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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wer door tests were carried out for two weeks to measure infiltration in two apartment 

houses located in Sejong, Korea. Preliminary measuremen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infiltration routes of the households for one week. In the main measurement, infiltration rates 

through the infiltration routes were measured as the pressure difference between indoor air and 

outdoor air was changed. Six sets of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and the measurement data 

were used to estimate flow coefficients (C) and pressure exponents (n) of all infiltration routes. 

To investigate feasibility of the analysis method,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and the iterative 

method were used. Through the feasibility study, the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to stop or 

continue the calculation process were found. The criteria is that R2 of the regression model of 

each case should be bigger than 0.9 and the pressure exponents (n) of the regression model for 

the previous blower door test case should be smaller than or equal to that of the following case. 

Using the criteria found in the feasibility study, the infiltr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which 

uses iterative approach to find sets of flow coefficients and pressure exponent to make the 

average R2 value for all cases maximized. As a result of infiltration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the calculated pressure exponents of all regression model for a household was same. 

주요어 : 블로워 도어테스트, 침기, 유체계수, 압력지수, 균열법

Keywords: Blower door test, Infiltration, Flow coefficient, Pressure exponent, Crack method

서 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절반이라고 하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아파트 호수는 천만

호가 넘어가며 이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9.6%이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7.2%에 달한

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냉난방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내외 압력차로 인해 발생하는 침기이다. 국내에서는 침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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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건물에서 자연상태에서의 침기량을 측정하는 방식에 쓸 수 있는 자체적인 데이터가 미비

한 실정이다. 국내 건물의 침기량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물 타입별로 침기량을 산정

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건물 에너지 분석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건물의 침기를 다루는 방식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간 당 환기횟수(Air change per 

hour:ACH)를 이용한 방법이며, 좀 더 정밀하다고 알려진 방법으로 균열법(Crack method)이 

있다. 균열법은 외기가 건물의 문, 창문, 콘센트, 조명기구나 바닥 및 벽의 조인트 주변의 틈

(crack)을 통해서 바람, 연돌 효과 혹은 공조장치의 작동에 의해 발생한 실내외 압력차에 의해 

실내로 유입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틈을 통해 들어오는 의도하지 않은 외기를 침기로 규정하

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때 외기의 유입량은 틈새의 크기, 종류 그리고 건물 내외 압력차에 

의해 결정된다. 침기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되어 진다. 

     (1)

여기서, Q는 침기량(m3/hr), C는 유체 계수(flow coefficient), n은 압력지수(pressure exponent), 

그리고 는 실내외 압력차(Pa)를 의미한다. 유체 계수 C는 실내외 압력차가 1 Pa 일 때의 

침기량과 같은 값이다. 압력 지수 n은 침기의 성질에 따라 변화한다. 입출구에서의 압력이 일

정할 때 매우 긴 통로를 통해 흐르는 층류의 경우 압력지수 n은 1이 되며, 통로의 일부가 좁아

지면서 층류가 난류로 발달함에 따라 압력지수 n은 0.5로 변화한다. 완전한 난류의 경우 

n=0.5가 된다. 따라서 n의 값은 0.5~1의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침기의 

경우 보통 완전한 난류로 발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0.6~0.8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Klems, 1983). 

미국에서 침기에 관한 기초 연구는 1980년대 Sherman and Modera (1986)을 중심으로 수

행되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침기 관련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공동주택의 침기값을 블로워 도어 테스트(Blower door test)를 이용하여 찾는 연구가 다수 진

행되었으며(조재훈, 2010; 김승철 외, 2011; 서종현과 윤재옥, 2012; 이윤규와 신철웅, 2013; 

윤재옥, 2013), 이 연구들은 ACH50값과 같이 건물의 외피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통한 건

물의 기밀수준을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물의 기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

양한 방법을 정리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며(옹드람 외, 2019), 건물의 침기 발생 부위를 예측하

