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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 hospital is a complex building that serves many different purposes. The indoor environment in

a hospital plays a major role in patient well-being and the work efficiency of the hospital staf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overall comfort in two major hospitals over the course of one year. 

Methods: Various indoor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measured in two general hospitals for one year (April

2014 to April 2015). Monitoring alternated between the hospitals at one month per respective monitoring

session. The indoor ai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RH), mean radiant temperature and air velocity were

measured in order to calculate the predicted mean vote (PMV).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noise level and

illumination level were concurrently measured and applied to the overall IEQ acceptance model for the hospitals

(IEQh).

Results: The IEQh at the two general hospitals was different at five spaces within a building. The IEQh for

summer and win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Real-time IEQh demonstrated that indoor comfort was affected

by the hospital's operating hours due to operation of the HVAC system. The percentage of indoor comfort in the

hospitals was higher using PMV than IEQh. 

Conclusion: IEQh in the hospitals was different at locations with different purposes. Indoor comfort assessment

using IEQh was stricter than with PMV.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in order to optimize the IEQh model.

Key words: Overall comfort, thermal comfort, noise, illumination, carbon dioxide

I. 서 론

실내 쾌적도는 실내 환경에 머무르는 인간의 육체

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말하며, 주로 온열 환

경을 대상으로 평가되어 왔다. 온열 환경의 쾌적 정

도는 Predicted mean vote (PMV)를 사용하여 가장

†Corresponding author: 1 Gwanak-ro Gwanak-gu,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15470, Korea. Tel: +82-2-880-2735, Fax: +82-2-762-2888, E-mail: cleanair@snu.ac.kr

Received: 10 March 2017, Revised: 18 May 2017, Accepted: 23 May 2017

원 저 Original articles



215 이보람 · 이대엽 · 반현경 · 이세원 · 김규상 · 이기영

J Environ Health Sci 2017; 43(3): 214-222 http://www.kseh.org/

많이 평가되어 왔으며,1) PMV의 온열 쾌적도 평가

는 인간과 주변 환경의 열 교환 작용을 근거로 이

루어진다. 평가에 관여하는 요인들은 온도, 습도, 복

사열, 기류의 환경적 요인과 인간의 활동도, 의복 상

태의 개인적 요인이 필수적이며, -3에서 3까지의 범

위 값으로 온열쾌적도를 나타낸다.

복합적인 환경요인을 이용한 쾌적도 평가 연구는

2008년 홍콩에서는 예상 온열 쾌적도, 실내공기 질,

소음도, 조도를 통합하여 실내 쾌적도를 평가하는 실

내 통합 쾌적도(IEQ) 모델을 개발하였다.2) 이 모델

은 홍콩의 한 사무실 건물의 293명의 재실자들을 대

상으로 실내 통합 쾌적도를 조사하여 모델에 적용하

였으며, 예상 온열 쾌적도 (PMV), 이산화탄소 농

도, 소음도, 조도 레벨에 따른 재실자의 쾌적도를 평

가하여 통합 실내 쾌적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중국

의 공립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재실자의 만족도와 환

경요인 측정을 결합한 쾌적도 예상 모델을 개발하기

도 하였다.3)

기존의 사무실 건물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던 IEQ

모델을 병원의 조도 기준을 적용한 병원의 통합실내

쾌적도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for hospital,

IEQh) 모델도 개발된 바 있다.4) 홍콩의 사무실 모델

은 조도의 쾌적 기준(Good condition)을 600 lux로

설정하였으나, 국내 종합병원의 일반적인 실내 조도

기준을 적용하여 300 lux를 쾌적 기준으로 설정하여

모델을 재구축하였다. 그 결과 국내 종합병원의 실

내통합쾌적도가 장소 별로 약 16-34% 증가하였으

며, 사무실의 모델을 그대로 종합병원에 적용할 경

우 실내 쾌적도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4)

종합병원 건물은 다양한 목적과 구실의 실내공간

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실내 환경과 여러 종류

의 재실자들이 활동하는 복합 건물이다. 병원에는 진

료실, 대기실, 수술실, 입원실, 사무실, 편의시설 및

식당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존재하며, 건물

의 재실자는 병원 직원, 방문객과 같은 건강한 일반

사람들과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로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목적의 실내 공간마다 환경적 요

인의 특성은 다를 수 있으며, 재실자의 심신 안정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간인 병원 내에서는 각 실내 공

간별 쾌적도의 평가가 필요하다5.

