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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grasp outpatients’ demands for interior space of outpatients departments through evaluating

them. Six departments in H general hospital such as surgery, orthopedics, neurosurgery, plastic surgery,

obstetrics, and urology, were evaluated. Evaluating items were consisted of ones related to spatial layout,

furniture, interior climate, color and finishes, and dressing room of each waiting area, doctor’s room and treatment

room in six departments. The subjects were 210 outpatients who were using one of six departments. The results

were ; 1) The outpatients evaluated very high interior space of waiting areas in six departments. 2) They

evaluated doctor’s rooms to be relatively high. However, visual privacy in there was not enough met. 3) The

treatment room was also evaluated relatively high. However, furniture and equipment arrangement, consideration

for patients and a dressing room were evaluated relatively low. 4) The outpatients’ evalu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ir gender and age. The male evaluated them higher than the female. Also, the older patients

evaluated them higher than the younger. 5) The outpatients responded that ventilation, comfort interior, and space

arrangement were very important elements in healthcare facil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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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자인 사이클의 하나는 사용 후의 사용자 평가이다.

이는 실제화된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하는 디자인에 한

단으로 디자인이 의도된 로 되었는지, 사용자들이

완성된 디자인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하

는 과정이다. 이는 곧 동일한 유형의 디자인을 한 지

식으로 축 되며 다음에 디자인할 때 더 나은 디자인을

하게 해 다.

병원공간은 치료를 목 으로 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도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를

고려한 환자 심 인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

자 심 인 디자인을 해서는 환자의 요구를 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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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413-G00006).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한 방법 의 하나가 기

존의 공간에 하여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

는 것이다.

한편 종합병원 공간과 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었으나 부분의 연구들이 병동을 상으로 진행되었으

며 외래부를 상으로 진행된 연구들도 어느 정도 있으

나 이들 연구 부분은 기공간을 상으로 하고 있으

며 진료실이나 처치실 등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병원 사용자인 환자나 보호자,

간호사 등의 의료진을 상으로 공간에 한 요구 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종합병원 외래부 련 연구들

을 보면, 먼 의료의 개념이 성치료에서 포 의료의

개념으로 발 되었으며 재는 방의학에 기 를 둔 외

래 심과 스포츠의학이 목된 건강의학 심, 치유환경

을 고려한 인간(환자) 심의 의료개념으로 의료 패러다

임이 변화하고 있음1)을 지 하 다. 한 이 연구에서는

1) 손재원․이특구, 국내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최근 건축경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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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료과 입구

최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부는 문화, 센터화, 분산화되

고 있다고 하면서 센터 심의 외래개념에 따라 외래진료

부의 각 진료과별 역이 과거에 비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 기공간이 진료과별로 독립 배치되

어 동선의 명쾌함과 기능 인 독립성을 강조한 공간구성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 다. 종합병원 외래부의

기공간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로는 미국의 종합병원 3

개를 상으로 장 찰조사를 통한 인간 행 분석을 토

로 실내공간 디자인을 한 고려사항을 제안한 연구2)

와 내과 외래부 기공간의 치유환경요소에 한 환자와

보호자의 선호를 조사한 연구3)가 있었다. 여기에서 치유

환경요소는 인간 요소, 공간 요소, 행 요소로 구

성된 것으로 보았다. 종합병원의 검사실을 상으로 진

행된 연구4)도 있었는데 종합병원 음 검사실의 실내

디자인에 하여 수검자와 병원 계자들이 평가한 연구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종합병원 외래부의 6개 진

료과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상으로 진료부의 실내

공간특성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악하고

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환자를 배려한 종합병원 외래

진료부의 실내공간을 디자인할 때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 상 병원과 환자

본 연구는 2012년 7월 에 부산 역시의 H 종합병원

을 상으로 실시한 “헬스 어시설 디자인을 한 사용

자 의견조사”에서 수집한 자료 일부를 분석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부 환자들을 상으로 조사한 외

래진료부의 실내특성에 한 평가자료를 분석하 다. 조

사 상 진료과는 H 종합병원에서 조사 상인 환자를 고

려할 때 설문조사가 가능하다고 추천하여 외과, 정형

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6개 외

래부 진료과이다. 조사 상 공간은 6개 진료과의 기공

간과 진료실 처치실 공간이다. 조사 상 환자는 6개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1개 과에서 35명씩

총 210명이었다.