여, 이의 유효틈새 면적을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침기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도 수행되었다(김

승철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2세대를 선정하여 각 세대의 침기루트를 특정하고, 각 침기루트에 

따른 침기량을 평가하기 위한 균열법(crack method)에 필요한 인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

하고자 한다. 침기가 발생하는 침기 루트를 특정 짓기 위해 1주간의 예비 측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특정 된 침기 루트 별 압력지수 n과 유체계수 C를 2주간의 블로워 도어 테스트를 

통한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계산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해 CONTAMW와 같은 침기 분석 툴 

또는 Energyplus의 Air flow network를 이용하여 평균 침기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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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침기량을 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블로워도어 테스트를 이용하여 실내,외 압

력차가 50 Pa 일 때 측정한 통기량을 건물의 부피로 나눈 ACH50값을 교정상수를 이용하여 

단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문제는 교정상수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

도록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수적으로 권고하는 20이라는 값을 일반

적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값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기남 외, 2015).

이 연구는 블로워 도어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와 균열법의 이론을 이용하여 건물의 침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의 선행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침기 루트를 특정하고 각 침

기 루트 별 압력지수와 유체계수를 구하는 것 만을 다루며, 이를 이용한 세대의 평균 침기량

의 산정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기밀 측정

유체 계수와 압력지수는 블로워도어 테스트(Blower door test)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블로

워도어 테스트에는 팬(fan)을 이용해 실내에 바람을 집어넣어 실내를 가압하는 가압법과, 실

외로 바람을 배출하여 실내를 감압하는 감압법이 있다. 팬을 이용해 가압 및 감압을 한 후, 실

내와 실외의 정압 차이와 팬에 의해 실내에 토출(가압법)한 혹은 실외로 배출(감압법) 된 통기

량을 측정한다. 10 Pa에서 50 Pa까지 단계적으로 압력차이를 변화시키며 통기량과 압력차를 

측정하고 이를 회귀식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상기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세종에 위치한 완공된 지 1년 미만의 실증실험용 3층 아파트에서 실시하였

다. 아파트 3개 동 중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는 C동에서 동일한 평면을 가지는 좌우 반전인 

2층에 위치한 2세대를 대여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세대의 바닥면적은 84 m2이며, 천

정고는 2.4 m로 측정되었다. 본 실험은 제품 개발 성능 실험의 부속 실험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험의 목적상 복도를 면하는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는 실험 공간에서 제외되었

다. 제외된 방하나와 화장실은 거실과 문 하나로 분리되어 있으며, 본 실험 동안 문에 기밀

처리를 하여, 공기의 유동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블로워 도어 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공

간의 바닥 면적은 Figure 1에 나온 것과 같이 54 m2이다. 2개의 실의 평면은 동일하고 3개

면이 외부에 직접 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C-201호의 경우에는 남측과 북측, 그리고 

동측 벽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C-202호의 경우에는 남측과 북측, 그리고 서측 벽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다. C-201호와 C-202호의 평면도와 실험에 사용된 공간과 아닌 공간

의 구획은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다. 실험에 사용된 블로워 도어 테스트 기기는 KONA 

Sapporo사의 KNS-4000이며, 이 장비는 현관문 뿐 아니라 창호 설치도 가능하며 형상은 

Figure 2와 같다. 

실험은 예비실험과 본실험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실험을 실시하는 기간 실내의 온도는 

18~19°C, 실외온도는 11~14°C로 측정되었으며, 실외 풍속이 1 m/s 이하일 때 기밀 측정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은 2019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 2세대 간의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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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기밀 측정이 필요한 부위를 선별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블로워 도어 테스트기를 현

관에 설치하고 전체 침기량을 측정을 한 후, 침기가 일어난다고 예측되는 부위를 기밀재를 이

용하여 막은 후 다시 침기량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을 통해 본 실험에서 

측정할 6개의 케이스가 선별이 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실험을 통해 선정된 6가지 케이스에 대한 측정을 2세대에서 실시하였

