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Vol. 24, No. 1 January, 2013, 33-41

33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실내 환경 특성

- 목재가구류에 따른 실내공기질과 조명배치에 따른 조도 특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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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Environment of Infant Units in Postnatal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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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ion by Arrangement of L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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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rofessional postnatal care systems have been rapidly supplied, there is sharp in-

crease of postnatal care centers without legal regulations for a mother and a infant. For the 

quick recovery of mothers, newborn infants that have weaker immune systems are being man-

aged in group in the postnatal care centers. Recently, the attention of the postnatal care centers 

has been growing because the problem of pneumonia which led to result in a casuality in a in-

fant unit was happen. So,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door environment of infant unit through 

measuring formaldehyde, carbon dioxide, intensity of illumination. As a result of the data, in-

fant units showed higher concentration of formaldehyde and carbon dioxide than Indoor Air 

Quality Control Law. Moreover, infant units was measured higher intensity of illumination than 

the range of optimum illumination for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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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국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폐렴 감염 관련 

언론 보도 및 가격공개의 논란 때문에 정부가 실

태 조사에 나섰다. 산후조리원은 2007년 자유업에

서 신고업종으로 전환되어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사

업자의 자격이나 면허 기준이 없고, 2년에 1회 온

라인 교육만을 이수하면 사업 유지가 가능하기에 

사업 장벽이 높지 않아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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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동안 산후조리원 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초산을 비롯해 많은 산모들이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하며 산후조리원을 찾는다. 

평균적으로 아이 한 명을 낳는 가정에서의 산후 

조리의 경험이 부족한 탓이다. 산후조리원은 명칭 

그대로 산후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그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또

한 산모 거동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 하

지만 산모의 편의를 위해 신생아들을 집단으로 관

리하게 되고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은 집단 감염

의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서구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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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본다면 집단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

다. 최근 신생아실에서의 집단 폐렴 감염 사례를 

보더라도 신생아실 내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김혜혜와 이낙운의 연

구인 산후조리원의 공간구성 및 규모계획에 따르

면, 산후조리원은 출입구로부터 공간 배치에 따라 

산모방 우선형, 다목적실 독립형, 신생아실 우선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산모방 우선형이 51.7%로 

가장 많고, 신생아실 우선형이 7.2%로 가장 낮았

다. 이는 창문의 위치를 통한 환기, 채광 등이 적

절한 곳에 산모를 위한 공간을 배치하고 난 후 다

른 공간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생아

들은 구조적인 배치에서도 우선시되지 않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생아실의 공기질의 측면에서, 포름알데

히드의 경우 새집증후군 또는 빌딩증후군을 유발

하는 것으로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

자로 부각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상기도, 눈 

등의 점막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

출 시 피부에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및 습진, 호흡

기계에는 기침, 가래, 천식 등의 폐쇄성 폐증상을 

일으킨다. 국내의 포름알데히드 실내 허용치의 경

우 100 µg/m
3
으로 제한되어 있다.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100 µg/m
3
 또는 그 이하 수치에서는 눈, 

코, 목 등에서 자극 증상이 나타난다. 동물을 통한 

가스 노출실험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발암물질로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미국 정부 산하 산업위생 

전문가 협회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발암성 의심 

물질인 A2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산화탄소는 다

중이용시설이용법에 의해 국내의 실내 허용치의 

경우 1,000 ppm으로 제한되어 있다. 인체가 다량

의 이산화탄소에 노출 시 호흡 곤란, 안면 홍조, 두

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뿐

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역시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

하는 인자가 된다. 

  조도의 경우 병실의 적정 조도범위는 60∼150 

lux이며 평균 조도는 100 lux이다. 신생아의 시각

기능은 22주경부터 강한 빛에 반응하고 24∼27주

에는 잘 반응하게 되며, 32주에 도달해서야 비로

소 빛 자극을 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32주 미

만의 조산아의 경우 눈꺼풀이 얇아 거의 눈을 뜨

고 있는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스스로 광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빛을 

보고 있는 것은 미숙한 동공을 수축시켜 손상을 

받게 하고 내분비계의 변화나 생물학적 리듬의 변

화, 불면 등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태어난 직후 

신생아실로 옮겨져 약 2주간의 관리를 받게 되는 

신생아실 조도 역시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

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실의 실내 환경을 조사하

기 위해 산모 우선형 배치가 이루어진 산후조리원

을 선정하였으며, 산모와 산아가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의로 통제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실험

