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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환자를 위한 음압 치료병상의 기본개념,

공조계획, 설비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음압치료 병상의 기본개념

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MERS), 신종감염병증후군 , 생물테러감염병 등 환자

발생 시 대응

2) 음압격리병실 및 필수지원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 병원 내 2차 감염을 억제하고 의료진의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전파 방지

3) 진료
병실 내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에 의해 여러 종류의 검사와 치료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반병동에 비해 넓은 공간과 독립된 설비가 필요함

2. 공조계획

1) 공조설비의 방식

① 음압격리구역의 공조설비는 전용 급 배기 설비로 구축하여 병원 내 다른 구역의

급 배기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②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공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기의 역류로 인한

감염의 확산 및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③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 교체 시 오염제거가 가능한 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 누기율시험구(PAO test hole) 겸용 가능

④ 창문을 열지 않고도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습도 유지 시스템을

설비하되 하절기 서식균(레지오넬라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휀코일 유니트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은 설치하지 않음

⑤ 병실 내 소음은 50 dB(A) 이하가 되는 것을 권장함

2) 급기

① 전용 급·배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급기는 전외기 방식으로 함
: 병실과 전실에서 배출된 공기는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로 여과하더라도

다른 공간으로 재순환하여 사용하지 않음

② 환기횟수는 1시간에 최소 6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12회 이상을 권장함

③ 공조 정지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병실의 오염된 공기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실 급기구에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를 설치하거나, 각 실의

급기계통에 역류방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함

④ 급기시스템과 배기시스템을 상호 연동하여 배기시스템 정지 시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 병실이 인접한 실 대비 양압이 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함

: 배기시스템 (고장)정지 시 급기시스템 동작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고,
예비배기팬이 작동해서 압력이 안정화되면 급기 재작동하도록 설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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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기

① 배기는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를 통해 전량 외부로 배출함

② 배기구는 환자 쪽에 배치해야 함
: 배기구를 환자의 머리 근처 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③ 각 실로부터 나오는 배기덕트는 단독으로 배기하고, 배기팬은 말단에 설치함. 다만
각 실의 배기구마다 필터를 설치하거나 역류방지댐퍼 (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한 경우에는 필터 또는 댐퍼 후단부터 배기덕트를 통합하여 배기할

수 있음

④ 음압격리구역의 배기팬은 예비배기팬을 설치하여 고장 시에 대비하여야 함

⑤ 건물외부의 배기구는 지상에서 2 m이상에 설치하여 주변의 외부인에게 직접

배기되지 않도록 하고 2 m이내 타 시스템의 인입구가 없어야 함

: 배기구의 방향이 타 시스템의 인입구와 마주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

⑥ 설정 음압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배기량보다 충분한 용량을 갖는 설비의 설치를

권장함

⑦ 음압격리구역 내 배기팬은 UPS와 비상발전기에 연결되어 정전이 되더라도 배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음압제어

① 오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실내의 공기압력을 조정

예시 1) 비음압격리구역>복도전실(탈의실)>음압복도(내부복도)>병실전실>병실>화장실

예시 2) 샤워후 착의실>샤워실>보호복탈의실>(제독실)>내부복도
예시 3) 장비보관실>내부복도

: 화장실의 경우 병실과의 음압차를 두는 사유가 병실 안으로 불쾌한 냄새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별도의 차압표시기 설치 등은 불필요함

② 음압격리병실 등의 실내 공기압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음압격리병실과

병실전실에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되 병실 내 화장실의 경우 배기구만 설치함

③ 화장실, 병실, 병실전실, 내부복도 등의 실간 차압은 각각 –2.5 Pa 이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④ 음압이 유지되는 실의 출구에는 소수점 한 자리(0.1 Pa)까지 표시되는 차압표시기를

설치함
: 단, 음압구역 내 실간 차압을 4 Pa 이상 확보한 경우 1 Pa 단위의 차압표시기

설치가능

⑤ 음압격리구역의 음압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공조 제어기는 중앙통제실 등에 설치함

ㄱ. 관리자 이외에는 공조 제어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ㄴ. 이상 발생 시 알람을 통해 관리자 및 의료진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오작동 발생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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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 유닛

