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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인들은 하루 중 80~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

고 있다. WHO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내오염 물질이 실외오염 물질보다 

인체의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1,0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 인간

의 건강에 있어 실내 공기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복합 

화학물질을 사용한 건축자재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에 따른 

건물의 기밀도는 증가하여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 SHS) 등으로 인한 환

경성 질환 진료환자는 02‘년 552만명에서 07’년 714만명으로 5년간 

200만명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 인식과 함께 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내공기질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실내공기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4년 5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내공

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하역사, 지하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터미널 및 대합실, 보육시설, 장례식

장, 찜질방, 대형 상가 등 17개 시설군이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인 보육시설은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시

설 확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은 

신체적 성장이 왕성한 시기에 있어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성이 떨어져 미량

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환경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특히 

보육시설의 실내 환경 현황을 파악하였고,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보육시설의 환경 및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마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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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

시설의 실내공기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에 관한 특성 고찰

 보육시설의 정의와 보육시설의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육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인

체에 미치는 영향과 기준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

리 기준이 되는 국내외 관리기준을 고찰하고, 연구에 필요한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조사하였다. 

2)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해당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161명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

한 만족도와 인식, 자각증상 및 보육시설 관리실태와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

한 인식 등을 묻는 26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현장 측정 실시

 보육시설의 현장측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동작구의 보육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온도, 습도와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 관리잘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가지 물질과 

권고기준 5가지 물질을 현장 측정하였으며, 측정 및 분석은 2004년 6월 환

경부가 제정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준수하였다. 

4)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현황 고찰 및 관리 방안 제안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현장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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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현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현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향후 보육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측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조사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관련 자료 조사

▪ 보육시설의 특성

▪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이론 및 종류

▪ 실내공기오염물질 관련 국내외 관련기준 

보육시설의 실태조사 및 현장측정
보육교사의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5개 오염물질

▪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5개 오염물질

▪ 보육교사의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관심도

▪ 보육교사의 신체적 자각증상

▪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 개선의식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 결과 고찰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 분석 및 이에 따른 관리 방안 고찰

결 론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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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보육시설의 특성

 

 2.1.1 보육시설의 정의

 우리나라 초등학교 취학 전의 영․유아는 약 70만명씩 420여만명으로, 이들

의 보호와 교육은 유치원과 흔히 어린이집이라고 불리는 등에서 담당하고 있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취학 전 유아를 주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과 

보육 프로그램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

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 환경에 대한 연구로서, 

보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첫째,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호법에 근거한 시설로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

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둘째, 입소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이며, 이를 대상으로 보육위주

의 종일제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할하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

이다. 

 셋째,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 사업주가 직장에 설립하는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개인이 가정

에 설립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로 나뉘며, 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그 설립이 가능한 시설이다. 

<표2.1>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표2.2>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점

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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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1)

공간명 설 치 기 준

보육실

 •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  
   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은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가 적절히 유지 관리되  
   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조리실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환기시설을 하여 청정  
   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  
   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2>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점

보육시설 유치원

목적 가정의 복지증진 유아의 교육

관련법 영․유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담당기관 보건복지부-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

입소대상 0-12세 3-5세

교육과정 1일 12시간, 공휴일제외 연중무휴 1일 180분, 1년 180일 교육

설립 허가제 신고제

1) 영∙유아보육법 제 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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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특성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환경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은 

크게 영․유아의 생물학적인 특성과 생활패턴의 특성에 따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영․유아의 생물학적인 특성이다. 어린이는 성장과 발달에 빠른 변화를 

겪으며, 미성숙한 몸과 조직, 약한 면역체계로 환경위협에 더욱 민감하고, 체

중에 비해 많은 공기, 물, 음식을 섭취하고 옥외에서 뛰어놀기 때문에 많은 

환경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땅이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등 자가보호

가 약하여 환경오염물질에 노출우려가 높다(고연정, 2008). 영아기(1~3세) 

및 유․소년기(4~7세)의 흡입량은 400ml/min․kg로 성인의 흡입량인 

150ml/min․kg보다 크며 놀이 등으로 인한 흡입량에 있어 상대적인 불균형이 

일어나 공기 중의 오염물질이 더 많이 흡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LeRoy, 2004) 오염물질에 유해한 건강영향을 더 받는 민감군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발달 시스템은 쉽게 손상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생후 

수개월 동안에는 성인에 비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며, 내분비․면역․신경 

계통 시스템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어 같은 환경이라도 성인에 비해 어린

이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그 중 폐의 성장과 발달 진행과정은 불완전한 대

사 시스템으로 호흡성 병원체의 감염률이 높으며, 발달 중인 폐가 오염에 노

출되면 어린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폐 기능을 저하시키며, 성인이 된 후에

도 다른 오염원(담배, 직업적 노출 등)에 민감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고연정, 2008).

 두 번째는 영․유아 시기의 생활패턴의 특성에 따른 영향이다. 보육시설의 영․
유아는 보육시설에서 평균적으로 1일 7.33시간을 보내므로 실내 공기질은 

어린이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표 2.3>은 보육시설에서의 영․
유아의 재실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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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보육시설의 영․유아 재실시간

보육시간 비율(%)

5시간까지 14.6

5~7시간 34.2

7~9시간 31.5

9~11시간 18.5

11시간 이상 1.0

계 100.0

평균이용시간 7시간 20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보육시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의 수도 점차 증가하여 현

재는 대략 110만명(2008. 12월말 기준) 이나 되어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환

경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은 보육시설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그림 2.2)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인원의 증가추이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 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인원 연도별 증가 추이



- 8 -

(그림 2.2) 보육시설의 연도별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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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내공기오염물질 및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에 대한 고찰

 2.2.1 실내공기오염 물질의 특성 및 측정방법

 실내공기의 오염은 내부와 외부로부터 온도․습도․기류 등 온열환경 요소와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가스상 물질 및 부유분진, 각종 미생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에 의하여 매우 복합적인 오염원에 의해서 야기된다. 더

욱이 최근에는 새로운 건축자재의 개발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석면, 라돈 등

과 같은 물질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사무실의 컴퓨터와 프린터와 

같은 기기의 사용에 따라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다.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는 입자상 오염물질과 가스상 오염물질, 병원

성세균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입자상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PM10), 

중금속(Heavy metal), 석면(Asbestos) 등이 있으며, 가스상 오염물질로는 

물질의 연소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아

황산가스(SO₂)와 사람의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CO₂) 그리고 

건축자재에서 많이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HCHO), 라돈(Rn), 악취(Odor), 미생물(Bioaerosol) 등이 있다. 또한 병원

성세균으로는 실내공기중에 부유하는 부유세균과 낙하세균 등이 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나타내면 <표 2.4>와 <표 2.5>와 같다.

<표 2.4> 발생원에 따른 주요 실내오염물질

발 생 원 실 내 오 염 물 질

인체

호흡
재채기, 기침, 대화
피부
의류
화장품

CO2, 수증기, 냄새
세균입자
피부조각, 비듬, 암모니아, 냄새
섬유, 모래먼지, 세균, 곰팡이, 냄새
각종 미량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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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발생원에 따른 주요 실내오염물질 (계속)

발 생 원 실 내 오 염 물 질

사람의 활동

흡연
보행 등의 동작
연소기기
나무기기

분진, 타아르, 니코틴, 각종 발암물질
모래먼지, 섬유류, 세균
CO2, CO, NO2, SO2, 탄화수소류(THC)
매연, 냄새
암모니아, 오존, 용제류

건축자재
합판류, 내화재
단열재, 시공 발생물

폼알데하이드, 석면, 유리섬유
라돈, 접착제, 용제, 곰팡이, 세균

유지관리 작업, 재료
모래먼지, 분진, 섬유세제, 용제
곰팡이, 세균

살충제류
직접
재비산

분사재, 살충제,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살균제

<표 2.5>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

종 류 인 자 분 류 예

화학적

무기적
가스상 NO2, CO, SO3, O3
입자 금속류, 광물류
액체 염소

유기적

VVOCS 포름알데히드
VOCS 액체, 탄화수소
SVOCS 살충제
POM-입자
유기물질 매연, 분진, 흑연

생물학적
세 균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박테리아
균류 포자, 독소
원생동물 기생충

식 물 종자식물 화분(꽃가루)
기 타 설치동물 생쥐

물리학적

변 성
온도 고열, 열
습도 점막건조
광

불변성
음 소음오염
전기자기장
전기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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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HCHO)

 가) 특성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가연성 무색 기체로 살균제나 방부제로 

사용되고 피혁제조나 사진 건판, 폭약 등의 제조에 이용되며, 베클라이트와 

같은 석탄계, 요소계, 멜라민계, 합성수지 제조 등 공업용으로도 널리 사용된

다. 특히 폼알데하이드의 주요 발생원으로는 단열재나 섬유옷감, 실내가구인 

장롱, 싱크대, 바닥재, 난방연료의 연소과정, 흡연, 생활용품, 의약품, 접착제이다. 

 특히, 건축자재에서 발생된 폼알데하이드는 건축자재의 수명, 실내온도 및 

습도 그리고 환기율에 따라 그 방출량이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방출되

는 기간은 4.4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

로는 눈,코,목 등의 자극 증상이 있으며,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비암)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표 

2.6>과 같으며, <표 2.7>에 폼알데하이드의 바닥, 벽체 재료로부터의 방사율

을 정리하였다. 

농도(ppm) 인체 영향

0.1~5  눈의 자극, 최루성, 상부기도의 자극

1 또는 그 이하  눈, 코, 목의 자극

0.25~5  기관지천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심한 천식발작

10~20  기침, 폐의 압박, 머리가 무거움, 심장박동이 빨라짐

50~100

 폐 체액의 집적, 폐의 염증, 사망

 입으로 마실 경우 구강, 목, 복부의 맹렬한 고통, 구토,  

 설사, 현기증, 경련, 의식불명

<표 2.6> 폼알데하이드(HCHO)의 인체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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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방사율 (mg/㎡h)

칩   보   드 0.46~1.69

합        판 0.17~0.51

플라스터보드 0~0.13

벽        지 0~0.28

<표 2.7> 바닥, 벽체 재료 등으로부터의 폼알데하이드 방사율

 나) 측정 방법

 폼알데하이드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에서의 

측정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일반환경에서 측정하므로 신축공동주택과 달리 사전환기와 밀폐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측정지점은 벽으로부터 최소 1 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으로 부

터 1.2～1.5 m 높이를 기본으로 하고, 개인용 펌프에 오존의 간섭을 제거하

기 위한 KI (potassium iodide)가 충진된 오존스크러버와 350 mg의 실리

카로 코팅된 2,4-DNPH (2,4-Dinitrophenylhydrazine) cartridge (Supel

co Inc, USA)를 연결시켜 장착한 뒤 500 mL/min 유량으로 30분 동안 2회 

채취한다. 이때  Formaldehydes와 VOCs는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동

시에 채취하고, 각 지점에서는 Field blank, Duplicate, outdoor 시료를 확보

하고, 모든 시료는 즉시 밀봉한 후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차단하여 분석 전

까지 4℃이하 냉암소에 보관하며, HPLC법으로 분석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 VOCs)

 가) 특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고, 물

질에 따라 인체에 발암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중에서는 광화학 반응을 일

으켜 오존 및 PAN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 스모그를 유

발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다. 실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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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원인을 건축자재와 시공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복합화학물질을 이

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보급과 시공과정에서 노무비의 절감과 숙련도 부족

으로 인한 적정량 이상의 접착제 사용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건축자재에서는 시공 후 초기단계에 다량의 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방출량이 점차 감소한다. 연소과정에서의 방출은 

실내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나 흡연 또한 실내공기오염에 영향을 준

다. 또한, 가스나 등유를 사용하는 연소기구, 난로와 같은 개별 난방기구에 

연통이나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연소가스에 의해 각종 오염물

질을 직접 실내로 방출하게 된다. 

<표 2.8>는 건축 재료로부터의 VOCs 방사율을 나타내었으며 <표 2.9>에는 

건축재료 및 제품에서 방출되는 VOCs를 정리하였다.

재   료 방사율(mg/㎡h)

벽지

 비닐과 종이 0.04

 비닐과 유리섬유 0.3

 인쇄된 종이 0.03

벽 마감재
 PVC 0.1

 직물 1.6

바닥 마감재

 리놀륨 0.22

 합성섬유 0.12

 고무 1.4

 연성 플라스틱 0.59

 균질 PVC 2.3

도료

 아크릴 라텍스 0.43

 바니시(순수 에폭시 수지) 1.3

 바니시
(폴리우레탄, 2-component)

4.7

 바니시(내산성) 0.83

<표 2.8> 건축재료 로부터의 VOCs 방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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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제품 방출되는 주요 유기용제

 라텍스 코킹제  메틸에틸케톤, 부탄올, 벤젠, 톨루엔

 바닥 접착제  데칸, 언데칸, 디메틸벤젠

 칩보드  폼알데하이드, 아세톤, 벤잘네히드, 벤젠

 Moth crystals  p-디클로 벤젠

 Floor wax  데칸, 언데칸, 디메틸옥탄, 에틸메탈벤젠

 목재 착색제  데칸, 메틸옥탄, 디메틸노난, 트리메탈벤젠

 라텍스 페인트  부탄올, 에틸벤젠, 프로필벤젠, 톨루엔

 가구 광택제  디메탈헥산, 트리메탈헥산, 트리메탈헵탈, 에틸벤젠

 폴리우레탄 바닥마감  데칸, 언데칸, 부탄올, 에틸벤젠, 디메틸벤젠

 공기 청정제  데칸, 언데칸, 에틸헵탄, 치환된 방향족

<표 2.9> 건축재료 및 제품에서 방출되는 VOCs

 인체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알코올 성분, 알데하이드, 케

톤, 톨루엔, 페놀 등 12종류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메탄 

(74mg/인.일)과 아세톤(51mg/인.일)이 가장 많이 방출되고 있다. 또한 화장

품, 향수 등의 사용도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VOCs의 인체영향으로 벤젠은 호흡을 통해 약 50%가 인체에 흡수되며, 아

주 작은양이지만 피부를 통해 침투되기도 한다. 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주로 

지방조직에 분포하게 되며, 급성중독일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호

흡곤란, 불규칙한 맥박, 졸림 등을 초래하여 혼수상태에 빠진다.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간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톨루

엔 또한 호흡에 의해 주로 흡입되고 피부, 눈, 목안등을 자극하며 피부와 접

촉하면 탈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두통, 현기증, 피로 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며 때로는 사망에 이

르기도 한다. 자일렌에 의해서는 성장장애, 태아독성영향, 임신독성 등의 영

향을 받는다.

 VOC는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피부에 흡수되기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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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에 흡수된 뒤에도 중추신경 같은 주요기관을 침투할수 있다. 이렇게 휘

발성이 크고 공기중에 가스로서 존재하여 피부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호흡기

에 흡입되면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주요 개별적 휘발성유기화합의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벤젠 (Benzene)

 벤젠은 주로 화합물 생산의 주원료로 오일과 석유에 약 5%함유 되어 있으

며 때로는 16%까지도 이른다. 벤젠의 주된 배출원으로는 자동차의 배출가

스, 석유의 저장과 운송 중 증발 등이 있다.

