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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aquariums on indoor air quality for improving

humidity and reducing indoor air pollutants. 

Methods: An air-conditioning chamber was used to determine humidity increase by aquarium volume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20oC, 25oC, 30oC). Humidity increase was measured for 21 hours (20oC) and 12 hours

(25oC, 30oC) while placing five different volume of aquarium in the chamber. Concentrations of sever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formaldehyde were measured after a known amount was injected into the chamber with

and without an aquarium. 

Results: The humidity inside the chamber increased when the aquarium was inside the chamber. Humidity

change was similar at 20oC, 25oC, and 30oC, but slightly higher at higher temperatures. The bigger the aquarium

volume, the higher was the humidity increase that occurred. Humidity increase by the aquarium was sufficient

to increase indoor humidity in winter and negligible in summer. Concentrations of some water-soluble indoor

air pollutants and formaldehyde were decreased with the aquarium inside the chamber. 

Conclusions: An aquarium could increase indoor humidity in winter, while the humidity increase is negligible

in summer. An aquarium could decrease some water-soluble indoor air pollutants, including formaldehyde. This

result implies that an aquarium may have positive effects on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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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200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현대인은 하루 중 실내에서 평균 88%의 시간

을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1) 이처럼 하루 중 실내

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실내

환경으로 받는 영향이 매우 크다. 산업의 발달로 인

해 현대 건축물의 밀폐화와 단열화에 따른 환기 부

족으로 인하여 실내 공간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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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

질 농도가 높아져, 실내 공기오염을 일으킨다고 알

려져 있다.2) 

실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그

중 습도는 수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3) 습도가 낮아

지면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4) 낮은 습도에

장시간 노출 되는 경우, 감기, 재채기, 인후염 등의

호흡기 감염 증상의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들

이 있다.5-7) 또한, 전염성 균의 전파는 작은 입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균이 확산 등에 의해 퍼질 때 가

능한데, 실내 습도가 15~40%로 낮을 때 독감 바이

러스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8) 습

도가 높아지면 곰팡이와 진드기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대부분의 곰팡

이는 75% 이상의 높은 습도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 천식이나 비염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9) 진드기 역시 집먼지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으로서, 주로 80%의 높은 습

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10) 

실내의 습도는 공간의 실내오염물질 농도에도 영

향을 미친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건축 자재 등에

서 배출되어 높아지며,11,12) 이산화황 및 이산화질소

의 경우 또한 공기 중 습기와 결합하여 황산 및 질

산을 생성한다.13) 오존의 경우, 오히려 공기 중 습도

가 낮을수록 오존의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

과 또한 있다.14) 2006년 신축공동주택의 습도의 변

화에 따른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 특성을 관

찰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benzene, ethylbenzene,

styrene, xylene의 경우 습도의 증가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15)
 

우리나라의 실내 환경의 습도는 적정수준에 비해

높고 낮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2010년부터 2011

년까지 총 14곳의 가정집의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측

정한 결과, 월별 실내 최저 및 최고 평균 온도는 각

각 1월의 21.3oC와 8월의 29.7oC, 월별 실내 최저

및 최고 평균 습도는 각각 1월의 32%와 8월의 68%

였다.16) 실내와 실외 온습도 환경 간의 상관성을 비

교하였을 때, 겉보기 온도, 절대 습도의 경우 실내

환경이 실외 환경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습

도의 경우 실내 환경이 실외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한국 실내 적

정 습도는 40~60%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겨울철

의 경우 적정 습도에 비해 낮고, 여름철의 경우 적

정 습도에 비해 높다. 따라서 실내 습도를 적정 수

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습도를 관리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실내 활동 공간의 습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17) 실내 습도를 낮출 경우 난

방기를 가동하거나 제습제 및 제습기 사용을, 실내

습도를 높일 경우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젖은

빨래를 너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주택 내에 숯이나 녹색 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실내

습도를 자연 조절 하는 것 또한 방안이라고 제안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 방안들이 근거를 두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하다. 미니 수족관 또는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 또

한 실내 습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

는데, 서울시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에는 실내 습

도조절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지침으로 수족관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18)