과 관련 있는 재실자수를 통제하기 위해 산모 또

는 신생아 인원이 15∼20명을 수용하고 있는 산

후조리원 세 곳을 선별하여 신생아 실내의 가구류

배치와 관련된 특징을 조사하여 신생아의 호흡기

에 영향을 주는 실내공기질과 시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명배치에 따른 조도에 주안점을 두

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본  론

2.1. 측정

  본 실험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A, 

B, C 세 곳을 측정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일 시간 

때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산후조리원의 신생실의 

재실인원은 신생아와 근무자 수 각각 A의 경우, 

12명과 4명, B의 경우 8명과 2명, C의 경우 12명

과 5명이었다. 실험 장소인 A, B, C 산후조리원

의 평면도와 각 실의 용도를 Fig. 1에 나타내었고, 

각 산후조리원의 실내 온도 및 상대습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구인 주요 측정지점인 신생아

실의 내부모습 및 실내마감재, 비품 정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측정방법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기능 측정기 ML-8000를 사용하였고, 포

름알데히드와 이산화탄소량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실내 환경 특성

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Vol. 24, No. 1, 2013

35

(a) A Postnatal care center (b) B Postnatal care center

(c) C Postnatal care center

Fig. 1. Plans of postnatal care centers measured.

Location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A Postnatal 

care center

Entrance 26.5 41.0

Corridor 28.5 42.6

Infant Unit 29.4 53.1

B Postnatal 

care center

Entrance 25.2 35.0

Corridor 26.0 34.3

Infant Unit 29.3 42.6

C Postnatal 

care center

Entrance 25.5 31.0

Corridor 26.0 31.2

Infant Unit 28.9 48.0

Table 1.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postnatal

care centers

각각 F300-L, FalconⅡ를 이용하였다(Fig. 2). 측

정위치는 환경부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방법에 따라 지점바닥으로부터 1.2～1.5 m 높이 

범위임과 동시에 신생아들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위치인 침대 높이 1.2 m에서 30분 동

안 5분 간격으로 측정값을 수집하였다. 측정값은 

환경부령 제279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100 µg/m
3
, 

이산화탄소 1,000 ppm인 실내허용기준과 비교하

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산후조리원의 실내공기질 분석

  측정을 진행한 세 곳의 산후조리원에서의 포름

알데히드량은 Fig. 3과 같다. Fig. 3(a)와 같이 산

후조리원 A의 포름알데히드는 출입구와 복도에서 

각각 30, 70 µg/m
3
이었으나, 신생아실은 250 µg/ 

m
3
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100 µg/m

3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출입구와 복도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온 원인으로, 출입구에서는 재실자의 출

입을 통한 환기 횟수가 많았으며, 복도 또한 출입

과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서 환

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생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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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ormation of measuring places

Infant Unit
Indoor material

Equipment
Floor Wall Ceiling

A Postnatal care 

center
PVC Paint Paint

Air conditioner

Air purifier

Humidifier

O2 Generator

Refrigerator 

Sink

Sterilizer

B Postnatal care 

center
PVC Paint Paint

Air conditioner

Air purifier

Humidifier

Sterilizer

C Postnatal care 

center
PVC Paint Paint

Humidifier

Refrigerator

Sink

Sterilizer

(a) (b) (c)

Fig. 2. Measuring instruments (a) ML-8000, (b) F300-L, and (c) FalconⅡ.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기준치의 2.5배로 초과함으

로써 신생아에게 유해함을 알 수 있다. 신생아실

의 수치가 가장 높은 이유는 충분한 환기의 부재

와 젖병 소독기 등 비품의 소독으로 인한 것으로 

고려된다. B 산후조리원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출입구 40 µg/m
3
, 복도 90 µg/m

3
, 신생아실 270 

µg/m
3
으로 산후조리원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었다. 이 산후조리원에서 또한 환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실내 환경 특성

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Vol. 24, No. 1, 2013

37

(a) A Postnatal care center (b) B Postnatal care center

(c) C Postnatal care center

Fig. 3. HCHO concentration of postnatal care center.

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인 출입구와 복도

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온도 유지를 위해 환

기를 거의 하지 않는 신생아실의 경우 농도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B 산후조리원의 경우 최근 

리모델링을 하였고 바닥, 벽을 비롯한 가구 등으

로 인한 포름알데히드 배출로 볼 수 있다. 또한 

외벽으로 창문이 존재하지만 개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기의 부재로 공기가 갇혀 있는 것이다. 