 대기 중 반감기는 24시간 미만이며 대기중으로 배출된 벤젠은 희석 또는 

제거되나 높은 증기압으로 인해 재증발 된다. 나무와 유기물질의 연소에 의

해서도 배출된다. 실내에서의 발생원은 건축재료,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을 들 수 있다.

 호흡을 통해 약 5%가 인체에 흡수되며 아주 작은 양이지만 피부를 통해 침

투되기도 한다. 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주로 지방조직에 분포하게 되며, 급성 

중독일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호흡곤란, 불규칙한 맥박, 졸림 등

을 초래하여 혼수상태에 빠진다.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간장장애를 일으

키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② 톨루엔 (Toluene)

 톨루엔의 주된 오염원은 석유정제공정, 코크스 오븐 공정, 페인트, 잉크, 접

착제, 화장품의 성분, 스틸렌 등 다른 화합물질의 생산 등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환경 중으로 배출된다. 전세계적인 생산량이 1천만톤에 달하여 이로 인

한 대기 중의 배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내에서의 배출원으로써는 담배연기에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으며 건축재

료,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과 난방과정에서 석탄과 석유의 연소시에도 

배출된다. 톨루엔의 체내 흡수는 흡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흡입 후 체내

에 남아있는 양은 40~60%이며, 흡입량은 육체적 활동량에 따라 좌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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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후 폐포 내 공기농도로서 동맥혈 내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무

증상의 혈액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다. 체내에 흡수된 톨루

엔은 지방세포, 부신, 신장, 간 뇌에 주로 분포한다.

 톨루엔의 인체영향은 피부, 눈, 목안 등을 자극하며 피부와 접촉하면 탈지작

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두통, 현기증, 피부, 평형장애 등을 일으키며 고

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 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며 때로는 사망에 이

르기도 한다.  

 

 ③ 에틸벤젠 (Ethylbenzene)

 에틸벤젠의 발생원은 에틸벤젠과 스틸렌 제조공정 및 유기용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방출, 폐기물의 누출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석유정

제시, 휘발유의 사용으로 인한 휘발과 연소시에 발생되는 배출가스, 주유소의 

휘발유와 등유의 휘발 및 누출, 저유지에서의 보관 및 수송하는 동안 휘발 

및 누출, 자동차배기가스 그리고 담배 연기로 인해 대기중으로 방출되어진다.

 Wolf al(1956)은 에틸벤젠에 대한 아만성 흡입 노출 실험에서 간과 경미한 

이상 증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LOAEL을 400ppm으로 결

정하였다. 인체 흡입노출 독성은 공업용 등급의 크실렌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20%정도 함유된 에틸벤젠의 노출에 의해 독성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을 뿐 

일반적인 증거가 보고된 바 없다.

 ④ 자이렌 (Xylene)

 자이렌은 무색으로 벤젠모양의 방향족 화학특성을 가지며 휘발성은 높지만 

공기보다 무겁고, 따라 고농도의 증기는 저부에 체류하는 성질이 있다. 반면 

대류에 의해 확산하여 공기와의 혼합기체는 상대적으로 공기와 같은 밀도가 

된다. 실내공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서 추정되는 것은 내장재 등의 시공용 

접착제, 도료 등으로 부터의 방산이다. 건축자재 뿐 만이 아니라 이를 사용한 

가구류도 마찬가지이다.

 고농도의 단가 폭로에 의한 영향은 톨루엔과 유사하다. 증기는 목이나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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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해 두통, 피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200,000ppb정도의 농도에서는 코와 목이 자극되어 노동자의 작업 반응 시

간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반감기는 47시간으로 추정

되고 있다. 비교적 고농도의 장기 폭로에 의해 두통, 불면증, 흥분 등의 신경 

증상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으며 발암성에 대한 보고는 없다. 

 현재 지침치는 870㎍/㎥(200ppb)이며 안전성 관점에서 영향이 인정된 농

도는 실험용 쥐의 중추 신경계의 영향이 인정된 농도이며 이것이 안전율을 

고려하고 있다.

 ⑤ 스틸렌 (Stylene)

 스틸렌은 중합체, 공중합체, 강화중합체, 폴리스틸렌의 제조에 사용되며,세계

적 연간 생산량은 천만톤으로 추정된다. 자연발생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기 중 인위적 오염원으로는 석유화학 산업공정, 자동차, 연소, 소각로,플라

스틱 상품 등이 있다. 공기 중의 농도는 톨루엔, 크실렌과 같은 방향족 탄화

수소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84mg/㎥의 농도는 기관지를 자극하며420mg/

㎥에서도 급성독성으로 눈, 상기도 점막 자극이 나타나며, 중추신경계 위축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말초 혈관 임파구의 증가가 관찰된 것으

로 보고 되었다. 

 나) 측정 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역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전환

기와 밀폐조건은 없다. 측정지점은 벽으로부터 최소 1 m 이상 떨어진 위치

의 바닥면으로 부터 1.2～1.5 m 높이를 기본으로 하고, 개인용 펌프에 고체

흡착관인 Carbotrap 300 (20/40mesh, Perkin-Elmer Ltd. UK)을 연결한 

후 100 mL/min의 유량으로 30분 동안 2회 채취한다. 이때 Aldehydes와 

VOCs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채취하고, 각 지점에서는 Field 

blank, Duplicate, outdoor 시료를 확보하고, 모든 시료는 즉시 밀봉한 후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차단하여 분석 전까지 4℃이하 냉암소에 보관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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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용시설에스의 VOC는 GC 크로마토그램상의 헥산에서 헥사데칸까지의 물

질의 총합을 의미하며, 모든 VOC는 톨루엔으로 환산하여 정량한다. 이 때 

천연자재에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제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입

증된 화합물은 정량에서 제외한다. 

3) 미세먼지 (Particle matter : PM10)

 가) 특성 

 미세먼지는 심폐질환으로 인한 수명단축과 시정(visibility)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있다. 이에 따라 인체건강에 관련된 

미세입자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규제기준의 강화가 미국 및 유럽에서 계획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내에서의 미세먼지는 크게 실외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거

나, 실내 자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나눌 수 있다. 실내 자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는 실내바닥에서 발생되어 나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그 구성성분

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크기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미세먼지는 코, 눈, 입을 통하여 인체에 침투하지만,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된 미세먼지들은 기도 또는 기관지에서 점액에 의해 섬모운동 또는 기침

으로 인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미세먼지의 특성과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표 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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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미세먼지의 특성과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분 류 주 요 방 출 원

구 분 미세(Fine)입자(직경 2.5μm이하)
거대(Coarse)입자(직경 2.5μm이
상)

형성원 가스상 물질 (Gases) 큰 고체입자/ 물방울

형성기전
화학반응, 핵형성, 응축/응결, 응집,
안개/ 구름의 증발, 기체가 용해되
거나 반응한 물방울

기계적 과정(충돌, 마쇄, 분쇄)
Spray의 증발, 먼지의 비산

구성성분

SO42-, NO3-, NH4+, H+,
유기화합물(PAHS, PNAS),
중금속(Pb, Cd, V, Ni, Cu, Zn, 
Mn, Fe 등) 입자와 결합된 물분자 
등

재비산 먼지(토양입자 등)
석탄이나 유류 연소시의 비산재
광물(Si, Al, Ti, Fe)의 산화물,
CaCO3, NaCl, 해수염, 꽃가루,
곰팡이, 포자, 식물이나 동물의
시체조각 등

용해도 
및

발생원

용해성이 큼.
흡습성, 조해성
석탄, 가솔린, 디젤, 나무의 연소시,
유기화합물, SO2, NOx의 대기중
생성물, 제련, 제철, 고온처리과정

비용해성
산업공정이나 지면의 토양과 결합
된 입자의 재비산, 비포장도로, 농
지, 광산활동에서의 비산, 생물학적 
과정의 형성이나 분해, 석탄, 석유
의 연소, 해양의 물보라

대기중 
반감기

수일~수주 수분~수시간

이동 거리 100~1000km 1~10km

노출 경로 호흡을 통한 인체내 침입

적용 기준

공기 중 미세입자와 거대입자의 인체 내 제거기전은 호흡기관의 침전과 
연관됨
15μm이상의 입자는 비강, 목, 후두에서 큰 비율로 제거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은 확산에 의해 다시 제거효율이 
증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눈, 코, 상기도 점막의 자극
호흡기 계통에 영향(호흡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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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측정 방법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세먼지 측정법은 소용량 공기포집법과 저용량 공기포

집법이 있다. 소용량 공기포집법은 2~7L/min의 유속으로 8시간 동안 여과지

에 포집하는 방법이며, 저용량 공기포집법은 유속 20~30L/min으로 8시간동

안 여과지에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에 사용하는 여과지는 다음 조건 이상

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0.3㎛의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99% 이상의 초기포집율을 갖는것

 ② 가능한 압력손실이 낮은 것

 ③ 가스상 물질의 흡착이 적고, 흡습성 및 대전성(帶電性)이 낮은 것

 ④ 취급하기 쉽고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⑤ 분석에 방해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석면 (Asbestos)

 가) 특성

  석면은 여러 형태의 섬유에 대한 집합적 용어이며,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직포를 쉽게할 수 있는 성질,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을 총칭한다. 기본구조는 SIO4이다.

 석면은 내열성, 단열성, 절연성 및 견인력 등의 뛰어난 특성을 가지며 주로 

석면시멘트판, 석면슬레이트, 바닥용 타일, 마찰재, 파이프 등의 보온재, 건물

에 살포되는 방화용 물질, 방화용 피폭재, 전기제품의 절연, 자동차의 브레이

크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건축자재 중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나타내

면 <표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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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건축자재 중 석면을 함유한 물질

구분 제품 석면함유량(%) 조합물(Binder) 비산여부

벽,
천장

스프레이 외장 1-95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나트륨, 고착제
비산가능

미장재 1-95
포틀랜드 시멘트,

실리카나트륨
비산가능

석면-시멘트 시트 20-50 포틀랜드시멘트 비산불가

Spackle 3-5 석회풀, 카세인, 인공수지 비산가능

이음 접합재 3-5 아스팔트 비산가능

하드보드 판지 80-85 풀, 석회, 진흙 비산가능

비닐 벽지 6-8 비산불가

단열, 절연판 30 규산 비산가능

바닥

비닐-석면타일 21 폴리염화비닐 비산불가

아스팔트-석면타일 26-33 아스팔트 비산불가

바닥용 탄성수지 30 드라이 오일 비산불가

매스틱 접착제 5-25 아스팔트 비산가능

지붕
및
외벽

지붕 펠트 10-15 아스팔트 비산불가

펠트 싱글 1 아스팔트 비산가능

지붕 싱글 20-32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지붕 타일 20-3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외벽 싱글 12-14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물막이 판자 12-15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파이
프및 
보일
러

시멘트 파이프 20-9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불가

블록 단열재 6-15 탄산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전성 파이프 덮개 50 탄산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슬레이트 90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종이 테이프 80 폴리머수지, 풀 비산가능

연마제 20-100 진흙 비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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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은 호흡 및 섭취에 의해 노출되며 직경 3μm이하의 섬유는 기도를 거

쳐 폐에 침착되며 석면폐, 폐암을 발생시키는 유해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

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대상이거나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고 있다.

 나) 측정 방법

 석면측정방법으로는 위상차현미경법, 주사전자현미경법, 투과전자현미경법 

등이 있으며, 위상차현미경법이 주 시험방법이다. 단, 위상차현미경분석으로

는 석면과 비석면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기준초과시에는 전자현미경법으로 측

정한다. 주 시험방법인 위상차 현미경법은 아세톤-트리아틴법으로 투명화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① 단섬유일 경우 : 5㎛ 이상인 경우는 1개로 판정

 ② 헝클어져 다발을 이룬 경우 : 헤아리기 힘들 때는 0개로 판정

 ③ 그래티큘 경계선에 물린 경우 : 한쪽 끝만 들어와있는 경우는 1/2 개

 ④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경우 : 한 개의 섬유로 판정

위상차 현미경법은 석면과 비석면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이럴 경우에는 전자

현미경법을 사용한다.

 5) 총부유세균 (TBC)

  가) 특성

  실내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은 다습하고 환기가 불충분하며 나쁠 

경우 잘 증식하게 되는데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

발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미생물성 물질의 발생은 인간의 활동 및 일반가정

에서 사용되는 각종 살포제, 공기 정화기, 냉장고, 가습기, 애완동물 등으로부

터 기인하며, 건물의 덕트 내에 쌓인 먼지는 실내먼지 및 미생물성 물질의 

또 다른 발생원이 될 수 있다. 병원의 경우는 에어컨의 사용이나 세균제 살

포 등으로 박테리아 등이 증식할 수 있고 환기장치를 통해 결핵, 폐렴 등을 

옮겨 병원 내 질병 발생이 촉진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세균들은 부유세균과 낙하세균으로 구분되다. 부유세균은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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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되어 생존하고 있으며, 주로 호흡기관에 균

주화 되어 영향을 주고 세균수가 먼지의 농도에 정비례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공기 청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낙하세균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물품 등에 영향을 주며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수술부위에 병원성 감염을 

초해할 수도 있다. 병원성 세균은 크게 그람양성구균(GRAM(+) COCCL), 

그람양성간균(GRAM(+) BACCILI), 그람음성간균(GRAM(-) BACILLI), 

진균(FUNGI) 등으로 구분된다.

 진균(FUNGI)은 일명 곰팡이라고 하며, 광합성 능력이 없어서 이미 합성된 

유기물을 이용해 살아가는 종속영양 생물이다. 자연에서 이들은 공생 또는 

기생하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인류 생활과 밀접한 이해 관

계를 가지고 있다. 진균의 감염 경로는 숙주가 특정 진균 항원에 침착됨으로

써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와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독한 독소를 모르고 섭취함으로써 독소에 노출되며 중독현상이 발생

한다. 또한 진균은 비염, 기관지 천식, 폐포염 또는 전신성 폐렴 등을 나타낸

다. 곰팡이가 발육 및 증식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 습도(수분)와 영양원

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온도는 20℃~ 30℃ 전후, 습도는 60% 이상으로 

사람의 생활환경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측정 방법

 총부유세균의 시험방법은 실내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성 입자 중 총부유

세균의 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 충돌법과 세정법, 여과법 등이 있

으나 충돌법을 주 시험법으로 하고 있다. 충돌법은 실내공기를 부유세균 측

정장비 (Bio air sampler)로 일정량을 흡입하여 장비 내에 미리 준비된 배

지에 충돌시켜 공기 중의 부유세균을 채취한다. 부유세균이 흡착된 배지를 

배양기에서 배양하여 증식된 균 집락수를 세어 포집한 공기의 단위 체적당 

균수 (CFU/㎥)로 산출한다. 시료의 채취 유량은 20~100L/min으로 하며, 

시료의 채취시간의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포집 후 이동 및 저장상태와 기

간을 명시하고 오염되지 않은 용기에 넣어 운반하며, 포집한 배지를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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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48시간 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한다. 배양 중 증식되는 세균의 확산으

로 인해 계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24시간 단위로 증식상태를 관찰하고 세

균수를 세어 놓는다. 

 6)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 CO) 

  가) 특성

  일산화탄소는 낮은 농도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가스로 무색, 

무취, 무자극의 공기보다 약간 가벼운 기체이다. 일산화탄소는 탄소성분을 포

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산소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불

완전 연소가 되어 주로 발생되며, 수송, 폐기물 소각, 농업소각이나 제철소, 

코크스 연소로, 도금 등의 산업공정에서도 발생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취사, 

난방으로 인한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흡연은 가장 일반적인 실내오염원이다. 

