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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research and measures on indoor environments of twenty Child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 The brightness, which ranged from 297(lux) to 243 (lux), does not enough to the criteria 300(lux). the noise level 

in class room at school turned out 58(dB) in average, which appeared to exceed the minimum standard of 55(dB), three 

measures of Total volatile organic chemicals (TVOC), Nitrogen dioxide (NO2), and Carbon dioxide (CO2), all exceeded 

recommended standard. However, the level of Particulate dust (PM10) and Formaldehyde (HCHO) stayed lower than 

criterion of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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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1)최근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의 참가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1992년에는 4,513개소, 1999년도에는 18,768개소, 2001년 

에는 20,097개소로 양 인 증가를 보 다. , 유아의 양

육이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비 이 증가 되었지만 성

인에 비해 면연역과 체력이 약한 어린이가 생활하는 보

육시설은 실내 공기질에 한 문제가 사회 인 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실태조사나 리가 열악한 실

정에 있다. 유아들의 천식, 비염 아토피 환경에 하

게 련 있는 질병들이 증가되고 있다. 재 환경부에서

도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실태에 한 심각성을 깨닫

고 개선에 처하고 있는 추세이다.   

 

1.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20개소(시립  사립어

린이집 포함)를 상으로 실내 교실의 온열환경, 음환경, 빛

환경, 실내공기질을 측정하 다(측정항목;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TBC),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

합물(TVOC), 석면, 오존(O3)). 

  * 앙 학교 친환경연구센터(석사후 연구원)

 ** 앙 학교 학원 석사과정

*** 앙 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2. 실내공기환경 기

환경부에서는 다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리법

에 따라 다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유지기 ∙권고기

을 제시하여 리하고 있다. 유지기 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TBC), 

일산화탄소(CO)을 제시하고있고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농도를 제시하

여 규제하고 있다. 실내조도  소음기 은 다 이용시설

에 기 이 없어 교육부 학교보건법의 기 (소음:55dB), 

(조도:300Lux)을 기 을 사용하 다. 표1과 표2는 ‘다 이

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리법’을 나타내고 있다. 

표1. 다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 2)

오염물질 항목다 이용시설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

세균

(CPU/

㎥)

CO

(ppm)

지하역사, 여객자동차 터미  

합실(연면 1500㎡이상)

도서 , 박물 , 장례식장, 

미술 (연면 3000㎡이상),

찜질방(연면 1000㎡이상)

15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

10

이하

  의료기 (연면 2000㎡이상),

국ㆍ공립보육시설

(연면 1000㎡이상)

국ㆍ공립노인 물요양시설

(연면 1000㎡이상), 산후조리원

10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www.iaqinfo.org)



706  한건축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1호(통권 제53집) 2009.10.23-24

표2. 다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 3)

오염물질 항목 다 이용시설
오존

(ppm)

석면

(개/cc)

Rn

(pCi/l)

VOC

(㎍/㎥)

NO

(ppm)

지하역사, 여객자동차 터미  

합실(연면 1500㎡이상)

도서 , 박물 , 장례식장, 

미술 (연면 3000㎡이상),

찜질방(연면 1000㎡이상)

0.06

이하

0.01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5

이하

의료기 (연면 2000㎡이상),

국ㆍ공립보육시설

(연면 1000㎡이상)

국ㆍ공립노인 물요양시설

(연면 1000㎡이상), 산후조리원

0.06

이하

0.01

이하

4.0

이하

400

이하

0.05

이하

3. 어린이집 실내환경측정

3.1 측정개요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을 측정하기 해서 서울시의 구

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20개소를 상으로 선정하

다. 측정은 2009년 4월3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2달간 실

시하 다.