다만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관상용 수조가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실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가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상용 수조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습도 변화 및 실내 오염물질 농도 변

화를 통하여, 관상용 수조가 실내 습도에 주는 영향

과 실내 오염물질의 감소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II. 재료 및 방법

수조에 따른 실내 공간의 습도 변화 및 실내 오염

물질 농도 변화 실험을 수행하기위하여 가로 3.21

m×세로 3.13 m×높이 2.41 m의 부피 24 m3의 항온,

항습 챔버를 이용하였다. 수조는 부피와 표면적의 크

기에 따라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수조 총

5가지로 정하였다(Table 1). 챔버 내부에 Center 345

온습도 기록계(CAS Home, Korea)를 설치하여 챔버

의 실내 온습도를 측정하였다.

실내오염물질 농도 변화 실험의 경우, 총 6종의 실

내 오염물질(Hexane, Methyl tert-butyl ether(MTBE),

Acetone, 2-Butanone, Benzene, Formaldehyde)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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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이 때, 수용성 실내오염물질의 감소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수용성 실내오염물질인 Toluene,

Xylenes, Ethylbenzene의 감소율을 동시에 측정하였

다. VOCs를 샘플링하기 위하여 Coconut Charcoal

Sampler tube와 XAD-2 Sampler tube 총 2종을 이

용하였고, Formaldehyde를 샘플링하기 위하여 DNPH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샘플링하였고,

시료는 채취 후 전부 냉동보관 하였다. 시료를 채취

할 때 펌프는 Formaldehyde와 VOCs 각각 MP-∑

100H(SIBATA Scientific Technology Ltd. Japan)와

MP-∑30NII (SIBATA Scientific Technology Ltd.

Japan)를 이용하였다.

Table 1. Aquarium volume and water surface data

Aquarium Volume (W × L × H) (cm) Water Surface (cm2)

Extra-small (Aquarium 1) 30 × 19.5 × 23.5 585

Small (Aquarium 2) 38 × 28 × 39 1064

Medium (Aquarium 3) 60 × 22 × 30 1320

Large (Aquarium 4) 60 × 35 × 38 2100

Extra-large (Aquarium 5) 61.5 × 36.5 × 52 2244.75

Table 2. Chamber settings for aquarium and humidity increase correlation measurement data

Time +3hr +21hr +12hr +12hr +12hr +12hr

Chamber’s Outdoor Temperature (oC) 20 25 30

Chamber’s Outdoor Circulation Fan On

Chamber’s Indoor Circulation Fan On

Relative Humidity Set (%) 20

Temperature Set (oC) 20 25 30

Flow rate (lpm) 400 0 400 0 400 0

Table 3. Chamber settings for aquarium and indoor pollutant decrease correlation measurement data

Time ~09:00 ~09:30 ~10:30 ~11:30 ~12:30 ~13:30

Chamber’s Outdoor Temperature (oC) 25

Chamber’s Outdoor Circulation Fan On

Chamber’s Indoor Circulation Fan On

Relative Humidity Set (%) 40%

Temperature Set (oC) 25

Flow rate (lpm) 800 0 0 0 0 0

Reference Note Stabilization
Standard 

aliquotion
Standby Sampling Standby Sampling

Time ~16:30 ~17:00 ~18:00 ~19:00 ~20:00 ~21:00

Chamber’s Outdoor Temperature (oC) 25

Chamber’s Outdoor Circulation Fan On

Chamber’s Indoor Circulation Fan On

Relative Humidity Set (%) 40%

Temperature Set (oC) 25

Flow rate (lpm) 800 0 0 0 0 0

Reference Note Stabilization
Standard 

aliquotion
Standby Sampling Standby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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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유지하는 온도 환경은 각 20oC, 25oC,

30oC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챔버의 설정 습도는 20%RH로 설정하였다. 습도 변

화를 보기 위하여 실험 시작 전에 20oC 환경은 3시

간, 25oC, 30oC 환경은 12시간 동안 설정된 온습도

의 청정 공기를 400 lpm의 유속으로 유입하여 내부

환경을 안정화 하였다. 챔버 안정화 당시 장비 성능

으로 인하여 약 30±5%RH로 안정화 하였다. 이후

챔버에 공기를 유입하지 않고, 20oC 환경은 21시간,

25oC, 30oC 환경은 12시간 동안 습도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Table 2). 수조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경우

와 같이 실제 생물이 들어있는 상태로 실험에 이용

하였다. 습도 실험의 경우, 수조의 유무 및 크기에

따른 습도 증가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조를 넣지

않은 상태의 챔버, 즉 빈 챔버 상태의 습도를 대조

군으로 설정하였다.

