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IAEBS Vol.14, No.3, June pp. 260-270

Received: March 6, 2020

Revised: April 24, 2020

Accepted: April 28, 2020

Ⓒ 2020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KIAEBS 2020 June, 14(3): 260-270

https://doi.org/10.22696/jkiaebs.20200023

pISSN : 1976-6483

eISSN : 2586-0666

OPEN ACCESS

260 ∙ Journal of KIAEBS Vol. 14, No. 3, 2020

RESEARCH ARTICLE

풍량 제어를 통한 수업 중 환기장치 운전 소음 저감 방안
김선인1ㆍ박승훈2ㆍ조재훈3ㆍ김의종4*

1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학부연구원, 2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전공 박사과정, 
3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교수, 4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부교수

Operating Method of Classroom Ventilators for 

Mitigating Operating Noise
Kim, Seon-In1ㆍPark, Seung-Hoon2ㆍJo, Jae-Hun3ㆍKim, Eui-Jong4*

1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2Ph.D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3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4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Kim, Eui-Jong, Tel: +82-32-860-7589, E-mail: ejkim@inha.ac.kr

ABSTRACT

As outdoor air quality is deteriorated by fine dust, mechanical ventilation becomes essential 

especially for classrooms that have a high occupancy rate. However, mechanical ventilation in 

classrooms may not operate for a reason that noise during classes disturbs student's 

concen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trol method that can keep the noise 

level and CO2 concentration within an acceptable range. Experimentation of the proposed 

control method has achieved at a university classroom of 230 m3 volume, and simulation 

analysis is achieved to compare the control method with a reference cas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keep the CO2 level under 2000 ppm for classes of a duration of 75 min 

even when the lowest ventilation rates are adopted during lectures.

주요어 : 이산화탄소, 소음, 환기, 강의실, 제어 방법

Keywords: Carbon dioxide, Noise, Ventilation, Classroom, Control method

서 론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악화됨에 따라 창 개방 등을 통한 자연환기가 어려워 기계 

환기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

교통부, 2020)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을 포함한 주거시설, 업무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

적으로 기계 환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실인원이 많은 교육시설을 대상으

로 기계 환기의 효과 및 중요성을 다루는 상당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Shendell et al., 2004).

교육시설은 한정된 공간을 많은 재실인원이 사용하는 재실밀도가 높은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재실인원의 호흡으로 인해 실내 CO2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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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교육부, 2019)에 따르면 교실 내 1인당 필요 환기량은 21.6 CMH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용량의 환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실 내 

CO2 농도는 자연환기를 하는 경우 1000 ppm 이하, 기계 환기가 설치된 경우 1500 ppm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내 CO2 기준을 유지하고자 환기장치 제조사는 CO2 농도

에 따라 급·배기 풍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 제어모드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 제어모드를 

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높은 재실밀도로 인해 대다수의 경우 최대 풍량으로 가동된다.

그러나 교육시설 환기 설비 설치 이후 장치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당초 설치 의

도대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장치 가동 시 소음 발생으로 인

한 수업 중 교사의 음성 전달의 명료도 저하로 인해 장치의 가동을 중지하여 발생하는 문제이

다. 수업시간 중 환기장치 운전 중단은 곧바로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키게 되며 교실 내 CO2 

농도의 급격한 상승은 인해 집중력 저하 등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Branco et al., 2015).

교실은 수업 도중 적정한 CO2 농도를 유지해야하며 동시에 소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

여야 하는 공간이다. 수업 중 명료도 저해를 이유로 수업 시간 중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 CO2 농도를 기준치 범위에서 유지할 수 없다. 선행 연구(Lee et al., 2018)에서는 교

실의 배경소음 적정 범위를 43.4 - 51.1 dBA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에 대해 

민감한 수업시간 중에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음 범위 내에서 운전되며 이외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최대 풍량으로 가동하여 실내 CO2 농도를 일정 수준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음 저감을 위한 환기장치 제어방안

선행 연구(Lee et al., 2018)에서는 수업 중 교사의 음성레벨 50 dBA 인 경우 언어명료도

를 저해하지 않는 적정 배경소음은 43.4 - 51.1 dBA인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

서는 국내 초·중·고등학교 12개 샘플을 대상으로 창문 개방 시 교실 내 배경 소음이 교사의 

음성을 비교적 저해하지 않는 범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서는 수업 중 환기장치에 의한 배경소음 또한 최대 51.1 dBA 이하인 경우 환기장치로 인한 