① 정상 운전 중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의 누기율시험(PAO test) 등 확인을

위한 스캔이 가능하고, 필터교체 시 소독을 할 수 있고 밀폐가 가능한 구조로 함

② 스캔 시 입자 투과율은 0.01% 미만으로 함

: 튜브로 연결된 스캔(Probe 스캔)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개스킷(Filter mounting

frame)이 포함되도록 스캔하며 누기율은 0.005% 미만으로 함

3. 설비시스템 운영방안

1) 음압병실
: 15 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단 기준음압격리병실 (2017. 2. 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을 말한다.)의 경우 10 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면적 불포함 )

2)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국에 설치할 것.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할 것. 단, 기존음압격리병실은 공동전실의 설치를 인정하되 , 공동전실을
이용하는 병실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함.

3) 화장실(샤워실 )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

4)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 설치

5)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HEPA filter 99.97% 이상)를 설치할 것

①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를 설치 할 것

② 공기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6)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시 알람이

울리도록 할 것

7) 운영기준

①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이상 유지할 것

②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회수 6회/시간 이상 환기할 것

③ 음압구역으로 부터의 발생한 오수, 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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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사업관리방식의 목적과 단계별(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공 후)로 구분

하여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목적
: 건설사업의 공사비(Cost) 절감, 품질(Quality) 향상,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한다.

2. 단계별 업무

1) 기본 설계 단계의 업무

①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②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③ 기본설계 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④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⑤ 기본설계 용역 성과검토

⑥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⑦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원

⑧ 기본설계 단계의 기술자문 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2) 구매조달 단계의 업무

① 입찰업무지원

② 계약업무지원

③ 지급자재 조달지원

3) 시공 단계의 업무

① 일반 행정업무

② 보고서 작성 제출

③ 현장 대리인 등의 교체

④ 공사착수 단계 행정업무

⑤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등 검토업무

⑥ 공사착수 단계 현장관리

⑦ 하도급 적정성 검토

⑧ 가설 시설물 설치 계획서 작성

⑨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⑩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⑪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⑫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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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수명사항

⑭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⑮ 시공계획검토

⑯ 기술검토

⑰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등

⑱ 공정관리

⑲ 안전관리

⑳ 환경관리

㉑ 설계변경 관리

㉒ 암반선 확인
㉓ 설계변경 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㉕ 업무조정 회의
㉖ 기성, 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㉗ 기성, 준공검사자 및 재시공

㉘ 준공검사 등의 절차

㉙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㉚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4) 시공 이후 단계의 업무

① 종합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②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③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선정

④ 시설물의 인수, 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⑤ 하자보수 지원

⑥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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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의 개요, 종류 및 특성,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온실가스의 개요

1) 온실가스 (Green house Gas)의 정의
: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중의 가스형태

물질

2) 온실효과

: 대기중의 온실가스가 우주공간으로 방출될 적외선을 흡수하여 저층의 대기중에

다시 방출하여 대기온도를 상승시키는 것

3) 지구온난화지수 (GWP)

① 일정 무게의 CO2 1 kg이 대기중에 방출되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1로

정하였을 때 같은 무게의 어떤 물질이 기여하는 정도

② 식 GWP= 물질 1 kg이 기여하는 온난화 정도
CO 2 1 kg이 기여하는 온난화 정도

2. 온실가스의 종류 및 특성

1) 온실가스의 종류

① 이산화탄소(CO2)

② 아산화질소(N2O)

③ 메탄(CH4)

④ 과불화탄소(PFCs)

⑤ 수소화불화탄소(HFCs)

⑥ 육불화항 (SF6)

⑦ NF3(삼불화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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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특성

종 류 발생원 지구온난화지수(GWP) 특성

이산화탄소
화석연료의 연소,
동물의 호흡, 산업공정,
식물의 광합성

1
주요절감대상,
온난화영향이
가장크다.

아산화질소
식용에어로졸 분사제 ,
비료, 산업공정

8
상쾌하고 달콤한
냄새와 맛이있다.
포집이 어렵다

메탄
유기물의 분해,
축산분뇨

23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 포집이 어렵다.