본 연구는 종합병원의 통합 실내 쾌적도 평가를

위해 개발된 IEQh 모델을 활용하여, 두 곳의 종합

병원에서의 1년 동안의 실내 환경 측정 자료를 기

초로 병원 실내의 다양한 목적의 실내 공간의 장소

별, 계절 별, 시간대 별 IEQh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4월 21일부터 2015년 4월 29

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각 한 곳씩 총 두 곳의 종

합병원을 격월로 이동하여 측정하였다. 병원(A)는 면

적 22,155 m2, 13층(B3-10층)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014년 5, 7, 9, 11월, 2015년 1, 3월에 로비(1층),

건강검진센터(2층), 주사실(2층), 진료 대기실(2층),

간호사 스테이션(8층)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병원

(B)는 면적 99,909 m2, 18층(B4-14층) 규모로, 2014

년 6, 8, 9월, 2015년 2, 4월에 로비(1층), 건강검진

센터(2층), 주사실(2층), 응급실(B1층), 간호사 스테

이션(9층)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측정기의 설치 위

치는 바닥에서 > 1 m의 높이에 설치되었으며, 직사

광선이나 직접적인 외기가 유입될 수 있는 출입문

근처나 창가를 피하되 통행과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였다.

각 장소 별 실내 쾌적도 평가를 위하여 온도, 습

도, 기류, 복사열의 측정 데이터로 PMV, PPD 값을

산출하였고, 주요 실내 쾌적성의 지표인 조도, 소

음, 이산화탄소를 추가 요인으로 함께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옥타컴 (Daejeon, Korea)에

서 직접 제작한 통합 측정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이

산화탄소는 Telaire 7001 (GE Telaire®, MA, USA)

로 측정되었으며, HOBO U12 Data logger (Onset

Computer Corporation, MA, USA)로 데이터를 기록

하였다. 제작된 통합 측정기에 사용된 센서의 종류

와 사양은 다음과 같다 (Table 1).

본 연구는 2014년 4월 21일부터 2015년 4월 29

일까지 1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1곳씩 섭

외된 종합병원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섭외된 병원에

서 연구진들이 현장 조사를 하여, 환자, 의료진, 및

기타 이용객이 빈번히 이용하는 장소를 각각 5곳을

선정하였다. 병원(A)은 면적 22,155 m2, 13층(B3-10

층)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로비(1층), 건강검진센터

(2층), 주사실(2층), 진료 대기실 (2층), 간호사 스테

이션(8층), 병원(B)는 면적 99,909 m2, 18층(B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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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규모로 로비(1층), 건강검진센터(2층), 주사실(2

층), 응급실(B1 층), 간호사 스테이션(9층)에서 시설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마다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선정된 5 장소에

서 실내 쾌적도를 평가하기 위해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을, 추가로 실내 쾌적성 지표인 조도, 소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병원마다 격월로

진행되었으며, 병원(A)은 2014년 5, 7, 9, 11월 2015

년 1, 3월 병원(B)은 2014년 6, 8, 9월, 2015년 2,

4월에 진행되었다. 측정은 병원 별 5 장소에서 1개

월간 연속 측정되었다. 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옥

타컴 (Daejeon, Korea)에서 직접 제작한 통합 측정

장비를 사용하였으며(Table 1), 이산화탄소는 Telaire

7001 (GE Telaire®, MA, USA)로 측정, HOBO U12

Data logger (Onset Computer Corporation, MA,

USA)로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제작된 통합 측정기

에 사용된 센서의 종류와 사양은 다음과 같다 (Table

1). 모든 측정 기기는 출입문과 창가 및 보행자 통

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은 곳에 설치하여, 측정 인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기 유입 및 직사광선을

차단하였다. 

수집된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 데이터는 재실

자의 의복 상태(clo), 활동량(met) 값을 적용하여 예

상 온열 쾌적도(PMV)를 산출 하였으며,1) 재실자의

clo, met 값은 일주일에 1회 연구원이 측정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찰 조사를 바탕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수집된 이산화탄소, 소음도, 조도의 데이터는

산출된 PMV 값과 함께 Wong et al. 의 모델 식

을 적용하여 통합 실내 쾌적 지수를 계산하였다 (

계산식 1-5). Wong의 모델은 홍콩의 사무실의 재

실자 293명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측정과 재실자

들의 실내 쾌적성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낸 통합

실내 쾌적도 모델이다.

통합쾌적지수 θ는 4가지의 환경 요인 데이터를 대

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환경 요인들은 기온

 (oC), 이산화탄소 농도  (ppm), 소음도 

(dB(A)) 그리고 조도  (Lux) 가 해당된다.