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2호, 2006.7, p.32

2) 이성훈, 인간행 분석을 통한 종합병원 외래환자 기실에 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9호, 1996.12

3) 최상헌․박민수, 환자 심 측면에서 본 국내 종합병원 외래진료

부 기공간의 치유환경요소에 한 선호도 연구–서울지역 종합

병원 내과 외래진료부 기공간을 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

문집 14권 4호, 2005.8, pp.114-121

4) 김수정․최 미․이상호, 종합병원별 음 검사실의 실내디자인에

한 이용자 평가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권 6

호, 2004.12, pp.39-47

2.2. 조사내용

환자를 상으로 하는 조사내용은 진료과의 기공간

과 진료실 처치실의 실내공간 특성에 한 평가를 하

는 항목들과 환자의 특성을 묻는 항목들로 구성하 다.

① 진료과의 공간구성방식에 한 의견(2문항)

② 기공간(14문항) – 기공간 디자인 반, 공간구

성(공간크기, 공간구성), 가구(의자개수, 의자배치, 색과

재료, 디자인), 쾌 성(소음, 공기, 조명, 온도), 색과 마감

재(인테리어, 색채구성, 마감재료)

③ 진료실(7문항) – 진료실 디자인 반, 공간구성(공

간크기, 공간배치), 가구(가구배치, 가구크기, 색과 재료),

색과 마감재(인테리어)

④ 처치실(13문항) – 처치실 디자인 반, 공간구성

(공간배치, 환자배려), 쾌 성(소음, 공기, 밝기, 온도), 색

과 마감재(실내분 기, 색채구성, 마감재료), 탈의공간(사

용편리성, 수납공간, 거울과 선반)

⑤ 병원공간 디자인시 고려사항(1문항)

⑥ 환자특성(5문항)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

2.3. 조사방법

조사는 6개 진료과의 기공간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 본 조사에 호의 인 반응을 보인 환자들을

상으로 자가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일부 노인

등은 일 일 면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 다.

2.4. 자료분석

회수된 210부의 자료는 SPSS Ver. 19를 사용하여 통

계처리하 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 t검증, ANOVA를

이용한 F검증과 던컨의 사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3. 조사결과

3.1. 조사 상 외래부 진료과의 실내공간 특성

조사 상인 6개 진료과들은 모두 2층에 치하고 있었

으며 각 진료과별로 안내, 기공간, 진료실, 그리고 진

료과에 따라 처치실과 탈의실 등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 상 진료

과들의 내부공간은 기공간과 진

료실 등의 공간구성과 배치는 다르

지만 실내디자인 특성은 거의 동일

하 다.

복도에서 각 진료과로 들어가게

되면 안내와 기용 의자들이 바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6호 통권101호 _ 2013.1222

진료과 평면도 기공간 진료실 처치실

외과 없음

정형외과

신경외과 없음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표 1> 조사 상 진료과별 평면도와 실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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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도록 되어 있었으며 부분 이 공간을 둘러싸고 진

료실과 처치실 등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공간구성되어 있

었다. 6개 진료과 비뇨기과와 성형외과는 외부에

해 있어 기공간과 일부 진료실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

었다.

기공간은 가능한 각 진료과의 앙에 배치되어 있었

다. 기공간의 벽은 하단 부분은 밝은 색의 목재로 하

고 상단부분은 흰색으로 처리하여 친근한 느낌을 주려는

시도를 하 다. 그러나 상단의 흰 벽면의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 시설 인 느낌이 있었다. 조사 상 진료과의

각 기공간에는 동일한 형태의 의자들이 부분 같은

방향으로 3개가 한 조가 되어 일렬 배치되어 있었다. 의

자의 색상은 진료과별로 큰 차이없이 유사하 다. 외과

만이 등받이 부분의 색상이 그린색으로 되어 있었고 나

머지 진료과는 회색으로 되어 있었다. 한 기공간에

는 기하면서 보거나 읽을 수 있도록 TV를 설치하고

책자를 배치하여 놓았다.

진료실의 바닥과 벽 천정의 마감재와 가구의 형태

와 색 등은 진료과에 상 없이 동일하 다. 진료실은 벽

면 체가 흰색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모든 진료실에는

의사용 책상과 의자, 보조의사용 책상과 의자, 환자용 의

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진료과의 필요에 따라 외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에는 침 나 진료설비 등이 배치

되어 있었다.

