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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외래 진료부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간호사 평가*

Nurses’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of Interior Space in Outpatient Department of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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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interior space of outpatient department of general hospital in aspects of

nurses. The subjects are 97 nurses who work in outpatient department of H general hospital, Busan. Evaluating

items are ones related to space layout, furniture, interior climate, color and finishes of outpatient department. Also,

evaluating spaces are waiting area, doctor’s room, treatment room, nurse station, and resting and dressing area

for nurses in outpatient department. The results are ; 1) The space layout type of outpatient area in general

hospital which each department consists of waiting area, doctors offices, treatment room and etc. was evaluated

positively by nurses. 2) The waiting area and doctor’s room was evaluated relatively positive, the treatment room

was more negatively than these two rooms. But nurse related spaces such as nurse station and resting and

dressing room were evaluated relatively negative. 3) In aspects of interior elements, furniture, and color and

finishes were rated to be relatively positive. However, air conditions were rated negatively. 4) The finishes and

dressing area in treatment room were rated relatively low. This would be a basic data for planning the outpatient

area of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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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환경오염과 복잡한

사회구조 등에 의한 물리적, 정신적 이유에서 다양한 종

류의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을 찾는 환자수

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물론 병원공간 디자인이

잘되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병원 공간

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보다 양질의 병

원공간 환경을 조성하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연간 의료(외래) 이용일 수는

13.0일로, 13.2일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OECD국

가의 평균인 6.6일에 비하여 거의 2배가 된다. 미국이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413-G00006)

3.9일, 독일이 8.2일이다.1) 의료의 개념도 급성치료에서

포괄의료의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현재는 예방의학에

기초를 둔 외래중심과 스포츠 의학이 접목된 건강의학

중심, 치유환경을 고려한 인간(환자) 중심의 의료개념으

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2)

병원공간의 디자인은 의사와 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는 편안하고 안정된 분

위기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

다. 특히 진료실의 경우 환자는 잠시 동안 머물다 가는

공간이지만 자신의 질병에 관하여 진료와 진단을 받는

장소로서 긴장이나 두려움에서부터 안심이나 기쁨에 이

르기까지 심리적 상태의 변화스펙트럼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이다. 또한 간호사에게는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장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으로

하는 상대가 환자와 의사이고 의사가 정확한 진료를 하

여 환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에 있으므로

다른 업무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자원 통계핸드북, 2012, p.94

2) 손재원·이특구, 국내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최근 건축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2호, 2006.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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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간 중심, 즉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요구 파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동관찰기법 또는 직접 사용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

다. 그러나 종합병원 외래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

은 주로 공동 대기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실

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공간구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진료공간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 간호사

등의 병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흡하다.

한편 간호사는 환자와 의사를 상대하면서 환자와 의사

의 심리 상태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위치에 있다.

즉 간호사는 의사와 환자의 사이에서 양측 모두의 요구

를 알고 있으며 또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

로 병원 전반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병원3) 외래진료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과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용자를 배려한 종합병원 외래 진료부의 실

내공간을 계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H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에 근

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외

래 진료부의 실내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조사범위는 H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각 진료과를 구

성하고 있는 대기공간과 진료실, 처치실, 간호사실과 간

호사 전용 탈의실 겸 휴게실의 공간크기와 배치, 이들

공간의 공기, 열, 음, 빛 환경으로 본 쾌적성, 가구, 바닥

과 벽 및 천정의 색과 마감재 등의 실내공간 특성에 대

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2. 종합병원 외래진료부 관련 연구동향

종합병원 외래진료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공

간구성을 분석하여 변화양상을 살펴본 연구와 사용자의

의견을 파악하는 연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공간구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1980년대 이후 건립된 서

울·경기지역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31개를 대

상으로 외래진료부의 공간구성 특성을 공간구조, 배치방

식, 평면형태, 복도형태 등에 따라 분석하여 외래진료부

의 유형을 분류한 연구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래진

3) 의료법에 의하면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정

의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312개의 종합병원이 있다.