일산화탄소는 체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중의 헤모글로빈

(Hb)과 결합하여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Hb)을 만들어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저하시켜 그 농도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도심에서 자

동차 운전 시 30ppm의 일산화탄소를 함유한 공기를 2시간 흡입할 때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은 5% 상승하며 60ppm에서는 10% 상승한다. 혈중

에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2~5%이면 시간 간격을 모르게 되고, 

시력이 감소하며, 5%이상이면 심장과 폐의 기능 변화가 생긴다. 일산화탄소

의 급성 중독은 뇌조직과 신경계통에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오며 증상은 시

야감소, 정신적 영향(불쾌, 피로촉진), 생리적 영향, 중독피해, 심폐환자의 병

세약화 등이며, 만성적인 영향으로는 성장장애, 만성 호흡기질환 발생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직업병 악화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2.12>

는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인체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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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인체영향

농도 (ppm) 노출시간 인체영향

5 20분 신경계 반사작용 변화

100 3시간 체내 혈액 10% 기능상실

200 5시간 격렬한 두통

300 8시간 시각, 정신기능의 장애

500 4시간 시력장애, 허탈감

2000 2시간 사망

3000~4000 30분 사망 가능

  나) 측정 방법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법은 비분산적외선 분석법(자동)을 

주 시험방법으로 한다. 비분산적외선 분석법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적외선 흡

수량의 변화를 선택성 검출기로 측정해서 실내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

화탄소의 농도를 연속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기의 측정눈금 범위는 원칙적

으로 0~50pp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측정위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진동이 없는 곳

 ② 고농도의 부식가스, 분진 및 높은 습도를 함유한 바람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곳

 ③ 습도가 높지 않은 곳

 ④ 온도가 40℃ 이하로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

 ⑤ 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이 적은 곳

 ⑥ 시료공기 채취관을 되도록 짧게 하고 빗물, 배출가스 등이 직접 흡인되지  

    않는 곳

 7)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 CO2) 

  가) 특성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주로 인가의 대사 작용에 의해 생산

되며, 호흡기로 배출되고 연료가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한편 식물은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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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산화탄소 자체는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실내오염의 주요지표로 사용된다.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주요 오염원은 각종 난방시설 및 인간의 호흡활

동에 따른 생성물로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실내 체적, 실내 인원, 난방여부 및 환기장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 된 바에 의하면 

인체에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이산화탄소는 1,000~2,000ppm 범위로서 흡

입시 인체 건강의 영향으로는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 및 맥압이 상승

하며,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불쾌감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 <표 2.13>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인체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3>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인체영향

농도(ppm) 의  의

700 다수가 계속 재실하는 경우의 허용농도

1,000 일반적인 경우의 허용농도, 환기계산에 사용되는 농도

2,000~5,000 상당히 불량한 상태

5,000 매우 불량한 상태

40,000~50,000

호흡중추를 자극하여 호흡의 깊이, 회수를 증가시키며, 호

흡시간이 길면 위험하고 O2의 결핍을 수반하면 장애가 

두드러지게 되는 상태

80,000
10분간 호흡하면 강한 호흡곤란, 안면홍조, 두통을 일으

키며 O2의 결핍을 수반하면 장애가 빨리 도달하는 상태

18,000 치명적인 상태

  나) 측정 방법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는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이 있으며, 이 방법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적외선 흡수량의 변화를 선택선 검

출기로 측정해서 실내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연속 측

정하는 방법이다. 측정기의 측정범위는 0~5,000ppm 또는 0~10,000ppm와 

유사한 범위를 가지며 분해능은 10ppm 미만이어야 한다. 측정위치는 실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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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며, 습도가 높은 장소는 피해야 하며 또

한 배기시설이나 환기시설 주위에서의 측정은 피하도록 한다. 

 8) 오존 (Ozone : O3)  

  가) 특성

 오존은 무색, 무미의 기체로서 냄새를 유발하며, 3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 오존은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FAX 등 

높은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에서 많이 발생하며, 환기의 부족

시 재실자는 고농도의 오존에 폭로되게 된다. 사무기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

존은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오존필터에 의해 제거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기의 

사용과 수명이 오래됨에 따라 피터가 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므

로 오존의 배출이 많아지게 된다. 

 실내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 등이 따가움을 느끼고 기도가 수축되어 

호흡이 힘들어지며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오존에 반복 노

출시에는 폐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가슴 통증, 기침, 메스꺼움을 느끼고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약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 있

다.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 오존에 노출 되었을 때에 

생기는 기침이나 숨참 등과 같은 증상은 호흡기의 기능 이상 때문이 아니라, 

기도와 폐포에 존재하는 신경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이들을 감싸고 있는 평

활근들이 수축하여 기도가 좁아져 공기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나) 측정 방법

  오존의 실내공기중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자외선 광도법을 주 시험

방법으로 하는데, 이 측정법은 파장 254nm부근에서 자외선 흡수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실내공기중의 오존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범위

는 원칙적으로 0.0~0.5pp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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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 NO2)

  가) 특성

  공기중의 질소산화물은 상당량이 자연적인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데 환경오염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실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의 발생원은 일반 가정에서 취사용 가스기구의 사용시 

발생하고 흡연, 실내 건축자재, 난방연료 (나무, 석탄, 기름 등)의 연소에서 

나오거나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이 있다. 이 결과 인체에 호

흡기 증상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산화질소는 점막자극이 강하고 메트로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외에 호흡기

도 폐에 장해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가 고농도의 

경우는 눈과 호흡기에 자극이 강해 자극성 기침이나 인후통이 일어나며, 현

운, 두통, 구토 등이 생긴다. 흡인량이 많은 경우에는 노출 후 5~10시간의 

잠복기를 두고 치아노출, 호흡촉진, 불규칙맥박, 질식감, 불안감을 일으키며 

동시에 폐자극의 결과로서 폐수종의 증상이 일어나고 혈압상승과 지맥박, 중

증의 경우에는 의식불명이 된다. 비교적 저농도의 장기간에 걸친 노출에 의

한 만성 중독증상으로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위장장해, 치아산식증, 불면증 

등 외에 혈중 카탈라제와 혈당의 감소, 혹은 헤모글로빈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표 2.14>는 이산화질소의 농도별 인체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 2.14> 이산화질소의 농도별 인체 영향

농도(ppm) 노출시간 인체영향

0.2 우주여행 허용기준
1~3 취각탐지

5 8시간 산업안전 허용기준
13 눈과 코의 자극, 폐기관 불쾌감

10~40 계속노출 만성 폐섬유와 폐기종
50~100 6~8주 섬유 폐쇄성 기관지 폐염

100 3~5분 인후의 뚜렷한 자극과 심한 기침
500 3~5분 기관지 폐렴이 겹친 급성 폐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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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측정 방법

  이산화질소의 주 시험방법은 화학발광법으로, 시료공기 중의 일산화질소와 

오존과의 반응에 의해 이산화질소가 생성된 후 안정된 이산화질소로 될 때 

생기는 화학 발광도가 일산화질소 농도와의 비례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측정

하는 방법이다. 측정범위는 0~0.2, 0~0.5, 0~1, 0~2ppm 등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 한다. 

 10) 라돈 (Radon : Rn)

  가) 특성 

 라돈은 자연적으로는 존재하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성 가

스로 무색, 무취, 무미로 인간의 감각에 의해 감지될 수 없다. 실내 라돈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건물지반이나 주변 토양, 광석, 상수도 및 건물자재 그리

고 조리나 난방목적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등이 있다. 라돈은 건물의 균열, 

연결부위, 혹은 배수관이나 오수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주변의 틈을 통해서 

실내로 유입된다. 

 우라늄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라돈은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는 결합 또

는 부착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이고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를 갖고 있기 때문

에 충분한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머물러 있으므로 다른 자연방사선원에 비하

여 라돈과 라돈자손에 의한 일반인의 자연방사선 피폭 기여도가 가장 높다. 

라돈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라돈자손은 호흡을 통해 흡입하게 되면, 폐에 

흡착(라돈의 경우에는 폐에 흡착하지 않고 호흡을 통해 다시 배출되기도 한

다. 또한 라돈자손의 경우 생성당시부터 정전기적으로 전하를 띤 입자이므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 담배연기, 그리고 수증기와 즉시 부착하여 에어로

졸 형태로 흡입된다)하여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알파에너지를 주변 조직에 부

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페암을 유발할 수 잇는 생물학적 손상을 야기한다. 

  나) 측정 방법

  라돈 측정은 단계적으로 1차 측정및 2차측정을 실시한다. 1차측정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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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농도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목적으로 대상시설의 주 활용공간에서 8시간 

연속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측정결과가 4pCi/L (0.1488q/L) 이

상일 경우에는 2차측정을 실시한다. 

 ① 1차측정 

  1차측정은 단기측정으로 라돈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공

간을 대상을 8시간 연속 측정한다. 측정기기로는 연속 모니터측정기 

(Continuous Radon Monitors), 활성탄흡착기(Activated Charcoal 

Adsorption Devices)를 주로 사용한다. 1차 측정은 측정시작 2시간 전부터 

측정이 종료될 때까지 밀폐된 조건 (밀폐 불가시 실제조건하에서 측정 가능)

하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실외 풍속이 10m/h 이상으로 강하거나, 기압이 변

화가 심한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② 2차측정

  2차측정은 장기측정으로 1차 측정결과가 일정치(4pCi/L)를 넘어서는 경우

에 필요한 측정을 말하며,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1년간 측정한다. 측정기

기는 알파비적검출기(Alpha Track Detector). EICs (Electret-ion 

Chambers)를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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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국․내외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

 1)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기준치

 외국의 실내공기질 기준과 정책은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환경정책분야로 

대두하여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각각의 환경적 특성에 따란 오염물질의 

발생 특성과 재실자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기, 

일반 실내환경, 작업환경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오염물질 기준

에 대한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기준은 없으며, 각 나라별로 기준이 다소 차이

가 있으나 오염물질별로 큰 차이는 없다. 또한, 국제적으로 측정방법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각종 측정사례를 비교하여 볼 때, 연구마다 

측정방법이 상이하고 분석방법이 달라 측정된 결과 및 기준을 각 나라별로 절

대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EPA, ISO 등에서 통일된 측정법을 정하

여 기준이 통일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가) 미국 

  미국은 오염물질별 법적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실내공간에 대

한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PA는 방사선 및 실내대기국 (ORIA)산하의 IED(Indoor Environments 

Division)에서 국가적인 공기질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내공

기질위원회(CIAQ : Committee for Indoor Air Quality)'의 활동을 주도하

여 실질적인 업무 담당하고 있다. 

ORIA내 방사선 보호과(RPD : Radiation Protection Division) 산하 실내환

경센터 (CIE : Center for Indoor Environment)는 실내 환경의 공기질 관

리를 통해 쾌적함과 생산성을 도모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실내 

환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택 도시개발부(HUD)에서

는 건축자재의 포름알데하이드를 규제하고, 실내공간에서 납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관리한다. 실내의 포름알데하이드 농도저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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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가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방출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는 작업장 공기

오염 기준을 설정하였고,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ir-Conditioning Engineers)에서는 환기 및 공기질과 관련

하여 자발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대기관리부는 신규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VOCs, 연소오염

물질(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분진,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부서에서

는 실내공기오염물질(VOCs 포함)에 대한 노출평가, 노출량 감소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표 2.15>는 미국 ASHRAE의 오염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이다. 

오염물질 목표 가이드라인

CO 9ppm(8시간 평균)

HCHO 120㎍/㎥(0.1ppm)(30분 평균)

Pb 1.5㎍/㎥(3개월 평균)

NO2 100㎍/㎥(1년간 평균)

냄새 거주자나 방문자의 80%이상이 허용 가능하다고 예측

O3 100㎍/㎥(50ppb)(8시간 평균)

PM10 50㎍/㎥(1년 평균)

Rn 2pCi/Liter(1년 평균)

SO2 80㎍/㎥(1년간 평균)

TVOC
1) 300㎍/㎥ 미만 2) 300~3,000㎍/㎥ 미만

3) 3,000㎍/㎥ 이상

<표 2.15> 미국 ASHRAE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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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캐나다

  캐나다 환경부는 대기환경청, 수질관리청, 환경평가청, 기상청, 야생동물관

리청 등을 중심으로 지부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내공기오염

은 보건부, 환경부, 노동부, 지방정부 등이 상호 협력하에 작업장 및 주거지

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크게 비발암물질과 발암물질로 나누며, 그밖에 생물학

적인 오염원과 기타 먼지, 담배연기 등을 포함한 권고기준을 두고 잇다. 특히 

역학조사와 임상실험, 동물실험 결과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기초하여 기준치

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각 항목의 설정 근거가 매우 구체적이다. 

보건부와 노동관련기관에서는 작업장 및 주거지의 실내공기질 허용기준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

드, 이산화질소, 오존, 입자상물질, 이산화황 상대습도 등에 대해 장․단기 권

고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2.16>은 캐나다의 주거공간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이다. 