처치실은 진료과에 따라 검사나 처치 등을 한 별도

의 처치실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치료실을 배치하고 있

었다. 처치실의 바닥과 벽, 천정의 마감은 진료실과 동일

하 으며 치료에 필요한 기구 등은 진료과별로 달랐다.

요약하면, 조사 상 6개 진료과의 내부공간의 마감과

가구는 진료과에 상 없이 모두 동일하 으며 단지 공간

의 크기와 형태 배치와 가구설비만이 달랐다.

3.2. 조사 상 환자의 특성

조사 상 환자는 여자가 68.6%로 많았으며 연령 는

50 가 24.3%, 30 가 22.9%, 40 가 21.9%의 순이었다.

<표 2> 학력은 졸이상과 고졸이하가 57.7%와 42.3%씩

이었으며 이들의 53.8%는 주부나 퇴직자 등이었고 20.5%

는 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환자와 400만원 이상인 환자가 각

각 31.2%씩이었다.

3.3. 진료과의 공간구성방식에 한 환자평가

조사 상 종합병원 외래부는 진료과마다 안내, 기공

간, 진료실, 처치실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진료받고자하는 진료과를 찾아

가면 일반 의원과 같은 분 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특성 구분 f % 특성 구분 f %

성별

남 66 31.4

직업

문직 43 20.5

여 144 68.6 행정사무. 리직 10 4.8

합계 210 100.0 생산기술직 13 6.2

연령

20 33 15.7 자 업 18 8.6

30 48 22.9 매서비스직 13 6.2

40 46 21.9 기타(주부/퇴직/연 ) 113 53.8

50 51 24.3 합계 210 100.0

60 이상 32 15.2

월

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64 31.2

합계 210 100.0 200-300만원미만 37 18.0

학력

고졸 이하 88 42.3 300-400만원미만 40 19.5

400-500만원미만 27 13.2
졸 이상 120 57.7

500-600만원미만 37 18.0
합계 208 100.0 합계 205 100.0

<표 2> 조사 상 환자의 특성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진료과의 공간구성방식에 하여 환자들은 ‘한

곳에서 진료와 필요한 검사, 처치를 받을 수 있어 편리

하다’고 한 정도가 3.85 , ‘환자들 간에 질병 련 정보

를 공유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정도가 3.57 이라고

하여 정 으로 평가하 다.<표 3>

　진료과의 공간구성방식 N M s.d.

환자들간에 질병 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210 3.57 .942

한 곳에서 진료와 필요한 검사, 처치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210 3.85 .914

<표 3> 진료과의 공간구성방식에 한 의견

3.4. 진료부 내 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에 한

환자평가

조사 상 외래부 진료과 내 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

에 한 환자 평가는 <표 4>와 같다. 조사 상인 진료

과 내 기공간의 디자인 반에 하여 환자들은 3.70

을 부여하 으며 나머지 13개 항목에 하여는 3.75

에서 4.0 을 주어 아주 정 인 평가를 하 다. 특히

조명에 해서는 4.0 의 가장 높은 평가를 하 으며 온

도에 해서는 3.93 , 공간크기에 해서도 3.94 으로

높게 평가하 다. 조명의 경우 반 조명으로 아주 밝게

되어 있었고 온도는 앙조 방식으로 되어 있어 병원

내 모든 공간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

으며 이에 하여 환자들은 높게 평가하 다. 공간 크기

는 각 진료과별로 독립된 공간의 내부에 진료실 개수

비 충분한 갯수의 의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여유공간도

충분하여 공간 인 여유감을 느낄 수 있어 정 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공간의 기공간을 디자인할 때 조

명은 밝게 하고 온도는 앙조 방식으로 하여 모든 공

간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며 공간배치에 있어

서는 재와 같이 진료과별로 구분함으로써 혼잡함을

여주고 각 진료과별로 수, 기실, 진료실 등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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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분 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 M s.d.