과불화탄소
발포제, 반도체
제조공정, 소화기

6630
플라스틱 제품에서
많이 발견,
화학적으로 안정

수소화불화탄소 발포제, 반도체세정용 140∼11,700
대체냉매로사용되며
증가추세이다

육불화항
반도체생산공정,
개폐기, 변압기,
자동차생산공정

23,900
상온에서 무색, 무취,
무독, 화학적으로
안정

3. 저감방안

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①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 : Korea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 등록사업 시행

②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③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사업 추진

④ 산업계 대응 지원사업 추진

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⑥ 탄소포인트제도 도입

⑦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 석유나 석탄보다 천연가스 사용

⑧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에너지를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서 활용하는 수소사회

실현(수소생산단지, 수소시범도시사업 등)

⑨ 하이드로메탄 기술개발 : CO2 주입으로 천연가스 발생기술 보유

2)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① 에너지와 자원절약의 실천
: 냉난방에너지, 전력, 수도 절약 및 자동차 공회전 자제, 카풀, 차량10부제, 대중

교통이용

② 친환경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

: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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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 및 폐지 재활용으로 산림보호

④ 채식

⑤ 나무심기․산불예방

3) 국제적인 협력

①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② 범세계적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의식 고취

③ 후진국․개도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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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인 탄소중립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정의

1) 사람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등에

흡수시키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CCUS)등으로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은
0(Zero)로 만드는 것

2) 배출되는 탄소 = 흡수되는 탄소로 만들어서 순배출을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net-zero라고도 한다.

3)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ge)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기술

2. 국제 탄소중립 계획
EU : 2050
중국 : 2060
일본 : 2050
대한민국 : 2050

3. 정부의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1) 전기·수소활용확대

: 화석연료 → 전기/수소
내연기관 → 친환경차

도시가스 → 전기화(건물)

2)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 스마트 그린 산단조성 ,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등

자율주행차 , 드론텍, 지능형 교통시스템확보
제로에너지 빌딩, 발광다이오드조명 , 고효율 가전기기 등

3)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 철강 → 수소환원 제철

석유화학 → 혁신소재 , 바이오 플라스틱

전력 → CCUS

4) 순환경제, 원료의 재사용

: 철스크랩 , 페플라스틱 , 폐콘크리트

5) 자연생태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 신규조림 확대 및 산림경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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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조건과 같이 외기와 환기를 혼합-냉각-취출하는 냉방 공조설비에

대하여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 건]

· 실내 냉방 부하는 현열량 100W, 잠열량 100W

· 외기량과 환기량 (실내공기 혼합비는 1:5)

· 공기의 정압비열은 1.0kJ/kg·K, 공기의 밀도는 1.2kg/m3

· 공기의 상태

건구온도(℃) 상대습도(%)
절대습도

(kg/kg′)

엔탈피

(kJ/kg)

외기 32 70 0.0210 86

실내공기 26 50 0.0105 52

취출공기 16 0.0100 40

1) 실내 현열비 (RSHF)를 구하시오 . (소숫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실내에 공급하는 취출공기량 Q(m3/h)을 구하시오 .

3) 실내 혼합공기의 건구온도 (℃), 절대습도 (kg/kg’), 엔탈피(kJ/kg′)를 구하시오 .

(절대습도는 소숫점 5째, 엔탈피는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습공기선도를 그리고 공조 프로세스를 작도하시오 .

5) 냉각코일 감습량 (kg/h)을 구하시오 .

6) 냉각코일의 냉각열량 (kW)을 구하시오 .

1)  


 

2)  ××

×
  mh

3)

①  

××
 ℃

②  

××
  kgkg′

③  

××
  k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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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4

SHF의 상태선

x3

실내

환기

외기

②

CC

④

냉각코일

①

③
①

②

③

④

i1

i3

i2

x4

t1t4

5)   ××  kgh

6)  

××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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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정의, 업무내용, 장·단점 및 책임감리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정의

1)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건설산업 기본법)

2) 발주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계약발주 방식

또는 전문관리 기법이다.