오염물질 목표 가이드라인

HCHO 60㎍/㎥이하 (Target Level) 120㎍/㎥이하 (Action Level)

CO2 3,500ppm 이하

CO 1시간 평균 25ppm 이하     8시간 평균 11ppm 이하

NO2 1시간 평균 0.25ppm 이하

O3 1시간 평균 0.15ppm 이하

PM2.5 1시간 평균 100㎍/㎥ 이하

SO2 5분 평균 0.38ppm 이하

Rn 연평균 800Bq/㎥ (21.6 pCi/L)

습도 여름철 30~80% 겨울철 30~55%

<표 2.16> 캐나다의 주거공간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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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럽

  유럽은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오염원의 제어를 위하여 건축자재

와 설비기준 관리하고, 건물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방출특성에 

대한 정보를 건축가나 전문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을 중심으로 WHO에서 1987년에 제정하여 2000년 재검토를 통해 개정한 

<표 2.17>의 “Air Quality Guideline for Europe2)에 근거하여 각 나라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항    목 가이드라인(㎍/㎥) 평균 노출시간

Cd 0.005 연간

CS2 100 24시간

CO

100,000
60,000
30,000

10,000(10ppm)

15분
30분
1시간
8시간

황화수소 150 24시간

Pb 0.5 연간

Mn 0.15 연간

Mercury 1 연간

NO2
200
40

1시간
연간

O3 120 8시간

SO2

500
125
50

10분
24시간
연간

HCHO 100 30분

Toluene 260 1주일

<표 2.17> WHO 가이드라인

 

2) Air Quallity Guideline for Europe 2nd Edition, WH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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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가이드라인(㎍/㎥) 평균 노출시간

Benzene 6*10-6 UR/lifetime

Stylene 260 1주일

Trichloroethyene 4.3*10-7 UR/lifetime

1.2-Dichloroethane 700 24시간

1.4-Dichloromethane 3,000
450

24시간
1주일

Tetrachloroetylene 250 연간

바나듐(V) 1 24시간

Rn 2.7PCi/L, 100Bq/㎥ 연간

<표 2.17> WHO 가이드라인 (계속)

 

 

 유럽 국가 중의 하나인 덴마크는 환경보호부(MEE : Min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 산하 환경보호청(EPA)에서 실내공기의 오염관

리를 담당하고 있다. 덴마크 실내환경협회는 건물재료와 인테리어 재료들이 

실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실내환경인증(Indoor Climate Labeling 

: ICL)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의 환경선진국은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오염원을 제어하기 위하여 건축자재와 설비

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VOSs, PAHS, 라돈, HCHO, 석면 등과 같은 물질

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환경, 보건, 경제, 건설,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

여하는 IAQ 연구위원회 운영하여, 건물에서 라돈의 권고치를 250Bq/㎥

(6.8pCi/L), 폼알데하이드는 0.1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1㎍/㎥로 설정․
관리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보건부, 노동부, 건축물 관련부처 등이 실내공기질 관련업무 수행

하고 있다. 이 중 보건부 산하 국립공중위생원(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에서 <표 2.18>의 석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마련하였

고,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실내공기질 개선요청 및 건물 폐쇄 등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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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준

라    돈 200Bq/㎥ 이하

석    면 0.001 fiber/㎖ 이하

광물섬유(MMMF) 0.01 filber/㎖ 이하

PM2.5 20 ㎍/㎥(24시간) 이하

<표 2.18> 노르웨이 국립공중위생원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핀란드의 환경부는 <표 2.19>의 폼알데하이드, PM10 등에 대한 실내공기

질 권장치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축자재로 인한 실내공기의 오염방지를 

위해 냄새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VOCs의 방출율에 관한 정보를 건축가나 건

물관리자에게 제공하고, 건물내부의 공기의 흐름을 고려한 오염물질 농도분

포 예측과 건물의 실내표면에 오염물질이 흡착된 후 방출되는 과정까지 고려

한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항    목 기    준

암모니아, 아민 20㎍/㎥ 이하

석면 0 filber/㎥ 이하

HCHO 50 ㎍/㎥ 이하

CO 8 ㎍/㎥ 이하

PM10 50 ㎍/㎥ 이하

Rn 200 Bq/㎥ 이하

Stylene 1㎍/㎥ 이하

<표 2.19> 핀란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권장치 

 또한, 핀란드 실내공기질협회(FiSIAQ)는 2000년에 <표 2.20>의 실내공기

질 인증제도 등급기준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내공기 중의 오염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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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실내공기질과 쾌적한 정도를 나타내는 온․습도 등 환경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다. 

항 목 단 위
등급기준

S1 S2 S3

Rn Bq/㎥ 100 100 200

CO2 ppm 700 900 1200

암모니아, 아민(NH3) ㎍/㎥ 30 30 40

HCHO ㎍/㎥ 30 50 100

TVOC ㎍/㎥ 200 300 600

CO ㎍/㎥ 2 3 8

O3 ㎍/㎥ 20 50 80

냄 새 3 4 5.5

PM10 ㎍/㎥ 20 40 50

<표 2.20> 핀란드 FiSIAQ의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등급기준

폴란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실내공기질 개선 조치를 위해 <표 2.21>의 실

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 분 1일 8~10시간 노출기준(㎎/㎥)

Benzene 20

Butanol 300

Phenol 50

Xylene 150

O3 150

벤타클로로페놀(PCP) 10

Mercury 3

Toluene 250

<표 2.21> 폴란드의 실내공기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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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연합체로 구성한 HVAC, 에너지, 건축

환경, 의학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회인 SCANVAC은 VOCs에 의한 실내 공

기환경의 규정을 <표 2.22>와 같이 폼알데하이드와 TVOC 농도에 의하여 3

단계(AQ1, AQ2, AQX)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구   분 노출 시간
최대 허용농도(㎎/㎥)

AQ 1 AQ 2 AQ X

TVOC 0.5 h 0.2 0.5 *

HCHO 0.5 h 0.05 0.1 *

 단,  * 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함.  (AQ; air quality)

<표 2.22> SCANVAC의 실내 공기환경 분류

  라) 호주

  호주는 환경자원부 산하 Environment Protection Group에서 실내공기질

을 관리하고 있다.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측정 항목과 기준은 우리나라와 유

사하며, 특이 사항은 진드기와 레지오넬라 등 미생물학적 실내공기오염에 대

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산업보건관리위원회, 주정부 오염관리 위원회 등이 실내공기오염관리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밖에 보건법, 호주 및 뉴질랜드 환경부 등에서 실내공

기오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전반적으로 환경관련부서에서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경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호주 보건의료연구회 

HMRC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는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2.2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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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준

Rn 연평균 200Bq/㎥ 이하

부유분진 연평균 90㎍/㎥ 이하

HCHO 12ppb 이하

VOCs 1시간 평균 TVOC 500㎍/㎥ 이하 1시간 평균 250㎍/㎥ 이하

CO 8시간 평균 9ppm 이하

O3 240ppb 이하

SO2 1시간 평균 700ppb 이하

Pb 3개월 평균 1.5㎍/㎥ 이하

<표 2.23> 호주 HMRC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마) 싱가폴

  싱가폴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표 

2.24>의 실내공기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건물의 소유자는 매 2년마다 실내공기질 정밀심사를 실시하며, 환기시스템은 

매 6개월 마다 정밀검사 의무 부여하였으며, CO2, CO,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오염물질 CO2 CO HCHO O3 VOCs 총세균 부유분진

기준 1000ppm 9ppm 0.1ppm 0.05ppm 3ppm 500cfu/㎥ 150㎍/㎥

<표 2.24> 싱가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 온도(22.5~25.5℃), 상대습도(70%), 기류(0.25m/s)

  바) 일본

  일본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새집증후군”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1996년 7월에 후생노동성, 문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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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주택연구회’를 조

직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성, 환경성, 후생

노동성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주택을 대상으로 <표 2.25>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13가지 화학물질 농도의 권고기준 가이드라인을 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

적으로 설정하였다. 가이드라인 중 폼알데하이드와 크롤로피리포스는 건축기

본법의 규제대상 물질로 지정하였으며, ①～⑥항목은 주택성능표시에서 농도

를 측정하는 물질로 지정하였다.

오염물질 기   준

①HCHO 100㎍/㎥(0.08ppm)

②Acetaldehyde 48㎍/㎥(0.03ppm)

③Toluene 260㎍/㎥(0.07ppm)

④Xylene 870㎍/㎥(0.20ppm)

⑤Etylbenzene 3,800㎍/㎥(0.88ppm)

⑥Stylene 220㎍/㎥(0.05ppm)

p-Diclorobenezene(p-DCB) 240㎍/㎥(0.04ppm)

테트라데칸 330㎍/㎥(0.04ppm)

클로피리포스
1.0㎍/㎥(0.07ppb)
0.1㎍/㎥(0.007ppb)-소아대상

페놉캡 33㎍/㎥(3.8ppb)

디아지논 0.29㎍/㎥(0.02ppb)

디부틸 푸탈레이트 220㎍/㎥(0.02ppm)

프탈릭 에스테르-2-에틸헥실(DEHP) 120㎍/㎥(7.6ppb)

<표 2.25> 일본 후생노동성의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농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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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성은 실내공기질 관련기관으로 주택국과 사회자본정비심의회가 있

다. 주택국은 크게 주택정책과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행정은 주택

의 성능표지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주택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유도하고, 에너

지 절약 대책이나 Sick Building House 등의 실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2000년 6월에 “주택품질확보촉진법”에 의거하여 주택성능표시

제도를 시행하였고, 2004년 7월에는 “건축기준법”에 의해 <표 2.26>과 

같이 폼알데하이드 농도에 의한 건축자재 사용면적 제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하였다. 

항    목 내    용

HCHO
- 목질계 내장재의 방산량에 따른 등급 표시
- 등급 4~등급 1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 

실내화학물질농도표시
HCHO, Acetaldehyde, 
Toluene, Xylene, Etylbenzene, Stylene

환기표시 전체 환기설비 및 국소환기설비 표시

<표 2.26> 일본 국토교통성의 목질계 내장재의 실내공기 관련 항목

환경성의 경우, 화학물질 및 공기환경은 종합환경정책국과 환경보건부에서 

다루며, 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중앙환경심의회 산하 환경보건부회 산하 화학

물질 심사 규제제도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기준을 2004년 2월에 <표 

2.27>과 같이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대상

물질
CO2 CO NO2

부유

분진

낙하

세균
HCHO Toluene Xylene

p-Dicloro

benezene

Etyl

benzene
Stylene

기준
1,500

ppm

10

ppm

0.06

ppm

0.10

㎎/㎥

10

CFU/㎥

100

㎍/㎥

260

㎍/㎥

870

㎍/㎥

240

㎍/㎥

3,800

㎍/㎥

220

㎍/㎥

<표 2.27> 일본 문부과학성의 폼알데하이드와 주요 VOCs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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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기준치

 198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조사연구가 실외의 대기오염 연구에만 집중되

어 잇어 실내공기오염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산화질소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총 부유분진 등에 대한 조

사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미세먼지, 석면, 다환

방향족탄화수소, 미생물,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증가하

고 있다. 

국내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부처는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

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대상 시설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표 2.28>은 국내 각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담당부서

기준물질
환경부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

기술부

국토해

양부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의료기관, 

찜질방 등 17개 시설군)

공중이용시설
(학원, 공연장, 
업무시설 등)

사무실, 작업장 학교
주차장

(2000㎡
이하)

근거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공중
위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학교
보건법

주차장법

측정
항목

10개 항목 ; 미세먼지, 
CO, CO₂NO₂HCHO, 
총부유세균, Rn, VOCs, 

석면, O3

3개항목
(미세먼지, 
CO, CO2)

4개항목
(미세먼지, CO, 
CO2,HCHO )

2개 항목
(미세먼지,  

CO2)

1개 항목
( CO )

관리
방법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준수,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공기정화시설
교체-청소

필요시사무실공기
정화,실외오염물질

의 유입방지
(건물개보수시 
공기오염 관리)

연1회 
점검의무 

및 
적정조치 

강구

적정
환기

설비 설치

<표 2.28> 국내 각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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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요

  환경부는 1996년 제정된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를 대상

으로 7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으로 실

내공기질을 관리해왔으며 2003년 5월 이법률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으로 개정(2004년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적용대상도 종전 지하역

사, 지하도 상가의 2개 시설군에서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5개 시설군을 추가하여 17개 시설군으로 확대하였다. 관리오염물질도 10가

지 항목으로 확대하고, 오염물질에 따라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나누어 적

용대상 건물이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표 2.29>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변천사이며, <표 2.30>는 다중

이용시설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나타낸 것이다.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ᆞ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지하공간에 대한 

환경기준 권고치를 설정하여 각 시ᆞ도내 적정관리

ᆞ아황산가스, 먼지, 납 등 14개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

치 설정

ᆞ시행:

1989.9.18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개정

ᆞ관계부처 이견으로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정추진

이 어렵게 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

가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지하생활 공기질 관리법 제

정, 시행

ᆞ제정:

1996.12.30

ᆞ시행:

1997.12.31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

질관리법

ᆞ2003년도 타법의 관리대상시설 이관과 미관리 주요

시설을 추가하여 통합 실내공기질관리법의 토대마련

  (대상시설 확대 : 2개 → 17개)

  - 공중위생관리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의 관리대상

시설

  - 교육부 「학교보건법」,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법」의 관리대상 시설 제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설정

  신축공동주택 측정공고의무 반영 등

ᆞ제정:

2003. 5.29

ᆞ시행:

2004. 5.30 

<표 2.29>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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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

질관리법

개정

ᆞ대상시설범위 확대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독립된 지하도 상가외에 지

상 건축물에 딸린 지하도 상가를 포함

  -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숙사까지 적용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

비 설치의무 면제 

  - 유지기준 위반시 환기설비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

음 

․제정:

2005.5.31

․시행:

2006.1.1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

질관리법

개정

․ 대상시설범위 확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기존 국/공립보육

시설에서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을 추가

․제정:

2006.9.27

․시행:

2008.1.1

<표 2.29>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연혁 (계속)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
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천㎡이상

공항시설중 터미널 연면적 1천5백㎡이상

항만시설중 터미널 연면적 5천㎡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이상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이 100개 이상) 연면적 2천㎡이상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노인의료보호 시설중 국공
립 노인전문요양시설ᆞ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ᆞ노인전
문병원

연면적 1천㎡이상

찜질방 연면적 1천㎡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
간 보육시설

연면적 430㎡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백㎡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표 2.30>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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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명시된 국내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 CO2, 폼알데하이

드, 총부유세균, CO 등 5개 오염 물질로 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표 2.31>과 같이 유지기준을 설정하였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

가 내려지도록 하였다.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NO2, 

Rn, TVOC, 석면, 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표 2.32>와 같이 기준

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

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150이하 1,000

이하

10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표 2.3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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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Rn

(pCi/ℓ)
T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4000이

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

하
0.08이하

<표 2.3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라)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표 2.33>과 같이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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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산정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주차장

환기횟수(회/h) 0.3이상 0.5이상 0.7이상 3이상

이용인원당 

환기량(㎥/인․h)
25이상 25이상 25이상 25이상

<표 2.33>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마)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폼알데하이드, 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표 

2.34>과 같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 금지하도

록 하였다.

 구  분
  오염물질

접  착  제
(㎎/㎡․h)

일반자재
(㎎/㎡․h)

폼알데하이드 4이상 1.25이상

VOCs 10이상 4이상

<표 2.34> 건축자재별 방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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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관련 설문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보육시설은 역사, 병원, 상가 등과 같은 대규모의 다중이용시설과는 달리 전

문적인 실내공기 환경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환경 관리는 보육시설 내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실내

공기환경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동작구내 30개 보육시

설의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대상인 30개 보육

시설의 개요는 <표 3.1>과 같다.