표3. 측정어린이집 개요

어린이집구분 시설규모(㎡) 사용인원 설립연도

구립A 879.5 131 87년 3월

구립B 309.8 79 97년 4월

구립C 268 69 99년 7월

구립D 581 79 92년 8월

구립E 363.4 79 97년 4월

구립F 242.4 47 97년 7월

구립G 308.3 79 98년 5월

구립H 991.1 156 99년 7월

구립I 437.5 91 82년 10월

구립J 233 46 92년 7월

사립A 133.4 49 96년 11월

사립B 185 51 97년 9월

사립C 162.3 62 96년 12월

사립D 89 24 05년 1월

사립E 168.7 39 07년 4월

사립F 251 69 96년 7월

사립G 438.8 148 04년 7월

사립H 185 43 06년 12월

사립I 336.6 49 07년 1월

사립J 212.4 57 99년 4월

3.2 측정방법  장비

어린이집의 실내의 소음은 실외와 수업 인 교실 앙, 

어린이집 복도의 3지 에서 측정하 다. 그리고 실내 조

도는 교실의 창으로부터 0.5m～3.5m까지 측정하 다. 실

내공기환경 측정은 수업 인 교실을 기 으로 측정하

으며 시설의 특성상 일정시간 폐 후 측정이 가능하지 

않아 평상시의 일반 환경의 상태에서 측정하 다. 

시료채취  측정방법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 으며 시료채취방법  측정기기  채

취방법은 표4와 같다.

3)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www.iaqinfo.org)

측정 항목 측정기기 시료 채취 방법  시간

온도․습도

디지털 온습도계를 이용하여 오

9시～11시, 오후2시～4시 시간  

20분 평균 측정

소음

Precision Sound level meter 

NA-29E를 이용하여 수업 시간에 

교실, 복도, 실외 10분간 평균을 

측정

조도

자연채   인공조명 창 측 50㎝

지 부터 1m단 로 교실의 조도 

측정

미세먼지 

(PM10)

 Microvol 1100 Low Flow-Rate 

Air Sampler를 이용하여3mL/min

으로 8시간 측정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측정기(AIRBOXX)를 

이용하여 30분간 2회 측정 

포름알데히드 

(HCHO)

SIBATA-∑300을 이용하여 유속 

0.7mL/min로 DNPH cartridge에 

30분간 포집하여 HPLC분석법으

로 분석

총부유세균 

(TBC)

Air Sampler를 이용하여 28.3L/min

로 60분씩 2회 측정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측정기를 이용하여 60

분간 측정

이산화질소 

(NO2)

이산화질소측정기(SERES)를 이

용하여 60분간 측정

라돈 

(Rn)

라돈측정기(SUN NUCLEAR 

CORP)를 이용하여 

8시간 측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SIBATA-∑30을 이용하여 유속 

0.15mL/min로 Tenax Tube에 30

분간 포집하여 TD-GC/MS으로 

분석

석면

석면측정기(CASELLA)를 이용하

여 10ℓ유량으로 

60분간 측정

오존

(O3)

오존측정기(SERES)를 이용하여 

60분간 측정

표4. 실내환경 측정장비  측정방법

4. 측정결과  분석

4.1 측정어린이집 교실의 조도 측정결과

 어린이집실내조도 측정결과 구립어린이집의 교실의 실내

조도는 창가의 0.5m에서는 680(lux)와 1.5m에서는 

452(lux), 2.5m지 에서는 423(lux), 3.5m지 에서는 

297(lux)로 측정되었다. 사립어린이집의 실내조도는 창가

의 0.5m에서는 567(lux)와 1.5m에서는 321(lux)로 측정되

었으며 2.5m에서는 280(lux), 3.5m지 에서는 243(lux)로 

실내에 균일한 조도분포로 측정되었다. 어린이집 교실 조

도측정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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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어린이집 실내교실 조도분포 (단 :Lux)