3) 건설사업의 공사비 (Cost) 절감, 품질(Quality) 향상,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업무범위

① 설계전 단계

② 기본설계 단계

③ 실시설계 단계

④ 구매조달 단계

⑤ 시공단계

⑥ 시공후 단계

2)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①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등 사업관리 일반

②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③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④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⑥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⑦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⑧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⑨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⑩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내용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요약)

① 건설 사업관리 공통업무
ㄱ.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ㄴ.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ㄷ. 작업분류 체계 및 사업번호체계관리, 사업정보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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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건설 사업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ㅁ.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 비용관리

ㅂ. 클레임 사전분석
ㅅ. 건설 사업관리 보고

② 설계 전 단계의 업무
ㄱ.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

ㄴ.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ㄷ. 기본계획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ㄹ. 발주방식 결정지원

ㅁ. 관리기준 공정계획수립

ㅂ. 총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지원

③ 기본 설계 단계의 업무

ㄱ.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ㄴ.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ㄷ. 기본설계 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ㄹ.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ㅁ. 기본설계 용역 성과검토

ㅂ.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ㅅ.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원
ㅇ. 기본설계 단계의 기술자문 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④ 실시 설계 단계의 업무
ㄱ. 실시설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ㄴ. 실시설계조정 및 연계성 검토

ㄷ.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VE)
ㄹ. 실시설계 용역 성과검토

ㅁ. 실시설계 용역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ㅂ.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지원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ㅅ.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ㅇ. 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ㅈ. 시공자 선정계획 수립지원

ㅊ. 결과보고서 작성

⑤ 구매조달 단계의 업무

ㄱ. 입찰업무지원

ㄴ. 계약업무지원
ㄷ. 지급자재 조달지원

⑥ 시공 단계의 업무
ㄱ. 일반 행정업무

ㄴ. 보고서 작성 제출

ㄷ. 현장 대리인 등의 교체
ㄹ. 공사착수 단계 행정업무

ㅁ.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등 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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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공사착수 단계 현장관리

ㅅ. 하도급 적정성 검토

ㅇ. 가설 시설물 설치 계획서 작성
ㅈ.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ㅊ.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ㅋ.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ㅌ.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ㅍ. 수명사항

ㅎ.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a. 시공계획검토

b. 기술검토

c.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등
d. 공정관리

e. 안전관리

f. 환경관리
g. 설계변경 관리

h. 암반선 확인

I. 설계변경 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j.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k. 업무조정 회의

l. 기성, 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m. 기성, 준공검사자 및 재시공

n. 준공검사 등의 절차

o.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p.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⑦ 시공 이후 단계의 업무
ㄱ. 종합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ㄴ.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ㄷ.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선정
ㄹ. 시설물의 인수, 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ㅁ. 하자보수 지원

ㅂ. 재검토 기한

3. 특성(장단점)

1) 장점

① 공기단축

② V.E(Value Engineering) 기법의 적용

③ 적정품질확보 : 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전문적 검토

④ 원활한 의사소통

⑤ 발주자의 객관적인 의사결정

⑥ 관리기술 수준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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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업무의 융통성

2) 단점

① 총 공사비에 대한 발주자의 Risk

② CM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

③ CM Fee를 포함한 총 공사비 증대

4. 책임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의 차이점

1) 시행목적

① 책임감리 : 부실 시공방지

② CM : 건설공사 관리 및 감독기술의 발전

2) 업무범위

① 책임감리 : 시공단계의 품질관리에 중점

② CM : 현재의 감리업무를 포함하여 공사기획, 입찰, 구매,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시설물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관리

③ 위험성 CM(CM at Risk)의 경우 CM이 공사비를 포함한 시공전체에 대한 책임



16 최일경 건축설비기술학원 www.cikcyber.com

7. 차압조절밸브의 필요성 및 차압밸브의 고장과 추정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차압밸브(Differential Pressure Control Valve)의 필요성

1) 차압밸브의 개요

공급관과 환수배관 사이의 액체의 압력차이 (ΔP)를 규정치로 보유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밸브 즉, Supply 측과 Return 측의 압력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차압밸브의 필요성

그림과 같은 변유량 방식에서 부하계의 유량변동시 System의 각 Unit를 경과하는

배관경로의 저항치는 각각 다르며 각 경로의 유량은 Cv와 ΔP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므로 배관계의 차압 ΔP가 일정 해야 유량제어가 용이하다 .

