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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실내공기는
안전할까요?
미용실·네일숍 실내공기 관리 가이드

미용실이니까, 네일숍이니까…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 당연한가요?
매일매일 접해서 이제는 익숙하니까…
무뎌진 냄새 괜찮은가요?
‘냄새만 좀 독하지’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방심은 금물!
모발처럼, 손끝처럼
우리 가게 실내공기도
섬세하게 관리해주세요.
사장님도 직원들도
모두 건강한 맑은 실내공기!
쾌적한 실내환경에
고객들이 더 좋아하실걸요 ~

우리 가게 실내공기,
괜찮을까요?
머리, 손톱 관리만 잘 하면 될까요?
미용만큼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 가게 실내공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용실과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제품에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TIP
우리가게 위험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미용실과 네일숍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마약, 염색약, 매니큐어, 아세톤, 접착제 등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로 들어오면,
천식ㆍ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 아토피 등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성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두통, 현기증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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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미용실ㆍ네일숍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곳 모두(100%),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도 30곳 중 5곳
(16.7%)에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곳 초과

16.7%

| 환경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모두 초과

100%

폼알데하이드

5곳 초과

16.7%

TIP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젠을 비롯한 스티렌,

●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수백 종의 화합물을 말합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천식ㆍ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 및 아토피,

● 

기타 피부질환 등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자극성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 

기체입니다.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 눈ㆍ코ㆍ목에 자극과 피부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두통, 구토,

●

호흡곤란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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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어떻게 관리하나요?
하나,

환기(換氣)를 환기(喚起)하자

실내공기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

환기는 어떻게 하나요? 하루 3번 30분“자연환기 하기”
환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에 적어도 3번 30분씩 실시합니다.
환기는 가게 창문과 문을 모두 열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 온 다음날에는 바깥공기가 깨끗해져 환기하기 좋으므로, 잊지 말고 꼭 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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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가동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내부 청소를 자주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황사가 온 날에는?
황사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나면 외부의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연환기는 자제하고,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환기설비를 가동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겨울철 환기방법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도 환기를 게을리하면 실내공기가 오염되고 곰팡이가 생기거나 결로
(벽면 등에 작은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겨울철에도 건강하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베란다의 바깥 창을 1㎝ 열어두기
: 날씨가 추워 문을 열어 환기시키기 힘들 때는 베란다 바깥 창문을 1㎝ 정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2~3시간 주기로 2분씩 잠깐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난방기를 사용 중이라면 한 두 시간에 한번씩은 꼭 환기를 시켜야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해지거나 습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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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어떻게 관리하나요?

둘,

작은 실천이 실내공기를 바꾼다

새집증후군, 새가구증후군 들어보셨지요? 가뜩이나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 가게에 화학물질 듬뿍 담긴 가구와 집기를 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 인테리어 제품 선택에서 미용제품의 사용법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장 인테리어는‘환경마크’자재가 좋아요
매장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환경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미용제품은‘작은 용기에 적정량’을 사용해요
미용제품을 사용할 때는 대형 용기에서
직접 덜어 사용하지 말고,
작은 용기에 미리 옮겨 담아 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꼭 막아’주세요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내용물이 용기 밖으로 흘러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닦아내야 합니다.
제품보관은 업소 내부보다는 창고 등
격리된 공간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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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과 식사공간은‘분리’해 주세요
업소 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화학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공간과 식사 공간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는‘뚜껑있는’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사용한 젖은 종이 타올, 거즈, 솜, 아세톤, 알코올 등은 비닐 봉투에
넣어 버리고,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천소재’의 소파나 의자는 피해주세요
천소재 제품은 집먼지와 진드기, 곰팡이가 생겨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기
쉬우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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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어떻게 관리하나요?

셋,

이것까지 신경 쓰면 완벽하다!

환기도 자주하고 친환경 실내 인테리어에, 미용제품관리까지 꼼꼼히 하셨다구요?
이것까지 신경 쓰면 아름다움도, 실내공기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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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보호구 착용하기
냄새나 먼지가 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화학물질을 손으로 다루는 작업을 할 때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세요.

더럽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청소/세탁하기
실내에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쌓여있던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으므로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해야 합니다.
수건, 커트보(파마보), 작업복은 화학물질과
먼지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깨끗하게 자주 세탁해주세요.

상쾌한 미소, 기분좋은 서비스! 금연하기
미용실과 네일숍 내부에서는 금연하세요.
담배연기나 냄새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 생활환경정보센터(https://iaqinfo.nier.go.kr)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실내공기질, 빛공해, 소음 등
생활 속 위해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은 사이트입니다.
미용실과 네일숍의 실내공기 관리를 위한
보다 많은 정보는
생활환경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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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처럼, 손끝처럼

실내공기도 섬세하게 관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