배경소음이 수업 중 교사의 언어명료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업시간에는 발생 

소음을 최소화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환기장치를 운전하는 제어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Table 1은 환기장치 급기 풍량에 따른 발생 소음을 나타낸 것으로 국내 환기장치 제조기업 

A사의 암소음 22-23 dBA 수준의 무향실에서 KS B 6879 (2017)에 따라 측정된 청감 보정회

로 A특성에 따른 값이다. 수업 시간 중 최소 및 중 풍량으로 환기하는 경우 모두 선행 연구

(Lee et al., 2018)에서 제시하였던 범위 내에 해당하지만 수업 시간 교사 음성을 최대한 명료

하게 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 중에는 최소 풍량으로 환기하고 쉬는 시간에는 최대 풍량으로 가

동하는 제어 모드를 Figure 1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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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posed control algorithm of ventilators for mitigating noise

Figure 1의 제어 알고리즘은 최초 환기장치 작동 시 최소 풍량으로 가동이 시작된다. 가동

과 동시에 CO2 농도를 측정하여 현재 검출되는 실내 CO2 농도 C(t)가 1500 ppm 이하일 경우 

최소 풍량의 환기장치 가동만으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풍량 변화 없

이 최소 풍량으로 환기한다. 이후 측정되는 CO2 농도가 1500 ppm 이상이 되는 경우 현재 검

출되는 CO2농도 C(t)가 이전 시간 단계에서 검출된 CO2농도 C(t-1)보다 낮은지 판별한다. 이

는 현재 쉬는 시간인지, 수업 시간인지를 판별하기 위함이다. 만일 C(t)가 C(t-1)보다 작다면 

쉬는 시간이 시작된 것으로 판별하여 설정된 시간(Xset) 동안(본 연구에서는 15분 적용) 최대 

풍량으로 운전한다.

Table 1. ERV noise level according to the ventilation flow rates

Ventilation rate Flow rate, CMH Noise level, dBA

High 400 54

Medium 250 46

Low 150 41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스케줄을 입력하는 방법, 동

작 감지 또는 이미지를 활용한 방법(Kłosowski et al., 2015), CO2 농도 변화를 통한 추정 방

법(Han et al., 2013) 등이 사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개입이 필요치 않고 기존 센

서로 적용이 가능한 CO2 농도 변화 추정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교실 및 강의실의 CO2 농

도는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업 시간 중 서서히 증가하다가 쉬는 시간 출입문 개폐, 재

실인원의 이동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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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ata averaging effect: 10 sec (left) vs. 1 min (right)

CO2 농도 변화량을 활용하기 위한 적정 시간 간격을 도출하고자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수

행하였다. Figure 2의 좌측 그래프는 환기장치 가동 상태에서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의 CO2 

농도를 10초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이다. 우측의 그래프는 이를 1분 동안의 평균값으로 나

타낸 그래프이다. 10초 간격으로 측정한 CO2 농도는 수업 중 여러 변수에 의해 순간적인 감

소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샘플링 간격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순간적인 농도 감소가 수업 종료

로 인지 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샘플링 간격은 유지한 채 1분 동안 측정된 CO2 

농도의 평균값이 이전 1분 동안의 CO2 농도의 평균값보다 낮을 때 쉬는 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어방안의 효과 실험

대상 강의실

Figure 1의 알고리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스탠드형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강

의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igure 3은 측정 대상 강의실 내부 사진 및 도안을 나타낸 것이

다. 대상 강의실은 체적 230 m3, 바닥면적 90.24 m2의 규모로 수용인원은 최대 68명이다. 강

의실 앞·뒤에 각각 출입문이 있으며, 측정 기간 동안 창문의 개폐는 없었다.

Figure 3. Overview of the test classroom and the location of the energy recovery venti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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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을 위한 제어 알고리즘 실증

강의실 내의 CO2 농도는 TSI-7545를 이용하여 2019년 10월 16일 10시 30분부터 13시 30

분까지 강의실 앞, 뒤 총 2곳에 각각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기는 바닥으로부터 1.2 m 높

이에 설치하였고 수업 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을 고르게 착석시켰으며 날숨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측정기로부터 반경 1 m이내 학생 접근을 제한하였다. 측정 기간 동안 

강의실의 스케줄 및 재실 인원은 Table 2와 같다. 