2. 차압유량조절 밸브의 필요성
대규모 아파트 중앙난방 시스템이나 지역난방 시스템에서 하나의 대형펌프로
각 구역별로 유량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 각 구역별로 다른 차압이 발생하게
됨으로 유량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차압유량 조절밸브가 필요하다.

3. 고장원인과 대책

1) 스핀들 누수

① 원인 : 패킹마모, 스템부 부식

② 대책 : 누수 초기에 패킹교체

2) Actuaror 누수

① 원인 : O-Ring 마모, 스템연마 마모, Diaphragm 볼트조임부분 누수

② 대책 : O-Ring 과 패킹교체, 스템부 페인트칠 금지, Diaphragm분해 재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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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밸브차단 불능

① 원인 : Diaphragm 마모(차압큼), 공급측 도압관 볼밸브 잠김

② 대책 : Diaphragm 교체, 공급측 도압관 볼밸브 개방

4) 밸브 떨림 및 소음(채터링 현상)

① 원인 : Actuaror 에어발생, 차압이 크게 설정

② 대책 : Actuaror 내의 에어제거, 차압 재설정(0.7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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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요
: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조치의 일환으로‘대기관련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3일부터 시행되어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콘덴싱 보일러
: 일반보일러는 120℃이상의 배기가스와 수증기를 그대로 외부로 배출하므로
열손실이 많다. 콘덴싱 보일러는 이 배기가스의 열과 수증기의 응축 잠열을
회수하여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2개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온수를
데우는데 사용하고 배기가스의 온도를 50℃이하로 떨어뜨린다.

3. 친환경보일러
: 저녹스 버너가 설치되어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을 일반형 보일러 보다
아주적은 20 PPM 이하로 낮춘 보일러

4.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 친환경 보일러의 기능과 콘덴싱 보일러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보일러

  

구분 친환경보일러 일반보일러

특 징

·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
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 장착
· 배출가스 열을 한번더 사용
하여 에너지효율상승

· 배출가스 열을 재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평균)

20 PPM 173 PPM(노후보일러)

에너지효율(평균) 92% 이상 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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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친환경보일러 일반보일러

구조

저온의 배기가스 45℃ 고온의 배기가스 120℃이상

버너

공급수

환수

공급수

환수

버너

열교환기

열교환기

잠열열교환기

응축수

배
기
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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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동형 음압격리 병실의 설치·운영기준중 이동형음압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동형 음압기 설치
: 음압병실 구축 대신 기준 병실에 이동형 음압기를 부착하는 경우, 급기,
배기, 음압제어, 환기유지 등의 설치, 운영기준을 준수시 예외 인정.
다만, 이동형음압기는 2019. 1. 1.부터 3년 동안만 설치·운영을 허용, 이후
이동형 음압기 설치 병실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하지 않음

2.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기준

공조시설

급기설비

* 타병실로의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기

덕트에 헤파필터 또는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전외기 방식의 급기를 하여야 함.

배기설비
*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형 음압기 설치

* 배기덕트 주변에는 타 공조시스템 인입구가 없어야 함.

음압제어

* 실간 음압차 : 2.5Pa(0.255 mmAq)이상을 유지

* 병실 입구에 차압계 설치

* 이동형 음압기 미작동시 알람장치 설치

벽 및 천장, 창, 문

* 병실 내 틈새는 테이프 및 시트지를 통하여 밀폐작업

* 창문은 개폐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틈새는 밀폐작업

* 출입문 상부 및 측면도 틈새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화장실, 샤워시설

* 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어야 함

* 화장실 배기팬 작동금지(배기는 헤파필터를 통해서

나가도록 고려)

전실설치 * 전실(또는 이동형 전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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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초미세먼지, 응축성먼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PM(Particulate Matter)이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입자상 물질로

입자가 10 ㎛이하인 것을 PM10, 2.5 ㎛이하인 것을 PM2.5라고 하며
입경이 작을수록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2. 응축성 미세먼지(CPM : 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

1) 굴뚝이나 자동차등에서 나온 배출가스내에서 가스상태로 존재하다가 찬공기와 만나

응결 되면서 만들어진 미세먼지

2) 입자크기가 보통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이므로 여과성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유해하다.

