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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eping indoor air quality (IAQ) within allowable health range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Korean society. Since CO2 is generated by occupants’ breathing, adequate ventilation must be 

ensured particularly for a room with high occupancy density. Effective ventilation rates for 

rooms may be variable according to the level of building airtightness.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indoor CO2 concentration variation for a room with different levels of building 

airtightness. A test classroom was sealed to make distinct CO2 levels compared to the unsealed 

case, and measurements were achieved for various operation cases. Results showed that 

measured CO2 levels were different between the two cases (normal and sealed) when the 

ventilator was switched-off, but they were more similar for mechanically ventilated cases. This 

measurement result seemed to follow the conventional assumption that infiltration is negligible 

for mechanically ventilated rooms, bu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as a slight difference in CO2 

concentration was still found.

주요어 : 이산화탄소, 기밀성능, 환기, 강의실

Keywords: Carbon dioxide, Airtightness, Ventilation, Classroom

서 론

실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및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Tham, 2016). 해당 기술 및 내용들은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비를 통해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실내를 환기하는 방법에 대처하고 있다.

실내 적정 환기량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가정하여 산정한다(Claude-Alain and 

Foradini, 2002; Guo and Lewis, 2007). 이산화탄소는 재실자의 호흡에 의해 발생하므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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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밀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반드시 적정량의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이산화탄소

의 농도 증가가 재실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Satish et al., 2012), 재실자 수에 따라 

적정량의 환기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Kang, 2013),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

(Lu et al., 2010), 이를 기반으로 알맞은 제어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Wang et al., 2017) 등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건물의 기밀성능 변화가 실내 공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 사례는 매우 드물다.

건물의 기밀성능과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도 건물의 기밀성능에 

따른 침기의 영향을 시간 당 환기횟수(Air change per hour)로 가정하여 실내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Lu et al., 2011),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 침기 및 누기에 의

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Choi et al., 2018). 이처럼 건물의 기밀성

능이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게 평가되고 있다.

건물이 기밀할수록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명하나, 현재까지

도 건물의 기밀성능의 준위, 그리고 그 변화 수준에 따라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

도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기밀성능의 변화 및 환기장치의 가동 

여부가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측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현재 사용 중인 대학 강의실을 대상으로 강의실 기밀성

능 변화에 따른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특성을 측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 개요

건물의 기밀성능이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 서로 다

른 기밀성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의실 내 개구부를 인위적으로 밀봉

하는 실링(Sealing) 작업을 통해 동일 실에 서로 다른 기밀 상태를 구현하였다.

실링 작업 전/후 강의실의 기밀성능을 측정하고 밀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다음 날 누기부위 밀봉재를 제거하여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더불어 환기장치 가동 시에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밀성능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측정 구간에서는 환기장치를 특정 풍량으로 

가동하였다.

대상 강의실

Figure 1은 측정 대상 강의실 외부 사진 및 평면을 나타낸 것이다. 강의실은 3층 콘크리트 

건물의 옥상에 건식 공법으로 증축된 옥탑 형태의 건축물로 바닥면적 90.24 m2, 체적 230.1 

m3 , 총 68석 규모이다. 그림의 붉은 삼각형 표시는 측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측정 장비가 

설치되었던 위치를 표시 한 것으로 2019년 10월 14일 및 15일 각 08시 50분부터 15시까지 이

틀 간 외부, 강의실 앞/뒤, 복도 총 4곳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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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ternal view and schematic plan of the target classroom with measurement spots

측정 기간 동안 강의실의 사용 스케줄 및 재실 인원은 Table 1에 나타냈다. 쉬는 시간과 점

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강의실 출입문의 개폐 여부는 앞/뒷

문에 각각 도어센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였으며 측정일 동안 외부 창문의 개폐 및 냉·난방

기의 동작은 없었다. 복도 외측 출입문은 항시 열림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측정 기간 동안 강

수는 없었다.