실내 오염물질 농도 변화 실험은 실험 전날 수조

를 설치한 후, 설정 온도 및 습도를 각 25oC, 40%RH

챔버를 800 lpm의 유속으로 유입하여 안정화 하였

다. 스탠다드 물질을 분취하기 위하여 MP-∑100H

펌프를 이용하여 N2 탱크를 1.5 lpm으로 30분 간 45

L를 유입하였으며, 유입 20분 이내에 스탠다드 물질

을 분취한 후 10분 간 퍼징하였다(Table 3). 유입 1

시간 후 3개의 MP-∑30NII 펌프를 각각 0.5 lpm,

0.3 lpm, 0.3 lpm으로 유량을 세팅한 후, 0.5 lpm으로

맞춘 펌프에 formaldehyde를 채취하였으며, 0.3 lpm

으로 맞춘 펌프에 VOCs 시료를 채취하였다(Fig. 1).

실제 분취하는 용량의 경우 NIOSH의 실험 기법을

참고하여 각 물질의 LOD와 챔버 부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Table 4). 채취 이후 3시간

동안 챔버를 가동하여 챔버 내부의 오염물질을 제거

및 안정화 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반복하였

다. 이 때 3시간 가량 안정화하는 동안 총 6회의 환

기가 이루어졌다. 채취한 시료는 VOCs의 경우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기법을, form-

aldehyde의 경우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

graphy 기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분석하였다. 실내 오

염물질 농도 변화 실험도 수조의 유무에 따른 실내

오염물질의 감소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빈 챔버 상태

의 실내 오염물질의 감소율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Figure 2와 Table 5는 각각 20oC, 25oC, 30oC에서

의 10시간 동안 24 m3 챔버에 다양한 크기의 수조

를 설치할 때 습도의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 및 증

가율이다. 챔버의 안정화 이후 환기장치를 끄고 습

Fig. 1. Sampling method of indoor pollutant decrease rate measurement

Table 4. Indoor pollutants and 24 m2 chamber standard

aliquotion amount data

Chemical
24 m2 chamber

standard aliquotion amount (µl)

n-Hexane 20

Methyl tert-butyl ether 

(MTBE)
750

Acetone 700

2-Butanone (MEK) 140

Benzene 10

Toluene 25

o-Xylene 25

Ethylbenzene 20

Formaldehyd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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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20oC의 경우 처음 시작

습도와 10시간 후 최종 습도 간 차이가 수조 크기

순으로 각각 17%, 8%, 17%, 24%, 26%였으며, 25oC

의 경우 수조 크기 순으로 각각 9%, 15%, 15%,

36%, 29% 증가하였다. 30oC의 경우 또한 수조 크

기 순으로 각각 9%, 11%, 23%, 45%, 28%로 증가

하였다. 세 온도 조건에서 모두 빈 챔버의 경우와

비교하여 습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수조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수조의 표면적이 더 넓을수록 습도의

증가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25oC

와 30oC의 온도 조건의 경우 4번 수조(중대형 수조)

가 5번 수조(대형 수조)보다 습도가 더 많이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고, 20oC에서는 1번 수조(소형 수조)

가 2번 수조(중소형 수조)보다 습도가 더 많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

Figure 3은 수조 설치 전과 수조 설치 후의 물질

감소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비 수용성 실내 오염

물질인 Toluene, Xylenes, Ethylbenzene의 화학물질

감소율을 1로 기준을 잡았을 때, 비수용성 화학물질

감소율을 각 수용성 물질별 감소율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였다. 각 물질별 왼쪽 결과는 수조 설치 전의