다. 첫번째 케이스에서는 건물 실내의 가능한 모든 침기 루트에 비닐막과 테이프를 통해 기밀 

작업을 하여 침기를 최소화하였다. 남측창 전면을 비닐막를 이용하여 기밀작업을 하였으며, 

북측 후면창과 측면창도 대형 비닐과 테이프로 기밀작업을 실시하였다. 주방의 경우 PD(파

이프 덕트)와 레인지 후드 부위의 침기 루트가 개별로 막기가 불가능 할 정도로 넓게 분포되

어, 주방의 싱크대 앞면 전체를 전면 비닐로 격리하고 기밀 작업을 하였다. 또한 화장실을 통

한 기밀은 배수구, 배기구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의 틈새도 모두 기밀 작업을 하여 침기 발생

을 최소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콘센트와 조명기기 주위의 틈새도 가능한 모두 테이프와 비

닐을 이용하여 기밀 작업을 하였다. 

Figure 1. Floor plan of the apartment and order of removing air sealing for measuring air 

leakage performance

Figure 2. Blower door test equipment and air seal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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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케이스의 측정이 끝난 후 순차적으로 기밀 테이프와 비닐 시트를 제거해 가면서, 총 

6가지 케이스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 가능한 모든 침기루트를 기밀작업

을 한 상태에서의 측정을 말하며, 이는 침기 루트를 특정할 수 없는 침기가 얼마나 발생하는

지 알아내기 위한 측정이었다. 두번째 케이스의 측정은 남측창에 설치한 기밀막을 제거한 후 

실시되었다. 세번째 기밀 측정은 주방전체를 격리하던 비닐막을 제거하고 실시되었다. 이는 

주방과 이와 연결된 파이프덕트를(PD) 통한 침기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예비실험 결과 주방 

전체와 주방과 연결된 파이프덕트를 통해 침기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측되었기

에 주방 전체를 격리하고 하나의 측정 케이스로 삼았다. 네번째 측정은 실내에 전체적으로 분

포하고 있는 플러그 소켓과 조명기구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과 기말테이프를 제거하고 실시

되었다. 다섯번째 측정은 서측창의 기밀 시트를 제거하고 실시되었으며, 마지막 여섯번째 측

정은 북측창과 문의 기밀시트를 제거하고 측정되었다. 기밀에 사용된 비닐과 테이프의 제거 

순서는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측정결과 및 분석

C-201호의 측정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측정은 감압법으로 실행되었다. 블로워 도어 테

스트 기기가 자동적으로 20 Pa부터 측정을 시작하고, 이후 10 Pa내의 압력차를 증가시키며 5

회의 측정을 실시한다. 따라서 블로워 도어 테스트로 인해 측정되는 압력 변화의 범위는 20 

Pa부터 55 Pa 전후까지이며, 이렇게 압력이 변할 때 이러한 압력차를 발생시키는 팬에 의한 

통기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Figure 3의 가로측은 압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세로축은 이러한 

압력을 발생시키는 팬에 의한 통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 Blower door test data for six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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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의 측정데이터는 수식1 형태의 회귀선으로 나타나 있으나, 보다 간단하게 유체계

수 C와 압력지수 n을 찾기 위해 각 케이스별 측정 데이터인 압력차와 풍량 데이터 양쪽에 상

용로그(log10)을 취한 후 단순회귀식으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

진 단순 회귀식을 이용하여, 압력차가 1 Pa에서 50 Pa까지 변할 때 케이스 별 압력차에 따른 

통기량의 차에 대한 선형회귀식을 만들었으며, 그 예는 Figure 4와 같다. Q3-Q2 값 외의 다른 

케이스들의 경우 압력차별 통기량 값이 유사하여 Figure 4에는 겹쳐서 보이고 있다.

