부 악취 배출 시스템을 통해서 악

취가 화장실 체로 확산되기 에 근원 인 방

법인 악취원에 한 국부 배기 시키는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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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에 지 약 이면서 단시간 내에 만족

할만한 수 으로 효과 으로 악취를 제거시키는

데 제약 과 부수 인 문제 에 하여 고찰한다.

2. 화장실내의 악취의 주원인

  화장실 악취의 주요인은 배변 시 스카톨과 인

돌이란 성분과 소변에서 나오는 요소호기성 세균

에 의한 암모니아의 주성분인 요석과 체취, 흡연  

등이 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인도 들 수 있

다.

① 사람의 호흡, 땀, 입김, 체내  피부로 부  

     터의 분비물 등

② 흡연, 향료의 사용, 음주

 ③ 새로 칠한 벽 는 가구의 도료

 ④ 화장실 바닥, 변기, 배수  등에서 고착되어  

     있는 침 물과 각종세균 등이 있다.

1). 소․ 변시의 악취와 기타 악취를 발생시키는 

세균은 당한 수분과 공기, 당한 온도와 양

분이 풍부한 화장실 변기에서 24시간 내내 생장

하고 번식한다. 변기는 세균의 온상이며, 매 20분

마다 세균수가 2배씩 증식되기 때문에 효과 인 

변기 세정제를 사용하여 지속 으로 변기를 세

척, 살균, 소독하여야 변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지만 세균이 주 로 확산되거나 번

식되지 못하도록 외부로 빠른 시간에 배출시킨다

면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화장실 변기표면, 트랩, 배수 에도 각종 오물

이 침 되고 고착되어 있다. 특히 변기 안에 물

이 내려가는 오수 은 오랜 시간에 거쳐 스 일

이 침 되어 원활한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스

일이 많아질수록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변기가 막히거나 역겨

운 악취가 역류하는 상이 발생된다. 이런 문제 

는 임시방편으로 약품처리도 가능하지만 악취가 

발생되는 변기에서 바로 배출시키는 개별 국부환

기방법이 가장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존 화장실 환기의 문제

  일반 으로 화장실의 환기는 제3종환기로 천정

이나 벽에 환기팬을 설치하여 변기에서 발생된  

악취가 실내 공기와 희석된 후 화장실 체 공간

(2.5~3미터)을 통과하면서 배출되는 시스템을 채

택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문제 은 악취를 배출

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에 지 측면에

서 매우 비효율 이라는 것이다. 환경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ITS)의 화장실 공기 흐름측정 테스

트 결과를 보면 천정 팬을 구동하고 있는 상태에

서 냄새 발생 후 약 4분20  정도 후 발생된 가

스가 모두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Old and new part exhaust  malodor 

system

     

Fig. 2  Wall exhaust  malodor old system

4. 악취 배출 양변기의 원리

  악취 발생원에서 냄새를 국부 배출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 인 방법이므로 본 시스템은 세척수가 

오물을 씻기 해 내려오는 통로인 변기의 림

(Rim)으로 통하는 통로를 공동(배변 시에는 이 

통로에 공기만 통하고 배변 후 세정수 버를 당

기면 세정수가 오물을 씻어 내리는 통로임)으로 

사용하며 통로로 물과 공기는 반  방향으로 향

하여 악취를 뽑아내는 환기 시스템이다. 이 냄새

는 변기 스툴의 워터 채 에 있는 공간을 따라 

림(Rim) 챔버를 통과하여 물탱크와 연결된 벤트 

어 터를 따라 밖으로 배출되며 벤트 어 터는 

오버 로우 러쉬 밸  이 의 바닥에 고정되

어, 물탱크로부터 변기의 림를 통하여 세척과 환

기의 두 가지 목 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변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물탱크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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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되어 있지만 그 하부의 물이 내려가는 통

로에는 빈 공간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 빈 공

간을 이용하여 변기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강

제 배기 팬을 사용하여 배출시키는 구조이다.