상대적 감소율을, 오른쪽 결과는 각기 다른 크기의

수조 설치 후의 상대적 감소율을 보여준다. 수조 설

Fig. 2. Relative humidity growth by time duration in

20oC, 25oC, 30oC

*EC: Empty Chamber, †AQ: Aquarium

Table 5. Increase amount of relative humidity from

control group (empty chamber) by volume of

aquarium and temperature

Temperature 20oC 25oC 30oC

Aquarium 1 17% 9% 9%

Aquarium 2 8% 15% 11%

Aquarium 3 17% 15% 23%

Aquarium 4 24% 36% 45%

Aquarium 5 26% 29% 28%

Fig. 3. Relative reduce ratio of water-soluble indoor

pollutants

*EC: Empty Chamber, †AQ: Aqu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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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전, 비수용성 오염물질에 대한 수용성 실내 오염

물질의 감소율을 2회 실험한 결과, 수용성 실내 오

염물질인 Hexane(0.97, 1.19), MTBE(0.78, 1.07),

Acetone(0.75, 1.11), 2-Butanone(0.83, 1.00), Benzene

(0.92, 0.96)의 수조 설치 전 화학물질 감소율은 비

수용성 물질과 비슷하거나 더 적었다. 수조 설치 후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한 결과, 비 수용성 화학물

질의 감소율에 비하여 Hexane은 25%, MTBE는

21%, Acetone은 21%, 2-Butanone은 약 20% 더 감

소하였다. 하지만 Benzene의 감소율은 비 수용성 화

학물질의 감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ure 4는 수조 설치 전과 수조 설치 후의 포름

알데히드 감소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수조 설치 전

에 포름알데히드를 주입하였을 때, 주입 직후의 농

도와 주입 1시간 후의 농도를 비교하였을 때, 주입

직후 농도인 38 ppb에서 30 ppb로 약 21% 감소하였

고, 수조를 설치한 후에 장기간 설치하여 습도를 높

인 후, 같은 양의 포름알데히드를 주입하였을 때, 주

입 직후의 농도와 주입 1시간 후의 농도를 비교하

였을 때 주입 직후 농도인 22 ppb에서 15 ppb로 약

32% 감소하였다. 

IV. 고 찰

실내 환경에 수조를 설치하면 습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챔버의 온도를 20oC로

정한 것은 겨울의 조건을 모의 실험한 것으로 수조

의 수 표면적이 커지면 습도의 증가가 더 높아진다.

여름철 실내환경 조건을 모의실험하기 위해 챔버를

30oC로 조정했을 때 수조의 수 표면적에 따라 습도

가 증가하였고 낮은 온도보다 습도의 상승폭이 약간

커졌다. 실제 가정집 14곳에서의 실내 온·습도 측정

결과 겨울의 실내 평균 온·습도는 각각 21.3oC와

32%이며, 여름의 실내 평균 온·습도는 각각 29.7oC

와 68%이다.16)

겨울철 습도의 증가 수준은 실험 결과를 통해 계

산할 수 있다. 수행된 실험에서 겨울철 환경과 비슷

한 20oC, 33%에서의 실험 조건에서 가장 작은 수조

를 설치하였을 때 상대습도는 43%로 증가하였고, 가

장 큰 수조를 설치한 상대습도는 56%로 증가하였다.

이를 챔버의 부피와 환기율을 고려하여 절대 습도로

환산하였을 때, 20oC, 33%에서의 절대 습도는 0.006

kg/m3, 43%에서의 절대 습도는 0.007 kg/m3, 56%에

서의 절대 습도는 0.01 kg/m3 이다. 이를 챔버 부피

인 24 m3에 적용하면 가장 작은 수조를 설치할 때

0.024 kg의 습도가 추가되고, 가장 큰 수조를 설치할

때 0.096 kg이 추가된 것이다. 일반적인 거실의 부

피를 90 m3라고 가정할 때, 같은 환경에서 가장 작

은 수조를 설치할 경우 절대 습도는 0.00027 kg/m3,

가장 큰 수조를 설치할 경우 절대 습도는 0.00107

kg/m3이 증가하며, 이는 약 2~6%의 상대습도가 증

가한다는 것이다. 즉, 겨울철 가정에서의 평균 습도

가 35~40% 정도로 향상되는 데 수조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수행된 실험에서 여름철 환경과 비슷한 30oC, 24%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가장 작은 습도를 설치하였을