. (1) Thermal comfort

, (2) Indoor air quality

; 

, (3) Noise

; 

.  (4) Iilluminance

 

(5) Overall IEQ acceptance

*Predicted Percentage Dissatisfied 

= 100 − 95 e-( 0.03353 * PMV^4 + 0.2179 * PMV^2)

Wong의 모델에서 293명의 재실자의 평가 값을 적

용한 k값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ki= -15.02, 6.09, 4.88, 4.74, 3.70 ; I = 0,…, 4. 

위의 Wang et al. 모델에서 종합병원의 일반적인

조도 기준(300lux)을 적용하여 모델을 보정하였으

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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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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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ed specifications of the sensor

Factors Model of sensors Operation range Accuracy

PMV 

Temperature PT100 -40 ~ 80 ℃ ± 0.5

Relative humidity SHT-75 0.5 ~ 95% ± 1.8%

Air flow F900 0.15 ~ 5.0 m/s ± 5%

Mean radiant temperature PT100 -40 ~ 80 ℃ ± 0.5

Others

Illuminance TSL2560 0.1-40,000Lux -

Noise TM-103 30 ~130 Db ± 1.5dB

CO2 Telaire 7001 0 ~10,000ppm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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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보정된 모델 식은 다음과 같다 (Lee. 2015).

;

(6) Adjusted illuminance 

최종적으로 산출된 는 0~1의 범위를 가지며,

≥0.9일 때 ‘좋음’, 0.8≤ <0.9는 ‘보통’, ≤

0.4는 ‘나쁨’ 상태의 실내 쾌적도를 나타낸다.

수집된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 데이터는 재실자

의 의복 상태(clo), 활동량(met) 값을 적용하여 예상

온열 쾌적도(PMV)를 산출하였으며,1) 재실자 clo,

met 값은 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 내 측정 장소

에 연구원 1주일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제

병원 이용객들의 의복 상태 및 활동량을 확인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수집된 이산화탄소, 소음도, 조도

의 데이터는 산출된 PMV 값과 함께 Wong et al.

의 모델 식을 적용하여 통합 실내 쾌적 지수를 계

산하였다 (계산식 1-5). Wong의 모델은 홍콩의 사

무실의 재실자 293명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측정과

재실자들의 실내 쾌적성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낸

통합 실내 쾌적도 모델이다. 통합 쾌적 지수 θ는 4

가지의 환경 요인 데이터를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

는데, 그 환경 요인들은 기온 1 (
oC), 이산화탄소

농도 2 (ppm), 소음도 3 (dB(A)) 그리고 조도 4

(Lux) 가 해당된다.

측정된 데이터는 각 병원 별 장소의 운영시간을

추출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계절 별 분석

은 냉, 난방을 가동하는 여름 (6, 7, 8월), 겨울철

(12, 1, 2월) 데이터만을 분석하였다. 두 병원의 여

름(6, 7, 8월), 봄(3, 4, 5월)/가을(9, 10, 11월), 겨울

철 (12, 1, 2월)의 장소 별 24시간 실시간 평균 데

이터 역시 각 장소의 운영 시간의 데이터를 추출하

여 분석하였다. 기술 통계분석에는 통계 패키지 프

로그램 SAS 9.3(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를 사용하였으며, 24시간 실시간 평균 데이터는 Sigma

plot 10.0(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

을 이용하여 실시간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각 시설

의 여름과 겨울의 장소 간 IEQh 차이는 분산분석으

로 평균을 비교하였다. 각 장소 내에서 계절 간의

IEQh 차이는 T-test 로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사후 검

정은 Tukey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국내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1년에 걸친 환경요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IEQh는 0.9 이상일 때

좋음, 0.8 이상 0.9미만일 때 보통 그리고 0.4이하일

때 나쁨을 나타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병원 A의 로비의 경우 2014년 7, 9, 11월과 2015

년 1월에 0.9 이상을 좋음 상태를 나타냈으며, 2014

년 5월, 2015년 3월에 0.8 이상 0.9 이하로 보통 상

태를 나타냈다. 주사실은 2014년 5, 7, 9, 11월, 2015

년 3월에 0.9 이상으로 좋음 상태를 나타냈으며,

2015년 1월에 0.8로 보통 상태를 나타냈다. 건강검

진센터의 경우는 2014년 11월만 0.9 이상으로 좋음

상태였으며, 2014년 7, 9월과 2015년 1, 3월에 08.

