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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3년간 세계는 코로나19(Covid-19)라는 펜데믹적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사회

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일시적이고 개인

적인 방역 지침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해왔으나, 코로나 유

행의 장기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하드웨어적인 방역 지침
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건축계에서도 공간적으로 접근한

감염 예방 설계가 요구되고 있지만, 코로나 유행 전까지 감

염병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은 의료시설 내에서의 방안 위주

로 한정됐기 때문에 그 밖의 타 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 설

계를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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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연구되는 감염병 예방 설계의

동향을 분석하여 의료시설 외 일반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

는 안전한 감염병 예방설계 가이드라인를 개선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제시한 보고서나 논문 등을
통한 선행연구로 진행됐다. 일반적인 시설에 적용될 수 있

는 감염병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 범

위는 의료시설 이외의 시설에 적용된 연구와 사례로 제한

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절차는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

해 감염병 예방의 역사를 살펴본 후, 기존에 연구된 의료시

설의 감염병 예방 설계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사례별, 연
구별로 가이드라인을 조사했다. 셋째, 조사한 연구 및 사례

를 계획적 측면, 제도적 측면, 프로그램적 측면, 장치 및 설

비 측면으로 분류해 특징을 분석했으며 넷째, 이를 통해 감

염병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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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시설 외 일반 건축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안전한 감염병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개선방향을 제안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의료시설의 감염병 예방 설계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조사했다. 셋

째, 조사한 연구 및 사례를 계획적 측면, 제도적 측면, 프로그램적 측면, 장치 및 설비 측면으로 분류해 특징을 분석했으며
넷째,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to improve saf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design guidelines that can be

applied to general buildings other than medical facilities.
To this end, first, this paper analyzed research related to the design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in medical facilities. Second,

this paper investigates case-by-case guidelines. Third, the research and cases surveyed were classified into planning aspects,

institutional aspects, programmatic aspects, devices, and facilities, and fourth,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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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감염병 관련 용어의 이해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

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

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

관련감염병을 말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06.16.).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예방설계란 앞서 정의한 감염병의

전파 원리를 파악해 건축 또는 도시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

해 계획되는 설계를 이르는 말이며, 감염병 전파 원리를 파

악하고 그를 차단하기 위한 건축공간, 설비, 유지관리 방안

등의 분야로 제시된다. 주로 밀접, 밀집, 밀폐라는 감연통로

가 되는 건축요소를 제거하고, 거리두기, 환기, 비접촉, 오
염원 차단 등 감염병 방지가 가능한 건축 요소를 발굴하는

설계 분야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

2.2 감염병 해결방안의 역사

인류는 고대부터 현시점까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함과 동

시에 도시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오는 감염병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어왔다. 감염병 예방 계획은 도시, 사회, 건축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제

안되어왔다.

2.3 관련 제도 및 법규

현행 감염병 예방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보건복

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관리

지침 및 기준(2017)으로, 건축계획 측면에서 시설, 면적 등

을 상세히 지정하고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입원치료병상

에만 적용된다는 한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에
작성된 연구로 갱신이 필요하다. 지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기준

공통사항

- 1인실 설치 원칙
- 천장 높이 2.4.m 이상 , 출입구 유효폭 1.2.m 이상 확
보

-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벽체, 바닥, 천장, 창문의 기밀
- 내구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강한 마감 재료
- 출입문은 비접촉식 자동문으로 하며 인접한 출입문
간 인터락 구조

건축
계획

음압격
리병실

- 1인실은 15㎡ 이상이며, 외부로의 조망 확보
- 부속화장실
- 면적 4㎡ 이상, 깊이 2.4㎡ 이상의 세면대 설치한 병
실전실

내부
복도

- 의료진과 환자 동선 분리
- 면적 4㎡, 깊이 2.4㎡ 이상의 복도 전실

폐기물
처리실

- 의료진 동선과 독립된 폐기물 반출 동선

탈의실 - 음압격리구역 출구방향에 탈의실, 샤워실, 착의실 설치

장비보
관실

- 격리입원환자 전용 장비 보관 및 소독할 수 잇는 보
관실

간호스
테이션

- 음압격리구역과 물리적 구획된 비음압구역에 설치

기타
- 격리환자 사체 부검 공간
- 검사실
- 개인보호구 보관장소 및 착의장소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
침, p.12-16

<표 2> 음압 입원치료(격리)병상 시설기준 건축계획 지침

3. 감염병 예방설계 선행연구 및 사례

의료시설을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 병

예방 설계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처럼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연구나 개인적인 설계사무

소, 대학 측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코로나 이후 설계된 감염병 예방 설계 사례는 아이디어

부터 현상설계안, 실제 시공 사례 등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

서 살펴볼 수 있었으며, 다음 표와 같다.