3. 분류 및 특징

PM 10 PM 2.5 CPM

호 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응축성 먼지

입자크기 10 ㎛이하 2.5 ㎛이하 2.5 이하

주성분 NOx, SOx 등 이온분자

4. 발생원인

1) 자연적인 발생원인 : 흙먼지, 식물의 꽃가루 등

2) 인위적인 발생원인 : 연료의 연소(보일러, 발전시설등 ), 자동차배기가스 ,

건설현장이나 도로 등의 비산먼지, 노천소각 등

① 1차적 발생

: 굴뚝등 발생원에서부터 고체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

② 2차적 발생

: 발생원에서는 가스상태로 나온물질이 공기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먼지가 되는 경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이

있다.

5.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노약자 사망률 증가

1) PM10

① 호흡기질환 유발

② 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유발

③ 코 : 알레르기성 비염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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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M2.5

① 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유발

② 폐 : 폐포손상 유발

③ 심혈관질환(협심증, 뇌졸중)유발

6. 미세먼지 예방대책

1) 외출, 실외활동자제와 신체노출 최소화

2) 외출후 귀가시 의복의 먼지제거, 손·코등의 세척

3) 도로변등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장소에서의 운동자제

4) 보호마스크 착용(KF80이상∼0.6 ㎛ 80% 이상 차단)

5) 충분한 수분섭취

6) 실내흡연 금지

7) 취사중 충분한 환기

7. 실내 미세먼지 저감대책

1) 공기청정기의 사용

2) 공조기를 통한 Filtering

: 고성능 에어필터의 채용으로 실내를 클린룸 개념으로 유지

3) 미세먼지 차단망(창문필터)의 설치

4) 에어컨 실내기 에어필터의 주기적인 세정 또는 교체

5) 주방 레인지 후드의 고성능화 · 배기효율증대

6)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 출입구는 회전문 또는 2중문으로 시공, 전실 설치

7) 창호 및 개구부의 기밀한 시공



최일경 건축설비기술학원 T.02)5618-114~5 23

11. 실내공간은 최상층으로 사무실 용도이며, 바로 아래층의 실내조건은

최상층의 실내 공간과 동일하다. 다음을 구하시오.

1) 실내공간의 난방부하

2) 단위면적당 난방부하 

3) 실내부하 현열비

[조건]

난방 설계용 실내 조건. 건구온도 18℃, 절대습도 0.00511kg/kg

난방 설계용 실외 조건. 건구온도 –7℃, 절대습도 0.00129kg/kg

외벽 열관류율    ℃

지붕 열관류율   ℃

내벽 열관류율 Uwall,int  ℃

창 열관류율   ℃

문 열관류율   ℃

공기 밀도    , 공기 정압비열    ℃

수증기 잠열   

침기량 환기횟수   회

1인당 외기 도입량   ·

난방 시 외벽 방위계수. 남    , 동 및 서    , 북 및 수평    

비공조 공간의 온도는 실내와 실외의 산술평균온도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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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난방부하 (W)

① 부하계산 조건

면적(A) : m2

유리
남 9×1.6 = 14.4 m2

서 4.5×1.6 = 7.2 m2

외벽
남 12×3.3-14.4 = 25.2 m2

서 8×3.3-7.2 = 19.2 m2

지붕 12×8 = 96 m2

문 1.2×2.0 =2.4 m2

내벽 3.7×2.6-2.4 =7.22 m2

바닥 12×8 = 96 m2

실용적( V : m3) 12×8×2.6 = 249.6 m3

재실인원(n) 0.2×96 = 19.2 인(면적당 인원수 0.2 인/m2 으로 가정)

침입외기량(QI : m3/h) 0.5×249.6 = 124.8 m3/h

도입외기량(QO : m3/h) 19.2×30 = 576 m3/h

② 난방부하

부 하 현열(W) 잠열(W)