때 상대습도는 33%로 증가하였고, 가장 큰 수조를

설치하였을 때 상대습도는 52%로 증가하였다. 이를

절대 습도로 환산하였을 때, 30oC, 24%에서의 절대

습도는 0.007 kg/m3, 33%에서의 절대 습도는 0.01

kg/m3, 52%에서의 절대 습도는 0.016 kg/m3이다. 이

를 챔버 부피에 적용하면, 가장 작은 수조를 설치한

경우 0.072 kg, 가장 큰 수조를 설치한 경우 0.216

kg이 증가한다. 다만, 여름철 가정의 평균 습도가

68%인 조건에서의 추가 수분 증발량은 이번 실험의

약 10% 정도이므로, 추가 증발되는 수분의 양은 가

장 작은 수조의 경우 0.0072 kg, 가장 큰 수조의 경

우 0.0216 kg이 된다. 일반적인 거실의 부피를 90

m3라고 가정하였을 때, 같은 환경에서 절대 습도는

가장 작은 수조의 경우 0.00008 kg/m3, 가장 큰 수

조의 경우 0.00024 kg/m3이 증가하며, 이는 약 0~1%

의 습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여름에 수조가 실내

습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Fig. 4. Relative reduce ratio of Form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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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의 크기 차이와 습도 증가율을 관찰한 실험에

서, 25oC와 30oC의 온도 조건에서 4번 수조가 5번

수조에 비하여 표면적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습도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해당 수조에 설치되어 있

던 정화기의 용량 차이인 것으로 고려된다. 4번 수

조 정화기의 경우 5번 수조 정화기의 용량보다 더

크고, 물줄기의 개수 또한 더 많이 나왔다. 이는 수

조의 표면적뿐만 아니라 수조에 설치된 수조 정화기

또한 습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려된

다. 특히 여름 조건에서 4번 수조를 설치하면 여름

철 평균 습도인 68%보다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중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조

의 정화 용량과 수온을 낮추고, 뚜껑을 덮는 등 수

분의 증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무리가 없

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용성 실내 오염물질의 경우, 실내 공기 중에 부

유하는 수용성 오염물질(수용성 VOCs, Form-

aldehyde)가 수조 표면의 물과 결합하여 수조에 녹

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실험 결과 일부 수용

성 실내 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농

도는 수조를 설치할 경우 감소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같은 조건에서 비수용성인 휘발성유기

화학물질의 감소에 비해 1~2시간안에 20% 정도 더

감소하였다. 실내 오염물질 감소 실험의 경우 역시

수조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수조의 크기와 실내 오

염물질 저감률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나, 수조의 크

기에 따른 감소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1~2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를 관찰하였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수조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경우

주로 관상어의 배설물이나 관상어 먹이의 찌꺼기로

인해 발생하는 암모니아이며, 이는 수조에 장착되어

있는 여과기와 이로 인해 증식하는 호기성 박테리아

의 작용으로 암모니아가 아질산 또는 질산으로 산화

되어 수질이 자정된다.19)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

어 물갈이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 수조의 여과기 및 물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수

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될 가

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는 실험을 조건당 1회씩 실시하여 제한

적일 수 있다. 그러나 챔버의 온습도 세팅과 유입

온습도, 내부 온습도, 유량 세팅 및 전체 유량 등을

제어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반복 실

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 pilot연구

에서 동일 조건에서 2회 반복하였을 때 결과의 차

이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반복실험을 하지

않았다. 또 일정한 온습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정

화하는 시간이 2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반복 실험에 의한 의미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V. 결 론

관상수조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 실내의 습도가 상

승하여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

을 주며, 일부 수용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이

챔버 실험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는 적정 습도 유

지 및 실내오염물질 감소로 인하여 실내환경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여름철의

경우 평균 실내습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 환경에서

추가로 0~1%의 습도가 상승될 수 있어, 실내 습도

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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