4) 손재원·이특구, 국내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유형별 특성과 공간구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10호, 2006

료과는 단일 진료과형과 그룹형 진료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진료과 중심의 전문의 진료체계에서 협진을 기반

으로 한 팀단위의 진료체계로 변화하면서 실이나 과단위

로 결합된 그룹형 진료과가 외래 진료과의 보편적인 유

형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요

인으로 의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

서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진료체계와 기능변화에 대응

한 공간의 변화를 연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특성

을 제시한 연구5)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종합병원 4곳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외래진료부의 공

간변화를 개원초기, 현재, 미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 진료과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서 협진체계를 기반으

로 한 전문센터화, 그 다음으로는 협진의 빈도가 높은

진료과와 전문진료센터의 통합화 등의 단계적인 진료체

계와 기능의 변화특성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의료환경

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서울·경

기지역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6곳의

외래진료부의 배치유형과 공간구성 특성을 분석하여 최

근의 건축경향을 제시한 연구6)도 있다. 그 경향을 보면

각 진료과별로 세분화와 전문화되고 있고, 진료과 중심

의 진료체계에서 질병중심의 진료체계로 변화하면서 암

센터나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외래진료 기능과 시설

의 지역적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센터 중심의 외래

개념에 따라 외래 관련 검사 및 치료실들이 전문진료센

터를 포함한 외래 각과 내에 배치되고 있고, 환자대기공

간이 진료과별로 독립 배치되어 동선의 명쾌함과 기능적

인 독립성을 강조한 공간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채광의 유입을 위하여 가능한 한 외부와 접하여 배

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래진료부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파악

하고자 하는 연구로는 종합병원 내과 외래진료부 대기공

간을 대상으로 치유환경요소에 관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

구7)가 있다. 이 연구는 내과 외래진료부 치유환경요소를

인간적, 공간적, 행위적 요소로 구분하여 9개 항목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선호도를 서울소재 500병상 이상의 종

합병원 4곳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간적 요소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

았으며 다음은 공간적 요소와 행위적 요소의 순이었다.

다른 연구8)는 종합병원 초음파검사실의 실내디자인에

5) 손재원·이특구, 국내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공간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3호, 2006

6) 손재원·이특구, op. cit., (12권 2호), 2006

7) 최상헌·박민수, 환자중심적 측면에서 본 국내 종합병원 외래진료부

대기공간의 치유환경요소에 관한 선호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

회논문집 14권 4호, 2005

8) 김수정·최영미·이상호, 종합병원별 초음파검사실의 실내디자인에

대한 이용자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권 6

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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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용자 평가를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 3개소의 수검자와 병원관계자 총 167명을 대상

으로 초음파실의 실내디자인, 실내이미지, 실내색채, 실내

조명, 카운터 디자인 등의 요소와 관련된24개 항목에 대

한 만족도 평가와 초음파검사실이 갖추어야 할 개선우선

순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초음파실 실

내디자인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관점에서 간호사 관련 공간을 포

함한 종합병원 외래진료부 각 공간의 실내공간특성을 평

가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구분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H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에 근

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총 97명이었다.

3.2. 조사내용

본 연구는 2012년 7월 중에 부산광역시의 H 종합병원

을 대상으로 실시한 “헬스케어시설 디자인을 위한 사용

자 의견조사” 자료 중 일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외래진료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래 진료

과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각 진료과 내에 있는 대기공간과 진료실 및 처치

실, 간호사실, 간호사 전용 탈의실 겸 휴게실의 공간구

성, 쾌적성, 가구, 색채와 마감재료 등의 실내공간 특성

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9)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항목들

과 간호사의 특성을 묻는 항목들이다.<표 1>

3.3. 조사방법

본 조사는 조사대상인 H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부에 근

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병원

측에 의뢰하여 외래진료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20부를 배부하여 100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중 9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4. 자료분석

자료는 SPSS Ver.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빈

도와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9)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

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을 주어 3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아질

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점수가 낮아질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구분 구체적인 내용

진료과

공간구성

(2문항)

진료과의 공간구성방식에 대한 의견

대기공간

(15문항)

대기공간 디자인 전반, 공간구성(공간크기, 공간구성), 쾌적성(소

음, 공기, 밝기, 온도), 가구(의자개수, 의자배치, 색과 재료, 디자

인), 색과 마감재(인테리어, 색채구성, 마감재료), 개선요구사항

진료실

(15문항)

진료실 디자인 전반, 공간구성(공간크기, 시각적 프라이버시, 사

용자 배려), 쾌적성(소음, 공기, 밝기, 온도), 가구(가구배치, 가구

크기, 색과 재료), 색과 마감재(인테리어, 색채구성, 마감재료), 개

선요구사항

처치실

(14문항)

처치실 디자인 전반, 공간구성(공간배치, 의료진 배려), 쾌적성

(소음, 공기, 밝기, 온도), 색과 마감재(실내분위기, 색채구성, 마

감재료), 탈의공간(사용편리성, 수납공간, 거울과 선반), 개선요구

사항

간호사실

(17문항)

