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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건물 실내환경의 질은 현대인의 건강상태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데, 특히 사무공간의 실내환경은 작업능률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하다. 쾌적하지 못한 온열 환경은 작업능률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 외

에도 정서적 불안정 및 건강상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의 경우 재실자는 혈관의 수축, 혈구수의 

변동, 호르몬양의 변화, 정신적·육체적 피로 등도 나타날 수 있으며, 

조도가 부족한 작업환경에서는 눈의 피로, 시력감퇴, 작업 능률 감

소, 근로자의 사기 저하 및 심리적 불안감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무공간의 가스·입자상 오염물질의 축적은 장기간 인체에 유입되

며, 천식 및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

고, 심할 경우 기억력 상실과 정신집중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내환경은 건강 외에도 작업자의 능률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통상산업부(現산업통상자원부)의 사무환

경개선 지침서(1995)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무환경이 개

선될 경우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응답률이 80.5%로 나타났으며, 

실내 온도가 18~23℃ 일 때 업무향상(75%)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e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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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공동주택과 학교 및 어린이집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4년, 1995년에 사무환경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

는 온열환경만을 다루고 있으며, (Lee et al, 1994)  공공청사의 

민원실에 대한 연구에서는 실내 공기질만을 다루고 있었

다.(Jeon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열환경을 포함한 

음환경, 빛환경 등 전반적인 실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

무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건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오피스건물을 대상

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실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무만족

도와 건강상태, 불만족요소 등을 조사하여 실내환경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동절기인 2012년 1월 13일부

터 2012년 3월 16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44개소를 측정하였

다. 연구 결과는 노후화 된 건물의 환경개선 시 재실자의 입장을 

고려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2. 실내환경평가 항목 및 쾌적범위

온열환경의 쾌적 조건은 유효온도 기준으로 보통의 착의상태

로 경작업시 동절기 17~22℃(F. C. Houghton et al., 1923)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주로 미국공조냉동공학회 에서 제안한 

ASHRAE standard 55를 활용하여 쾌적범위를 판단한다.( Fig.1 ) 

공기환경의 쾌적조건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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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This study aimed at improving the indoor environment of the office building by measuring the 
indoor environment and conducting a survey. Method: The measurement was conducted from January 13 to 
March 16 in 2012, targeting 44 sites in same office building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The lists of 
measurement such as dry-blub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formaldehyde (HCHO), asbestos, carbon 
monoxide (CO), carbon dioxide (CO2),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d particle pollution (PM10) were 
measured. In addition, illuminance which belongs to light environment and noise in sound[acoustical] 
environment were measured respectively. Result: The buildings  showed overall pleasant conditions. In terms of 
the thermal, air, sound, and visual environment, each measurements were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s in 
standard, within pleasant ranges, except several sites. However, the survey results were revealed that the office 
workers were mostly dissatisfied with their indoor environment. Given that the measured values were mostly 
within standards, the results of survey might have resulted from a compensation mentality biased toward the 
subjects in psychologic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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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 공기질의 오염물질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다음의 

Table 1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나타낸다.(2015개정)

Fig. 1. ASHRAE ST-55-74 

Pollutants Management Criteria 

Particle Pollution(PM10) > 150 ㎍/㎥ 

Carbon Monoxide(CO) > 10 ppm

Carbon Dioxide (CO2) > 1,000 ppm

Formaldehyde(HCHO) > 120 ㎍/㎥ or ( > 0.1ppm )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 0.06 ppm

Asbestos (PCM)  > 0.01 unit/㎥

Table 1. Management Criteria of Pollutants

음환경의 쾌적 조건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실내 소음 기준’이 

있으며(Table 2), 본 연구 대상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상업지역 및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다’지역에 

속한다. 빛환경인 조도 쾌적 조건은 한국산업규격의 ‘KSA 3011 

: 1998’이 있다. 다음의 Table 3은 사무실의 KS 조도기준을 나타

낸다. 

Division of 
area

Application 
Target area 

standard  ( Leq dB(A))

Day
(06:00∼22:00)

Night
(22:00∼06:00)

General
area 

‘가’ area 50 40

‘나’ area 55 45

‘다’ area 65 55

‘라’ area 70 65

Roadside 
area

‘가’, ‘나’area 45 45

‘다’ area 70 60

‘라’ area 75 70

Table 2. Indoor Noise Standards

Classification Illumination[lx]

General 
Office

Lobby, Lounge, Stairs, Hallways, 
Elevators,
Lavatory

60∼100∼150

Copy room, Conference Room, 
Audio-visual Room 150∼200∼300

Sorting Mil, 
Personal Accounting 300∼400∼600

Design 
Office

Bright Table 60∼100∼150

Contrast Material, Detail-Work, 
Graphics, Photos, Blueprints 300∼400∼600

Design, Art Production, Bitumen 
Paint Printing,
Choose a Color, Seaweed, 
Cartography