공간구성
공간 크기의 성 3.94 .718

공간구성의 편리성 3.87 .746

가구

의자 개수의 성 3.81 .763

의자배치의 이용편리성 3.81 .740

의자와 가구의 색과 재료의 성 3.85 .707

의자와 가구의 디자인 성 3.81 .688

쾌 성

불필요한 소리 들리지 않아 조용한 편(소음) 3.87 .842

공기(환기, 통풍, 배기)가 좋은 편 3.85 .856

조명 밝기의 성 4.00 .667

온도(더 , 추 조 , 냉난방시스템) 성 3.93 .748

색과

마감재

편안하고 친근한 인테리어 3.75 .794

바닥, 벽, 천정 등의 색채구성 성 3.81 .763

바닥, 벽, 천정 등의 마감재료 성 3.79 .736

디자인 기공간 디자인 반 3.70 .665

<표 4> 진료과 내 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에 한 환자평가 (N=210)

이러한 외래부 진료과 내 기공간의 실내공간 특성에

한 환자평가가 환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과 ANOVA분석을

통한 F검증을 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환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실내공간 특성이

많았으나 학력과 소득수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이 거의 없었다.

환자의 성별에 따라 기공간 련 14개 평가항목

디자인 반과 색과 마감재 련 3개 항목 등 6개 항목

을 제외한 8개 항목에 한 평가가 유의 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평가

하 다.<표 5> 이러한 결과는 공간구성, 가구, 쾌 성과

같은 실내공간특성에 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평가기

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진

료과 내 기공간의 질 인 향상을 해서는 여자환자의

요구를 우선시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의 연령에 따라 진료과 내 기공간 련 14개 평

가항목 8개 항목에 한 평가가 유의 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 항목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

들과 동일하 다. 기공간의 공간구성, 의자의 개수와

배치, 쾌 성과 련된 항목들에 한 평가는 연령이

을수록 낮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20

는 8개 항목 모두에 한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60

이상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료과 내 기공간

의 공간구성, 가구, 쾌 성과 련된 실내공간 특성에

한 평가기 은 연령이 을수록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따라서 진료과 내 기공간을 계획할 때 20 연령

층의 요구를 더 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내공간 특성 성별 N M t값

공간 크기의 성
남 68 3.91

2.201
*

여 236 3.65

공간구성의 편리성
남 69 3.87

2.809**
여 236 3.53

의자 개수의 성
남 69 3.91

3.673***
여 237 3.52

의자배치의 이용편리성
남 69 3.87

2.894**
여 237 3.58

불필요한 소리 들리지 않아 조용한 편

(소음)

남 69 3.83
3.085

**

여 237 3.42

공기(환기, 통풍, 배기)가 좋은 편
남 69 3.93

4.524
***

여 237 3.41

조명 밝기의 성
남 69 4.04

2.105
*

여 237 3.84

온도(더 , 추 조 , 냉난방시스템)의

성

남 69 4.06
4.372***

여 236 3.62
*
p<.05

**
p<.01

***
p<.001

<표 5> 환자 성별에 따른 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 평가비교

실내공간 특성 연령 N M Duncan’sa F값

공간 크기의 성

20 92 3.50 a

4.062**
30 77 3.60 ab

40 52 3.88 bc

50 50 3.90 bc

60 이상 32 4.06 c

공간구성의 편리성

20 92 3.37 a

4.494
**

30 77 3.48 ab

50 51 3.82 bc

40 52 3.85 c

60 이상 32 3.91 c

의자 개수의 성

20 93 3.43 a

2.681*
30 77 3.55 ab

40 52 3.73 ab

50 51 3.78 ab

60 이상 32 3.91 b

의자배치의 이용편리성

20 93 3.48 a

2.449*
30 77 3.61 a

40 52 3.71 ab

50 51 3.78 ab

60 이상 32 3.97 b

소음(불필요한 소리 들리

지 않아 조용한 편)

20 93 3.13 a

7.489
***

30 77 3.43 ab

50 51 3.69 bc

40 52 3.85 c

60 이상 32 4.03 c

공기(환기, 통풍, 배기)가

좋은 편

20 93 3.08 a

10.026***
30 77 3.49 b

50 51 3.67 bc

40 52 3.94 cd

60 이상 32 4.06 d

조명 밝기의 성

20 93 3.78 a

2.443*
50 51 3.80 a

30 77 3.88 ab

60 이상 32 4.06 ab

40 52 4.10 b

온도(더 , 추 조 , 냉

난방시스템)의 성

20 93 3.53 a

3.236
*

30 76 3.66 ab

50 51 3.78 abc

60 이상 32 3.91 bc

40 52 4.02 c

*
p<.05

**
p<.01

***
p<.001

a 던컨의 다원범 분석 결과임. 동일한 문자로 표시된 문항 간 차이 없음.