Table 1. Occupancy and ventilator operating schedule for the classroom during the measurements

Schedule 09:00~10:15 10:15~10:30 10:30~11:45 11:45~13:30 13:30~14:45 14:45~15:00

Sep. 14 18 break

time

36 lunch

time

27 break

timeSep. 15 39 37 28

Ventilation off off off off 250 CMH 250 CMH

기밀성능 측정

대상 강의실의 기밀성능은 ISO 9972의 method A (ISO, 2015)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Blower door를 이용한 가감압법 측정 방법으로 현재 사용 중인 공간에서의 기밀성능 

측정 방법에 해당한다. 

Figure 2. Installation of the blower door test equipment for the airtightness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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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aled elements in the classroom (2 EHP boxes, 2 corridor windows, 4 openings on 

the floor, and 5 outside windows have sealed. Some of sealed elements are not presented in 

this figure)

기밀성능 측정을 위해 Figure 2와 같이 강의실 앞문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10~60Pa의 압

력차 범위에서 10Pa 간격으로 총 6회 측정하여 강의실 실링 작업 전과 후의 기밀성능을 측정

하였다. 기밀성능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ure 3과 같이 바닥 개구부, EHP, 

창문 등을 밀봉하여 실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은 실링 작업 후 22.2 h-1의 기밀성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10월 

14일(Sealed)부터 진행되었다. 14일 측정은 Figure 3에 나타낸 누기 부위 밀봉을 유지한 채 

수행하였고 15일(Normal) 측정은 밀봉을 제거하여 Figure 3의 상단과 같은 본래 강의실 상태

에서 수행하였다.

이산화탄소 측정 장비는 TSI-7545를 사용했으며 10초의 샘플링 간격을 두고 Figure 1에 

나타낸 4개 지점에 각각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각 지점 측정 장비는 바닥으로부터 1.2 m 높이

에 설치하였고 재실자의 날숨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 장비 반경 1 m 이내 학생

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를 고

르게 하기 위해 수업 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을 고르게 착석시켰다.

기밀성능 및 실내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

기밀성능 측정 결과

측정된 기밀성능은 Table 2에 나타냈다. 기밀성능 결과 값을 비교하기 위해 실내외 50Pa의 

차압 조건에서의 침기량을 나타내는 ACH50 (Air change per hour at 50 Pa)과 외피면적을 

통해 유입되는 침기량을 나타내는 Air permeability를 사용하였다.

실링 작업 전 강의실의 ACH50은 26.8 h-1 (Air permeability는 22.2m3/h·m2@50Pa)로 측

정되었다. 실링 작업 후 강의실의 ACH50은 22.2 h-1, Air permeability는 18.4m3/h·m2@ 

50Pa 로 기밀성능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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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irtightness test results of the normal and sealed conditions for the classroom at 

50Pa pressure difference

Conditions ACH50, h-1 Air permeability, m3/h·m2@50Pa 

Sealed (Sep. 14) 26.8 22.2

Normal (Sep. 15) 22.2 18.4

강의실 천장은 텍스로 마감이 되어있으며 텍스 상단의 공간은 설계 스튜디오, 복도 등 인접

한 공간의 상부와 연결되어 있어 매우 낮은 기밀성능을 나타낸다.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2010

년 이후 준공된 239세대의 평균 기밀성능은 ACH50 기준 2.47 h-1(Ji et al., 2016)이다. 그러

나 준공년도가 오래된 건물이 다수인 교육시설의 경우, 최근 조사된 자료(Lee et al., 2017; 

Jeong et al., 2018)에 의하면 기밀성능은 최저 4.22 h-1부터 최대 27.58 h-1로 매우 낮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결과

Figure 4 및 Figure 5는 14일(Sealed), 15일(Normal) 서로 다른 기밀성능 조건에서 측정된 

강의실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하단에는 0과 1로 강의실 앞

쪽(청색)과 뒤쪽(적색) 출입문 개방 상태를 표시하였다. 이틀 모두 외부 이산화탄소 농도

(Outdoor)는 약 480 ppm으로 측정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Figure 4. Measured indoor CO2 (top) and outdoor wind velocity (bottom) at Sep. 14th (Sealed, 

ACH5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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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및 Figure 5에서 나타난 복도의 이산화탄소 농도(Corridor)는 측정 초반 외부와 