저자(연도) 유형 분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2020)

공공
시설

- 건축계획, 설비계획,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공시설에 적용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지침 가이드라인 제시

엘리펀츠
건축사사
무소(2020)

복합
커뮤
니티
센터

- 밀접, 밀집, 밀폐라는 감염 취약 요소를 기반으로 유형,
무형 차원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코로나 대응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김민석
(2021)

전체
영역

- 개인간 물리적 거리 확보, 대면 접촉 통제, 접근 통제, 항
-바이러스 공기조화, 공유 최소화, 유지관리라는 감염병
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리 도출

강동화
(2020)

전체
영역

- 코로나 전파사례분석 및 의료시설용 기준 제시를 통한 건
축물 내 감염대응방안 제시

- 일반, 건축, 설비, 급수 및 급탕, 배수, 폐수처리설비로 분류

이진희 외
3인 (2020)

정책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적 차원의 공간 정책 방향 제안
- 유연한 형태의 도시 구조 및 밀도 고민
- 지역 내 자급자족 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

이현진 외
2인 (2021)

노인
요양
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병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 공간/이용자/확진상황 별 면적/권장이용원수 제안

Scottish
Governme
nt (2020)

정책
- 코로나 상황에 지방정부, 토지소유주, 상업용지 소유주,
관리 회사 등 각 주체의 구체적 대응 지침 제시

<표 3> 감염병 예방 설계 연구

시대 감염병 관련기준

고대 장티푸스
최초의 도시계획가 히포다무스 등장
- 도시계획을 통한 감염병 통제의 첫 시도

중세 흑사병
이탈리아 동북부 팔마노바 이상 도시 모델
- 도시를 봉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요새형 도시 계획
- 건물과 도로 방사형 계획

근대 콜라라

존 스노우 질병지도
- 감염병의 발생지점과 위치를 파악한 질병지도
- 수인성질병을 반영해 상하수도시스템을 정비하는 설비
시설 개선 방안 제안

런던 공중 위생법(Public Health Act)
- 오염원과 주거의 분리, 상하수도의 설치, 일조와 채광에
관한 기준

출처: 오미애 외 7인, 공중위생과 도시계획(I), 도시와 감염병, 도시정보, p.6-7

<표 1> 감염병 예방 설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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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영병 예방설계의 특징

4장에서는 계획, 제도, 프로그램, 장치 및 설비 측면에서
의 분석에 영향을 준 3장의 감염병 예방설계 연구 및 사례

를 표로 정리하고 각 측면에서의 특징과 시사점 등을 분석

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건축적 동향을 파악하

고자 한다. 이때 분석 기준은 건축 계획적인 공간 시스템을

제안한 계획적 측면, 정부나 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이

드를 제안한 제도적 측면, 감염병 상황에 필요로 하는 프로
그램을 제안한 측면, 장치나 설비 기계를 제안한 측면으로

나눠 진행했다.

사례명(연도)
계획적
측면

제도적
측면

프로그
램적
측면

장치
및
설비
측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 ◯ ✕ ◯ ◯

엘리펀츠건축사사무소 (2020) ◯ ◯ ✕ ✕
김민석 (2021) ◯ ✕ ◯ ◯

강동화 (2020) ◯ ◯ ✕ ✕
이진희 외 3인 (2020) ◯ ◯ ✕ ✕
이현진 외 2인 (2021) ◯ ◯ ◯ ◯

Scottish Government (2020) ◯ ◯ ✕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020) ◯ ✕ ◯ ◯

합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020) ◯ ✕ ◯ ◯

세종 평생교육원 (2020) ◯ ✕ ◯ ◯

SOM Unveils Modular
School/House Classrooms (2020)

◯ ✕ ✕ ◯

안성 더플래티넘 프리미어 (2021) ◯ ◯ ◯ ◯

Dolores Park (2020) ◯ ◯ ✕ ✕
Gastro Safe Zone program (2020) ✕ ◯ ✕ ✕

<표 5> 감염병 예방 설계 분석 기준표

4.1 계획적 측면

계획적 측면에선 외부공간의 다양화와 유입을 활성화시

키거나 용도별로 건물을 분리한 조닝 계획, 다공성 형태(아

트리움, 중정 등) 등 기본적으로 건물 간의 밀도를 낮추고

다양한 동선의 유입을 고려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계획의 원리는 주로 밀도를 조절하고 접촉을 최

소화하는 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진행되므로 인간

의 사회적 교류, 연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

예시로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 같은 비접촉 시설의 설

치가 있다.