 

<표 3.1> 실내공기환경 실태조사 대상 보육시설 및 개요

보육시설
운영
형태

소재지
시설규모

(㎡)
정원 설립연도 측정일자

흑석동 H 국공립 동작구 흑석동 879.5 131 87년 3월 09.04.03

흑석동 K 국공립 동작구 흑석동 309.8 79 97년 4월 09.04.03

대방동 B 국공립 동작구 대방동 268 69 99년 7월 09.04.09

사당동 Y 민간 동작구 사당동 133.4 49 96년 11월 09.04.09

신대방동 G 국공립 동작구 신대방동 581 79 92년 8월 09.04.10

신대방동 B 국공립 동작구 신대방동 363.4 79 97년 4월 09.04.10

사당동 M 민간 동작구 사당동 185 51 97년 9월 09.04.16

사당동 D 국공립 동작구 사당동 242.4 47 97년 7월 09.04.16

사당동 K 국공립 동작구 사당동 308.3 79 98년 5월 09.04.17

사당동 C 국공립 동작구 사당동 991.1 156 99년 7월 09.04.17

대방동 S 민간 동작구 대방동 162.3 62 96년 12월 09.04.24

대방동 K 민간 동작구 대방동 89 24 05년 1월 09.04.28

신대방동 L 민간 동작구 신대방동 168.7 39 07년 4월 09.04.30

대방동 E 국공립 동작구 대방동 437.5 91 82년 10월 09.04.30

노량진동 N 국공립 동작구 노량진동 233 46 92년 7월 09.05.07

사당동 H 민간 동작구 사당동 251 69 96년 7월 09.05.07

상도동 J 민간 동작구 상도동 438.8 148 04년 7월 09.05.08

상도동 H 민간 동작구 상도동 73 32 04년 7월 09.05.14

동작동 C 민간 동작구 동작동 167 38 06년 7월 09.05.14

상도동 R 민간 동작구 상도동 185 43 06년 12월 09.05.15

상도동 G 민간 동작구 상도동 336.6 49 07년 1월 09.05.15

상도동 B 국공립 동작구 상도동 182 50 98년 4월 09.05.22

상도동 L 국공립 동작구 상도동 600 84 00년 7월 09.05.22

상도동 N 국공립 동작구 상도동 316.8 79 91년 3월 09.05.27

상도동 S 국공립 동작구 상도동 1153 240 93년 4월 09.05.27

사당동 M2 국공립 동작구 사당동 364 79 81년 10월 09.05.28

사당동 O 민간 동작구 사당동 212.4 57 99년 4월 09.05.28

신대방동 Y 민간 동작구 신대방동 107 27 03년 12월 09.05.29

상도동 N2 민간 동작구 상도동 293 79 96년 5월 09.06.05

노량진동 D 민간 동작구 노량진동 462 79 01년 1월 09.06.05

평균 - - 349.8 74.5 -

 

- 49 -

 설문조사 항목은 보육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련된 내용과 실내공기오염

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였으며, 측정대상 보육시설의 교사 161명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여 회

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기존 연구의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26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록 1 참조)

 1)보육교사의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건강상태, 교육유무 등 일반적 

특성 : 6문항

 2) 보육교사의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관심도 : 6문항

 3) 보육교사가 느끼는 신체적 자각 증상 : 3문항

 4)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 개선 의식 : 3문항

 5)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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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 조사 결과

 

 3.2.1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보육교사는 모두 여성으로, 30세 미만이 64.6%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 47.83%, 최종학교의 주 전공은 유아교육이 38.04%로 가장 많

았다. 평균경력은 4년 미만과 4년 이상의 보육교사가 각각 49.07%와 50.93%

로 비슷한 편이었고 71.43%의 보육교사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실내공

기질 관련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는 19.88%에 불과하였다. (<표 3.2> 참조)

<표 3.2>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n=161)

특   성 n(%)
성별 여 161(100.00)

연령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 이상

104(64.60)
43(26.70)
14( 8.70)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 재학
대학교졸
대학원 석사 재학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12( 7.45)
77(47.83)
15( 9.32)
50(31.06)

2( 1.24)
5( 3.11)

최종학교 주 전공†

보육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가정(관리)학
간호학
교육학
영양학
특수교육학
기타

34(20.86)
62(38.04)
18(11.04)
26(15.95)

4( 2.45)
0( 0.00)
3( 1.84)
2( 1.23)
1( 0.61)

13( 7.98)

경력
4년 미만
4년 이상

79(49.07)
82(50.93)

건강 상태
건강
보통이하

115(71.43)
46(28.57)

실내 공기교육 유무
있다
없다

32(19.88)
129(80.12)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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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보육교사의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관심도

 보육교사의 실내공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관심도 설문 결과, 64.22%가 

현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에 대하여 ‘쾌적하다’(55.90%) 또는 ‘매우 

쾌적하다’(9.32%) 로 답하여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좋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보육시설의 공기질 실태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5.78%로, 보육교사들은 실내공기에 대

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하여 들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3.23%이며, 이중 알고 있는 실내공

기오염물질은 161명중 92.55%인 149명이 안다고 응답한 미세먼지가 가장 

많았으며, 라돈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는 7.45%에 불과하여 실내공

기 오염물질에 따라 알고 있는 차이가 많았다. (아래(그림 3.1)과 <표 3.3> 

참조).

(그림 3.1) 보육교사의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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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보육교사의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관심도

(n=161)

특   성 n(%)

실내공기질의 만족도

매우불쾌적하다

불쾌적하다

보통이다

쾌적하다

매우 쾌적하다

0( 0.00)

3( 1.86)

53(32.92)

90(55.90)

15( 9.32)

소계 161(100.00)

보육시설의 공기질 실태 

확인 욕구

있다

없다

무응답

122(75.78)

38(23.60)

1( 0.62)

소계 161(100.00)

보육시설의 공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큰 영향을 미친다

1( 0.62)

18(11.181)

32(19.88)

79(49.07)

31(19.25)

소계 161(100.00)

외부 대기오염과 실내공기

오염 중 더 해로운 것

외부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93(57.76)

68(42.24)

소계 161(100.00)

실내공기오염 물질을 들

어본 경험

있다

없다

134(83.23)

27(16.77)

소계 161(100.00)

알고있는 

실내공기오염물질
†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폼알데하이드

석면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부유세균

기타

149(92.55)

38(23.60)

55(34.16)

65(40.37)

22(13.66)

46(28.57)

85(52.80)

12( 7.45)

34(21.12)

41(25.47)

1( 0.62)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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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보육교사의 신체적 자각 증상

 보육교사가 보육시설 내에서 가끔이라도 느꼈던 자각증상 중 가장 많은 증

상은 기침/재채기 69.7%, 두통 50.9%, 눈 가려움/ 따가움 46.0% 순으로 대

답하였다. 자각증상은 주로 오후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응답한 경우가 

93.28%로 거의 대부분이었며, 보육교사들이 주로 느끼는 신체적 자각증상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의하여 야기되는 주요 증상이며 재실시간이 누적되는 

오후에 주로 증상을 느낀다는 점으로 보아 보육교사들의 신체적 증상이 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증상으로 의료기관

을 방문한 보육교사는 30.41%의 보육교사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

험이 있었으며, 보육교사들이 신체적 자각에 비해 심각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4> 참조)

<표 3.4> 보육교사의 신체적 자각증상

(n=161

특   성 n(%)

보육시설에서 느끼는 증상†

눈의 충혈
눈 가려움/ 따가움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호흡기 질환
구토감/ 메스꺼움

기침/ 재채기
피부 자극
의욕 저하

불면증
화학 냄새

항상있음 자주있음 보통 가끔있음 전혀없음
6( 3.7)
4( 2.5)
1( 0.6)
1( 0.6)
2( 1.2)
0( 0.0)
5( 3.1)
1( 0.6)
3( 1.9)
1( 0.6)
0( 0.0)

7( 4.3)
10( 6.2)
19(11.8)
12( 7.5)
14( 8.7)
4( 2.5)

12( 7.5)
8( 5.0)
7( 4.3)
3( 1.9)
1( 0.6)

20(12.4)
18(11.2)
20(12.4)
18(11.2)
19(11.8)
13( 8.1)
31(19.3)
11( 6.8)
13( 8.1)
8( 5.0)
6( 3.7)

30(18.6)
42(26.1)
42(26.1)
28(17.4)
25(15.5)
14( 8.7)
64(39.8)
22(13.7)
17(10.6)

7( 4.3)
12( 7.5)

98(60.9)
87(54.0)
79(49.1)

102(63.4)
101(62.7)
130(80.7)
49(30.4)

119(73.9)
121(75.2)
142(88.2)
142(88.2)

증상이 주로 나타나
는 시간대
(해당자 응답)

오전
오후

9( 6.72)
125(93.28)

소계 134(100.00)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
(해당자 응답)

있다
없다

45(30.41)
103(69.59)

소계 148(100.00)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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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조사는 1개의 보육시설당 1개의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표 3.5>는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에 관한 설문 결과이다. 

<표 3.5> 보육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n=30)

특   성 n(%)
1일 환기 횟수

1~2회
3~4회

5~10회
그 이상

1( 6.67)
11(36.67)
8(26.67)
9(30.00)

보유장비†

환풍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에어컨

19(63.33)
24(80.00)
16(53.33)

30(100.00)
필터 청소주기(해당시설)

공기청정기
에어컨

1회/주 1회/월 1회/2~3월 1회/계절 청소안함
12(50.0)
10(33.3)

8(33.3)
8(26.7)

2( 8.3)
5(16.7)

1( 4.2)
7(23.3) 

1( 4.2)
0( 0.0)

카펫 설치
보육실

놀잇감방
체육실

기타

항상 종종 보통 가끔 설치안함
17(56.7)
13(43.3)
3(10.0)
1( 3.3)

0( 0.0)
1( 3.3)
2( 6.7)
0( 0.0)

4(13.3)
1( 3.3)
3(10.0)
0( 0.0)

0( 0.0)
0( 0.0)
1( 3.3)
0( 0.0)

9(30.0)
15(50.0)
21(70.0)
0( 0.0)

카펫 청소주기(해당시설)
보육실

놀잇감방
체육실

기타

1회/주 1회/월 1회/2~3월 1회/계절 청소안함
13(61.9)
9(60.0)
4(44.4)
0( 0.0)

4(19.0)
3(20.0)
2(22.2)
1(100.0)

1( 4.8)
0( 0.0)
0( 0.0)
0( 0.0)

3(14.3)
2(13.3)
2(22.2)
0( 0.0)

0( 0.0)
1( 6.7)
1(11.1)
0( 0.0)

실내 취사 여부
한다

안한다
20(66.7)
10(33.3)

취사 시간 (해당시설)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미만
2시간~4시간미만

4시간 이상

1( 5.0)
2(10.0)
8(40.0)
9(45.0)

취사후 환기시간(해당시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20.0)
1( 5.0)
4(20.0)

11(55.0)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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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의 1일 환기 횟수는 1일 3~4회가 36.67%로 가장 많았으며, 10회 

이상 30%, 5~10회 26.67% 순이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의한 보육시설의 환기횟수 기준이 시간당 0.7회 이상이며, 영․유아의 보육시

설에서의 평균 재실시간이 7시간 20분임을 감안할 때 보육시설에서의 적정 

환기 횟수는 1일 5회 이상이 적당하므로 절반 이상인 56.67%의 보육시설이 

적정 환기 횟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보유하고 있는 실

내공기환경 관련 장비로는 모든 보육시설이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

기청정기 (80.0%), 환풍기 (63.3%) 순이었다. 공기청정기는 50%의 보육시

설이 1주일에 1회 청소한다고 응답하였고, 에어컨은 33.3%의 보육시설이 1

주일에 1회 청소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의 공간 중 56.6%의 보육시설의 보육실에는 항상 카페트가 깔려있

었고, 놀잇감 방에는 43.3%, 체육실에는 10%의 보육시설에서 항상 카페트

를 설치하고 있었다. 카펫이 설치된 보육시설 중 보육실은 61.9%, 놀잇감방

은 60.6%, 체육실은 44.4%에서 1주일에 1회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서의 실내 취사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30개소 중 66.7%인 20개

소의 보육시설에서 실내 취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5.0%의 보

육시설에서 2시간 이상 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사를 하는 20개

소의 보육시설에서는 취사 후 모두 환기를 행하고 있었으며, 취사 후 환기시

간은 2시간 이상이 55.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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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보육교사의 실내 공기질 개선 의식

보육교사들은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으로 환풍기 설치가 

37.44%를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 방법의 개선도 23.65%로 다음으로 높

았다. 한편,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분야에 대한 응답으로 대기

오염과 수질오염을 각각 26.81%와 23.91%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공기오

염을 가장 시급한 개선분야라고 답한 사람은 19.57% 로 나타나 실내공기오

염에 대한 중요성은 다른 오염보다 다소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육시설의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72.05%의 응답자가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보육교사의 인식 및 개선노

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56%에 불과하였다. <표 3.6>는 보육교사의 실

내공기질 개선 의식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표 3.6>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 개선 의식

(n=161)

특   성 n(%)

보육시설내 공기오염을
개선하는 방안†

환풍기 설치
청소방법 개선
실내에서 뛰는 것 금지
놀잇감 개선
카페트, 커튼 개선
기타

76(37.44)
48(23.65)
25(12.32)

2( 0.99)
34(16.75)
18( 8.86)

소계 203(100.00)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관리해야
할 분야†

대기오염
수질오염
실내공기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쓰레기)
기타

74(26.81)
66(23.91)
54(19.57)
22( 7.97)
59(21.38)

1( 0.36)
소계 276(100.00)

보육시설의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학부모의 관심부족
시설장의 관심부족
행정 및 재정지원 부족
교사의 인식 및 개선노력 부족
기타

1( 0.62)
5( 3.11)

116(72.05)
17(10.56)
22(13.66)

소계 161(100.00)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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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의 주관적 판단을 위하여 30개소의 보육시설 

내 근무 중인 보육교사 161명을 대상으로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리 

실태, 신체적 자각증상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보육교사들은 보육시설의 실내 환경에 대해 60% 이상이 만

족한다고 응답했고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

한 보육교사가 75%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만족도와 

관심도를 보였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적정수준의 환기와 공기청정기의 사용, 

청소 실시, 취사 후 환기 등을 통하여 평소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양호

한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교육 경험자가 20%정도에 불과하여 실내공기

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

식 역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

면서 느끼는 신체적 자각 증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증상들을 재실시간이 누적되는 오후에 90% 이상이  

느낀다고 응답하여 평소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나, 이런 증상으로 보육교사들이 의료기관을 찾은 경우는 30%정도에 불과

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개선 의식에 관한 설문 결과 다른 오염에 비해 실내공

기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는 상대적으로 적어 실내공

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보육시설을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보육교사들의 실내공기환경

에 대한 의식과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여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의 

주관적인 수준을 판단하였으나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서

는 객관적 지표로서의 오염물질에 대한 실제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

서 다음 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에 대하여 현장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토대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보육

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측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 58 -

제 4장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현장 측정

4.1 실내공기환경 현장 측정 개요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동시에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현장 측정을 실시하였다. 현장 측정의 세부내

용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실내공기질 측정 개요

구  분 내     용

측정 대상
동작구내 보육시설 30개소
(국․공립 15개소, 민간 15개소)

측정 기간 2009. 4. 3 ~ 2009. 6. 5

측정 항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항목
   (PM10, CO2, HCHO, 총부유세균, CO)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항목
   (NO2, Rn, TVOC, 석면, 오존)

측정 방법
 환경부 고시 제 2004-80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방법에 의거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는 최근 제정된 실내공기질공정시

험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시료 채취 시 일반 환경 조건은 해당 보육 시설의 

운영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인 교실을 대상으로 주간시간대에 측정하였다.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은 온열환경요소와 오염물질요소로 구분되며 온⋅습

도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가지 물질과 권고기준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항목과 기기는 <표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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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측정 기기 시료 채취 방법 및 시간

온도․습도
디지털 온습도계를 이용하여 오전9시～11시, 오후2시～
4시 시간대 20분 평균 측정

미세먼지 
(PM10)

 Microvol 1100 Low Flow-Rate Air Sampler를 이용
하여3mL/min으로 8시간 측정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측정기(AIRBOXX)를 이용하여 30분간 2회 
측정 

포름알데히
드 

(HCHO)

SIBATA-∑300을 이용하여 유속 0.7mL/min로 DNPH 
cartridge에 30분간 포집하여 HPLC분석법으로 분석

총부유세균 
(TBC)

Air Sampler를 이용하여 28.3L/min로 60분씩 2회 측정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측정기를 이용하여 60분간 측정

이산화질소 
(NO2)

이산화질소측정기(SERES)를 이용하여 60분간 측정

라돈 
(Rn)

라돈측정기(SUN NUCLEAR CORP)를 이용하여 
8시간 측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SIBATA-∑30을 이용하여 유속 0.15mL/min로 Tenax 
Tube에 30분간 포집하여 TD-GC/MS으로 분석

석면
석면측정기(CASELLA)를 이용하여 10ℓ유량으로 
60분간 측정

오존
(O3)

오존측정기(SERES)를 이용하여 60분간 측정

<표 4.2> 측정기자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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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 보육시설의 실내 환경 현황 

4.2.1 측정 보육시설의 실내 환경

 측정 보육시설의 실내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는 시설의 단독/ 부속 여부와 위치

한 층, 실의 구성, 그리고 실내공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와 취사

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보육시설의 실내 환경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은 1개의 보육시설을 제

외한 14개소의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단독건물인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복합건물 

중 상가건물  및 아파트관리건물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었다(<표4.3>∼<표4.8>). 