C 산후조리원에서의 측정 결과 포름알데히드 농

도는 출입구와 복도, 신생아실 각각 30, 130, 280 

µg/m
3
을 나타내었다. 환기로 인해 출입구와 복도

의 수치는 낮았으나 신생아실의 수치는 그와 비교

해 4∼5배 이상 높았다. 청결을 위한 소독약과 비

품, 그리고 타 산후조리원에 비해 유아침대 및 수

납장과 같은 가구가 타 산후조리원에 비하여 많은 

배치 되어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벽

체를 비롯해 싱크대, 그리고 침대 받침대 역시 포

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합성목재로 이루어져 높

은 수치에 영향을 주었다.

  Fig. 4에는 산후조리원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

타내었다. A 산후조리원에서는 출입구 840 ppm, 

복도 1,295 ppm, 신생아실 1,435 ppm로 허용기

준치인 1,000 ppm을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영역

에서 초과하였다. 실내 공간이므로 이산화탄소 발

생 주요 원인을 재실자의 호흡으로 볼 수 있다. 실

내평면구조적인 이유로 복도는 중복도 형태였으

며, 복도에 환기설비가 전혀 없었다. 또한 외부와 

면한 개구부는 출입구가 유일하기 때문에 산후조

리원 A의 경우 환기량이 불충분하였다. 신생아실

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밀집

된 공간에 24시간 내내 다수의 신생아가 지속적

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고, 신생아에게 적절

한 온․습도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기

전략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후조리원 B의 이

산화탄소 농도는 출입구 890 ppm, 복도 982 ppm, 

신생아실 1,395 ppm이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

로 자연 환기가 가능한 출입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출입구의 바로 앞에 위치한 복

도가 미미한 수치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하지

만 신생아실은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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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Postnatal care center (b) B Postnatal care center

(c) C Postnatal care center

Fig. 4. CO2 concentration of postnatal care center.

A 산후조리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

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창문

의 유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의 이산

화탄소의 측정 결과 출입구 850 ppm, 복도 913 

ppm, 신생아실 1,381 ppm으로 신생아실의 이산

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다른 곳과 비교

하여 규모가 작은 곳이기 때문에 재실자의 밀도가 

높고, 환기 시설의 미비로 인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측정결과 세 곳의 신생아실에서 포름알데히드

량은 기준치의 약 2.7배를 초과한 수치가 측정되

었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오염된 공기의 

배출 없이 각종 소독 기기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

드를 비롯해 싱크대, 찬장 등의 가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역시 문제가 된다. 포름알데히드 수

치가 높게 나온 원인으로 자연 환기 시설의 부재

와 더불어 신생아실의 높은 온도 역시 주요원인이

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신생아실 적정 온․습도

는 일반인의 쾌적범위보다 높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량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건축자재 및 가구류로부터

의 포름알데히드의 배출이 활발해지며 이로 인해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생아실 내 

포름알데히드는 소독약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줄이기 위

해서 완충 공간을 두어 신생아가 머무르는 영역과 

비품들의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생

아실 외의 신생아의 재실 공간을 마련해 정기적인 

환기가 요구된다.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인 1,000 ppm을 큰 

차이로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창문의 부재로 인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의 

부족 또는 부재로 인한 환기량의 부족이다. 또한 

창문이 존재하더라도 온도 유지를 위해 개폐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

었다. 자연 환기의 부재로 환기 설비를 마련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음 등으로 인해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를 비롯한 관리인 

등 재실자 수가 공간에 비해 많았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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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Postnatal care center (b) B Postnatal care center

(c) C Postnatal care center

Fig. 5. Illuminance of postnatal care center.

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24시간 내내 실내에 거주

하는 신생아의 건강에 유해하다. 

3.2. 산후조리원의 빛 환경 분석

  산후조리원 A의 경우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구

역에서 해당 조건에서의 적정조도범위 60∼150 lux

를 넘어섰다. 출입구의 조도는 130 lux로 측정 영

역 중 가장 낮았다. 산후조리원의 출입구가 건물 

내에 존재하였기에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았

다. A 산후조리원의 경우 복도를 사이에 두고 신

생아실 사이에 위치하였다. 복도가 192 lux로 가

장 밝았으며, 신생아실이 180 lux 조도가 측정되

었다. 조도가 다른 이유로 복도를 향한 창의 크기

를 들 수 있다. 창으로 들어오는 복도의 빛의 세

기가 추가됨을 알 수 있다. 자연채광이 되지 않는 

신생아실은 인공조명으로 밝기를 유지하며 이는 

신생아의 시각발달에 큰 자극을 주어 문제가 될 

수 있다. B 산후조리원의 측정 영역 모두 높은 조

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입구가 

130 lux로 가장 낮았고 복도가 180 lux, 신생아실 

180 lux로 측정되었다. B 산후조리원의 출입구 

역시 건물 내부에 있었고 창문이 존재하지 않는 

폐쇄공간이었다. 따라서 자연채광이 되지 않는 출

입구가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B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복도가 