<표 6> 환자 연령별 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 평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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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소득수 에 따라 진료과 내 기공간 련 14

개 항목 의자와 가구의 색과 재료, 디자인 반의 2

개 항목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표 7> 의자와 가

구의 색과 재료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환자가

200만원 미만인 환자보다 하다고 하 으며 디자인

반에 한 평가는 400만원 미만인 환자가 400만원 이

상인 환자보다 낮았다.

실내공간 특성 소득 N M Duncan’sa F값

의자와 가구의

색과 재료

400만원 이상 64 3.66 a

4.088*200-400만원 77 3.94 b

200만원 미만 64 3.97 b

디자인 반

400만원 이상 64 3.52 a

5.923
**

200-400만원 77 3.68 a

200만원 미만 64 3.91 b

* p<.05 ** p<.01

a 던컨의 다원범 분석 결과임. 동일한 문자로 표시된 문항 간 차이 없음.

<표 7> 환자의 소득별 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 평가비교

3.5. 진료부 내 진료실 공간특성에 한 환자평가

조사 상 외래 진료부 내 진료실의 실내공간 디자인

반에 한 환자평가는 3.61 이었으며 공간구성, 가구,

색과 마감재 련 7개 항목에 한 환자 평가는 3.35

에서 3.78 으로 모두 정 이었으나 그 정도는 기공

간에 한 평가(3.75 -4.0 )보다 반 으로 낮았다.

<표 8>

구분 실내공간 특성 M s.d.

공간구성

공간크기의 진료받기에의 성 3.69 .748

진료받는 모습이 밖에서 보여 신경쓰임* 2.65 .983

가구

테이블, 의자, 진료 등 진료받기 편리하게 배치 3.68 .685

의자와 진료 의 높이, 크기, 형태의 진료받기 성 3.78 .633

테이블과 의자, 진료 등 가구의 색과 재료의 성 3.69 .668

색마감재 편안하고 친근한 인테리어 3.61 .738

디자인 진료실 디자인 반 3.61 .738

* 평가내용이 부정 이므로 해석을 역으로 함(=3.35)

<표 8> 진료실의 실내공간특성에 한 환자 평가 (N=210)

환자들은 진료실의 의자와 진료 의 크기에 해서는

3.78 으로 가장 높은 수를 주어 진료받기 하다고

하 으며 공간 크기도 3.69 으로 진료받기 하다고

평가하 다. 그러나 진료받는 모습이 밖에서 보여 신경

쓰인다는 항목에 해서는 2.65 을 주어 정 정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환자들이 진료받을 때 시각

라이버시가 확보되지 않아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료실 출입문의 개폐방향과 진료실 내

가구배치 등을 정할 때 이에 한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진료실의 출입문과 침 치 :

밖에서 바로 보이는 치

진료실 침 치와 커튼 : 공간

안쪽에 치하여 밖에서의 시선 차단

<그림 2> 진료실에서의 시각 라이버시

이러한 진료실의 실내공간 특성에 한 환자평가는 환

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1개 항목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 연령과 학력, 소득수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료실의 공간에

한 평가는 환자의 특성에 상 없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진료실의 실내공간 특성 7개 항목 시각 라이버

시 항목에 한 환자 평가는 남녀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여 남자 환자가 여자 환자보다 더 신경쓰인다고 하

다.<표 9> 진료실에서 시각 라이버시의 필요성이

남자가 여자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남자환

자의 시각 라이버시 확보에 한 배려가 되어야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내공간 특성 성별 N M t값

진료받는 모습이 밖에서 보여 신경쓰임
남 69 3.09

4.271
***

여 237 2.54

*** p<.001

<표 9> 환자의 성별에 따른 진료실의 실내공간특성 평가비교

3.6. 진료부 내 처치실 공간특성에 한 환자평가

종합병원 외래 진료부 내 처치실의 실내공간 디자인

반에 한 환자평가는 3.56 이었으며 실내공간특성

13개 항목에 한 평가는 3.36 에서 3.90 으로 정

이었다.<표 10> 이는 진료실에 한 평가결과와 유사한

수 이다. 검사처치용 기구나 설비만 다를 뿐 기본 인

실내공간 특성은 진료실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다. 온도에 한 평가는 3.90 , 밝기와 실내분 기에

한 평가는 3.89 으로 아주 높았으며 탈의실의 화장용

가구와 선반에 한 평가는 3.36 으로 가장 낮았다. 조

명과 온도 등 쾌 성은 아주 좋으나 탈의공간 련 항목

에 한 평가는 비교 낮았다. 탈의실을 이용하는 환자

의 행태에 기반한 보다 세 한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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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 M s.d.