간호사실 디자인 전반, 공간구성(공간크기, 공간배치 위치), 쾌적

성(소음, 공기, 밝기, 온도), 가구(책상의 배치, 색, 재료, 크기, 의

자의 사용편리성, 수납가구 양의 적절성과 수납편리성), 색과 마

감재(인테리어, 색채구성, 마감재료)

간호사전용

휴게·탈의실

(17문항)

공간구성(위치, 공간크기, 휴식성), 쾌적성(소음, 공기, 밝기, 온

도), 가구(종류, 색, 재료), 색과 마감재(실내분위기, 색채구성, 마

감재료), 탈의공간(사용편리성, 옷장, 거울선반), 개선요구사항

간호사특성

(3문항)
연령, 병원근무경력

<표 1> 조사내용

4. 조사결과

4.1. 조사대상 병원의 개요

조사대상 병원은 <표 2>와 같이 2010년에 개원하여

최근의 병원디자인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

급종합병원10) 이다.

구분 내용

개원일시 2010년 3월

건물층수 지하 4층, 지상 16층

대지면적 28,082m2

연면적 113,809m2

병상수 1,004병상

<표 2> 조사대상 병원의 개요

4.2. 외래진료부의 실내공간 특성

조사대상인 H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과들은 병원건물

의 1층과 2층에 위치하여 있었다.<그림 1> 진료과별로

미닫이형태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간호사실, 대기공

간, 진료실, 간호사용 탈의실 겸 휴게실, 그리고 진료과

에 따라 처치실과 환자용 탈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각 진료과의 내부공간은 공간구성과 배치는 다르지

만 바닥과 벽, 천정 등의 마감과 색채, 가구의 종류와 형

태 및 재료, 조명 등의 실내디자인 특성은 거의 동일하

였다.

10)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

합병원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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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그림 1> H 종합병원 외래부

(1) 공간구성

각 진료과의 공간구성은 복도에서 진료과로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간호사실이 진료과를 찾아오는 환

자나 보호자를 안내하기 위하여 입구 가까이에 위치하면

서도 진료과 안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진료와 치료가 순

조롭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

었다.<그림 2> 또한 각 진료과의 공간형태는 다르지만

중앙에는 대기용 의자들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진료실과

처치실 등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진료과의 위치에 따라

대기공간과 진료실, 처치실 등에 창문이 있기도 하고 없

기도 하였다.<그림 3>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그림 2> 진료과 입구

진료과별 각 공간의 면적은 <표 3>과 같이 진료과 전

체 면적은 신경외과가 637m2로 가장 넓었으며 외과가

461m2, 성형외과가 401m2, 피부과가 388m2의 순이었으며

산부인과가 279m2로 가장 좁았다. 대기공간은 신경외과

가 242m2로 가장 컸고 외과가 196m2, 내과가 166m2의

순이었으며 비뇨기과가 95m2로 가장 작았다. 진료실의

크기는 대부분 11m2이나 12m2였으며 산부인과와 정형외

과는 18m2와 15m2로 약간 컸다. 처치실은 12m2-26m2로

대개의 경우 진료실보다 컸으며 진료과에 따라 크기가

달랐다. 간호실은 5m2-15m2로 배치형태에 따라 크기도

달랐다. 일자형인 신경외과가 5m2로 가장 좁았으며 ㄷ자

형태인 성형외과가 15m2로 가장 넓었다. 간호사 탈의실

겸 휴게실은 5m2-11m2로 전반적으로 좁은 편이었다.

신경외과 내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외과

<그림 3> 진료과별 평면도

(2) 쾌적성

쾌적성은 음, 공기, 빛, 열환경을 중심으로 보았다. 진

료과별로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간

으로부터의 소음은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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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기공간 진료실 처치실
간호스테

이션

탈의실,

휴게실

신경외과
637

(26.8*24.0)

242

(12.0*11.5)

11

(4.2*2.8)

15

(4.05*3.9)

5

(2.5*2.3)

6

(3.6*1.9)

외과
461

(23.4*21.8)

196

(20.7*19.6)

12

(4.1*3.0)

23

(5.9*4.1)

9

(4.6*2.0)

11

(5.9*2.1)

성형외과
401

(25.7*17.8)

120

(26.7*8.1)

11

(4.3*2.8)

23

(5.4*4.6)

15

(5.5*2.9)

5

(2.7*2.1)

피부과
388

(25.3*16.7)

103

(24.6*8.0)

11

(3.8*3.0)