Figure 4. air flow rata difference with various pressures through infiltration paths

남측 창문의 기밀제거를 통해 남측 창문에서의 기밀 성능을 찾기 위해서, 압력에 따른 남측 

창문의 기밀 제거시의 풍량(Q2)에서 전체 기밀 제거시의 풍량(Q1)을 빼면 압력에 따른 풍량

차(Q2-Q1)을 구할 수 있다. 압력차에 따른 풍량차(Q2- Q1)의 관계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만들

어 남측 창문을 통한 침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유체계수 C 값과 압력지수 n 값을 구할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으로 압력차를 변화시킬 때 각 침기 루트 별 풍량차를 찾을 수 있다. Q2-Q1은 

남측 창문의 풍량차, Q3-Q2는 주방 및 파이프덕트를 통한 풍량차, Q4-Q3는 콘센트와 조명주

위의 크랙을 통한 풍량차, Q5-Q4는 측면벽을 통한 풍량차, Q6-Q5는 북측 창문을 통한 풍량차

를 나타낸다. 

분석 타당성 조사(Analysis Feasibility Study)

블로워 도어 테스트 결과를 이용하여 C 값과 n 값을 찾기 위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기법은 블로워 도어 테스트를 이용하여 인접한 2공간 사이의 누기

(leakage)를 찾는 연구에 기반하여 결정하였다(Hult et al., 2012; 2013). 기존 분석 방식은 수

식을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차에서 측정한 하나의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간략법부터, 회귀식

와 반복법을 이용하여 적합한 값을 찾는 정밀한 방법등이 있다. 예비조사에서는측정값을 이

용하여 각 침기 루트로부터 직접적으로 C값과 n값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를 파악하였다. 즉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6가지 측정 케이스별 회귀식을 반복계산 없이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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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아보았다. 이 경우 회귀식의 R2는 최대값이 된다. 그 회귀식들을 이용하여 압력차에 따

른 케이스 간 풍량차에 대한 회귀식도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

여 201호의 압력차에 따른 풍량차(Qm-Qm-1: m은 케이스번호)에 관한 회귀식의 계수를 찾은 

결과가 다음 표에 나와 있다. 

Table 1. Infiltration coefficient calculation result using the first analysis method for C-201

Room 201 Q1 Q2-Q1 Q3-Q2 Q4-Q3 Q5-Q4 Q6-Q5

N 0.687 0.548 0.643 0.773 0.677 0.420

C 13.766 7.826 31.929 3.920 4.454 27.222

이 분석방법의 경우, Table 1에서 보듯 6번째 북측 창문 기밀제거의 기밀 분석 데이터

(Q6-Q5)의 n 값이 0.5이하로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n의 값은 0.5~1의 사이 값을 가지게 

되며, 0.5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이는 분석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측정 

데이터가 잘못될 경우에 발생을 한다. 따라서 이 방식의 경우 적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Monte carlo 방식과 회귀식을 이용하여 반복 계산을 통해 C와 n값을 찾

는 방식이 있다(Hult et al., 2012). 이러한 반복 계산법의 유용함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C와 n의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한 적합성을 찾아보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계

산에서 필요한 조건을 찾아보았다. 이는 압력지수 n값을 변화시키며, 각 케이스에 대한 회귀

식 6개와 케이스들의 풍량차(Qm-Qm-1: m은 케이스번호)에 대한 회귀식 5개를 찾고, 그 회귀

식들의 R2값의 평균값이 최대가 되는 압력지수 n값들과 유체 계수 C값들을 찾는 방식이다. n

값은 0.60에서 0.80의 범위 내에서 0.01단위로 변화시키며 각 케이스 및 케이스 별 풍량차

(Qm-Qm-1: m은 케이스번호)에 의해 계산된 회귀식들의 R2값을 계산한다. 계산 결과를 평균 

R2 순서로 정렬하고, 계산 결과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찾았다. 분석을 통