600∼1,000∼1,500

Table 3. KS Recommended Illuminance

3.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건물

을 대상으로 건축·설비 현황을 분석하고, 동절기를 중심으로 2012

년 1월 13일부터 2012년 3월 16일까지 측정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

상 건물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며, 측정개소는 총 44개소이다. 오

피스건물의 근무환경 측정을 위하여 측정시간은 재실자의 근무시간

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은 온열환

경의 온·습도, 공기환경의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CO2), 부유미세먼지(PM10),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석면(PCM)을 측정하였고, 빛환경(조도), 음환경(소음) 측

정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Contents

Measurement
Period   2012. 1. 13 ∼ 2012. 03. 16

Measurement
 target

  44 points in Office Building, Seocho-Dong, 
Seocho-Gu, Seoul

Measurement
details

· Thermal Environment :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 Indoor Air Quality : Particle Pollution(PM10), 
Formaldehyde (HCHO), carbon dioxide (CO2), 

  Asbetos (PCM), Carbon monoxide(CO), Volatile 
Organic Compound(VOC) 

· Acoustical : Indoor and outdoor noise
· Lighting : Indoor and outdoor illuminance

Table 4. Summary of Measurement

3.1. 대상건물 현황

대상 건물은 본관,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은 지상 20층, 

별관은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대상 건물의 공조방식은 

본관은 천정 매립형,  별관은 창문 하부의  FCU(팬 코일 유닛 방식)

겸용 변풍량 덕트 방식을 설치하여 중앙 공조기 관리로 건물의 냉·난

방 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실별 온도 및 사용시간, 용도에 따른 적용

성과 부분 부하 발생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반영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은 동절기 기준 실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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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실내습도 40∼50%를 기준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각 건

물별 시설 개요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Facilities Overview
Main building Annex

Scale Basement floor 1, 
Ground floor 2

 Basement floor 1, 
ground floor 4

Total Floor Area  94,211.57㎡  15,913.24㎡
Completion Date June 1989 February 1982

Purpose Office Office

Finishing m
aterials

Exterior AL windows and panels. 
PC Tiles Tile

Ceiling Sound Absorption Tex 
and Gypsum Board

Water paint on Rock 
wool tex

Wall Sliced Veneer, Stone Multi pattern paint

Floor Non Asbestos Tile, 
Granite with Vinyl Tile vinyl floor tile 

Window 16mm Pair glass PVC 
double frame window 6mm AL frame window

Table 5. Summary of the Subject Building

본관의 경우 세가지 타입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1층, 2~4층, 5~20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별관은 한 가지 타입의 평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은 정남향의 건물로 1~4층은 민원실 및 

은행 등 공용공간이며, 5~20층은 전용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별관은 정동향의 건물로 1층은 민원실이며, 2~4층은 전용 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실내환경 조사 방법

실내환경 조사 방법은 각 실의 중앙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공기환경은 바닥 위 1.2m(±0.05m)에서 측정하였고, 그 외의 

환경은 작업면의 높이인 0.7m(±0.05m)의 높이에서 측정을 하

였다. 석면의 경우 부유공기를 포집하여 위상차 현미경으로 분

석한 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개소에 한하여 투과전자현미경법

(TEM)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Table 7은 측정에 사용된 기

자재 및 측정 범위이다. 

온열환경인 온·습도 측정은 10분 간격으로 총 60분간 측정을 

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측정에 사용된 기자재는 

SK-L200THII α 디지털 온습도계로서 측정 범위는 온도 –1

5℃∼65℃, 습도 10%rh∼ 99.9%rh이다. 분해능은 온도는 0.

1℃(-9.9∼65℃), 1℃(-10℃)이고, 습도는 0.1%RH(15∼

99.9%RH), 1%RH(15%RH미만)이다. 

음환경의 경우 RION의 NA-29E(1/3옥타브 분석형 적분형) 

소음계를 사용하여 10분간 평균을 측정하였다. 측정 범위는 28

∼130dB( 86dB(A) sound level calibrator)이며, 주파수 범위는 

20∼12500Hz이다. 측정 소음원은 근무시간대 사무공간의 소음 

발생 요소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대화, 전화벨, 타자, 프린터 등 

내부 발생 소음과 외부 교통 소음을 여과 없이 측정하였다. 소음

의 평가는 NC(Noise Criteria)값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빛환경의 경우 HD 2302.0(측정 범위 : 0.01 lux ∼ 200·103 

lux)을 이용하여 창문에서 수평거리 1.5m의 범위를 제외하고, 

한국 산업규격의 조도측정방법(KS C 7612 : 1987)에 명시되어 

있는 측정 방법을 참고하였다. 실내환경 측정 기자재 및 측정 범

위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3.3. 실내환경 측정 결과

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열환경의 경우 본관 평균온도 22.3℃, 별관 평균온도 20.