짧게 있고 바로 신생아실이 있었다. 신생아실은 

외벽에 큰 창문이 있었으므로 자연채광과 함께 인

공조명으로 인한 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C 산

후조리원의 조도는 출입구 163 lux, 복도 172 

lux, 신생아실 208 lux로 모든 영역이 높은 조도

를 보였다. 이곳 역시 신생아실의 조도가 가장 높

았으며 이러한 이유는 백색 인테리어로 인한 빛 

반사율, 복도로 난 창문으로 인해 추가된 조도이

다. 또한 이곳은 층고가 낮아 신생아에게 직접적

으로 닿는 빛의 양이 많았다.

  산후조리원 A, B, C의 모든 신생아실에서 적정 

조도 범위 60∼150 lux 이상의 높은 조도로 측정

되었다. 상대적으로 층고가 낮은 C 산후조리원에

서 가장 높은 조도를 얻었다. 세 곳 모두 복도를 

향한 커다란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실 외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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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해 출입구와 복도에 비해 높은 조도를 보

였고, 인간의 감각 중 가장 늦게 발달하는 시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산후조리원의 

공간계획은 대부분의 시간을 신생아와 산모를 분

리 시켜놓는다. 따라서 아이를 보기 원하는 산모

들을 위해 복도에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설치한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밝은 빛에 노출되

게 된다. 또한 청결하고 밝은 분위기를 위한 백색

의 인테리어 등은 빛의 반사율을 높여 조도가 높

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4. 결  론

  실내공기질의 주요 평가 요소인 포름알데히드

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신생아기에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각능력에 영향을 주는 조도를 산후조

리원 내에 위치한 신생아실 세 곳에서 측정하였

다. 측정결과 평가된 세 항목에 대하여 신생아실 

모두에서 실내적정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 실내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추구하는 신

생아실의 특성상 이러한 실내에서 장시간 재실하

는 신생아들은 계속적으로 불쾌적한 실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시기의 신생아가 2

주 이상 오염된 실내 공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진다면 집단 관리로 인한 전염의 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산후조리원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만을 벗어

나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점검하는 등의 환경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측정결과 세 곳의 신생아실에서 포름알데히드

량은 기준치의 약 2.7배를 초과한 수치가 측정되

었다.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높게 나온 원인으로 

자연 환기 시설의 부재와 더불어 신생아의 빠른 

회복을 위해 높은 온․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높은 온도에서 방출되기 쉬운 포름알

데히드가 유아침대, 싱크대, 수납장 등의 가구로

부터 유발되었으며, 신생아의 건강상 적정 온도범

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량을 최소화하였기 때

문이다.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완충 

공간을 두어 신생아가 머무르는 영역과 비품들의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신생아실과 더불어 

신생아 전용 재실 공간을 마련해 정기적인 환기가 

요구 된다.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이산

화탄소의 농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인 1,000 

ppm을 큰 차이로 초과하는 1.4배 높은 수치를 보

였다. 이러한 원인은 창문의 부재로 인한 자연환

기 및 기계환기설비의 부족 또는 부재로 인한 환

기량의 부족이다. 또한 창문이 존재하더라도 온도 

유지를 위해 개폐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었다. 산후조리원 A, B, C

의 모든 신생아실에서 적정 조도 범위 60∼150 

lux 이상의 높은 조도가 측정되었다. 상대적으로 

층고가 낮은 C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높은 조도를 

얻었다. 세 곳 모두 복도를 향한 커다란 창문으로

부터 들어오는 실 외부의 조도로 인해 출입구와 

복도에 비해 높은 조도를 보였고, 인간의 감각 중 

가장 늦게 발달하는 시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고 판단되었다. 산후조리원의 공간계획은 대부분

의 시간을 신생아와 산모를 분리시켜 놓는다. 따

라서 아이를 보기 원하는 산모들을 위해 복도에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설치한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밝은 빛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청결하

고 밝은 분위기를 위한 백색의 인테리어 등은 빛

의 반사율을 높여 조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

한 문제점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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