이상 0.9 이하로 보통 상태, 2014년 5월에는 0.71로

보통 이하의 IEQh를 나타냈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2014년 5, 7월에 0.9 이상으로 좋음 상태,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에 0.8 이상 0.9 이하로 보통 상

태, 2014년 9월과 2015년 1월에 0.8 이하로 보통 상

태 이하의 상태로 나타났다. 진료 대기실의 경우,

2014년 5월에 0.9 이상으로 좋음 상태, 2014년 7,

11월에 보통 상태, 2014년 9월과 2015년 3월에 보

통 이하의 상태를 나타냈다.

병원 B의 경우, 로비에서 2014년 6월과 2015년 4

월에 0.9 이상으로 좋음 상태, 2014년 10월에 0.8

이상 0.9 이하로 보통 상태, 2014년 8, 12월에는 0.8

이하로 보통 이하의 상태를 나타냈다. 주사실의 경

우는 2014년 8월에 0.9 이상으로 좋음 상태, 2014

년 10, 12월과 2015년 2, 4월에 0.8 이상 0.9 이하

로 보통 상태, 2014년 6월에는 보통 이하의 상태를

나타냈다. 건강검진센터는 측정이 시행된 달 모두

0.8 이하의 IEQh로 보통 이하의 상태를 나타냈다.

간호사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2014년 6, 8월에 보통

상태, 2014년 10, 12월과 2015년 4월에는 보통 이

하의 상태를 나타냈으며, 2014년 12월의 IEQh는

0.43으로 나쁨 상태에 가까웠다. 응급실의 IEQh는

2014년 8, 10, 12월과 2015년 2월에 좋음 상태, 2014

년 6월과 2015년 4월에 보통 상태를 나타냈다. 

병원 A와 B의 계절별, 장소 간 IEQh 통계학적 차

이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3, 4). 병원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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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주사실, 건강검진센터, 간호사 스테이션, 진료

대기실의 여름과 겨울의 평균 IEQh의 차이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P <0.001).

여름철 장소 간 평균 IEQh는 접수처와 간호사 스테

이션(P =0.89)을 제외하고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겨

울철 장소 간 평균 IEQh는 주사실과 진료 대기실(P

Table 2. Monthly average IEQh and standard deviation of hospital A and B

Hospital Year Month Lobby Injection room
Health screen 

center
Nurse station

Emergency 

room
Waiting room

A

2014

5 0.85±0.07 0.96±0.10 0.71±0.07 0.95±0.11 NA 0.97±0.11

7 0.93±0.11 0.96±0.13 0.88±0.09 0.95±0.02 NA 0.86±0.14

9 0.92±0.16 0.95±0.12 0.88±0.17 0.76±0.04 NA 0.76±0.22

11 0.93±0.07 0.97±0.11 0.93±0.07 0.87±0.03 NA 0.82±0.25

2015
1 0.92±0.25 0.80±0.16 0.88±0.29 0.71±0.07 NA 0.75±0.28

3 0.89±0.24 0.94±0.14 0.85±0.27 0.87±0.03 NA 0.66±0.29

B

2014

6 0.91±0.04 0.62±0.10 0.72±0.13 0.83±0.27 0.86±0.04 NA

8 0.75±0.04 0.93±0.11 0.54±0.12 0.87±0.03 0.92±0.02 NA

10 0.81±0.07 0.84±0.13 0.72±0.10 0.75±0.16 0.94±0.03 NA

12 0.67±0.27 0.88±0.11 0.68±0.17 0.43±0.12 0.91±0.07 NA

2015
2 - 0.85±0.12 0.65±0.13 - 0.92±0.08 NA

4 0.93±0.12 0.81±0.06 0.74±0.05 0.76±0.23 0.88±0.03 NA

Overall IEQh acceptance: Good IEQ (  ≥0.9), Average IEQ (0.8≤  <0.9), Bad IEQ (  ≤0.4)
-: data was not collected due to instrument error

Table 3. Difference of average IEQh between summer and winter in hospital A

Hospital A

Location Summer Winter * p-value

Lobby 0.86±0.13a 0.82±0.13 <0.001

Injection room 0.85±0.12a 0.64±0.18b <0.001

Health screen center 0.71±0.13 0.55±0.29 <0.001

Nurse station 0.95±0.02 0.70±0.11 <0.001

Waiting room 0.79±0.13 0.61±0.26b <0.001

** p-value <0.001 <0.001

* Difference of IEQ between each location by season. 