유사한 농도를 보이다가 강의실 출입문이 열린 12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점심시

간 동안 강의실의 출입문을 모두 개방한 것은 환기장치 가동 전 자연환기를 통해 강의실 이산

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의도한 것이다. 출입문 개방 시 강의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격

히 감소하고 복도측 농도와 유사해지는 시점부터 천천히 감소한다. 복도측 외부 출입문은 항

시 열림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Figure 4에 나타난 14일 점심시간 강의실 및 복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외부 농도만큼 떨

어지지 않았으며 13시를 전후로 복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강의실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2시부터 13시 10분까지 강의실 뒤편에 위치한 설계 스튜디오(총 정원 

120명)로 지속적인 학생들의 이동이 있었고 복도와 강의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시간 동안 강의실 뒤쪽(Rear)이 앞쪽(Front)에 비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100~150 ppm가량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강의실 뒤쪽이 앞쪽에 비해 바닥높이

가 약 25 cm 가량 높은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비

중이 커서 바닥으로 가라앉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선행 연구(Chao et al., 1998)에 따르면 재실

인원이 있는 경우 날숨 온도에 의해 상층부로 Draft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실자가 있는 공간에

서는 상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Figure 5. Measured indoor CO2 (top) and outdoor wind velocity (bottom) at Sep. 15th (Normal, 

ACH50=26.8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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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능 변화에 따른 실내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 논의

강의실의 기밀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Figure 4의 14일(Sealed) 측정 결과, 환기하지 않

은 자연 상태의 강의실 뒤쪽 이산화탄소 최고치는 3783 ppm으로 15일(Normal) 최고치에 비

해 839 ppm 높게 측정되었다. 14일(Sealed)은 15일(Normal)에 비해 보다 적은 인원이 재실 

하였고 14일 09시부터 10시 15분까지 강의실 뒤쪽 출입문(적색)이 열려 있었던 것을 감안하

면 14일, 15일의 두 상황이 엄밀히 같은 조건이었다면 기밀성능에 따라 실내 이산화탄소 농

도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강의실 기밀성능이 높았던 14일의 외부 평균 풍속은 Figure 4 하단에 나타낸 바와 같

이 1.61 m/sec로 15일 평균풍속보다 1.12 m/sec 더 높았다. 이에 따라 강의실 외피 압력차가 

침기와 누기를 빈번히 일으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기장치를 250 CMH로 가동한 13시 30분 이후에는 강의실 내부 기류 유동에 의해 강의

실 앞쪽과 뒤쪽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서로 비슷한 준위에서 검출되었다. 기밀성능이 상대적

으로 높았던 14일의 강의실 농도 최대치는 2350 ppm, 기밀성능이 낮은 15일은 2119 ppm으

로 기밀한 조건에서 강의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31 ppm 높게 나타났다. 환기장치를 가동하

지 않은 구간의 농도 최대치 차이가 839 ppm이었던 것에 비해 환기장치를 가동한 구간에서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던 이유는 환기장치 가동 시 건물의 기밀성능보다는 급·배기량의 영향

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장치 가동 시에는 침기 및 누기에 의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영향

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기존 연구들의 가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소 유의미

한 차이가 관측되었다. 이 차이가 오롯이 기밀성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는 어렵다.

첫째, 환기장치 제조사에서는 장치 가동 시 실내를 가압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정격 풍량

에서 장치 급기량을 배기량보다 약 20~30 CMH 더 높게 설계한다. 이로 인해 실내가 정압상

태를 유지할 경우 건물 외피가 기밀할수록 누기량이 적어지므로 14일(Sealed) 농도 최대치가 

15일(Normal)보다 높게 검출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건물 기밀성능의 차이가 유

도한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14일(Sealed) 12시 이후 복도측 강의실의 농도는 외부 농도보다 높은 준위를 유지하

였던 반면 같은 구간 15일(Normal) 복도측 이산화탄소 농도는 외부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