실
내
부
하

벽
체
전
도
열

남외벽 1.0×0.55×25.2×25 = 346.5

서외벽 1.1×0.55×19.2×25 = 290.4

남유리 1.0×3.5×14.4×25 = 1260

서유리 1.1×3.5×7.2×25 = 693

지붕 1.2×0.5×96×25 = 1440

문 2.5×2.4×12.5 = 75

내벽 3.00×7.22×12.5 = 270.75

침입외기열
1.2×124.8×1.00×25÷3.6
= 1,040

1.2×124.8×2,500×(0.00511-0.00129)÷3.6
= 397.28

외기부하
1.2×576×1.00×25÷3.6
= 4,800

1.2×576×2500×(0.00511-0.00129)÷3.6
= 1,833.6

소 계 10,215.65 W 2,230.88 W

합 계 12,446.53 W

2) 단위면적당 난방부하 (W/m2)




  Wm

3) 실내부하 현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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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기계설비 내진설계와 관련된 법규의 종류,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KDS)의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내진설계와 관계된 법규의 종류

1) 건축법 48조

2) 건축법시행령 32조

3)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 14조

4)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시행령 10조의 2

5) 건축구조기준 (KBC)

6)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의 비구조 요소

1) 정의

① 건축비 구조요소 :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② 기계, 전기 비구조 요소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2) 비구조요소의 종류

① 건축비구조 요소
ㄱ. 칸막이벽

ㄴ. 유리창

ㄷ. 커튼월
ㄹ. 이중바닥

ㅁ. 건물외부치장벽돌, 마감석재

ㅂ. 계단, 램프
ㅅ. 캐노피

ㅇ. 매달린 천장, 천장

ㅈ. 비부착식 천장패널
ㅊ. 위험물 저장지지 장치

ㅋ. 흡음타일

ㅌ. 굴뚝
ㅍ. 수직배기구

ㅎ.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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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 비구조 요소

ㄱ. 난방기기
ㄴ. 환기기기

ㄷ. 공기조화기기

ㄹ. 냉동기기
ㅁ. 덕트

ㅂ. 배관

ㅅ. 수도
ㅇ. 가스

ㅈ. 급배수설비

③ 전기 비구조 요소

ㄱ. 엘리베이터

ㄴ. 에스컬레이터
ㄷ. 발전기

ㄹ. 조명

ㅁ. 축전기
ㅂ. 변압기

ㅅ. 배선장치, 도관, 케이블트레이

ㅇ. 전기설비제어장치
ㅈ. 컴퓨터 장비

ㅊ. 전기캐비넷

3) 비구조요소의 적용범위

① 필수조항(내진설계 대상)

ㄱ.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

ㄴ.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 마감석재

② 예외조항(건축주와의 협의사항)

ㄱ. 중요도계수()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 m 이하

ㄴ. 중량 1800 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경우
ㄷ. 중량 100 N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 N/m이하인 경우

◆ 내진 등급기준

등급 중요도 중요도 계수

특 1 1.5

Ⅰ 1 1.2

Ⅱ 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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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기냉동 사이클(파스칼에어) 냉장고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일반적인 브레이튼 사이클의 방열과 흡열이 반대로 작용하는 역브레이튼
사이클 이며, 상변화가 없는 가스사이클이다.

2. 단열 압축한 후 방열, 단열 팽창한후 흡열을 한다.

3. 냉장창고 내의 공기를 흡입하여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압축과 팽창을 하고 창고
내부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 다시 창고내부로 투입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창고 내를 초저온으로 유지하는 설비 이다.

4. 고내의 공기를 흡입하여 냉각하고 직접 분출하는 구조이므로 고내에 에어쿨러
가없고, 내부제상에 의한 온도 상승도 없다.

5. 팬모터의 발열, 고내제상이 없으므로 최대 30%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다.