** Difference of IEQ between summer and winter by location.

Table 4. Difference of average IEQh between summer and winter in hospital B

Hospital B

Location Summer Winter * p-value

Lobby 0.78±0.16 0.44±0.27 <0.001

Health screen center 0.57±0.17 0.56±0.15 0.62

Injection room 0.67±0.13 0.75±0.12 <0.001

Nurse station 0.79±0.12 0.42±0.1 <0.001

Emergency room 0.87±0.05 0.89±0.07 <0.001

** p-value <0.001 <0.001

* Difference of IEQ between each location by season. 

** Difference of IEQ between summer and winter by loc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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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을 제외하고 모두 차이가 있었다. 

병원 B의 여름과 겨울 간 평균 IEQh의 차이는 건

강검진센터(P=0.62)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 (P<0.001). 여름철 장소 간의 평균 IEQh

의 차이는 모든 장소에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

며, 겨울철 장소 간 차이는 로비와 간호사 스테이션

(P=0.3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소 간에서 유의하

게 다르게 나타났다.

병원 A, B의 24시간 IEQh를 냉, 난방을 가동하는

여름과 겨울 그리고 가동하지 않는 봄, 가을로 나누

Fig. 1. 24 hours real-time IEQh profile of hospital A and B by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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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냉방을 가동

하는 여름의 24시간 IEQh의 프로파일은 진료가 시

작되는 병원 A의 경우, 오전 시간 이후로 모든 장

소에서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센터를 제외한 장소에

서 0.8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병원 B의 경우에도 오

전 시간 이후로 0.8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며, 건강검

진센터의 경우 0.6 대를 유지하다가 0.4에 가까이 하

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냉, 난방을 가동하지 않는

봄과 여름의 24시간 IEQh는 병원 A, B의 5곳의 장

소에서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으며, 병원 B는 5곳에

서 거의 같은 실시간 IEQh 값을 유지하였다. 난방

을 가동하는 겨울철의 경우 병원 A, B 모두에서 장

소 간의 큰 차이의 실시간 IEQh의 추이를 나타냈

다. 병원 A의 간호사 스테이션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으로 0.7선에서 일정하게 24시간 유지되었으나, 병

원 B의 간호사 스테이션은 오전 10시 이후로 감소

하여 오후에는 0.4 이하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응급

실의 경우 0.9 이상으로 24시간 동안 유지되었다. 

PMV의 온열 쾌적 기준인 -0.5~0.5를 만족시키는

시간의 비율과 IEQh의 쾌적 기준인 0.9 이상을 만

족하는 시간 비율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5). 대부분의 장소에서 PMV의 쾌적 범위를 만족한

비율은 IEQh 쾌적 기준을 만족한 비율보다 높았으

며 최소 약 1.6배에서 최대 약 60배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병원 A의 간호사 스테이션은 IEQh의 쾌적

범위 만족 비율이 33.4%로 PMV의 만족 비율인

22.6%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 B의 건강검

진센터는 48.1% 시간 비율이 PMV의 쾌적 기준을

만족시켰지만 IEQh로 평가한 결과 0.8%에 그쳤다.

IV. 고 찰

현재까지 진행된 병원의 실내 환경의 쾌적도에 관

한 연구는 온열 환경을 주 요인으로 온열 쾌적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병원의 쾌적도 연

구는 주로 계절에 따른 PMV를 통하여 실내 재실자

의 온열 쾌적도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6,7)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성별에 따른 온열 쾌

적도 연구도 이루어졌다.8) 하지만 종합병원의 실내

이산화탄소, 소음, 조도 등의 추가 실내 환경 요인

의 장기간 측정으로 분석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

으며, 이러한 요인을 모두 포함한 통합 실내 쾌적도

의 연구 또한 수행된 적이 없다. 병원은 여러 질병

을 가진 환자들이 방문하고 생활하는 곳으로 실내

환경 연구 접근 및 측정에 제한이 많은 편이며, 이

런 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병원의 실내 환경

연구 결과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두 곳의 병원의 각 건물 내에 위치한 5곳의 장소

별 IEQh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

는 특히 냉· 난방을 시스템을 가동하는 여름과 겨울

에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건물 내에서도 실내 환경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과거 보건의료시설

건물의 PMV 평가 결과 장소 별로 차이를 나타냈었

다.7) 같은 층에 위치한 공간이라도 치밀하게 차폐되

지 않은 공간에서는 공기의 누기로 인하여 냉· 난방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져서 공간적 온열쾌적도의 차

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또한 종합병원

건물 내 층수에 따라 실내 온도와 복사열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9) 이는 층별 창문의 크기와 개폐