구립 A B C D E F G H I J 평균

0.5m 353 1146 323 672 1093 338 931 791 528 631 680

1.5m 230 563 304 572 627 233 532 468 427 569 452

2.5m 187 535 310 551 433 236 526 382 288 287 423

3.5m 127 418 289 388 358 180 481 328 268 128 297

사립 A B C D E F G H I J 평균

0.5m 550 522 738 230 396 1340 640 256 642 361 567

1.5m 364 408 368 186 200 529 328 238 398 193 321

2.5m 378 348 366 163 193 430 312 219 229 165 280

3.5m 335 278 356 184 138 340 286 178 194 138 243

4.2 측정어린이집 교실의 소음 측정결과

 소음은 실외와 수업 인 교실 앙, 어린이집 복도의 3지

에서 측정하 다. 구립어린이집인 경우 실외소음은 B어

린이집 주변에서 가장 높은 65(dB)이 측정되었으며 주택

가에 치한 어린이집은 40～50(dB)이 측정되었다. 외부

소음은 평균 50(dB)이 측정되었다. 어린이집 수업 에 교

실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평균 58(dB)로 높은 소음이 

측정되었다. 복도는 교실보다는 낮은 52(dB)이 측정되었

다. 사립어린이집인 경우 외부소음은 평균 48(dB)이 측정

되었다. 어린이집 수업 의 교실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58(dB)로 높은 소음이 측정되었다. 어린이집 교실 

소음측정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어린이집 실내교실 소음분포 (단 :dB)

구립 A B C D E F G H I J 평균

실외 44 65 44 53 51 51 46 43 56 48 50

교실 57 65 59 55 54 57 58 59 57 55 58

복도 49 63 50 47 42 59 53 49 55 53 52

사립 A B C D E F G H I J 평균

실외 52 56 46 49 45 42 44 56 43 51 48

교실 58 49 65 57 61 58 62 58 56 58 58

복도 51 54 59 55 62 48 51 49 48 51 53

4.3 측정어린이집 교실의 온∙습도 환경 측정결과

 실내 온도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기  온도인 17～28℃

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었으며, 습도는 35～55%로 측

정되었다. 측정당시 4월～5월이 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있었으나,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던 

곳은 없었다. 어린이집 교실 온도∙습도는 아래 그림1과 

그림2와 같다.

그림1. 측정어린이집의 실내의 온도분포

그림2. 측정어린이집의 실내의 습도분포

4.4 측정어린이집 교실의 실내공기환경 측정결과

 아래의 표7, 표8은 측정어린이집의 실내공기환경 10개항

목의 농도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유지기 항목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부유세균)측정결

과 미세먼지(PM10)는 사립G어린이집에서 기 치인 100

(㎍/㎥)을 과하고 있었으며 19개소의 어린이집에서는 

기 치이하로 측정되었다. 이산화탄소(CO2)는 4개소의 어

린이집에서 과하고 있었으며 오 의 수업시간보다 오

후에 취침시간에 기 치를 과하고 있었다. 포름알데히

드(HCHO) 측정결과 구립∙사립어린이집 20개소 모두 기

치(100㎍/㎥)이내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비교  실내온

도가 높은 교실에서 높은 농도값이 측정되고 있음을 확

인하 다. 총부유세균(TBC) 측정결과 구립∙사립어린이

집 20개소는 모두 기 치(800 CFU/㎥) 이내로 측정되었

다. 일산화탄소(CO) 측정결과 구립어린이집 , 사립어린이

집 20개소는 모두 기 치(10ppm) 이내로 측정되었다. 

 표7. 어린이집 실내공기환경 항목(유지기 ) 측정 값

기 치 100 100 1000 10 800

항목

개소

PM10

(㎍/㎥)

HCHO

(㎍/㎥)

CO2

(ppm)

CO

(ppm)

TBC

(CFU/㎥)

구립A 27.8 35.8 851 0.35 88

구립B 25.9 20.5 518 0.25 29

구립C 41.7 23.2 568 0.62 238

구립D 26.3 26.6 560 0.64 32

구립E 44.4 17.7 682 0.4 28

구립F 55.6 42.4 780 0.72 34

구립G 41.7 22 507 0.4 70

구립H 40.7 23.6 763 0.25 289

구립I 76.2 26.5 1348 0.02 134

구립J 67.8 20.5 1548 0.04 119

사립A 18.5 49.2 934 0.63 179

사립B 37.5 80.2 844 0.39 150

사립C 64.2 20.8 786 0.34 210

사립D 80.6 43.3 936 0.75 139

사립E 47.2 67.7 801 0.37 121

사립F 36.3 69.2 870 0.22 100

사립G 112.4 83.5 848 0.54 236

사립H 46.4 45.4 902 1.09 153

사립I 75 25.9 1001 0.45 54

사립J 52 42.3 1504 0.35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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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기 항목은 이산화질소(NO2) 측정결과 구립어린이