12

(4.4*2.9)

13

(5.4*2.8)

9

(4.5*2.2)

내과
347

(24.7*17.9)

166

(19.5*17.8)

13

(4.4*3.0)

19

(6.2*3.1)

11

(4.7*2.6)

8

(3.4*2.45)

안과
347

(24.1*15.3)

133

(24.0*4.0)

12

(4.6*2.9)

19

(5.7*3.5)

11

(4.1*2.8)
9 (3.5*2.75)

비뇨기과
342

(27.0*16.0)

95

(23.1*6.8)

12

(4.2*3.0)

26

(6.3*4.3)

11

(3.4*3.3)

6

(3.3*2.1)

이비인후과
319

(23.0*14.0)

110

(23.0*4.6)

12

(4.3*3.0)

12

(4.3*3.1)

11

(4.8*2.5)

8

(5.0*158)

정형외과
296

(19.3*15.4)

101

(19.4*10.5)

15

(4.8*3.2)

23

(7.0*3.6)

10

(3.4*3.1)

7

(3.3*2.4)

소아

청소년과

287

(25.2*11.4)

133

(14.1*11.4)

11

(4.3*2.7)

24

(5.9*4.3)

9

(4.4*2.2)

6

(2.9*2.2)

산부인과
279

(25.5*11.2)

102

(21.8*8.0)

18

(5.9*3.2)

17

(5.5*3.2)

9

(3.4*2.9)

5

(2.8*2.1)

정형외과
296

(19.3*15.4)

101

(19.4*10.5)

15

(4.8*3.2)

23

(7.0*3.6)

10

(3.4*3.1)

7

(3.3*2.4)

( ) : 공간의 가로*세로. 사각형이 아닌 경우 긴 면을 기준으로 한 치수임.

<표 3> 진료과별 각 공간 면적 (단위: m2)

종합병원이므로 진료과 수가 많아 일부 진료과는 외벽과

접하지 않는 내부공간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자연통풍과 자연조명이 불가능한 진료과도 있었다. 이들

진료과는 물론 실내공간 전체에 걸쳐 기계환기와 인공조

명을 사용하여 자연통풍과 환기를 보완하고 있었다. 온

도 즉 냉난방의 경우 구역별로 중앙난방방식11)을 하고

있어 진료과별로 혹은 그 안에 있는 공간별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3) 가구 및 색과 마감재

1) 대기공간

대기공간의 벽 마감은 하단 부분은 비교적 밝은 색의

목재무늬 시트지로 마감하고 상단부분은 흰색이나 엷은

색으로 페인트칠하여 밝고 친근한 분위기를 꾀하였다.

<그림 4> 그러나 상단의 흰 벽면에는 TV 모니터나 각

진료실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전자식 모니터만이 부착

되어 있어 삭막하고 시설적인 느낌이었다. 바닥은 합성

수지 시트지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었다.

각 진료과의 대기공간에는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된 안

락한 의자들이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3개가 한 조가 되어

공간크기에 따라 한 개조에서 여러 개조로 동향으로 배치

되어 있었다. 의자의 색상은 진료과별로 등받이 부분을

회색으로 하거나 그린 색으로 하여 구분하면서 약간의 변

화를 주었다. 또한 대기공간에는 대기하는 동안 보거나

읽을 수 있도록 TV와 작은 책장을 배치하여 놓았다.

11) 이 점은 간호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지적된 것으로 실별로 요구되는

적정온도가 다르므로 실별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

였다.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그림 4> 대기공간

2) 진료실

진료실의 바닥과 벽 및 천정의 마감재와 기본 가구인

의사용 책상과 의자의 형태와 색 등은 진료과에 상관없

이 동일하였다.<그림 5> 진료실 바닥은 합성수지 시트

로 마감되어 있었으며 벽면은 전체에 흰색 페인트칠12)을

하였다. 이 흰색의 벽면은 대부분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

로 있어 삭막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진료실에는 의사용 책상과 의자, 보조의사용 책

상과 의자, 환자용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진료과의

필요에 따라 외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에는 침대나

진료설비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정형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그림 5> 진료실

3) 처치실

처치실은 진료과에 따라 검사나 처치 등을 위한 별도의

처치실이 필요한 경우 즉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다.<그림 6> 처치실

의 바닥과 벽, 천정의 마감은 진료실과 동일하였으며 치

료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등은 진료과별로 다양하였다.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그림 6> 처치실

4) 간호사실

간호사실의 바닥과 벽, 천정마감은 대기공간과 동일하

게 되어 있었다.<그림 7> 가구로는 공간형태에 따라 일

자형이나 ㄱ자형의 카운터와 의자가 있었으며 카운터 아

래 공간은 대부분 컴퓨터 본체의 수납공간13)으로 사용하

12) 간호사와의 면담과정에서 흰색 페인트칠한 진료실 벽면에 주로 의

사들이 사용하는 검정색 의자가 닿게 되면 벽면에 검은 색 자국이

남게 되어 보기 싫게 되는 단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3) 간호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수납물건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등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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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일부 진료과는 준비실이나 간호사 휴게실/탈

의실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두고 사용하고 있기도 하였다.

