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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ld’s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reinforcing efforts to 

realize Zero Energy Building (ZEB) by presenting the Green New Deal as a low-carbon leading 

strategy. In order to realize ZEB, efforts are being made to ensure that the windows and shells of 

buildings are insulated and air-tight, but no effort has been made regarding the indoor 

environment. For this reas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tinues to strengthen the 

recommended indoor air quality standards, but most occupants of residential buildings open 

their windows to improve indoor air quality. However, natural ventilation through the opening 

of windows may make indoor environments uncomfortable and increase energy consumption 

through heat loss and heat gain in extreme cold and hot condi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analyzed window-opening behavior, which can increase indoor air quality and affect energy 

consumption; the amount of natural ventilation was analyzed using the carbon dioxide decay 

method. Based on the analyzed amount of natural ventilation, heat loss and heat gain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energy consumption.

Keywords: 실내공기질(Indoor Air Quality), 거주자행동(Occupant behavior), 창문개방(Window 
Opening), 자연환기량(Ventilation rates), 난방에너지소비량(Heating Energy Consumption)

기호설명

T : 건구온도(℃)

ACD : 1일 환기횟수(회/day)

Q : 자연환기량(m3/h)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3, 2021158

C : 최종 실내 이산화탄소(ppm)

q : 열 손실량(kW)

Co : 실외 이산화탄소(412 ppm 고정)(ppm)

Cs : 창문개방시점의 실내 CO2 농도(ppm)

M : 거주자의 이산화탄소 실내발생량(ppm)

V : 체적(m3)

∆ : 자연환기에 따른 실내온도변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대한민국은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

시하여 제로에너지빌딩(ZEB)를 실현하기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MOLIT (2017)1)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제로에너지 빌딩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의 창호 및 외피를 단열 및 기밀화하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실내환경 만족도를 위한 노력은 이뤄지고 있지않다. 이로 인해 환경부2)에서 실내공

기질 권고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ASHRAE (2013)3)에서는 인체 오염발생 및 거동에 따른 필요환기량을 25 

CMH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실제 실내공기질을 위한 환기행위를 대부분 창문개방을 

통해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Park and Kim, 2012)4)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대부분은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창문개방을 통해 자연환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계환기의 설비의 유무 및 작

동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실내공기질의 쾌적을 위하여 대부분 창문개방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외환경에 따른 창문개방행위와 자연환기량이 실제 필요환기량에 충족하는지와 이

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Yoo and Cho, 2020)5)을 통해 우리나라의 연간 자연환

기량과 외기온도에 따른 자연환기량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창문개방을 통한 자연환기는 극서 및 극한조

건에서 열손실 및 열취득을 통해 실내환경을 쾌적조건에 벗어나게 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공기질의 쾌적도를 높이고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인 창문개방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자연환기량을 이산화탄소 감쇠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연환기량을 바탕으로 열손실을 분석하고 

에너지소비량과 비교하여 난방기의 자연환기량이 에너지소비량에 어느정도 차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 실내환경 및 창문개방행태 데이터 모니터링

2.1 모니터링 방법

측정기간 및 대상에 관한 정보를 아래 Table 1에 표시하였다. 총 세 개의 단지 30개의 공동주택에서 측정하였

다. A단지는 2017년 12월 ~ 2018년 4월에 측정하였고, B, C, D 단지는 2014년 12월 ~ 2015년 9월까지 측정된 

Jeong (2016)6)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각 샘플들은 실내환경조절행동이 충분히 가능한 주부가 속한 4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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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하였으며, 각 실험장비의 측정 사진을 Fig. 1에 나타냈다. Table 2는 실험에서의 각 측정항목을 나타낸

다. 실외환경은 실외온도와 습도를 TR-72UI를 통해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실내 환경은 실내 온·습도와 

이산화탄소를 MCH-383SD 통해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재실자의 창문개방행위는 UX-90-001를 통해 

10분간격으로 측정하였고, 재실자의 재실상태는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Samples Measurement period Built year
Number of 

Occupants
Location

Complex A (A1-A7) Heating period 2016 4 Hwaseong

Complex B (B1-B9) Heating and cooling Period 2011 4 Seoul

Complex C (C1-C8) Heating and cooling Period 1998 4 Seoul

Complex D (D1-D6) Heating and cooling Period 2007 4 Seoul

Fig. 1 Floor plan and monitoring status of measurement

Table 2 Measurement parameter and the specification of devices

Parameter Device Accuracy
Interval

[min]