공간구성

가구, 설비, 검사기기 등 공간배치의 성 3.69 .688

환자의 심리 안정, 라이버시 등 환자를 배

려한 공간
3.63 .755

쾌 성

소음(불필요한 소리 들리지 않아 조용한 편) 3.85 .653

공기(환기, 통풍, 배기)가 좋은 편 3.78 .714

조명 밝기의 성 3.89 .668

온도(더 , 추 조 , 냉난방시스템)의 성 3.90 .719

색과 마감재

실내분 기 편안 3.89 .658

바닥, 벽, 천정 등의 색채구성 성 3.82 .700

바닥, 벽, 천정 등의 마감재료 성 3.82 .675

탈의공간

탈의공간의 사용편리성 3.59 .810

옷과 개인용품 보 용 개인옷장 3.52 .887

화장용 거울과 선반 3.36 .920

디자인 처치실 디자인 반 3.56 .640

<표 10>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에 한 환자 평가 (N=210)

이러한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에 한 환자평가가 환

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알아보았다.<표 11> 환자의 성별

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들이 많

았지만 학력과 소득수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특성이 거의 없었다.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 13개 항목 3개를 제외한 10

개 항목에 한 환자 평가는 성별에 따라 유의 인 차이

를 보여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정 으로 평가하 다. 이

는 남자가 여자보다 공간구성, 쾌 성, 색과 마감재, 탈

의실 구성의 실내공간 특성에 한 평가기 이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내공간특성 성별 N M t값

가구, 설비, 검사기기 등 공간배치의 성
남 69 3.72

2.165
*

여 233 3.52

소음(불필요한 소리 들리지 않아 조용한 편)
남 69 3.87

3.574
***

여 233 3.51

공기(환기, 통풍, 배기)가 좋은 편
남 69 3.80

3.132
**

여 233 3.47

조명 밝기의 성
남 69 3.91

2.500*
여 231 3.69

온도(더 , 추 조 , 냉난방시스템)의 성
남 69 4.01

4.781***
여 233 3.60

실내분 기 편안
남 69 3.93

2.936**
여 233 3.67

바닥, 벽, 천정 등의 색채구성 성
남 69 3.87

2.349
*

여 233 3.65

탈의공간의 사용편리성
남 69 3.58

2.497
*

여 231 3.28

옷과 개인용품 보 용 개인옷장
남 69 3.67

3.091
**

여 231 3.28

화장용 거울과 선반
남 68 3.50

3.738***
여 231 3.02

*
p<.05

**
p<.01

***
p<.001

<표 11> 환자의 성별에 따른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 평가비교

진료과 내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 13개 항목 9개

항목에 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 모든 항목에 한 평가가 연령이 20 인 환자가 다

른 연령 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20 의

은 환자가 처치실의 실내공간에 한 기 수 이 다른

연령 보다 높음을 보여주었다.<표 12>

실내공간특성 연령 N M Duncan’sa F값

소음(불필요한 소리 들리

지 않아 조용한 편)

20 91 3.27 a

5.192
***

30 75 3.65 b

50 51 3.75 b

40 52 3.79 b

60 이상 32 3.81 b

공기(환기, 통풍, 배기)가

좋은 편

20 91 3.22 a

5.241***
30 75 3.59 b

60 이상 32 3.66 b

50 51 3.75 b

40 52 3.81 b

조명 밝기의 성

20 89 3.54 a

3.461
**

50 51 3.65 ab

30 75 3.88 b

40 52 3.90 b

60 이상 32 3.91 b

온도(더 , 추 조 , 냉

난방시스템)의 성

20 91 3.43 a

3.756
**

50 51 3.76 b

30 75 3.77 b

60 이상 32 3.81 b

40 52 3.92 b

실내분 기 편안

20 91 3.53 a

2.991*
30 75 3.76 ab

40 52 3.79 ab

60 이상 32 3.84 b

50 51 3.92 b

바닥, 벽, 천정 등의 색

채구성 성

20 91 3.49 a

2.711
*

30 75 3.73 ab

50 51 3.80 b

40 52 3.83 b

60 이상 32 3.84 b

탈의공간의 사용편리성

20 91 3.02 a

4.184**
30 73 3.36 ab

40 52 3.50 b

60 이상 32 3.59 b

50 51 3.61 b

화장용 거울과 선반

20 91 2.81 a

4.644
***

30 72 3.08 ab

40 52 3.15 ab

50 51 3.45 bc

60 이상 32 3.59 c

디자인 반

20 91 3.19 a

4.084
**

30 75 3.48 b

40 52 3.48 b

60 이상 32 3.56 b

50 51 3.65 b
*
p<.05

**
p<.01

***
p<.001

a 던컨의 다원범 분석 결과임. 동일한 문자로 표시된 문항 간 차이 없음.