되었다. 이로 인해 14시를 전후로 강의실 뒤쪽의 출입문(적색)이 일시적으로 열려 있었기에 

강의실의 농도가 복도의 농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복도측 강의실 뒷문 개방으로 인해 강의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영향을 받았다면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환기장치 가동 시에도 기밀성능의 차이가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판단하긴 어렵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측정 및 면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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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교 강의실을 대상으로 건물의 기밀성능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명하게도,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 기밀성능이 좋

을수록 강의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게 나타났다. 기존 강의실의 ACH50이 26.8 h-1에서 22.2 

h-1로 개선됨에 따라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2944 ppm에서 3783 ppm으로 최대 839 ppm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 기밀성능에 대한 영향보다는 급·배기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기에 이산화탄소 농도 최대치는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다소 유의미

한 차이가 관측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강의실 기밀성능은 실링 작업을 통해 기밀성능의 개선을 유도하였더라도 기

밀성능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이 준공년도가 오래된 낡은 건물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해당 강의실은 기밀성능이 매우 낮은 예외적인 표본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공동주택 등의 일반적인 건축물 기밀성능 수준에서도 침기 및 누기에 의한 실내 이산화탄

소 농도가 본 연구의 결과만큼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20192020101170, 미세먼지 대응 건물 청정환기 열회수시스템 개발).

References

1. Chao, N. T., Wang, W. A., Chiang, C. M. (1998). A study of a control strategy utilizing 

outdoor air to reduce the wintertime carbon dioxide levels in a typical Taiwanese 

bedroom. Energy and buildings, 29(1), 93-105.

2. Choi, J.S., Lee, J.H., Kim, E.J. (2018). Effects of ERV Filter Degradation on Indoor 

CO2 Levels of a Classroom. Sustainability, 10(4), 1215.

3. Claude-Alain, R., Foradini, F. (2002). Simple and cheap air change rate measurement 

using CO2 concentration decays. International Journal of Ventilation, 1(1), 39-44.

4. Guo, L., Lewis, J.O. (2007).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and its application on 

estimating the air change rate in typical Irish houses. International Journal of 

Ventilation, 6(3), 235-245.

5. Jeong, S.M., Kim, S.H., Yee, J.J. (2018). A Study on the Airtightness Performance of 

School Buildings in Busan. Proceeding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2), 

318-319.

6. Ji, K.H., Shin, H.K., Jo, J.H. (2016). Analysis of Airtightness Characteristics and 

Investigation of Leakage Point in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Korea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10(4), 308-313.

7. Kang, D.H. (2013). Estimation of Air Exchange Rate of a Residential Building by 



Measurement of Indoor CO2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Building Airtightness

Journal of KIAEBS Vol. 13, No. 6, 2019 ∙ 535

Using Occupant-generated Carbon Dioxide Ga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9(10), 293-300.

8. Lee, K.S., Park, K.Y., Kim, B.S. (2017). Evaluation of the Airtightness of University 

Lecture Room according to Year of Completion. Proceeding of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17(2), 144-145.

9. Lu, T., Knuutila, A., Viljanen, M., Lu, X. (2010). A novel methodology for estimating 

space air change rates and occupant CO2 generation rates from measurements in 

mechanically-ventilated buildings. Building and Environment, 45(5), 1161-1172.

10. Lu, X., Lu, T., Viljanen, M. (2011). Estimation of space air change rates and CO2 

generation rates for mechanically-ventilated buildings. Advances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237-260.

11. Satish, U., Mendell, M.J., Shekhar, K., Hotchi, T., Sullivan, D., Streufert, S., Fisk, W.J. 

(2012). Is CO2 an indoor pollutant? Direct effects of low-to-moderate CO2 

concentrations on human decision-making performance.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20(12), 1671-1677.

12. Tham, K.W. (2016). Indoor air quality and its effects on humans-A review of 

challenges and developments in the last 30 years. Energy and Buildings, 130, 637-650.

13. Wang, F., Feng, Q., Chen, Z., Zhao, Q., Cheng, Z., Zou, J., Reeve, H. (2017). 

Predictive control of indoor environment using occupant number detected by video 

data and CO2 concentration. Energy and Buildings, 145, 155-162.

14. ISO 9972. (2015). BS EN ISO 9972: 2015.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determination of air permeability of buildings- fan pressurization method, B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