Outdoor
Dry-bulb temperature

Data Logger (TR-72ui and RS-11)
±0.3°C 10

Relative humidity ±5%RH 10

Indoor

Dry-bulb temperature
Humidity, Temperature and CO2 monitor 

(MCH-383SD, Lutron)

±0.8°C 10

Relative humidity ±4%RH 10

CO2 concentration ±40 ppm 10

Window 

opening
Status

State Logger 

(UX90-001, Onset Computer)
- 10

Occupancy status Surve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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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내외 환경 분석

거주자들의 환경조절 행동은 실외의 환경에 따른 실내의 환경변화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측정된 시기가 우

리나라의 기후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위해, Fig. 2에 나타냈다. Fig. 2는 10년치(2011 ~ 2020)

일평균 외기온의 데이터(검은색 동그라미)와 측정시기의 일평균 외기온 데이터(빨간색 동그라미)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왼쪽 그래프는 B, C, D 단지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A단지를 나타낸다. 그 결과, 측정시기가 10년치 

외기온 데이터의 범주안에 대부분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측정시기가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을 어

느정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 3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재실률과 통계청(KOSTAT)생활시간조사 결과(2019)7)의 비교를 나타낸

다. 그래프 상 통계청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패턴 자체는 유사하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측정샘플

의 대상이 집에 재실시간이 긴 주부 대상이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거주자들이 실외환경에 따른 실내

환경조절을 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Complex B,C,D) (Complex A)

Fig. 2 Daily average outdoor temperature of 10 years’ data and measurment period 

Fig. 3 Comparison of occpancy rate of measument period with Data of K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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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창문개방행태 분석

측정기간의 실내환경조절행동 중 하나인 창문개방행태를 일평균온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이를 Fig. 4와 

Fig. 5에 나타냈다. Fig. 4는 일평균 외기온에 따른 1일 평균 창문개방시간과 1일 평균 창문개방빈도를 나타낸

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은 외기온에 따른 창문개방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냉방기에 창문개방빈

도는 적었으나, 창문개방시간은 긴 것으로 보아 거주자들은 냉방기에 1번 개방시 대부분 개방해놓은 상태로 오

래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시간대별 냉방기와 난방기의 모든 세대의 시간대별 창문개방비율을 나타낸다. 창문개방비율은 시간

대별 거주자가 몇퍼센트정도로 연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방기와 비교하였을 때, 냉방기의 창문개방비율은 현저

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난방기의 창문개방 비율은 오전 기상시간대 이후로 창문개방비율이 늘었으며, 추

워지는 저녁시간대 이후로 창문개방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들을 통해서 거주자들은 실

외온도에 따라서 창문개방행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방기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위해 기계환기 

및 자연환기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Fig. 4 Window opening behavior in relation to outdoor temperature

(A) (B)

Fig. 5 Proportion of window opening in cooling (A) and heating perio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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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문개방을 통한 연간 자연환기량

창문개방행위만으로는 정확히 얼마나 공기가 유입되는지 알지 못하며, 이는 정확한 열손실량을 계산할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질량보존방정식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쇠법

을 이용하여 자연환기량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식을 (1)과 (2)에 나타냈다. 실외 이산화탄소 Co는 측정기

간의 연중농도 평균인 412 ppm을 일괄 적용하였다.

    ∙ 



∙∆






 


∙∆

 (1)

 


∆


ln   ln  (2)

위 매커니즘을 통해 도출된 자연환기량을 Fig. 6에 나타냈다. Fig. 6은 연간 월별 1일 자연환기횟수를 보여주

며, 냉방기(6 ~ 8월)와 난방기(12 ~ 2월)의 1일 자연환기횟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난방기에서의 1일 자연환기

횟수는 세대별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냉방기에서의 1일 자연환기횟수는 세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냉방기에서의 거주자별 온열감 차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Fig. 6 Monthly ACD of all samples

3. 창문개방과 난방에너지 소비량 분석

전체 측정기간의 창문개방행태와 자연환기량에 따른 난방에너지 소비량의 상관관계 분석을 Fig. 7와 Fig. 8

에 나타냈다. Fig. 7의 왼쪽 그림은 창문개방빈도에 따른 난방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 분석을 나타내는 그림

이다. Group은 2개그룹으로 분류했으며, Group A는 난방기에서의 1일 창문개방 빈도가 0.5회 이상인 세대들

의 그룹을 의미하고, Group B는 1일 창문개방빈도가 0.5회 미만인 그룹을 의미한다. Fig. 4의 오른쪽 그림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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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개방시간에 따른 난방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 분석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Group A는 난방기에서의 1일 평

균 창문개방시간이 0.5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Group B는 창문개방 1일 평균 창문창문개방 시간이 0.5시

간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Fig. 7을 통해 창문개방행위와 난방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려웠다.

