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성 VOC 관련 국내 연구동향>

1. 바닥취출 공조시스템에서 급기조건이 실내의 기류상태와 환기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 명 : 한화택 소속학교 국민대학교

게재지 : 공기조화쟁동공학회논문집, 권/호 10/5, 발표년월 : 1998년10월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바닥취출 공조공간을 모사하는 단순화된 축소 모델을 제작하여 급

기조건에 따른 실내의 기류분포와 환기상태에 관하여 연구한다. 추적가스를 이용

하여 실내의 환기성능을 평가하는 기술에 관하여 고찰하고, 바닥취출 공조공간에

적용하여 등온조건에 비하여 냉방조건에서의 환기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정량적으

로 입증한다. 또한 입자영상 유속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실내의 기류분포를 분석한

결과, 풍량에 따라서 급기제트의 도달거리가 크게 변화하며 냉방시 변위환기에

유사한 유동분포를 보임으로써 환기효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규명한다. 개별공조

시스템의 전단계로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국소적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

시할 수 있는 바닥취출 공조시스템의 설계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급․배기 성능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환기 설계에 관한 연구

성 명 : 함진식 소속학교 대구대학교

사업명 : 지방대육성과제, 연구분야 : 환경/설비, 연구기간 1년(1996.08～1997.07)

게재지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권/호 : 14/1, 발표년월 : 1998년11월

초 록 : 본 논문은 Tracer Gas Method의 가스농도 감쇠법에 의하여 18층으로 신축된 입

주전 공동주택에서 환기량을 실측하여 평가하고, 급기구의 위치 및 크기가 임의

조절되는 환기실측 모델을 제작설치하여 급기구종별에 따른 환기량을 측정하여

급기구의 성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옥상에 벤틸레이터를 설치하여 자연환기하

는 기존의 환기방식은 시간당 1회 정도로써 아주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모형실험에서는 급기구가 클수록 급기구와 배기구가 멀수록 환기효과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과학기술재단(http:/ /www.krf.or.kr)

3. 백성옥 (1999년)

대도시 교통밀집지역에서의 대기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분포특성

선도연구자지원

4. 김지형 (1998년)

도시 쓰레기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총량 파악 및 쓰레기 분해 단계에

따른 배출 특성에 관한 연구

특정기초연구(*)



5. 정봉진 (1998년)

전기로분진 초기환원시 탄소재 특성에 따른 휘발성 화합물의 거동 연구

신진교수연구과제

사업명에 (*)로 표시된 부분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한 과제입니다.

<악취성 VOC 관련 국외 연구동향>

1. Modeling of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building materials -

estimation of gas-phase mass transfer coefficient.

- Fariborz Haghighat, Ying Zhang / Building and Environment 34 (1999) 377-389.

2. A Method for measuring internal diffusion and equilibrium partition coefficient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or building materials.

- A. Bodalal, J.S Zhang, E.G. Plett / Building and Environment 35 (2000) 101-110.

3. Simultaneous contral of particle contamination and VOC pollution under different

operation conditions of a mini environment that contains a coating process.

- Y.K Chuah, C-H. Tsai. S.C. Hu / Building and Environment 35 (2000) 9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