측정일 강의실 재실인원(36명)에 알맞은 환기량은 학교 보건법의 인당 필요 환기량 21.6 

CMH 기준 778 CMH 이다. 그러나 설치된 환기장치는 1대이며 최대 환기량은 400 CMH 이

다. 통상적인 환기장치는 필요 환기량에 상응하는 급기량을 중풍량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설

치하기에 실증 환경의 환기장치 용량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최소 풍량(150 

CMH)으로 환기하는 경우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업 시간 풍량은 

중 풍량(250 CMH)으로, 쉬는 시간 풍량은 최대 풍량(400 CMH)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 Classroom schedules and numbers of occupants (16th, Oct.) 

Time and schedule No. of occupants, person Required ventilation rates, m3/h

A 10:30~11:30 Lecture 12 259

B 11:30~12:00 Break time 1 - 3 22 - 65

C 12:00~13:15 Lecture 28 605

D 13:15~13:30 Break time 6 - 14 130 - 302

E 13:30~14:45 Lecture 36 778

F 14:45~15:00 Break time 7 - 15 151 - 324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어 방안 검증

대상 강의실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용량이 부족하였기에 환기장치의 용량이 재실인원에 충

분히 알맞게 설계되었다는 가정 하에 식 (1)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제안 알고리즘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ext







ext (1)

식 (1)은 질량 보존의 이론식을 기반으로 유도된 CO2 농도 예측 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C는 실내 CO2 농도(ppm), Ci 는 초기 실내 CO2 농도(ppm), Cext 는 외기의 CO2 농도

(ppm), n은 환기 횟수 (h-1), V는 실의 체적(m3), E는 1인당 CO2 발생량(ppm), N은 재실자 수, 

t는 시간(h)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Cext 는 470 ppm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

으며, Ci 는 최초 측정 농도인 680 ppm으로 설정하였다. 쉬는 시간 재실인원수는 Table 2에 

나타낸 평균값으로 하였고 이 외에 각 인자들의 입력 값은 Table 3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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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put values for CO2 prediction simulation

Parameter 10:30~11:30 11:30~12:00 12:00~13:15 13:15~13:30 13:30~14:45 14:45~15:00

CO2 emission per 

person, ppm
1.087 1.087 1.087 1.739 1.087 1.739

No. of occupancy, 

person
12 2 28 10 36 11

대상 강의실의 CO2 농도를 식 (1)을 통해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실측 상황과 동일한 조

건에서 인당 CO2 발생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ASHRAE 62.2 (ASHRAE, 2013) 및 

활동량에 따른 인당 CO2 발생량에 관한 선행연구(Dougan and Damiano, 2004)를 참고하여 

최초 0.02 CMH의 값을 식에 대입하고, 측정값을 가장 근접하게 묘사하는 인당 CO2 발생량

을 추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측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

측정 결과

Figure 4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대상 강의실 내부의 CO2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

래프이며 A, C, E는 수업 시간, B, D, F는 쉬는 시간이다. 

Figure 4. CO2 measurement results according to the proposed control method for the 

ventilation equipment

A 구간 재실인원은 12명으로 수업 종료 시까지 CO2 농도는 1500 ppm 이하였기에 B 구간

에서 급기량의 변동은 없었다. C 구간은 28명이 재실하여 급격하게 CO2 농도가 증가하였고 

수업 도중 실내 CO2 농도가 1500 ppm을 초과하여 D 구간에서 15분 동안 최대 풍량으로 환기

되었다. E 구간에서는 최초 농도가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업 시작 전 교실모드가 작동하

였고 이로 인해 E구간에서 15분간 최대 풍량으로 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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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종료 후,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재실 했던 A 구간을 제외하고 강의실의 CO2 농도는 

실내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D, E 구간에서 환기장치는 400 CMH의 최대 풍량으로 

가동되었으나 환기장치의 용량부족으로 재실 인원에 비해 충분한 환기량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기장치의 급기량이 충분한 경우 제안 알고리즘을 통해 실내 

CO2 농도 권고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및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및 케이스스터디 결과

Figure 5는 실측과 동일한 조건에서 식 (1)의 인당 CO2 발생량을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값을 가장 근접하게 묘사하는 인당 CO2 발생량을 반복계산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추정 값은 인당 0.018 ppm 으로 해당 값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을 때 