<표4.3> 보육시설 실내환경-1

보육시설 실내 사진 1 실내 사진 2 실내 환경

흑석동 H 

보육시설

(측정일 

09.04.03)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교
실은 총 6개가 있으며 특별교
실1개, 교사실, 사무실, 부엌등
으로 구성.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박테리
아제거기가 설치됨.

흑석동 K 

보육시설

(측정일 

09.04.03)

▲복합건물 1층에 위치하며 
실내에는 교실4개 특별실, 사
무실, 부엌으로 구성됨.
▲내부에 복도공간이 좁아 아
이들로 인한 소음이 심함.

대방동 B 

보육시설

(측정일 

09.04.09)

▲아파트 관리동 1층에 위치
하고 있으며 교실 4개와 교사
실, 부엌 등으로 구성됨.
▲부엌이 입구에 위치해 실내
에 음식 조리시에 냄새가 적
음.

신대방동 G 

보육시설

(측정일 

09.04.10)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교
실7개와 특별교실1개, 사무실 
부엌 등으로 구성됨.
▲실내공간이 넓어 특별교실이 
각 층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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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보육시설 실내환경-2

보육시설 실내 사진 1 실내 사진 2 실내 환경

신대방동 B

보육시설

(측정일 

09.04.10)

▲지상3층 건물로 교실 6개와 
특별교실1개, 사무실 부엌으로 
구성됨.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 에어
컨이 있으며 교실 자연채광이 
좋음.

사당동 D

보육시설

(측정일 

09.04.16)

▲사회복지관1층 위치하고 있
으며 교실4개, 사무실1개, 부엌
으로 구성됨.
▲부엌이 입구에 위치해 실내
에 음식 조리시에 냄새가 적음.

사당동 K

보육시설

(측정일 

09.04.17)

▲구민센터뒤 단독건물로 지상
1층건물로 교실5개와 특별교실
1개 사무실, 부엌으로 구성됨.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위
치하며 자연채광이 좋음.

사당동 C

보육시설

(측정일 

09.04.17)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각
층에 교실이 3개씩 위치하며 
방과후 교실도 운영함.
▲큰면적으로 복도공간이 넓으
며 다용도실과 교사실이 위치
함.

대방동 E

보육시설

(측정일 

09.04.30)

▲1층건물로 각교실과 특별실
이   8개 위치하고 있으며 특
별교실, 사무실, 부엌으로 구성
됨.
▲교실이외의 공간은 학부모상
담실과 독서실로 이용중임.

노량진동 N

보육시설

(측정일 

09.05.07)

▲지상2층 단독건물로 교실 6
개  특별교실, 사무실, 부엌등 
위치함.
▲내부에 있는 교실크기는 다
른 어린이집보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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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보육시설 실내환경-3

보육시설 실내 사진 1 실내 사진 2 실내 환경

상도동 B

보육시설

(측정일 

09.05.22)

▲지상2층 단독건물로 지상2
층으로 교실은 5개 특별교실 , 
사무실, 부엌으로 구성됨.
▲실내에서 외부로 나가는 공
간은 실내놀이터로 이용함.

상도동 L

보육시설

(측정일 

09.05.2)

▲지하1층 지상3층 단독건물
로 교실이 8개 특별교실, 체육
관,  부엌으로 구성됨.
▲지하층에 놀이터에서 어린이 
체육수업이 진행됨.

상도동 N 

보육시설

(측정일 

09.05.27)

▲지상3층 단독건물로 교실은 
6개 특별교실, 사무실, 부엌으
로 구성됨.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
치,식당은 2층에 위치함.

상도동 S

보육시설

(측정일 

09.05.27)

▲지하1층 지상2층 단독건물
로 교실 7개, 특별교실1, 교사
실, 사무실, 식당으로 구성됨.
▲동작구내 어린이집중 규모가 
가장크며 2층은 층고가 높음.

사당동 M2

보육시설

(측정일 

09.05.28)

▲지상2층 단독건물로 교실5
개, 교사실, 사무실, 부엌으로 
구성.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
으며 1층과 2층복도에 박테리
아제거기가 설치됨.

사당동 Y

보육시설

(측정일 

09.04.09)

▲지상2층 복합건물로 교실이 
 5개, 교사실, 사무실, 부엌으
로   구성됨.
▲ 복도가 좁아 실내가 소음
이 심하며 2층으로 통하는 비
상구가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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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보육시설 실내환경-4

보육시설 실내 사진 1 실내 사진 2 실내환경

사당동 M

보육시설

(측정일 

09.04.16)

▲지상2층 복합건물로 교실6
개, 교사실, 사무실, 부엌으로 
구성.
▲각 층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위치하며 아래층 면적이 위층
보다 넓음.

대방동 S

보육시설

(측정일 

09.04.24)

▲일반단독세대 2층건물로 교
실  4개, 교사실, 사무실, 부엌
으로 
구성됨.
▲가정집을 어린이집으로 보수
해서 사용 교실크기가 적음.

대방동 K

보육시설

(측정일 

09.04.28)

▲E아파트 관리동 1층에 위치
하고 있으며 교실3개, 놀이터
1,   교사실로 이루어져 있음. 
▲어린이집건물 2층에(외부)에  
부엌이 위치함.

신대방동 L

보육시설

(측정일 

09.04.30)

▲단독건물 2개로 이루어져 있
으며 교실4개 특별교실, 사무
실, 
부엌으로 구성됨.
▲다른 어린이집보다 교실이   
작으며 영어특별교실이 위치
함.

사당동 H

보육시설

(측정일 

09.05.07)

▲2층단독 건물로 교실 5개, 
사무실, 교사실, 부엌으로 구성
됨.
▲실내공간이 넓고 건물내에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위치
함.

상도동 J

보육시설

(측정일 

09.05.08)

▲교회건물에 2층에 거쳐 위치
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놀이터 
지상에는 교실5개 사무실, 부
엌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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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보육시설 실내환경-5

보육시설 실내 사진 1 실내 사진 2 실내환경

상도동 H

보육시설

(측정일 

09.05.14)

▲H아파트 관리동 5층에 위치
하며 교실3개, 사무실, 부엌으
로 구성됨.
▲교실이외의 공간이 좁으며 
교실방향 자연채광이 부족함.

동작동 C

보육시설

(측정일 

09.05.14)

▲단독2층건물로 교실4개, 사
무실 1개, 부엌으로 구성됨.
▲1층교실은 자연채광이 들어
오지 않으며 2층은 복도공간이 
좁아 소음이 심함.

상도동 R

보육시설

(측정일 

09.05.15)

▲아파트 관리동1층에 위치하
며
교실3개 사무실1, 부엌으로 구
성됨.
▲복도는 없으나 공간이 넓어 
교실이외의 공간의 소음은 적
음.

상도동 G

보육시설

(측정일 

09.05.15)

▲단독4층 건물로 교실7개, 사
무실, 특별실, 부엌으로 구성됨.
▲외부의 주택들로 인해 자연
채광이 부족. 그러나, 교실이외
의 공간은 넓음.

사당동 O

보육시설

(측정일 

09.05.28)

▲복합건물 2층과 3층에 위치
하며 교실4개 특별교실, 사무
실, 부엌으로 구성됨.
▲교실이 넓으며 각 층에 거실
공간에 특별공간이 위치함.

신대방동 Y

보육시설

(측정일 

09.05.29)

▲단독건물1층에 위치하며 교
실2개 사무실, 부엌으로 구성
됨.
▲실내에 자연채광이 부족, 수
업교실로 이동시 연결통로가 
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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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보육시설 실내환경-6

보육시설 실내 사진 1 실내 사진 2 실내환경

상도동 N2

보육시설

(측정일 

09.06.05)

▲복합상가건물 2층에 위치하
며 교실 4개 사무실, 부엌으로 
구성됨.
▲교실은 넓으나 복도공간이 
좁아 소음이 심함.

노량진동 D

보육시설

(측정일 

09.06.05)

▲아파트 관리동 1층에 위치하
며 교실6개, 사무실, 교사실, 
부엌으로 구성됨.
▲교실과 부엌, 특별교실이 교
실과 분리되어있음.

 <표4.3>～<표4.8>의 30개소의 보육시설 내부 환경에서 민간 보육시설 4개

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공기청정기가 각 교실에 설치되어 있었으

며 특히, 2개소의 보육시설에서는 박테리아 생성을 억제하는 공기정화기도 

설치되어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자연환기(1회/h)를 하고 있었으나 교실에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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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실내외 온습도 환경

   (1) 온도

 측정을 실시한 기간이 4월 초~ 6월 초인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환절기였

으므로 실외기온이 14.8°C에서 31.3°C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

설 내에서 쾌적한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실시로 실내 온도는 22.2°C에

서 29.7°C로 쾌적범위를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9>, (그림 

4.1)참조).

<표 4.9> 보육시설 온도 측정결과 (°C)

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실내 24.8 24.6 22.2 22.3 27.6 20.5 26.8 24.9

실외 15.7 14.8 20.6 21.7 23.6 15.4 16.8 17.9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실내 25.1 25.9 25.2 26 27.5 29.4 27.4 24

실외 22.9 28.6 23.3 25.6 28.1 31.3 27.8 25.6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실내 26.5 20.9 21.4 21.3 23.2 28.1 27.7 26.2

실외 24.9 15.5 24.6 24.6 22.9 30.6 31.2 30.4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실내 24.9 23.5 24.8 29.7 27.5 26.2 25.2

실외 27.6 25.3 26.8 31.2 28.3 29.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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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실내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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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도

 습도의 경우 실외 습도는 22.5%에서 60.2%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실내습도는 24.0%에서 61.7%로 평균 37.5%로 측정되었다(<표 

4.10>, (그림 4.2)참조). 12개소의 어린이집 교실에서 30%이상의 습도가 

측정되었으나 18개소의 어린이집 교실에서 30%이하의 습도가 측정되었다.

<표 4.10> 보육시설 습도 측정결과 (%)

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
동
G

신대방
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실내 32.9 26.7 31.1 37.2 24.3 45 24.9 24.9

실외 38.7 34.8 35.4 30.7 28.5 50.2 37.8 32.5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
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실내 28.5 27.4 61.7 51.7 33.4 32.6 42.8 45.3

실외 25.3 25.3 60.2 52.6 26.4 23.4 32.3 38.5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실내 33.2 47.2 49.9 42.1 35.8 28.4 24 36.3

실외 31.6 48.5 46.3 38.3 25.3 23.2 22.5 32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실내 44.7 53.2 44.8 32.5 32.8 49.8 37.5

실외 41.5 43.3 42.3 28.6 28.5 26.3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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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실내외 습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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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내공기 오염물질 현장 측정 결과

 

  4.3.1 미세먼지(PM10) 측정 결과

미세먼지 측정 결과 30개소의 보육시설의 평균 측정치는 48.04㎍/㎥으로 나

타났으며 1개소를 제외한 29개소의 보육시설이 기준치(100㎍/㎥)이내로 측

정되었다. (<표 4.11>, (그림 4.3) 참조)

 

<표 4.11> 보육시설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단위:㎍/㎥)

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교실1 27.8 25.9 41.7 26.3 44.4 55.6 41.7 40.7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교실1 76.2 67.8 45.5 55.6 38.5 46.3 43.3 41.7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교실1 18.5 37.8 64.2 80.6 47.2 36.3 112.4 34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교실1 37.6 46.4 75 52 39.2 41 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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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보육시설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보육시설의 미세먼지 실태는 30개소 중 29개의 보육시설이 기준치 이내였

으며 측정값 평균은 기준치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

육시설에서 평소 실내 청소를 깨끗이 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공기청정기를 

도입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준치를 초과한 상도동 J 시설의 경우 보

육 정원이 30개소 평균 74.5명의 두배에 이르는 148명이었으며 평소 많은 

재실자의 활동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의한 오염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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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이산화탄소(CO2) 측정 결과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30개소의 평균치는 812.5ppm으로 기준치 

1,000ppm에 못미고 있었다. 대방동E, 노량진동N, 대방동K, 노량진동D, 

사당동O, 상도동N2 보육시설 6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표 4.12>와 (그림 4.4) 참조)

<표 4.12> 보육시설의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

(단위 : ppm)

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보육실1 851 518 568 568 682 780 `507 437

보육실2 985 678 342 560 615 352 440 764

실 외 335 336 347 342 336 342 339 352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보육실1 1348 611 647 501 623 773 690 690

보육실2 1498 1548 586 640 704 887 622 890

실 외 345 339 346 337 341 329 340 336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보육실1 934 844 786 936 801 870 848 1345

보육실2 947 424 737 1137 909 862 548 847

실 외 346 332 326 332 341 326 335 329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보육실1 535 902 1001 1504 755 1710 818.8

보육실2 815 964 1118 972 632 1162 806.2

실 외 323 331 327 345 323 335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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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보육시설의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

 보육시설의 이산화탄소 오염은 80%의 보육시설이 기준치 이내였으나 기준

치를 초과한 보육시설의 경우 기준치 초과율이 최대 70%를 넘는 등 편차가 

심하였다. 이산화탄소는 재실자의 호흡과 환기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물질로, 평소 상태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보육시설은 측정 

당시 재실자 수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작은 보육실에서 다

수의 영․유아들이 있게 되는 보육시설의 특성상 평소 재실자 수에 따라서 이

산화탄소의 오염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위해성이 큰 물질은 아니나 실내공기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므로 환기와 재실

자수 조절 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오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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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폼알데하이드(HCHO) 측정 결과

 폼알데하이드(HCHO)는 외기농도가 8.3～26.3㎍/㎥일 때, 평균 42.48㎍/㎥ 

로 모든 보육시설에서 기준치 100㎍/㎥를 초과하지 않았다 (<표4,13>과 (그

림 4.5) 참조).

<표 4.13> 보육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측정 결과

(단위 : ㎍/㎥)

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보육실1 35.8 20.55 20.77 26.57 17.65 42.4 22 23.6

보육실2 37.26 25.19 23.15 21.25 13.53 47.5 27.8 26.2

실 외 8.84 12.25 9.36 15.85 14.5 11.85 11.5 10.8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보육실1 26.65 20.48 41.91 23.51 43.19 53.37 36.6 76

보육실2 25.39 44.98 24.73 19.34 48.78 31.22 42.3 79.51

실 외 8.25 15.3 14.3 12.8 11.5 12.3 8.3 13.9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보육실1 49.15 80.13 20.84 43.25 67.72 69.26 83.5 53.2

보육실2 53.39 23.68 27.38 70.33 20.93 57.58 60.7 67.5

실 외 13.34 12.26 13.7 11.5 12.62 15.84 16.52 22.48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보육실1 81.42 45.4 25.9 42.3 35.93 61.7 43.0

보육실2 78.53 78.18 19.64 56.3 46.58 59.3 41.9

실 외 15.76 16.72 14.67 12.3 10.9 26.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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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보육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측정결과

 보육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실태는 모든 보육시설에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

었다. 폼알데하이드는 온도와 습도, 건축물의 수명, 실내 환기에 따라 좌우되

는데, 평균치보다 높게 측정된 시설들이 측정당시의 온․습도가 높거나 (상도

동 M, 사당동 M, 대방동 K, 사당동 H, 동작동 C, 상도동 N2 보육시설) 개

원한지 3년이내의 건물(신대방동 L, 상도동R 보육시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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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총부유세균(TBC) 측정 결과

  총부유세균(TBC)은 평균농도 174.83 CFU/㎥으로 모두 기준치(800 

CFU/㎥) 이내로 측정되었다 (<표 4.14>와 (그림 4.6) 참조). 