3℃를 나타내 별관이 본관에 비하여 약 2℃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습도는 본관 20.8%, 별관 19.5%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의 Fig. 2,3은 온·습도 측정결과를  ASHRAE ST-55-74 

에 적용한 것이다. 본관과 별관 모두 쾌적범위에 근접하지만, 전

반적으로 습도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절기 계절 특성

상 습도가 낮은 것이라 사료되지만, 보다 나은 실내환경을 통해 

근무자의 작업 능률을 기대하기 위하여 습도의 개선의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nvironment 
Element

Measuring 
Items Model Name Measuring

Instruments Range

Thermal
Environment

Temperature 
and

humidity
SATO Keiryoki

SK-L200TH Ⅱ α -40∼105.0℃

Acoustical Noise  RION NA-29E 23∼130dB(A)
20∼12500Hz 

Lighting
Quality Illuminance Delta OHM

HD2302.0 0.01∼200*10³lux

Indoor 
Air Quality

Particle
 Pollution
(PM10)

KANOMAX 3421 0.001∼3.999mg/㎥

Carbon 
Dioxide
(CO2)

KD AIRBOXX 0∼200ppm

Formaldehyde
(HCHO),

COSMOS
XP-308B 0.01~0.38 ㎎/㎥

Carbon 
Monoxide

(CO)
CMCD-10P 0-1,000 ppm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NEW COSMOS
XP-339V 0∼2000

Asbestos
(PCM)

12000 holdings
SC 10ℓ/min

ML2000 
Microscope 10X ~ 100X

Table 6. Measuring Items an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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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Thermal Comfort Environment of Main Building

Fig. 3. Thermal Comfort Environment of Annex

공기환경의 경우 미세먼지는 본관은 전체 평균 31.59㎍/㎥로 

측정되었으며, 별관은 전체 평균 28.83㎍/㎥으로 두 건물 모두 

매우 쾌적한 수준을 보였다. 일산화탄소는 모든 측정개소에서 

기준치인 10ppm에 훨씬 못 미치는 1ppm이하로 나타났고, 이산

화탄소의 경우 본관은 기준치를 초과한 개소는 없었으며 전체 평

균은 623ppm으로 나타났다. 별관은 사무실1(1276ppm), 사무

실2(1318ppm)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전체 평균 역시 869ppm

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쾌적하지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본관에 비하여 재실 밀도가 2~3배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석면은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1차 분석결과에서는 총 9개소

에서 기준치를 초과를 보였으나, 2차로 투과전자현미경법으로 

분석한 결과 공기 중의 석면은 먼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개소 

역시 없었으며, 2010년 가구를 교체한 본관의 일부 개소만 평균

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조도는 모든 측정개소가 적정 기준인 400lx 내외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고, 음환경은 본관 35.3dB(A) 별

관 52.5dB(A)로 별관의  소음이 높게 나타났다.  측정 결과의 평

균값은 다음의 Table 7과 같다.

Main
building Annex

Thermal Environment
Temperature 22.3℃ 20.3℃

Humidity 20.8% 19.5%

Indoor Air Quality

HCHO(ppm) 0.014 0.014

PM10(㎍/㎥) 31.59 28.83

CO2(ppm) 623 735

CO(ppm) 0.74 0.71

VOC(㎍/㎥) 328 267

Asbestos
(unit/㎥) 0.009 0.010

Acoustical Noise 34.1dB 50.2dB

Lighting
Quality Illuminance 487lux 417lux

Table 7. Measuring Result 

4. 설문조사

4.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에 따른 만족도 분석을 통해 본 오피스 

건물의 실내환경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총 372명으로 본관 325명과 별관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2012년 3월에 1개월간 배포 및 수집하여 

근무지에 따라 본관과 별관 근무자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다음의 

Fig.4는 실내환경 설문조사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Fig. 4. Survey Participants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5가지의 주제로 분류되어 업무환경, 온열

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 결과는 각 이용건물의 만족도와 문제점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통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실내환경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4.2. 설문조사 결과

오피스 건물의 근무자 372명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에 대한 쾌적

감과 신체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작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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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환경 요소로서 본관의 응답자는 ‘실내공기질’을, 별관의 응답

자는 ‘실내 기온’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실내환경

에 대한 만족도는 본관근무자의 57%, 별관근무자 77%가 불만족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본관은 ‘실내공기가 답답하다‘, 별관은 

‘찬바람이 느껴진다’는 응답하였다. 

설문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빛환경과 음환경에 

비해 온열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과반수이상이 

‘난방시간의 부족’에 대하여 매우 큰 불만을 보였다. 