<그림 1> 분산된 배치, 출입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

<그림 2> 다공성 공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

4.2 제도적 측면

제도적 측면에선 감염병 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정부 차

원에서 도시의 밀도 및 접촉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
안되고 있다. 그 방법으론 상인, 시민, 기업, 기관 등을 대

상으로 교통 동선, 보행자 일방통행 동선, 보행자 공간 확

대 등 주로 도시적 측면에서 동선이나 도시 공간 위주의

제안 방식이 두드러졌다. 또한 실외 공간 분리, 영역의 명

확화를 통해 펜데믹 상황 시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

의 경제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사례명(연도) 이미지 특징

집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2020)

대광장과 사용자별 건물 및
외부공간 분리와 같은

배치계획부터 필로티, 입체적
데크, 층별 실내외공간 연계를

적용시킨 단면 계획,
유지관리계획까지 적용시킨

공공시설 계획

합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2020)

대광장과 시설별 분리 및 연결
매스, 다양한 외부공간의
배치계획 및 단면 계획,

비상시 관리운영계획까지 설계된
공공시설 계획

세종
평생교육원
(2020)

중정, 아트리움을 통한 다공성
연속 공간의 구성이 돋보이는

공공시설 계획

Unveils
Modular

School/Hous
e

Classrooms
(2020)

가변적인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접이식, 적재식 모듈러 교실 및

주거 공간 아이디어

안성
더플래티넘
프리미어
(2021)

코로나19에 의해 대두된
소비자의 위생, 안전 설비
요구를 최첨단의 기술로 반영

Dolores Park
(2020)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공간화한 공원을 통해 시민들의
공간 이용 격려하면서도 사회적

밀도를 낮춘 사례

Gastro Safe
Zone
program
(2020)

위드코로나에 대응해 코로나
펜데믹 종식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거리 가구 제안

<표 4> 감염병 예방 설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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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로나19 방역 지침
(Scottish Government, 2020)

4.3 프로그램적 측면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일상 패턴의 일
시적 변화에 대응한 가변형 공간의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가변적 공간은 물리적인 가변 가능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홈스쿨링 등을 위한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도 가변

성을 가진다. 또한 안성 더플래티넘 프리미어(2021)의 플러

스룸, Gastro Safe Zone program(2020)의 리사이클링 거리

가구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변적 공간의 영역이 개인
적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공공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되고 있다. 또한 실내외 공간의 경계인 중간 매개 공간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안성 더플래티넘 프리미어(2021)의 큐

어팬트리(Cure Pantry)처럼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실

내외 공간의 경계에 두 공간의 분리를 위한 중간 매개 공

간을 설정함으써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그림 3> 가변형 공간과 팬트리
(쌍용건설, 2021)

4.4 장치 및 설비 측면

장치 및 설비 측면으로는 감염의 원인을 기계 장치를 통

해 해결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접촉을 위해 버

튼, 문 등의 장치 뿐만 아니라 고성능 집진필터와 같은 환

기를 위한 설비 시설 및 창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염 위험이 있는 위생시설이나 배관 시스템의 위생상태나

장치 또한 요구되고 있다.

<그림 4>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쌍용건설, 2021)

<그림 8>환기유닛(헤파필터 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0)

5. 결론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감염 예방 공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연구와 사례를 통해 의료

시설 이외의 시설에서도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설계 가이

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통해 분석된 저밀도공간, 야외공간, 가변적

공간, 실내외 매개 공간, 위생 공간 등은 일반적인 시설에
도 적용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설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

인으로 볼 수 있다.

분석된 가이드라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시설에 한정해서 활용되던 감염병 예방설계의 한계점을 인

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에 대해 소프트웨

어적인 방역 위주로 대응했던 기존 방역 지침보다 발전된
하드웨어적 방역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코로나19가 지속되

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선된 방역지침으로써 활용될 수 있

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두된 주제의

특성상 실제로 구현된 적 없는 연구나 계획안 위주의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제 사용되었을 때의 피
드백이나 수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라는 특정한 감

염병 위주의 대안 방법으로 연구됐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에 의료시설이라는 특수한 시설에만 적용

되던 감염병 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일반적인 시설에도 도

입될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일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제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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