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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04.20 보도시점 4월 20일 이후 

담당자 대외협력팀 장윤원 전화번호 02-360-2223

케이웨더, ‘새집증후군 안심 모니터링 서비스’ 출시 
시공 전,후 공기질 측정 및 일정기간 24시간 공기질 모니터링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따라 무료 재시공

날씨와 공기서비스기업 케이웨더는 ‘새집증후군’을 제거하는 공기개선서비스의 고객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이 ‘새집증후군 안심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이사나 사옥 이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
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게 되는 건강상 문제 혹은 불쾌감을 뜻한
다. 대부분 기침이나 피로감, 현기증, 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지만 심한 경우 호흡기질
환이나 심장병,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문제는 시중에 새집증후군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지만 대부분 단기적 시공에 
그치고 그 효과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또 새집증후군의 경우 시공 당시에는 공기질 
개선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
아 사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업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케이웨더는 이를 해결하고 공기개선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 전과 후, 공기
질 측정을 통해 개선 서비스 효과를 고객에게 입증하고 추가로 ‘새집증후군 공기 안심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30일 간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꼼꼼히 점검한다. 
여기에 ‘개선 서비스 보증제’를 더해 새집증후군 재발생에 대한 고객의 걱정도 줄이는 등 
타 업체와 차별화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선보인다.

‘새집증후군 안심 모니터링 서비스’는 새집증후군 개선서비스 시공 후 실내 IoT 공기측
정기를 활용해 1개월간 실내 공기질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다. 1개월간의 모니
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공기질 개선 방안을 보고서 형태로 제시해 시공 이후에
도 실질적인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개선 서비스 보증제'는 새집증후군 공
기 안심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공기질 개선 효과가 미비하거나 실내 공기질 오염이 확
인된 경우 비용 없이 재시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차상민 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장은 "올해 들어 고객 이벤트로 진행됐던 ‘새집증후군 공기 
안심 모니터링 서비스’와 ‘개선 서비스 보증제’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정
식 서비스에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케이웨더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웨더는 기존의 기상예보에서 쌓은 노하우를 공기질 개선에 적용해 실내 공기질 
개선서비스, 실내·외 IoT 공기질측정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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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웨더의 '새집증후군 개선 서비스' 시공 후 실내 IoT 공기측정기를 통해 ‘새집증후
군 안심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고 있는 라온건설.

2. 케이웨더 관계자가 라온건설에서 '새집증후군 개선 서비스' 시공 중 유해물질을 분해
하는 중화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