앞서 서술했듯이, 창문개방행위만으로는 정확한 열손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공기의 유입량이 도출되어

야 실제 세대의 열손실량을 파악할 수 있다. Fig. 8은 그룹별 1일 자연환기횟수에 따른 난방에너지소비량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때의 그룹은 총 3개의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Group A는 1일 자연환기횟수가 1 이상인 그룹, 

Group B는 0.5 이상 1미만인 그룹, Group C는 0.5 미만인 그룹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통해서도 자연환기에 따른 난

방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고, 이는 난방기에서의 환기행동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7 Heating energy consumption in relation to window opening behavior

Fig. 8 Heating Energy consumption in relation to ACD

4. 창문개방에 따른 열손실 분석

3장에서 창문개방에 따른 난방에너지 소비량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창문개

방에 따른 열손실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을 식(3)에 나타냈다. 도출된 자연환기횟수를 n에 대입하고 자

연환기 하고나서의 각 실내외 온도차를 이용하여 열 손실량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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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연환기를 통한 열손실량이 난방에너지소비량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부분을 차지하는지 분석한 그림을 Fig. 

9에 나타냈다. 보라색 영역은 열 손실량의 최소-최대의 영역을 표현하고 세모 부분은 난방기의 평균 열손실량

을 나타낸다. 또한 동그라미 부분은 난방에너지 소비량의 평균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최

소 18 kWh, 최대 60 kWh가 나타나는 반면 열 손실량은 최소 0 kWh 최대 1.5 kWh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서

술했듯이 난방기의 거주자의 환기행동이 매우 미비하기에 때문임을 나타내며, 난방기에서의 자연환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은 크게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ASHRAE 제시한 필요환기량을 만족하는 동시에 에

너지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환기(열회수형)의 운전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Fig. 9 Heat loss and heating energy consumption in heating period

Fig. 10은 일평균 외기온도에 따른 1일 자연환기횟수와 ASHRAE,국토교통부의 환기기준 비교를 나타낸다. 

난방기의 이를 통해 자연환기횟수는 18℃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세대별 환기횟수의 편

차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냉방기에서는 어느정도 편차가 있었지만, 난방기(18℃ 이하)지점의 1일 자연

환기량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난방기(18℃ 이하)에서는 점선만큼의 필요환기량을 기계

환기로 대체해야함으로 나타났고, 냉방기에는 온도가 낮은 야간에는 자연환기로 온도가 높은 주간에는 바이패

스 기계환기장치를 통한 환기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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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CD and heating energy consumption in relation to outdoor temperature 

Fig. 11은 냉방기에서의 A1세대의 1일(7/11일) 자연환기에 따른 열손실 및 획득 분포를 나타낸다. A1 세대

의 거주자는 새벽 3시 30분쯤 창문개방 뒤 14시 30분에 창문을 닫았다. 이를 통해 13시 까지는 열손실을 통해 

실내의 cooling load를 줄였지만, 늦은 환경조절행동을 통해 13시 이후에 열획득을 통해 실내의 cooling load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내외 온도차를 통해 열손실 및 열획득을 예측하여 하이브리드 환기를 이용

한다면, 실내의 쾌적도 및 에너지소비량을 절감시킬 것이라 판단된다.

Fig. 11 Hourly heat gain in relation to window opening status in cool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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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30단지 대상으로 창문개방행태에 따른 자연환기량과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1) 측정기간의 실외온도는 우리나라 기온의 대표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재실률은 실내환경조절행동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주부대상의 샘플이기에 통계청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재실률은 더 높게 나타났지

만 추세는 어느정도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거주자의 창문개방행태는 실외온도와 상관관계 있음을 나타냈고, 난방기의 창문개방행태는 ASHRAE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필요환기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기계환기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난방기의 창문개방행태와 난방에너지소비량의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난방기의 환기행동

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난방기에 환기에 따른 열손실과 난방에너지소비량을 분석했을 때, 환기에 따른 열손실은 매우 미비하였

다. 이는 거주자들은 실내공기질 만족도보다는 온열감에 더 크게 반응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추후에 자연환기를 통한 열손실 및 열획득을 예측하여 기계환기 및 자연환기가 조화되어 있는 하이브리

드 환기방식을 이용한다면, 거주자의 실내쾌적도 및 쾌적한 온열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소비량

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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