6. 기존의 참치 보관용 초저온 냉장창고에서는 이원 냉동방식(HCFC-22/23) 이
채용되고 있으나 에어 사이클을 이용하면 보다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완전한
자연 냉매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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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냉장창고의 부하계산

1. 침입열 q1 (W)

  ⋅⋅   

k : 벽체의 열통과율 [W/m2․K]

A : 벽체의 면적 [m2]

to : 외기온도 [℃]

tr : 고내온도 [℃]

2. 냉각열 q2 (W)
: 입고한 수탁물을 보관온도까지 냉각하기 위한 열부하로 냉장고 본래의 목적은
냉각실이 아니기 때문에 냉각열은 실제의 부하에 대해 상당한 여유를
주어야한다.

  ⋅   ×


÷

w : 24시간에 대한 입고화물량 [kg/day]

c : 수탁물의 비열 [kJ/kg․K]

ti : 입고시의 수탁물의 온도 [℃]

3. 발생열 q3 (W)

   ×× ×



P : 전동송풍기의 입력총계 [kW]

1) 유닛쿨러의 전동 송풍기에 의한 열부

2) 1일의 사용시간을 16시간으로 해서 계산한다.

4. 환기열 q4 (W)

  ⋅⋅ ×


÷

v : 냉장실의 용적 [m3]

E : 단위체적당 환기열량, 외기를 고내온도까지 냉각하는
열량 [kJ/m3]

n : 24시간 동안의 환기횟수 [회/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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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출고를 위한 문의 개방시 침입하는 공기에 의한 열부하

2) 입출고가 잦은 냉동 창고의 경우 환기열이 최대열부하가 되는 경우가 있다.

3) 환기열의 약산은 대략 (q1+q 2+q 3)×0.35 정도로 한다.

5. 기타의 부하열 qs (W)
: 작업시간대내에 고려되는 것으로 하역기계, 조명, 작업자의 발열이 있다.

① 작업원 등의 인체발열량 = ××


×

350 : 1인당 발생열

3 : 1인당 작업시간

m : 작업원수

② 전등의 발생열 =  ×××



3 : 점등시간

P1 : 전등의 총계 [kW]



30 최일경 건축설비기술학원 www.cikcyber.com

15. 카르노사이클로 작동하는 열기관으로서 140 kW의 동력을 발생하고 폐열

회수에 의해 360 K의 온수 0.45 kg/s를 동시에 제조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열기관은 고온측에서 열원온도 1000 K로 400 kW의 열이 공급되고 있고,

열기관에서의 배열은 등온하에서 배열회수 장치내를 흐르는 물의 가열에

사용된다. 급수온도가 300K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물의 비열은

4.19 kJ /kg․K 이다.)

1. 열기관의 저온측 열원온도는 몇 K 인가?

  


 

 
 

 
 



여기서는   


 


 

  

에서   


∴   k

2. 이 시스템의 종합에너지 효율은 몇 % 인가?

1)    kW

2)   ××

  kW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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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냉매를 이용한 최신 냉각 시스템중 NH3/CO2 간접냉각시스템을

설명하시오.

1. 1차 냉매를 NH3로하고, 2차 냉매인 CO2를 브라인으로 하여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냉장창고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F급 냉장창고(고내온도
–25℃)나 급속 동결기의 냉각에 이용되고 있다.

2. 1차 냉매로는 가장 높은 효율의 자연냉매 NH3를 채용하고 냉동 사이클 부분은
패키지로 되어 있어 완전자동으로 운전된다.

3. 압축기는 스크류 이단압축기로, 반밀폐식 IPM모터(영구자석식)를 채용하고
있으며, 효율이 높고 냉매 누설의 위험도 적다.

4. NH3 응축기는 수냉식으로 1년내내 에너지 절약운전이 가능함과 동시에 냉매
충전량을 극소화 할수 있다.

5. 저온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저온의 액체를 펌프로 공급하므로 반송동력이
작아져 설비전체의 에너지가 절약되고 누설시에도 안전하다.

* IPM(Interior Permanent Magnet)
: 내부자석 매립식 모터 회전자가 영구자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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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2 분할 냉각 시스템

1. CO2 냉동사이클의 일종

2. 고단 가스쿨러의 출구 측 가스 일부를 중간압력까지 팽창시키면서 그때 메인
가스를 냉각시킴으로써 냉동효과를 크게하는 시스템이다.

3. 냉장 쇼케이스의 냉각용으로 상품화되어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으로 보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