해 발견한 판단 기준(criteria) 중 하나는, 측정이 진행될수록 기밀을 제거하며 틈새가 넓어지

기 때문에 동일한 압력 하에서는 후속 케이스의 n값이 이전 케이스의 n값보다 커야 한다는 것

이다. 후속 케이스의 n값이 이전 케이스의 n값보다 작으면 압력이 증가하면 특정 압력부터 오

히려 후속케이스의 통기량이 이전 케이스의 통기량보다 작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서는 각 회귀식의 R2이 0.9보다 크고, 블로워 도어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

하여 찾아낸 후속 케이스의 회귀식의 n값이 이전 케이스의 n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판

단기준(criterion)로 삼아 실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밀 분석(Infiltration Analysis)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절차는 Figure 5에 나와있다. Figure 5에

서 아래첨자 m은 측정케이스를 말하며, 1에서 6까지 증가하고 아래첨자 r은 풍량차(Qm-Qm-1: 

m은 케이스번호)에 의해 계산된 케이스들을 뜻한다. 계산 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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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은 상기에 기재한 것과 같이 R2이 0.9보다 작거나, 후속케이스의 회귀식의 n값이 이

전 케이스이 n값보다 작을 경우 계산을 중지하고 해당 루프의 n값을 증가시키고 다음 계산을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부에 위치한 판단 기준은 R2이 0.9 큰 경우만 계산이 진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계산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 조건이 없는 상태로 계산을 수

행했을 때 8시간이 걸리던 계산 수행 시간이, 조건 삽입 후 5분 이내로 감소하였다(수행프로

그램: Matlab 2018, 수행하드웨어: Intel Core i7-7700 CPU, 8 GB RAM).

Figure 5. Analysis method for estimation of flow coefficients and pressure exponents

이 방법을 이용하여 C-201의 측정 결과를 이용한 계산 결과는 Table 2에 나와있다. Table 2

에서 보듯, R2의 평균값이 가장 크게 만드는 n의 값은 C-201의 경우는 0.65이다. 같은 방식을 

C-202호에 적용했을 때, R2의 평균값이 가장 크게 만드는 n의 값이 0.67로 계산되었다. 

Table 2. Analysis result for C-201 

case Q1 Q2 Q3 Q4 Q5 Q6

R2 0.991 0.994 0.998 0.997 0.982 0.990

case Q1 Q2-Q1 Q3-Q2 Q4-Q3 Q5-Q4 Q6-Q5

R2 0.982 1.000 1.000 1.000 1.000 1.000 

N 0.65 0.65 0.65 0.65 0.65 0.65

C 15.772 5.355 31.176 6.019 4.840 12.233

이 결과를 이용하여 각 침기 루트의 C 값을 찾으면 Figure 6과 같다. 수식 1에서 압력차가 1 

Pa일 경우 C값은 침기량과의 값이 된다. 즉 내외 압력차가 1 Pa로 동일할 때 어느 세대에서 어

느 위치로 침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C값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Figure 6은 201호와 

202호의 침기 루트 별 C값을 비교한 것이다. 침기 루트를 특정하기 어려운 루트를 통한 침기 

성능은 세대 전체를 기밀 작업을 한 상태에서의 블로워 도어 테스트 값으로 부터 바로 얻어진

다. 이는 기밀 작업을 통해서도 막을 수 없는 크랙을 통한 침기를 측정한 값이다. 그림에서 두

번째는 남측창을 통한 침기 성능을 말하고, 세번째는 부엌과 부엌과 연결된 파이프 덕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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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기 성능을 보여준다. 네번째는 콘센트와 조명기기 주위의 틈에 의한 침기 성능을 말하며, 

다섯번째 케이스는 서측창(202호는 동측창)을 통한 침기 성능을 보여준다. 여섯번째 케이스

는 북측창을 통한 침기 성능을 보여준다 

Figure 6. Calculated C values for infiltrations through all leakage routes

Figure 6을 통해 침기 루트를 특정할 수 없는 침기가 전체의 15~2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침기량을 산정할 때 침기 루트를 측정할 수 없는 침기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세대 전체의 침기량의 계산 값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3면의 창을 통한 