  

Fig. 3  Malodor exhaust new system 

fundamental

5.  악취 배출 양변기의 구조

   

Fig. 4  Odor removing system

  

Fig. 5  Malodor path way and bowl, low tank

   그림처럼 양변기 볼(bowl) 테두리에 물과 

공기 통로로 사용하기 해서 물 수 와 도기사

이의 공간이 8mm 이상의 공간과 물탱크 내에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의 높이는 최소 9.5mm 이

상의 공간이 필요하며 물탱크에서 배기 팬까지 

연결하는 덕트 규격은 40mm이상 필요하다.

이때 배기량을 22 CMH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

고 최소 6.8 CMH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배기량이 22 CMH 이상일 때는 공기흐름이 높아

 사용자의 체감 온도가 격히 내려가고 무 

낮을 때는 배기에 향이 있다.

 

Fig. 6  Assembly for back of water closet

Fig. 7  Side and top view of vent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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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mension of fresh valve and ficture

6. 성능 시험

1) 악취 검증

  이 시스템의 검증을 하여 문 테스트 기

인 환경유해물질 분석 서비스 ITS에 의뢰하여 

얻은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별표 참조)

 ○ 실험 방법

  실험장소는 캐나다 리티시 컬럽비아주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Ltd 실험실에서 

실시했으며 실험을 하여 실험실에 일반 양변기

를 설치한 화장실과 악취 배출 시스템 양변기를 

설치한 화장실 각각 환경을 구성한 후 일정 거리

에 냄새감지기(Teledyne Analytical Instruments 

model Max-5 S/N 101930)를 설치한 후 각 양변

기에 샘  가스(Carbon Monoxide gas, 510ppm 

한병)를 10 간 주입하고 측정하 다. 

  샘  가스는 라스틱 튜 를 이용하 고 rim

의 가장자리 앞쪽에서 125mm 치하게 하여  

bowl 에 세트된 압력으로 10 간 주입하 다. 샘

 튜 는 rim으로부터 략 100 mm아래쪽 

bowl의 가운데에 치한다. 

  ○ 일반 양변기를 이용한 화장실 배기방식 

  일반 화장실의 천정 팬이 구동되고 있는 상태

에서 샘  가스는 49  만에 91 ppm을 최고 으

로 다시 원상회복(0 ppm)되는 데 4분20 가 소

요됨을 확인하 다.

  ○ 악취 국부 배출 양변기 방식

  악취 배출 시스템 양변기가 설치된 양변기에 

샘 가스의 주입 후 동일한 치에서 동일한 방

법으로 측정한 결과 91 ppm에서 0 ppm로 되는

데 2분이 소요되었다.

   ○ 팬의 소음 검증

  천정 팬(진도리빙텍, Himpel model no. 

HV3-120, 220V/31W)과 냄새 배출 팬(선우산업, 

model no. VTX-100, 220V/20W)을 동일한 화장

실 내에 설치한 후 이동식 소음기로 측정하 다.

(측정 장소: 경기 용인 동백지구 삼성 공업㈜ 타

운하우스 ‘라포리움’ 모델하우스 내)

1. 화장실 내의 주변 소음은 34 dbA이었다.

2. 냄새 배출 팬(VTX-100)을 구동시키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37 dbA로 측정되었다.

   (약 10 dbA감소)

3. 천정 팬(HV3-120)을 구동시키고 소음을 측정  

   한 결과 47 dbA로 측정되었다.

Fig. 9  Ventex compaction fan

  일반 양변기가 설치된 화장실과 악취 배출 시

스템 양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에서 샘 가스를 배

출하는데 악취배출 시스템 양변기가 설치된 화장

실의 악취 배출 성능이 훨씬 우수한 결과를 얻었

다. 한 화장실 배기 팬 소음도 악취 배출 시스

템을 갖춘 양변기의 배기 팬 소음이 일반 양변기

가 설치된 화장실의 배기 팬 소음보다 10 dbA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7. 기  효과

7.1 악취  유해 세균의 효과 인 제거

  악취 국부 배출 시스템은 화장실의 사용  변

기로부터의 기분 나쁜 냄새  유해 세균이 화장

실 체로 퍼지기 에 건물 밖으로 배출시키므

로 실내 환경 개선  타인이 변기를 사용한 직

후에도 불쾌감을 상당히 일 수 있다.