실내 CO2 농도는 실측값을 매우 근접하게 묘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 Comparisons between measurement and simulation using a CO2 emission rate per 

occupant of 0.018 CMH

추정된 인당 CO2 발생량을 토대로 대상 강의실에 30명이 재실하고 해당 인원 규모의 필요 

환기량(30×21.6 CMH)을 충족하기 위해 2대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환기장치 최대 풍량 및 최소 풍량은 각각 800 CMH, 300 CMH 

로, 소음의 경우 음에너지는 음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원리(Suter, 1992)를 바탕으로 Table 1

에 제시된 값에 각 3 dBA씩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실 인원이 동일한 75분간의 수업

이 세 번 진행되었다고 가정하고 쉬는 시간은 동일하게 15분으로 가정하였다. 쉬는 시간 재실 

인원은 평균 10명으로 가정하였다.

Figure 6은 가정한 조건으로 대상 강의실에 제어방안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

과이며 음영 처리된 부분은 쉬는 시간에 해당한다.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의 실내 

CO2 농도는 침기로 인해 유입되는 공기량을 추정하였다. 침기량은 준공년도 70-90년대의 학

교 교실의 기밀성능(ACH50)을 측정한 선행 연구(Lee et al., 2017; 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9)에서 보고된 평균 값 16.9 ACH50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값을 20으로 나눈 침기량에 

강의실의 체적을 곱하여 194.4 CMH의 환기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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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 실내 CO2 농도는 최초 680 ppm 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2500 ppm 

이상 상승하게 된다. 300 CMH의 최소 풍량으로 연속 환기하는 경우 제안한 제어 방법을 적

용하는 경우에 비해 최대 593 ppm의 CO2 농도 차이를 보인다. 제안한 제어 방법은 비교 대상

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낮은 CO2 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쉬는 시간 최대 풍

량 운전 시 일부 구간에서만 실내 CO2 농도 기준 1500 ppm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과 Table 4는 수업 시간 급기 풍량을 중 풍량으로 환기하는 경우와 급기 가능한 최

대 풍량이 600 CMH로 증가되어 총 1200 CMH로 급기가 가능한 경우로 가정을 확장하여 시

뮬레이션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7의 케이스 별 급기량 및 발

생 소음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 각각 300, 800 CMH의 풍량으로 제어하는 원안(Proposed)은 수업

시간 중 1500 ppm을 초과하여 수업 종료 시 2000 ppm까지 CO2 농도가 상승하다가 쉬는 시

간 다시 1300 ppm 으로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된다. 쉬는 시간 300 CMH 풍량을 유지하면서 

Figure 6. Simulation results with and without the proposed control method when the lowest 

air volume rate is adopted during classes

Figure 7. Simulation case study for Low-Medium-High flow rates based on the proposed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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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1200 CMH로 환기하는 Case 1의 경우 쉬는 시간 동안의 환기로 원안에 비해 수업 

시작 전 실내 CO2 농도를 낮출 수 있어 수업 종료 시점의 CO2 농도를 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

할 수 있으며 원안과 Case 1의 경우 수업 시간 동안의 기기 소음도를 44 dBA로 유지할 수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ase 2와 Case 3은 수업 시간 중 중풍량으로 환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Case 3은 Case 2와

는 달리 쉬는 시간 중 1200 CMH로 환기하는 경우이다. 수업 시간 동안의 환기량 만으로도 실

내 CO2 농도 기준인 1500 ppm 이하를 항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발생 소음

은 49 dBA로 이는 선행 연구(Lee et al., 2018)에서 조사된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의 배경소

음인 49.4 dBA와 유사한 수준이다. Case 4의 경우는 환기장치 1대를 최대 풍량으로 상시 가

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소음은 54 dBA로 환기장치 가동 시 배경소음으

로 인한 수업 명료도 저하가 우려된다.