<표 12> 환자 연령별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 평가비교

구체 으로 살펴보면, 디자인 반과 소음, 공기, 온도

의 쾌 성에 한 평가는 20 환자가 30 이상 연령

의 환자보다 낮게 평가하 다. 밝기는 20 연령 의 환

자가 50 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 의 환자보다 낮게 평

가하 다. 색채구성과 탈의공간에 한 평가는 20 연령

의 환자가 40 이상 연령 의 환자보다 낮게 평가하

다. 실내분 기와 탈의실 화장선반에 한 평가는 20

가 5, 60 연령 의 환자보다 낮게 평가하 다. 즉 연령

에 따라 처치실 공간에 한 평가는 달랐으며 특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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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연령 의 환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하여 처치실

의 실내공간 디자인에 한 요구가 높음을 보여 다.

진료과 내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 13개 항목 처치

실의 디자인 반에 한 평가 1개만이 환자의 소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표 13> 월평균 소득

이 400만원 이상인 환자가 200만원 미만인 환자보다 처

치실의 디자인 반에 하여 낮게 평가하 다. 이는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환자의 디자인 반에 한

요구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내공간특성 소득수 N M Duncan’sa F값

디자인 반

400만원 이상 64 3.41 a

3.880
*

200-400만원 77 3.56 ab

200만원 미만 64 3.72 b

*
p<.05

a 던컨의 다원범 분석 결과임. 동일한 문자로 표시된 문항 간 차이 없음.

<표 13> 환자의 소득수 별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 평가비교

환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에 따라 진료과 내

기공간, 진료실, 처치실의 실내공간 특성에 한 환자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분석하여 알아본 결과 성별

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들이 많

았으나 학력과 소득수 에 따라서는 거의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정 으로 평가

하며 연령이 많을수록 더 정 으로 평가하는 성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은 사람이 진료과의 실

내공간 특성에 한 기 수 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우선시하여 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3.7. 병원공간 디자인시 고려사항

조사 상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병원공간을 디자인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요하

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하여 19개 항목을

제시해 주고 3순 까지를 선택하게 하 다.<표 14>

1순 로는 공간의 치와 배치(23.0%), 환기와 통풍

(19.1%), 온도조 (12.9%), 편안한 분 기(12.0%)가 많이

지 되었다.<표 14> 2순 로는 편안한 분 기(13.4%),

환기 통풍(12.4%)가 많이 지 되었으며 3순 로는 주

차장(12.4%), 편안한 분 기(11.5%), 길찾기(11.0%)의 순

으로 많이 지 되었다. 한 조사 상 환자들이 선택한

3개를 모두 합하여 보면 환기 통풍(12.6%), 편안한

분 기(12.3%), 공간의 치와 배치(10.5%), 온도조

(7.3%), 주차장(6.7%)의 순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 심 인 병원공간을 계획하고 디

자인하기 해서는 공간의 치와 배치, 환기와 통풍, 온

도조 방식, 편안한 분 기, 주차장, 길찾기를 우선 으

로 배려하여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사항
1순 2순 3순

체
f % f % f %

공간의 치, 배치 48 23.0 7 3.3 11 5.3 66

공간의 구성 17 8.1 10 4.8 5 2.4
32

가구의 크기 1 .5 6 2.9 1 .5
8

가구 디자인 4 1.9 1 .5 3 1.4
8

온도 조 27 12.9 13 6.2 6 2.9
46

환기 통풍 40 19.1 26 12.4 13 6.2
79

밝기 1 .5 9 4.3 2 1.0
12

소음 5 2.4 15 7.2 5 2.4
25

편안한 분 기 25 12.0 28 13.4 24 11.5
77

마감재료 2 1.0 3 1.4 5 2.4
10

색 구성 6 2.9 4 1.9
10

안내표지 7 3.3 11 5.3 11 5.3
29

내부 휴게공간 7 3.3 15 7.2 14 6.7
36

옥외 정원 1 .5 5 2.4 11 5.3
17

병원출입구 3 1.4 7 3.3 9 4.3
19

주차장 4 1.9 12 5.7 26 12.4
42

라이버시 보호 5 2.4 11 5.3 19 9.1
35

사용자 동선 5 2.4 18 8.6 17 8.1
40

길찾기 7 3.3 6 2.9 23 11.0
36

계 209 100.0 209 100.0 209 100.0
627

<표 14> 병원 디자인 시 고려사항 3순

이러한 조사결과가 6개 진료과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본 것이 <표 15>이다. 요도가 높게 나타난 환기