침기량은 전체의 15~20%정도로 나타난다. 아파트 침기 루트 중 일반적으로 가장 침기 비율

이 높은 창문을 통한 침기는 이 건물에서는 전체의 20%가 되지 않는다. 이는 설치된 창호가 

이중창으로 기밀성능이 높기 때문이며, 따라서 창호의 교체로 인한 침기 성능의 향상은 본 건

물에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측정 결과 Figure 6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202호의 침기량이 

201호보다 높으며, 주방과 그와 연결된 파이프덕트를 통한 침기 루트가 가장 침기가 많이 발

생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의 C값이 C-202호가 C-201호에 비해서 1.4

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201호와 C-202호의 침기량의 차이 대부분이 이로 인한 것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토 의

이번 연구에서는 아파트 2세대에서 예비실험과 본실험을 이주일 동안 실시하였다. 동일

한 세대의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측정 시간이 달라져서 외부의 풍속이 

달라질 경우 측정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관찰이 되었다. 따라서 측정을 할 경우 외부 조건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각 케이스에 대해서 가능한 짧은 시간동안 모든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블로워 도어 측정 목적은 2세대의 침기량이 어떻게 다르고,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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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위한 것이었다. 측정과 분석을 통해 동일한 신축 아파트 내의 통기루트는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각 침기 루트에 따른 침기 성능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신축 아파트의 침기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표세대의 침기 루트를 예비측정을 통해 찾

아내고, 전체 아파트 세대에서 이 침기 루트들에 대한 세부 측정만을 시행하면, 각 아파트의 

침기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측정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침기 분석을 통해 C-202과 C-201에 대해서 계산한 n값을 보면 모든 케이스와 침기루트에

서 n값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분석 케이스가 작아서 n값을 고정값으로 두고 분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n값을 고정값인 

0.65로 두고 계산하는 방법도 많이 채용하고 있고, 몇몇 연구에서는 이 방식이 다른 반복법보

다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언급하기도 한다(Hult et al., 2012). 따라서 n값을 고정값으

로 쓰는 방법의 타당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고, 이 타당함이 밝혀지면 계산시간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세종시에 위치한 완공 된지 1년 미만의 아파트 2개 세대를 빌려 블로워 도어 테스트를 통해 

침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두 세대의 침기 데이터가 다르다는 것

을 발견을 하였고, 두 세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예비 실험을 통해 침기 루트

를 특정하고, 본 실험을 통해 각 침기 루트를 통한 침기 성능을 찾기 위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조사 위해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압력 

지수를 변화시키며 모든 케이스에서의 R2값이 최고가 되도록 하는 유체 계수 C를 찾는 반복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분석 과정에서 계산을 중지 혹은 속행을 결정할 판단조건

(criteria)를 찾았으며, 이 판단조건과 반복 계산법을 통하여 2세대의 침기 루트별 침기 성능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측정 한 두 세대의 아파트는 동일한 침기 루트를 가지고 있었으나, 침기루트 별 침기 성능

은 차이가 있었다. 오래 된 아파트의 경우 창문을 통한 침기가 주된 문제지만, 이번 측정이 실

시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창문을 통한 침기는 기밀성이 좋은 이중창을 쓰기에 크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한 아파트의 침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세대에서 예비 실험을 통해 침

기 루트를 특정하고, 그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서 예비 실험에서 파악된 침기 루트에 따른 침

기 성능을 블로워 도어 테스트를 통해 측정을 하면, 전체 아파트의 평균 침기를 더 짧은 시간

에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침기 분석 결과 두 세대에서 계산된 n값이 세대내에서는 모든 침기루트에서 동일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분석 케이스가 적어 고정된 n값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결론 낼 

수 없으나, n값을 고정으로 두고 침기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존 연구에서도 종종 관찰이 된

다. 이는 계산 시간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므로, 차후 이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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