<표 4.14> 보육시설의 총부유세균 측정결과

(단위 : CFU/㎥)

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보육실1 88 29 238 32 28 34 70 289

보육실2 8 5 230 33 18 19 174 58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보육실1 134 119 153 96 78 106 720 215

보육실2 113 85 85 80 57 64 500 148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보육실1 179 150 210 139 121 100 236 594

보육실2 97 22 131 129 101 218 379 566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보육실1 260 153 44 290 220 553 189.2

보육실2 120 147 54 494 330 34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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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보육시설의 총부유세균 측정결과

 보육시설의 총부유세균 실태 또한 모든 시설에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

다. 총부유세균은 공기중 습도와 환기, 에어컨, 공기청정기와 인간의 활동 등 

다양한 인자로부터 기인하는데 측정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사당동 M2시설의 

경우 측정당시 온․습도(27.4°C, 42.8%)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 않은 수

준이었고 박테리아 제거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설문결과 나타난 대

부분의 보육시설에 비해 다소 적은 빈도의 에어컨 필터 청소 주기 (1회/2~3

개월)의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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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교실1 0.35 0.25 0.62 0.64 0.4 0.72 0.4 0.35

교실2 0.33 0.22 0.72 0.46 0.347 0.45 0.25 0.34

실 외 0.32 0.21 0.33 0.3 0.38 0.4 0.29 0.31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교실1 0.32 0.4 0.63 0.4 3.04 0.59 0.46 0.19

교실2 0.31 0.3 0.56 0.6 1.28 0.64 0.43 0.2

실 외 0.28 0.32 0.38 0.41 0.45 0.41 0.37 0.17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교실1 0.63 0.39 0.34 0.75 0.37 0.22 0.54 0.49

교실2 0.54 0.31 0.18 0.44 0.47 0.06 0.47 0.52

실 외 0.31 0.28 0.17 0.32 0.28 0.19 0.25 0.34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교실1 0.13 1.09 0.45 0.35 0.31 0.53 0.55

교실2 0.1 0.75 0.54 0.42 0.28 0.58 0.44

실 외 0.1 0.35 0.37 0.28 0.2 0.4 0.31

  4.3.5 일산화탄소(CO) 측정 결과

   일산화탄소(CO)의 경우 평균 0.49ppm으로 측정 대상 30개소 모두 기준

치(10ppm)에 훨씬 못미치는 값으로 측정되었다(아래 <표 4.15>와 (그림 

4.7) 참조). 

<표 4.15> 보육시설의 일산화탄소 측정결과

(단위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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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보육시설의 일산화탄소 측정 결과

 일산화탄소의 오염 실태는 모든 보육시설이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산화탄소는 적은 농도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오염물질로 실내에서는 취사나 난방, 흡연이 가장 일반적 발생원이

다. 측정을 실시한 30개소 중 80%의 보육시설에서 실내 취사를 하고 있으

나 실내 취사를 실시하는 75%의 보육시설에서 1시간 이상의 취사 후 환기

를 실시하고 있어 일산화탄소의 오염 위험이 적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상도동 N 보육시설의 경우 

평소 취사 후 환기가 30분 이내로 취사 후 환기 시간이 가장 적은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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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이산화질소(NO2) 측정 결과

 이산화질소(NO2)인 경우 12개소에서 기준치(0.05ppm)를 초과하고 있었

다. (아래 <표 4.16>과 (그림 4.8) 참조).

<표 4.16> 보육시설의 이산화질소 측정결과

(단위 : ppm)

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보육실1 0.052 0.053 0.055 0.047 0.054 0.044 0.049 0.063

보육실2 0.064 0.051 0.041 0.044 0.046 0.043 0.05 0.059

실 외 0.023 0.025 0.019 0.021 0.022 0.018 0.021 0.015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보육실1 0.043 0.025 0.024 0.014 0.017 0.02 0.011 0.04

보육실2 0.044 0.034 0.036 0.015 0.02 0.024 0.011 0.036

실 외 0.014 0.016 0.015 0.013 0.016 0.018 0.01 0.019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보육실1 0.041 0.054 0.045 0.05 0.067 0.05 0.057 0.037

보육실2 0.058 0.052 0.041 0.052 0.056 0.031 0.037 0.042

실 외 0.021 0.019 0.02 0.023 0.019 0.021 0.021 0.016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보육실1 0.037 0.06 0.06 0.015 0.036 0.027 0.042

보육실2 0.041 0.05 0.06 0.015 0.028 0.036 0.041

실 외 0.015 0.019 0.02 0.01 0.014 0.0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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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보육시설의 이산화질소 측정결과

 

 이산화질소는 취사용 프로판 가스나 흡연, 건축자재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질로서 30개소중 12개의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상당한 보육시설이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당시 식사와 간식을 위한 가

스레인지나 오븐등의 연소기구의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사여부에 따

라 이산화질소의 측정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 대상 보육시설

의 56.7%가 하루 2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취사를 실시하는 상황이며, 특히 

설문조사에서 이산화질소에 대하여 ‘알고있다’라고 대답한 보육교사는 

13.66%로 이산화질소에 대한 인지도가 적게 나타나, 이산화질소 오염에 대

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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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라돈(Rn) 측정 결과

 라돈(Rn)은 30개소 평균 0.34 pCi/ℓ로, 모두 기준치(4pCi/ℓ) 이내로 측

정되었다(아래 <표4.17>과 (그림 4.9) 참조). 

<표 4.17> 보육시설의 라돈 측정결과

(단위 : pCi/ℓ)

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
동
G

신대방
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측정값 0.5 0.4 0.3 0.4 0.1 0.1 0.2 0.3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
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측정값 0.2 0.2 0.5 0.4 0.4 0.5 0.5 0.1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측정값 0.3 0.5 0.2 0.4 0.3 0.1 0.3 0.5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측정값 0.4 0.4 0.2 0.5 0.4 0.7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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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보육시설의 라돈 측정 결과

 라돈은 모든 보육시설에서 적게 검출되었는데, 이는 모든 보육시설이 라돈

의 주 오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지하층이 아닌 지상층에서 운영되고 있

으며, 라돈의 다른 오염원인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자재나 수도관에 의한 노

출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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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보육실1 1349.35 542.53 797.82 760.14 591.92 563.78 1488.37 791.25

보육실2 496.32 487.75 423.38 423.78 556.56 366.32 623.34 521.19

실 외 35.3 37.3 45.3 48.3 46.3 37.5 36.3 43.6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보육실1 689.07 119.42 154.95 428.33 428.33 220.52 158.15 170.19

보육실2 432.63 280.64 167.97 339.79 339.79 477.9 197.42 363.15

실 외 52.3 39.6 42.7 39.6 38.6 41.3 42.3 41.7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보육실1 781.2 802.4 489.39 728.53 721.16 273.95 840.3 207.85

보육실2 423.68 473.19 529.53 562.38 639.23 362.78 560.3 253.87

실 외 38.3 42.3 41.5 38.6 37.5 32.3 38.2 31.7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보육실1 231.88 252.25 355.96 268 143 210.2 518.7

보육실2 482.71 410.25 518.5 334 257.6 283.3 419.6

실 외 42.2 36.4 33.4 36.6 42.1 28.6 39.6

  4.3.8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30개소 중에서 21개의 어린이집에서 기준치

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특히, 평균농도가 모두 기준치(400㎍/㎥)를 초과하고 

있었다. (아래 <표 4.18>과 (그림 4.10)참조).

<표 4.18> 보육시설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결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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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보육시설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측정한 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기준치를 초

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특성상 많은 가구와 폴리우레탄 등

의 바닥 마감, 세탁용제와 공기청정제, Floor wax 등 많은 총휘발성유기화합

물의 발생원이 실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특히 설문조사 

결과 보육교사들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인지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알고있다’ 21.12%) 보육시설에서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위험성은 잠재적으로도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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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보육실`1 0.0006 0.0089 0.0074 0.005 0.0067 0.009 0.0087 0.0042

보육실2 0.0006 0.0079 0.0049 0.0042 0.0023 0.008 0.0094 0.0035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보육실`1 0.0046 0.008 0.0065 0.0027 0.0045 0.006 0.0079 0.0003

보육실2 0.0078 0.0077 0.0086 0.0036 0.0039 0.0042 0.0054 0.0046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보육실`1 0.0058 0.0042 0.0086 0.0044 0.0006 0.0023 0.0078 0.0079

보육실2 0.0063 0.0039 0.0083 0.0029 0.0046 0.0042 0.0056 0.0087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보육실`1 0.0049 0.0074 0.0016 0.0047 0.0006 0.0009 0.0051

보육실2 0.0075 0.0006 0.0019 0.0025 0.0019 0.001 0.0049

  4.3.9 석면(PCM) 측정 결과

  보육시설의 공기중 석면(PCM)농도는 30개소 모두 기준치(0.01개/cc) 이

내로 측정되었다(아래 <표 4.19>와 (그림 4.11) 참조).

<표 4.19> 보육시설의 석면 농도 측정 결과

(단위 : 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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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보육시설의 석면 농도 측정 결과

 보육시설의 석면 검출농도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자상 

물질인 석면이 이미 석면을 사용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에 따라 

석면에 의한 오염이 적은 데에서 기인하고,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의 사용과 활발한 환기에 따라서 석면에 의한 오염이 저감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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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흑석동 
H

흑석동 
K

대방동 
B

신대방동
G

신대방동
B

사당동
D

사당동
K

사당동
C

보육실`1 0.012 0.01 0.009 0.026 0.014 0.008 0.01 0.006

보육실2 0.012 0.011 0.009 0.045 0.012 0.02 0.01 0.005

실 외 0.01 0.01 0.006 0.005 0.01 0.009 0.009 0.004

보육

시설
대방동

E
노량진동

N
상도동

B
상도동

L
상도동

N
상도동

S
사당동

M2
상도동

H

보육실`1 0.006 0.035 0.012 0.019 0.01 0.009 0.013 0.002

보육실2 0.008 0.052 0.024 0.016 0.012 0.01 0.011 0.003

실 외 0.01 0.01 0.01 0.009 0.009 0.009 0.008 0.002

보육

시설
사당동

Y
사당동

M
대방동

S
대방동

K
신대방동

L
사당동

H
상도동

J
노량진동

D

보육실`1 0.017 0.013 0.009 0.011 0.011 0.025 0.043 0.023

보육실2 0.016 0.009 0.012 0.021 0.009 0.018 0.035 0.024

실 외 0.01 0.009 0.014 0.013 0.01 0.019 0.025 0.018

보육

시설
동작동

C
상도동

R
상도동

G
사당동

O
신대방동

Y
상도동

N2
평균

보육실`1 0.018 0.001 0.001 0.016 0.036 0.012 0.015

보육실2 0.053 0.003 0.002 0.021 0.028 0.018 0.018

실 외 0.01 0.001 0.001 0.013 0.002 0.01 0.010

  4.3.10 오존(O3) 측정 결과

 오존(O3)농도 또한 측정대상 30개소 모두 기준치(0.06ppm) 이내로 측정되

었다(아래 <표 4.20>과 (그림 4.12) 참조).

<표 4.20> 보육시설의 오존 농도 측정 결과

(단위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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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보육시설의 오존 농도 측정 결과

오존의 경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보육시설 별 편차가 크게 나

타났다. 이는 높게 검출된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실 내에 오존의 발생원인 프

린터 등의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

다. 오존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영․유아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무기기는 보육실 내에서의 설치

및 사용을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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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측정 결과에 따른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제시

  4.4.1 운영 방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특성 및 관리 방안

 보육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로 나뉘어 지며,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3)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1,769개, 민간보육

시설은 14,127개로 민간 보육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운영 방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 판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N=15)과 민간 보육시설(N=15)에 따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결과는 <표 4.21>과 같다.

<표 4.21> 운영방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특성

오염

물질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유의확률

N Mean S.D N Mean S.D

PM10
(㎍/㎥)

15 45.153 14.182 15 50.927 23.412 .421

CO2
(ppm)

15 710.833 257.344 15 914.167 227.257 .030

HCHO
(㎍/㎥)

15 30.456 9.558 15 54.508 16.821 .000

총부유세균
(CFU/㎥)

15 124.767 147.009 15 224.900 148.578 .074

CO
(ppm)

15 0.560 0.462 15 0.421 0.210 .298

NO2
(ppm)

15 0.038 0.0161 15 0.044 0.012 .323

TVOC
(㎍/㎥)

15 507.29 253.65 15 431.02 180.90 .351

석면
(개/cc)

15 0.011 0.020 15 0.004 0.003 .208

오존
(ppm)

15 0.015 0.011 15 0.017 0.012 .662

라돈
(pCi/ℓ)

15 0.333 0.145 15 0.353 0.164 .726

3) 육아정책개발센터 http://www.kic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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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간의 오염도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이산화탄소는 국공립 평균값 710.833 민간 평균값 

914.167로 유의확률 .030, 폼알데히드는 국공립 평균값 30.45567 민간 평

균값 54.50767로 유의확률  .000, 총부유세균은 국공립 평균값 124.767 

민간 평균값 224.900으로 유의확률 .074로 유의수준보다 작게 되어 두 시

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다른 일곱 개의 오염물질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현재 국․공립 보육

시설에 비해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과 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다수(72.05%)가 실내공기질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꼽고 있어, 보육시설의 다수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

악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4.2 법적 미적용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특성 및 관리방안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법적 규제는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

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보육시설 중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시

설과,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보육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를 

측정 대상 보육시설에 적용하면 30개소의 측정 보육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중 흑

석동 H 보육시설(연면적 879.5㎡), 사당동 C 보육시설 (연면적 991.1㎡), 

상도동 S 보육시설 (연면적 1153㎡)과 민간 보육시설 중 상도동 J 보육시

설 (연면적 438.8㎡), 노량진 D 보육시설 (연면적 462㎡)를 제외한 25개소

로, 전체 83.3%에 이른다. 