여부, 건물의 구조와 기류의 흐름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10)

실내 환경은 외부의 기후 영향을 크게 받으며, 특

히 냉난방 가동이 이루어지는 여름과 겨울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병원 직원들의 PMV를 평

가한 결과 여름과 겨울의 PMV는 여름철에 최소

0.44에서 최대 1.18였으며, 겨울철 최소 -1.08에서 최

Table 5. Percentage of meeting the comfort range of PMV and IEQh

Lobby
Injection

room

Health screen 

center

Nurse

station

Waiting

room

Emergency 

room

Hospital A
PMV 65.0 % 62.0 % 28.9 % 22.6 % 34.5 % -

IEQh 33.8 % 42.9 % 13.6 % 33.4 % 27.9 % -

Hospital B
PMV 70.2 % 39.2 % 48.1 % 21.3 % - 72.4 %

IEQh 23.0 % 5. 6 % 0.8 % 8.9 % - 54.2 %

-: Not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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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0.78로 두 계절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6) 또한 계절 중 여름과 겨울에 온열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는데, 겨울의 불만 족 비율은

91%, 여름은 67%로 겨울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

타났으며,11) 본 연구결과 IEQh의 만족 비율이 겨울

철에 더 낮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두 병원의 각 측정 장소는 24시간 운영되는 간호

사 스테이션과 응급실을 제외하고, 8:00에서 17:30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 IEQh는 운영 시간에 영향

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병원 A의 간호사 스

테이션과 병원 B의 응급실은 24시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두 병원 모두 겨울철의 실시간 IEQh

의 변화 폭이 가장 컸다. 과거 종합병원의 실내 온

열 쾌적도 평가 결과 연구를 보면 겨울엔 점심시간

대에 그리고 여름엔 오전 시간이 다른 시간대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더 쾌적한 결과를 나타냈다.6)
 하지

만 본 연구 결과는 오전 오후 시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운영시간 즉 공조 시스템 및 냉·

난방 가동 시간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또

한 선행연구는 PMV의 계절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PMV는 IEQh보다 복사열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

기 때문에 건물에 받는 일조량에 따른 시간적 차이

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PMV로 평가된 실내 온열 쾌적도는 IEQh 보다 과

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

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소음, 조도의 측정치가 반

영되었을 때 PMV를 이용한 평가보다 쾌적도 평가

결과가 떨어졌음을 나타낸다. 두 평가 지표의 차이

가 가장 많이 났던 장소는 병원 B의 건강검진센터

로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조도의 수준이 낮게

유지되어 IEQh에서 매우 낮은 쾌적 범위 만족률을

보였다. 병원 A의 간호사 스테이션은 PMV보다 IEQh

에서 더 높은 쾌적 범위 만족 비율을 나타낸 장소

이다. 고급 주거 건물의 재실자들을 대상으로 실내

쾌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온열 환경, 실내 공기

질의 청정도, 소음, 악취 등의 요인이 실내 쾌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실내쾌적도에 관

한 연구 결과 온열 환경 이외에도 실내공기 질, 소

음, 빛 환경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IEQh의 평가 결과 쾌적도가 가장 낮았던 건강검

진센터의 경우 일반 진료실에 비하여 유동인구가 적

은 장소였다. 평가 결과에 따른 실내 환경을 관리할

경우 이용 인원이 적은 곳에 실내 환경 관리가 이

루어져 올바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

적인 우선 관리가 힘들 수 있다. 실내 쾌적도 평가

결과와 실내의 각 이용 인원의 실시간 평가가 동시

에 이루어진다만 수요기반의 효율적인 실내 환경 관

리와 쾌적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IEQh 평

가 모델의 구체적인 검증 및 최적화를 위하여 모델

평가 값과 함께 의료시설 재실자들의 체감 결과를

비교 연구 또한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종합병원의 IEQh는 같은 건물 내의 5곳의 공간에

서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며, 여름과 겨울의 IEQh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또한 실시간 실내

IEQh는 병원의 운영시간 즉, 공조 시스템 및 냉난

방의 가동 시간에 영향을 받았다. 실내 쾌적도를

PMV만으로 평가할 경우 IEQh로 평가할 때 보다 과

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통합 실내 쾌적 평가를

위해서는 온열 환경 이외에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

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IEQh를

통하여 종합병원의 실내 쾌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모델 값과 실제 재실자들의 주관적인 실

내 쾌적도를 조사하여 모델을 최적화하는 추가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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