실내 공기질 관련 설문 결과 본관은 과반수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불쾌적함’으로 응답하였고, 별관은 과반수가 ‘실내공기

가 탁하다(환기부족)’는 응답하였다. 근무 시 두통, 눈 충혈, 눈 가려

움, 따가움, 기침·재채기 등의 신체적 이상 증상의 빈도에 대하여 ‘자

주’ 또는 ‘항상’ 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증상은 주로 오

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빛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본관과 별관 모두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일부 집중도가 높은 개소의 근무자로부터 ‘어두

운 조명’의 불만족이 나타났다. 

음환경의 만족도 역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불쾌

적 소음원에 대한 응답에서 본관은 ‘전화’, ‘대화소리’, 별관은 

‘자동차 경적’을 첫 번째 불쾌적 요소로 지적하였다. 이는 본관은 

건물의 4방위 모두 공원이 구성되어 있고, 별관은 대로변에 인접

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량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해당 도

로변에서의 소음 측정결과 80~110dB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의 

Table 8~13은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실내환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근무자의 신체적 자

각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 본관 근무자는 두통, 눈의 충혈, 눈 가

려움·따가움 순으로 나타났고, 별관은 눈의 충혈, 눈 가려움·따가

움, 기침·재채기 순으로 나타났다.  

Main Bld. Annex
1. Very unsatisfied 49 19
2. Unsatisfied 135 17
3. Normal 104 9
4. Satisfied 32 2
5. Very Satisfied 5 0

Table 8. Survey Result of Office Environment

Main Bld. Annex
1. Temperature 96 23
2. Humidity 1 0 
3. Lighting Quality 13 1 
4. Acoustical 20 3 
5. Indoor Air Quality 107 10 

Table 9. Factors of Environment that Affect Employees Performance

Main Bld. Annex
1. Very unsatisfied 51 14 
2. Unsatisfied 134 24 
3. Normal 121 5 
4. Satisfied 13 1 
5. Very Satisfied 1 0 

Table 10. Survey Result of Thermal Environment Satisfaction

Main Bld. Annex
1. Very unsatisfied 78 14 
2. Unsatisfied 184 21 
3. Normal 14 8 
4. Satisfied 20 1 
5. Very Satisfied 2 0 

Table 11. Survey Result of IAQ Satisfaction

Main Bld. Annex
1. Very unsatisfied 22 8 
2. Unsatisfied 84 17 
3. Normal 128 18 
4. Satisfied 33 3 
5. Very Satisfied 1 0 

Table 12. Survey Result of Lighting Qualit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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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ld. Annex
1. Very unsatisfied 16 7 
2. Unsatisfied 70 16 
3. Normal 165 22 
4. Satisfied 15 1 
5. Very Satisfied 1 0 

Table 13. Survey Result of Acoustical Satisfaction

5. 결론

본 연구는 측정을 통한 오피스 건물의 실태조사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근무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및 

환경 평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열환경의 경우  본관·별관 모두 쾌적한 온도분포인 20∼2

2℃를 보였으나, 습도는 18∼22%로 매우 건조한 상태 보였다. 

설문결과, 근무자대부분이 춥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본관

과 별관 모두 첫 번째 불쾌적 요소로 응답되었다. 두 번째 불쾌적 

요소는 실내건조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습도 보다는 온도가 

근무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환경의 

경우 측정요소 대부분이 기준치 이하의 농도범위를 나타내고 있

었지만, 민원실 등 출입 또는 이동에 의해 CO2, PM10의 농도가 

간헐적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개소가 있었다. 또한 가구교체, 카펫

설치, 전산실, 화학약품실 등 특이 사항에 따른 VOC농도 상승을 

보이는 개소가 있었다. 석면의 경우 위상차현미경 분석에 의해 

기준치 초과를 보인 9개소는 전자현미경분석을 통하여 석면이 

아닌 먼지로 확인되었다. 설문에서 나타난 근무자들의 신체적 

자각 증상은 본관의 경우 과반수가 ‘건조함, 먼지’를 불쾌적 요소

로 응답하였고, 별관은 ‘탁한 실내공기’로 응답하였다. 

음환경의 측정 결과 본관 35.3dB(A) 별관 52.5dB(A)로, 별관

은 근접해 있는 대로의 교통 소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소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별관은 차음성이 

우수한 창호로의 교체 및 식재를 통한 외부소음 차단 대책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빛환경은 전체 개소의 80% 이상이 적정 조

도분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설문 결과 일부의 특수 작업

자들이만 적정조도분포 이상의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적정선에서 인공

조명을 추가 또는 개선하여 조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작업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공간의 실내 환경에 따른 근무

자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를 추가 실시할 경우 보다 쾌적하고 건

강한 사무환경의 조성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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