 적용 보육시설(N=5)과 미적용 보육시설(N=25)에 따라 일원배치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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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법적 적용에 따른 실내공기질 특성

오염

물질

법적 적용 보육시설 법적 미적용 보육시설
유의확률

N Mean S.D N Mean S.D

PM10
(㎍/㎥)

5 52.24 34.34 25 47.20 15.70 .602

CO2
(ppm)

5 828.50 192.73 25 809.30 274.63 .883

HCHO
(㎍/㎥)

5 47.24 18.90 25 41.53 18.27 .531

총부유세균
(CFU/㎥)

5 238.80 215.33 25 162.04 140.95 .317

CO
(ppm)

5 0.462 0.118 25 0.497 0.392 .848

NO2
(ppm)

5 0.046 0.016 25 0.040 0.014 .459

TVOC
(㎍/㎥)

5 571.89 279.58 25 448.61 206.82 .260

석면
(개/cc)

5 0.0049 0.0029 25 0.0079 0.0161 .687

오존
(ppm)

5 0.0179 0.0136 25 0.0157 0.0107 .696

라돈
(pCi/ℓ)

5 0.420 0.1095 25 0.328 0.1568 .224

 분석결과 오염물질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법적 적용시설의 오염물

질 검출 결과 평균 측정치가 법적 미적용 시설의 결과보다 CO와 석면을 제

외한 8개 항목에서 더 높은 값이 나타났는데 기존의 연구(류인철, 2009)와

는 상이한 결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

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7년 서울시의 보육시설 통계에 의하면 전체 5,519개의 보육시설 

중 정원 20명 미만의 보육시설이 절반에 가까운 2,705개에 이른다는 점을 

볼 때 법적 미적용 소규모 보육시설은 다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다중이

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보육시설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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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기질에 대한 관리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

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4.3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에 따른 특성 및 관리방안

 다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은 대규모의 인원이 사용하는 장소로 실내 환경을 담

당하는 책임자에 의해 정기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은 

시설의 규모와 사용 인원이 적어 보육교사가 실내공기질을 전담하여 관리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환경은 보육교사의 인식과 행동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 보육교사는 실내공기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은 보육교사가 '환

풍기 설치' (37.44%)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의 측정 시설을 대상으로 

환풍기 설치(N=19)와 미설치(N=11)에 따른 실내공기오염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참조)

 이 결과는 보육교사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환풍기의 설치가 가장 우

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환풍기의 설치로 실내공기개선을 기대

할 수 없거나, 환풍기 설치의 여부와는 별개로 환풍기의 올바른 사용 등의 

여부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따라서 보육교

사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이 실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올바른 방안과

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실내공기질 수준 향상을 위해 

19.88%에 불과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의 적극적인 실시가 요구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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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환풍기 설치에 따른 실내공기질 특성

오염

물질

환풍기 미설치 환풍기 설치
유의확률

N Mean S.D N Mean S.D

PM10
(㎍/㎥)

11 45.782 14.644 19 49.347 21.739 .633

CO2
(ppm)

11 865.500 286.444 19 781.816 246.193 .405

HCHO
(㎍/㎥)

11 46.049 20.480 19 40.416 16.937 .423

총부유세균
(CFU/㎥)

11 210.000 121.443 19 154.474 169.617 .350

CO
(ppm)

11 0.4155 0.1817 19 0.5344 0.4297 .392

NO2
(ppm)

11 0.0407 0.0137 19 0.0413 0.0150 .913

TVOC
(㎍/㎥)

11 397.582 180.780 19 510.596 234.136 .179

석면
(개/cc)

11 0.0043 0.0027 19 0.0092 0.0183 .386

오존
(ppm)

11 0.0154 0.0107 19 0.0165 0.0114 .785

라돈
(pCi/ℓ)

11 0.355 0.1695 19 0.337 0.1461 .765

  4.4.4 보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방안 제안

 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역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 실내공기질 현장 측정을 실시한 보육시설은 역사, 도서관, 상

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하여 규모와 사용인원도 적

으며 상대적으로 영․유아와 보육교사가 교육에서부터 놀이, 식사, 취침 등 일

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

정은‘해당 시설의 실제 운영조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런 보육시설의 특성상 실제 운영조건에서 측정할 경우 영․유아의 교육과 놀

이, 취침, 간식과 식사, 그리고 이를 위한 취사 등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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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는 많은 변인이 영향을 주며 라돈이나 미세먼지와 같이 8시간을 측

정하거나 총부유세균과 같은 소음이 심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의 경우 주 

재실자인 영․유아로부터 실제 운영조건에서 정확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며 이런 요인은 실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에서 측정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차이가 나오는 값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

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표 

4.24>와 같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4. 24>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개선 방안

측정 항목 현재 측정 방안 개선 방안 사 유

CO, NO2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

취사여부를 

측정결과에 명시

보육시설의 운영상 

실내에서의 취사가 

필요하며 실제 운

영시간의 상당 시

간 취사가 실시됨

CO2

 영․유아의 

취침시간에 밀폐 

후 실시

측정값이 측정당시

통제가 어려운 영․
유아의 영향을 받

음

HCHO, 

TVOC, 

총부유세균, 

라돈, 

미세먼지, 

오존,

석면

영․유아의 출입이 

통제된 

보육실에서 

밀폐하여 실시

실제 운영조건에서 

측정시 보육시설의 

운영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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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본 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오염물질 현장 측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여 보육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측정방안을 제안하였다. 

 

1) 보육시설의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TBC), 석면(PCM), 일산

화탄소 (CO), 라돈(Rn), 오존(O3)의 항목은 모두 기준치 이내의 분포를 보

이고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도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

었다. 

 

2)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특히 상대적으로 재실자들의 수가 많은 6개소에

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12개소에서 기준치를 초

과하였으며 이는 식사와 간식을 위한 취사기구의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총 30개소 중에서 21개의 보육시설에서 기준

치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실내의 건축마감재와 보육시설의 특성상 바닥 마감

과 세탁용제, 왁스 등의 사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향후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 운영방식에 따라 보육시설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있어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질의 실태가 취

약하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법적 미적용 대상인 소규모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은 법적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과 실내공기 오염에서 법적 적용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역시 다수를 차지하는 보육시설이므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이 관심도나 신체적 자각 등에 

비하여 부족하여 앞으로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의 적극적 실시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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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육시설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실제 운영과 재실자에 있어 특수

한 시설로서 이런 특수성이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유아들의 출입 통제나 취사 여부 등의 상황을 반영한 실내공기질 

측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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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실내공기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인 보육시설은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싷설 확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육시설의 주 재

실자인 영․유아들은 실내공기오염에 대하여 성인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의 실내공기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

서는 30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

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은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보육교사의 역할이 절대적

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하

여 만족도와 관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위험

성이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인식과 관리에 따라 보육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저조한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

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현장 측정 결과 폼알데하이드(HCHO), 총

부유세균(TBC), 석면(PCM), 일산화탄소 (CO), 라돈(Rn), 오존(O3),미세먼

지에 있어 실내공기질 오염수준은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많은 재실자

에 의한 이산화탄소 오염(CO2)과 취사 실시에 의한 이산화질소(NO2), 그리

고 건축자재 및 세탁용제, 왁스등의 사용에 따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의 오염은 정도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여 나타나 세 물질에 대해서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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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육시설의 향후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보육시설

별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설문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부족’

이 실내공기질 개선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되었듯, 보육시설의 다수를 차지하

고 있으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민간 운영보육시설과 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

구된다.

 4) 현재 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법을 따라 실내공기 오

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으나, 다른 다중이용시설과는 달리 재실자나 규모, 운영

방식에 있어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 100 -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고경필, 보육시설 실내,외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성의 인식정도 - 학부모, 보

육교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2).2003. pp141-154

▪고연정, 유아교육시설 내 실내공기질 특성 및 위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건우, 입주전 신축공동주택의 HCHO, VOCs 및 TVOC 농도분포 실태조사에 관

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연구, 2008

▪김건우 외, 어린이집 실내환경 실태조사 연구 (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

문집 계획계, 제29권 제1호, 2009

▪김도형 외, 유아교육시설 내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006, pp540-541

▪김윤덕, 유치원내 실내공기환경 측정,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4권, 2007

▪김창남 외, 실내공기 중의 개별 VOC 농도변화에 관한 측정연구, 대한건축학회 학

술발표논문집, 24권 2호, 2004

▪김태연, 오염물질 발생원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기여율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5호, 2004

▪나재성 외, 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 및 설문조사와 그 결과의 

상관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1호, 2009

▪류인철 외, 소규모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특성 평가, 한국실내환경학회 연차학술

대회 논문집 제6권, 2009

▪박진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연

구, 1994.

▪방정현 외, 실내 마감 페인트에서의 휘발성유기용제 및 폼알데하이드의 발생강도 

측정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8권 1호, 1998

▪배일오 외, 건축자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가화합물질 방출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4권 1호, 2004

▪보건복지가족부, 전국보육․교육실태보고, 2005

▪손부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현황, 공기청정기술, 19(3), 2006

▪송정한 외, 대구지역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방향족

- 101 -

과 카르보닐계 화합물을 대상으로), 대한환경공학회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논문초록

집, pp344-347, 1995

▪신혜수 외, 실내외 공기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농도조사에 관한 연구, 한

국대기보전학회지, 제9권 제4호, pp310-390, 1993

▪양원호, 실내공기질 및 위해성 관리, 집문당. 2008

▪양원호, 학교 실내공기질 및 영향,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5권 제3호, 2009

▪윤영선 외, 영유아 발달평가 인식과 현황,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2008, 

pp121-143

▪이강혁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실태 조사연구 ; 의정부지역을 중

심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 2006, pp173-180

▪이지은, 보육시설의 PM10, TSP, CO2 농도와 보육교사의 실내 공기질 인식에 관

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연구, 2009

▪장민선,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장성기 외, 보육시설 실내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계절적 농도변화에 관한 연

구, 분석과학, 20(6), 2007,pp474-482

▪전준민 외, 보육 및 실내놀이터 시설에서의 VOCs 농도 특성 (1), 한국실내환경학

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제6권, 2009

▪전준민 외, 초등학교 및 학원시설의 VOCs 농도 특성 (Ⅱ), 한국실내환경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제6권, 2009

▪정창헌, 실내공기질을 고려한 유치원 보육실의 필요 환기량 산정에 관한 연구, 연

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환경부, 국내 첫 환경보건 국민의식 조사결과, 보도자료, 2008.12

▪환경부,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서, 2008.12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방법,2004

▪환경부,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 특성 및 관리방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

학연구원 보고서, 2002.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2008

▪허미숙 외, 실시간 측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 한국실내

환경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제6권, 2009



- 102 -

[국외 문헌]

▪AVIC, A Guide to a Air Change Efficiency, Technical Note AVIC 28, Air 

Infiltration and Ventilation Center, 1990.

▪ASHRAE, ASHRAE Handbook Fundamentals,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1997.

▪ASHRAE, ASHRAE Standard 62-1989, Ventilation For Acceptable Indoor 

Air Quality,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1989.

▪ASHRAE, International Symposium on Room Air Convection and Ventilation 

Effectiveness,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1992.

▪F. Haghighat, P. Fazio, J. Rao, A Procedure for Measurement of Ventilation 

Effectiveness in residential buildings, Building and Environment, Vol.25, 

Issue 2, 1990.

▪Jutta Begerow et al., Performance of two different types of passive 

samplers for the GC/ECD-FID determination of environmental VOC levels 

in air, Fresenius J Anal Chem, pp399-403, 1998

▪J. Ten Brinke et al., Development of New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Exposure Metrics and their Relationship to ''Sick Building 

Syndrome'' Symptoms, Indoor Air, Vol.8 pp140-152, 1998

▪K Levsen et al., Human's Exposure to Benzene and Other Aromatic 

Hydrocarbons, Indoor and Outdoor Sources, Indoor Air 99, Vol.5, 

pp.312-317, 1999

[Web Site]

▪http://www.kicce.re.kr

▪http://http://iaqinfo.org

▪http://www.auric.or.kr

- 103 -

(부록)

보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현재 귀하가 근무하는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 의견에 대하여 귀하의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 통계처리 될 것이며 본 연구 외의 용도로는 절대

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귀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4월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에너지설비연구실

박 정 하 

 보육시설 명 :              작성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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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내공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자각도

 1. 귀하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2. 귀하는 보육시설 내 실내공기질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

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귀하는 보육시설 내 공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⑤ 큰 영향을 미친다

4. 귀하는 보육시설 외부의 대기오염과 보육시설 내부의 실내공기오염 중 어느 

쪽이 더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외부 대기오염          ② 내부 실내오염

 

5. 귀하는 실내공기오염 물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가 알고있는 실내공기오염 물질에 대하여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미세먼지       ② 오존          ③ 일산화탄소       ④ 이산화탄소

  ⑤ 이산화질소     ⑥ 폼알데하이드  ⑦ 석면             ⑧ 라돈

  ⑨ 휘발성유기화합물    ⑩ 총부유세균    ⑪ 기타 ( 　　　　　　　　）

- 105 -

Ⅱ. 보육교사의 신체적 자각 증상

 1. 귀하가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증상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

오. 

증  상 ① 항상있음 ② 자주있음  ③ 보통 ④ 가끔있음  ⑤ 전혀없음

눈의 충혈

눈 가려움/

따가움

두 통

어지러움/

현기증

호흡기 

질환

구토감/

메스꺼움

기침/ 

재채기

피부 자극

의욕 저하

불면증

화학 냄새

 2. 귀하는 위와 같은 증상들을 주로 언제 많이 느끼셨나요?

   ① 오전 시간대         ② 오후 시간대

 3. 귀하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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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육교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1. 귀하의 보육시설은 하루에 몇 회 정도 환기를 하십니까?

   ① 1~2회       ② 3~4회       ③ 5~10회   

   ④ 그 이상      ⑤ 잘 하지않는다

 2. 귀하의 보육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응

답가능)

   ① 환풍기   ② 공기청정기   ③ 가습기   ④ 에어컨   ⑤ 없다

 3. 귀하는 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 청정기 혹은 에어컨 등의 필터를 

어느 간격으로 청소하십니까?

사용 하고

있는 장비

청소한다

⑤ 청소하지 

않음① 

1회/주

②

1회/월

③

1회/2~3개월

④

1회/계절별

공기청정기

에어컨

기타      

 4. 귀하의 보육시설은 실내에 카펫을 어디에, 얼마나 자주 깔아 놓으십니까?

장  소

깔아 놓는다

⑤ 깔지 않음① 

항상

②

종종

③

보통

④

가끔

교실/보육실

놀잇감 공간

체육(활동)공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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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귀하의 보육시설에 깔려있는 실내 카펫을 얼마나 자주 청소하십니까? 

장  소

청소 한다

⑤ 청소하지 

않음① 

1회/주

②

1회/월

③

1회/2~3개월

④

1회/계절별

교실/보육실

놀잇감 공간

체육(활동)공간

기타      

 6. 실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식음을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한다 (음식물 종류 :                       )

 7. 1일 실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한다거나 취사도구의 사용시간은 어느정도 입니

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미만  ③ 2시간~4시간미만  ④ 4시간 이상

 8. 만약에 취사후 환기를 한다면, 환기는 어느정도 합니까? (해당시설)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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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육교사의 실내 공기질 개선 의식

 1. 귀하는 보육시설 내 공기오염을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환풍기 설치   ② 청소방법 개선   ③ 실내에서 뛰는 것 금지

  ④ 놀잇감 개선   ⑤ 카페트, 커튼 개선   ⑥ 기타                  

2. 귀하는 보육시설의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① 학부모의 관심부족   ② 시설장의 관심부족  ③ 행정․재정 지원 부족

  ④ 교사인식․개선노력 부족   ⑤ 기타                   

 3. 귀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관리해야 할 오염분야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실내공기오염

  ④ 토양오염    ⑤ 폐기물(쓰레기)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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