집 5개소, 사립어린이집 4개소에서 기 치(0.05ppm)를 

과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이유는 식사 비나 간식 비를 

한 가스 인지나 오 등의 연소기구의사용으로 나타났

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측정결과 구립어린이집 , 

사립어린이집 20개소 에 15개의 어린이집에서 기 치

(400㎍/㎥)를 넘는 농도가 측정되었다. 이와같은 이유는  

실내의 건축자재  가구상태 등의 교실내부 오염물질에 

의한 것으로 악되었다. 어린이집 공기  석면측정결과 

구립어린이집 , 사립어린이집 20개소는 모두 기 치(0.01

개/cc)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오존(O3) 과 라돈(Rn) 측정

결과 구립어린이집 , 사립어린이집 20개소는 모두 기 치

(0.05ppm)와 (0.01개/cc)로 이내로 측정되었다.

 표8. 어린이집 실내공기환경 항목(권고기 ) 측정 값

기 치 400 0.06 0.05 0.01 4

항목

개소

TVOC

(㎍/㎥)

O3

(㎍/㎥)

NO2

(ppm)

석면

(개/CC)

라돈

(CFU/㎥)

구립A 496.3 0.012 0.052 0.0006 0.5

구립B 542.5 0.011 0.053 0.0089 0.4

구립C 797.8 0.0078 0.055 0.0074 0.3

구립D 760.1 0.025 0.047 0.005 0.4

구립E 591.9 0.0013 0.054 0.0067 0.1

구립F 563.7 0.008 0.044 0.009 0.1

구립G 623.3 0.0009 0.049 0.0087 0.2

구립H 791.1 0.0053 0.063 0.0042 0.3

구립I 689.1 0.0057 0.043 0.0046 0.2

구립J 119.4 0.035 0.025 0.008 0.2

사립A 781.2 0.016 0.041 0.0058 0.3

사립B 802.4 0.002 0.054 0.0042 0.5

사립C 489.4 0.0007 0.045 0.0086 0.2

사립D 728.5 0.0011 0.05 0.0044 0.4

사립E 721.2 0.0016 0.067 0.0006 0.3

사립F 273.9 0.025 0.05 0.0023 0.1

사립G 840.3 0.043 0.057 0.0078 0.3

사립H 252.2 0.001 0.06 0.0074 0.4

사립I 355.9 0.001 0.06 0.0016 0.2

사립J 268 0.012 0.015 0.0047 0.5

 5. 결  론

서울지역의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 실태를 측정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측정시 에어컨이나 히터는 가동되지 않았

고 이때, 실내온도는 17～28℃, 습도는 35～55%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2) 실내조도는 구립어린이집은 297(lux) 사립어린이집

은 243(lux)로 교육부 학교보건법의 기 인 300(Lux)에 

못 미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3) 수업 인 교실의 소음은 구립과 사립모두 평균 

58(dB)로 교육부 학교보건법의 기 치 55(dB)를 과 하

고 있었다. 

 4) 공기환경인 경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15개

소에서 기 치(400㎍/㎥)를 과하고 있었다, 한, 이산

화질소(NO2)는 9개소에서 기 치(0.05ppm)를 과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스 인지 등의 연소기구의사용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산화탄소(CO2)는 4개소에서 과

하고 있었는데 오 보다는 오후의 취침시간에 기 치를 

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세먼지(PM10)는 1개소(사립

G어린이집)만이 기 치(100㎍/㎥)를 과하고 있었고,  

포름알데히드(HCHO)는 모두 기 치(100㎍/㎥)이내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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