 물을 내릴 때 수많은 미세한 크기의 물방울 입

자가 화장실 기 으로 방출되게 된다. 이때 

오염된 물방울들은 화장실에 비치한 칫솔과 타월 

등의 표면에 부착되게 되어 공기 의 바이러스

나 박테리아가 하는 실내를 오염 시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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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내 세척수의 와류회 은 좌변기의 구석에 붙

어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의해 오염된 안개형

태의 물방울들을 실내로 퍼트리는 효과가 있다. 이 

에어로졸 안개는 아주 미세하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폐로 흡입되어 으로 인입(引入) 

될 수도 있다.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

의 출  등 험한 환경으로의 노출 시 에 사는 우

리는 이제 감염의 가능성을 일 수 있는 생 인 

환경 구성에 보다 민감해야 할 때이다.

 이용자가  느끼지 못하면서 악취가 자동 배

출되는 시스템(Odor Removing System)은 이러

한 가능성을 방하는 가장 한 시스템이라 

생각된다.

7.2 악취 배출 양변기의 설치에 따른 수 약 효과

  이용자의 에서 일반 양변기와 악취 배출 양

변기를 사용할 때 가장 실제 인 차이는 ①악취가 

자동 배출됨으로 쾌 한 환경이 조성되고 ② 따라

서 물 사용의 횟수가 반으로 어들 것이다. 일

반 으로 화장실 환경이 불결하면 이용자는 물을 

한 번 더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국민이 양변기의 물을 하루에 한 번씩만 안 

내린다면 1회 6리터 수 형 양변기를 기 해도, 

오천만 명 x 6리터는 1일 30만 톤의 수돗물 약

효과가 발생된다.

7.3 국 부  환기에 의한  에 지 감 효과

  기존 화장실 배기 방식은 벽부형이나 천정형 

배기 팬으로 배기량이 보통 60CMH이나 악취 배

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환기량이 22CMH이하

로 환기에 의한 열 손실이 약 63%정도 약되며 

한 패기 팬 구동에 의한 기 에 지 약 효과

도 기 된다.

7.4 화장실 유지보수 비용  감  화장실의 환

경개선 효과

  국내 방향제  방취제 시장의 규모를 볼 때  

부분이 화장실의 악취 제거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지 악취의 마스킹 효과(masking effect)를 

이용하는 것 외에 근본 인 개선 책이 되지 못

한다. 재 화학제품들이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나 본 악취 배출 시스

템은 발생 악취를 근원 으로 발생 즉시 건물 밖

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화장실의 공기 정화비용을 

부분 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의 

공기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7.5 양변기  소 변기도 활용  가능

  양변기외에 물을 사용하는 생기구에 물을 내

리는 림이 있는 생기구(소변기)도 기존의 기구

를 약간 개선 시켜 Fig. 10과 같이 국부 악취 배

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7.6 제 언

1 .  악취 배출 시스템은 배변 시 발생되는 악취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인체에서 나

는 체취, 바닥 하수구등에서 나오는 악취의 배출

은 도리어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

 일반 양변기나 소변기를 이용할 경우 물을 내리

는 통로인 림(rim)과 림에서 나오는 구멍(hole)에 

공기가 통하여야 하므로 악취가 잘 빨려나갈 수 

있게 공기 항을 고려하여 신 하게 림의 크기와 

구멍을 제작해야 한다.

2 .  배기 팬의 배기량이 6.8CMH 이하일 경우 공

기가 양변기 bowl을 통과하기 어렵고, 한 개의 

양변기에 통과하는 공기량은 22CMH 이내로 하

여야 하므로 용 배기 팬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한다.

Fig. 10  Water closet and urinal of odor 

remo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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