통풍과 편안한 분 기는 6개 진료과 모두에서 동일하게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의 치와 배치는 비

뇨기과와 성형외과, 신경외과에서 다른 과들에 비하여

요시하 다. 한 두드러진 특성은 정형외과의 경우

사용자 동선과 주차장을 요시하는 환자가 많았으며 성

형외과는 공간구성을 요시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진료과의 성격에 따라 요시하는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과들을 공간배치하고 계획할 때 각 과들의 성격을 악

하고 이를 토 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사항 산부

인과
신경

외과
외과

성형

외과

비뇨

기과

정형

외과
체

공간의 치,배치
9 10 7 13 21 6 66공간의 구성 5 5 0 11 8 3 32

가구의 크기 3 0 0 1 2 2 8

가구 디자인 2 2 1 1 1 1 8

온도 조 7 8 10 9 5 7 46

환기 통풍 19 12 18 9 10 11 79

밝기 1 2 4 2 2 1 12

소음 4 5 2 3 4 6 25

편안한 분 기 15 12 11 13 13 13 77

마감재료 0 1 3 2 1 3 10

색 구성 3 2 2 1 0 2 10

안내표지 3 7 5 4 4 6 29

내부 휴게공간 4 6 7 4 6 6 36

옥외 정원 2 3 5 3 2 2 17

병원출입구 2 9 1 4 1 2 19

주차장 8 4 6 5 9 10 42

라이버시 보호 5 6 7 6 5 7 35

사용자 동선 7 5 5 5 7 11 40

길찾기 5 6 8 6 5 6 36

체 105 105 102 105 105 105 627

<표 15> 진료과별 병원공간 디자인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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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병원 외래부의 진료과별로 구분하여 독립된

역을 확보하는 공간구성에 하여 환자들은 한 곳에서

진료와 필요한 검사, 처치 등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는 정 인 반응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외래

진료부의 공간구성방식인 진료과별로 별도의 독립된

역을 구성하는 방식에 해 환자들도 정 으로 생각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환자들은 외래부 진료과 내 기공간의 실내공

간 특성에 하여 아주 정 인 반응을 보 다. 조사

상 기공간이 쾌 할 뿐 아니라 편안한 안락의자들이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면서 한 치에 배치되어

있기때문인 것으로 본다.

셋째, 환자들은 진료과 내 진료실의 실내공간특성에

하여 정 으로 평가하 지만 그 정도는 높지 않았

다. 특히 진료실에서의 시각 라이버시 확보에 한

요구가 충분하게 충족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

다. 따라서 진료실의 출입문과 가구설비 등의 배치를 할

때 진료받는 환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시각 라이버시를 확보해 주

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환자들의 진료과 내 기공간과 처치실의 실내

공간특성에 한 평가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

여 특히 여자 환자와 은 환자가 실내공간특성에 한

평가기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외래부 진

료과의 공간을 계획할 때 여자 환자와 20 의 은 환자

들에 한 우선 인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진료과 내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에 하여

환자들은 정 으로 평가하 다. 그러나 가구설비 등의

배치와 환자에 한 배려 그리고 탈의공간에 한 배려

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공간

을 계획할 때 환자들의 행동분석을 토 로 환자들의 행

동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환자들은 병원을 디자인할 때 환기와 통풍, 편

안한 분 기, 공간의 치와 배치를 요시해야 한다고

하 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한 개 층에 다양한 공간

들을 배치하다 보면 자연환기와 통풍이 취약해 질 수 있

으므로 인공 환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무엇보다 편안한 분 기에 한 요구도 많았는데 환자들

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이 계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간의

치와 배치는 동선이나 길찾기와 련된 것으로 종합병원

의 경우 공간을 배치할 때 가능한 단순하며 측가능하

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한 곳을 상으로 사례연구를 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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