환기장치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실내 CO2 농도 평균은 2077 ppm으로 기준치 1500 ppm

을 큰 폭으로 초과한다. 이에 비해 제시된 원안 및 Case 1은 평균 CO2 농도 각 1784, 1649 

ppm으로 실내 농도 기준을 상시 만족하지는 못 하나, 수업 중 소음에 의한 명료도 저해를 최

소화하며 부분적으로 실내 농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Case 2-4의 경우는 모든 구간에서 

실내 CO2 농도 기준은 만족하지만, 증가된 환기장치 배경소음으로 인하여 교사의 언어명료

도가 저해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CO2 concentration level and noise level results of the case study

Cases
Air flow rate, CMH CO2, ppm Class hour noise 

level, dBAClass hour Break time Min Mean Max

300 CMH const. 300 300 1878 2077 2193 44

Proposed 300 800 1285 1784 2077 44

Case 1 300 1200 1012 1649 2023 44

Case 2 500 800 1054 <1500 1510 49

Case 3 500 1200 872 <1500 1493 49

Case 4 800 897 <1500 1138 5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업 시간 중 환기장치 발생 소음을 43.4 - 51.1 dBA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

면서 실내 CO2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한 환기장치 제어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업 시간 중 환기장치 배경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저의 소음 수준을 발생시키

는 최소 풍량으로 환기하고, 쉬는 시간을 감지하여 쉬는 시간에는 최대 환기량으로 제어하는 

교실에 사용 가능한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을 검토하기 위해 대학 강의

실을 대상으로 실측을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실측치를 추정하여 다양한 풍량 

조건에서 제안 알고리즘 적용 시 실내 CO2 농도 변화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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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의 최소 풍량 환기는 수업 중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배경 소음 44 dBA 수준으

로 교사의 음성을 명료히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내 CO2농도는 쉬는 시간 1300 

ppm, 수업 시간 2000 ppm으로 해당 실을 기준치 1500 ppm 이하로 상시 유지시킬 수 없다. 

반면 수업 시간 중풍량의 환기량은 발생 소음 49 dBA로 창문을 개방한 수준의 배경소음을 발

생시키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실내 CO2 농도를 기준치인 1500 ppm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

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업 시간 풍량 설정은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환기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환기장

치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실내 CO2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환기장치 발생 소음을 무향실에서 측정한 시험 값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장

치가 운전되는 동안의 교사 음성이 마스킹(masking)되는 효과 등은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

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환기장치 배경소음에 대한 등가소음도 및 학생 및 교사의 실질적인 

소음 관련 평가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 기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20192020101170, 미세먼지 대응 건물 청정환기 열회수시스템 개발), 

더불어 기술 협력해 주신 HIMPEL 기술 연구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Branco, P., Alvim-Ferraz, M., Martins, F., Sousa, S. (2015). Children’s Exposure to 

Indoor Air in Urban Nurseries-Part I: CO2 and Comfort Assessment. Environmental 

Research, 140, 1-9.

2. Dougan, D.S., Damiano, L. (2004). CO2-based demand control ventilation: Do risks 

outweigh potential rewards?. ASHRAE journal, 46(10), 47-50.

3. Kłosowski, M., Wójcikowski, M., Czyżewski, A. (2015). Vision-based parking lot 

occupancy evaluation system using 2D separable discrete wavelet transform. Bulletin 

of the Polish Academy of Sciences Technical Sciences, 63(3), 569-573.

4. Lee, S.B., Kim, M.J., Yang, H.S. (2018). Study on the Indoor Noise Criteria of 

Classrooms with Open Windows using U50 for Good Speech Intelligibility. 

Transaction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8(4), 

460-467.

5. Shendell, D.G., Prill, R., Fisk, W.J., Apte, M.G., Blake, D., Faulkner, D. (2004). 

Associations between classroom CO2 concentrations and student attendance in 

washington and idaho. Indoor Air, 14(5), 333-341.

6. Han, H., Jang, K.J., Han, C., Lee, J. (2013). Occupancy estimation based on CO2 

concentration using dynamic neural network model. Proc. AIVC, 13.



Operating Method of Classroom Ventilators for Mitigating Operating Noise

270 ∙ Journal of KIAEBS Vol. 14, No. 3,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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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im, D.H., Lee, S.J., Jeong, C.H., Yeo, M.S., Ryu, S.R. (2019). Performance Analysis 

of Insulation and Airtightness for School Buildings in Winter and Summer Seasons by 

Field Measurement. Proceeding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19.11, 318-3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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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 144-145.

10. Suter, A.H. (1992). The relationship of the exchange rate to noise-induced hearing los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92. Sep.

11. Ministry of Education (MOE). (2019). Ministry of Education No. 194. Enforcement 

Rule Of The School Health Act.

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2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704.

13. ASHRAE, A. (2013). Standard 62.1-2013 Ventilation for Acceptable Indoor Air 

Quality.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nc., Atlanta, GA.

14. KS B 6879. (2017). Heat-recovery ventil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