대기공간과 진료실이

보이는 위치

출입자와 대기자 모두

관찰가능한 위치
내부 수납공간

일자형 카운터 ㄱ자형 카운터 내부 수납공간

<그림 7> 간호사실

5) 간호사 전용 탈의실 겸 휴게실

간호사 전용 탈의실 겸 휴게실은 진료과에 따라 위치와

크기, 가구설비 등이 달랐다. 바닥과 벽 및 천정 마감은

진료실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삭막한 느낌이 있었다.<그

림 8> 간단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할 수 있도록 개

수대와 냉장고 등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긴 옷장은 배치되어 있었으나 화장 등을 위한 거울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간호사의 휴식이나 탈

의, 화장 등을 위한 공간적 배려가 미흡하였다.

비좁은 탈의 및 휴게실 의자 1개뿐인 휴게실 비좁은 탈의 및 휴게실

<그림 8> 간호사 전용 탈의 및 휴게실

4.3. 조사대상 간호사의 특성

조사대상 간호사는 연령이 20대 후반이 44.8%, 20대

초반이 18.8%, 30대 초반이 16.7%의 순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었다.<표 4> 다른 병원을 포함한 병원에서의 근무

기간은 5년 이상되는 경우와 1년-4년 미만인 경우가

42.0%씩으로 동일하였다. 본 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은 2-3

년이 54.8%였으며 1년 미만이 21.5%, 1-2년이 12.9%, 4

년 이상이 11.8%의 순이었다.

공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성 구분 f %

연령

20-24세 18 18.8

25-29세 43 44.8

30-34세 16 16.7

35-39세 13 13.5

40대 이상 6 6.3

합계 96 100.0

평균(S.D.) 29.1세 (5.681)

병원근무경력

1년 미만 7 7.9

1-2년 미만 12 13.6

2-3년 미만 14 15.9

3-4년 미만 11 12.5

4-5년 미만 7 7.9

5년 이상 37 42.0

합계 88 100.0

본

병원근무경력

1년 미만 20 21.5

1-2년 미만 12 12.9

2-3년 미만 51 54.8

3-4년 미만 9 9.7

4년 이상 11 11.8

합계 93 100.0

<표 4> 조사대상 간호사의 특성

4.4. 진료과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간호사 평가

(1) 진료과의 공간구성방식

조사대상 종합병원 외래진료부는 일반 의원과 같은 분

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마다 간호사실,

대기공간, 진료실, 처치실 등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실로

구성하여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진료과별로 독립된 진료공간을 구성하는 공

간구성방식에 대하여 간호사들은 ‘한 곳에서 진료와 필요

한 검사, 처치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한 정도가 3.90

점, ‘환자들 간에 질병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바

람직하다’는 정도가 3.56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5> 이는 동일한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4)

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종합병원에서 각 진료과를 독립

된 공간으로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와 간호

사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공간구성방식은 진료과별로 공간면적에 대한 정확

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각 진료실 당 하루 진료가

능한 환자수를 토대로 필요한 진료실 크기와 수에 대한

파악과 함께 보호자 동반자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과별 필요한 처치실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파악도 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간구성방식은 상황이 바뀌

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평면계획을 할 때 차후에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들은 인접시켜서 배치하는

등 변경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이 필요하다.

14) 환자의 경우 정보공유가 가능하여 바람직하다는 정도는 3.57점, 한

곳에서 진료에서 처치까지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정도는 3.85

점이었다. 오찬옥․김석태, 종합병원 외래 진료부의 실내공간특성

에 대한 사용자 평가,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권 6호, 2013,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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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의 공간구성방식 M S.D. N

환자들간 질병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바람직 3.56 1.103 94

한 곳에서 진료와 필요한 검사, 처치를 받을 수 있어 편리 3.90 .868 94

<표 5> 진료과의 공간구성방식에 대한 의견

(2) 진료과 내 대기공간

대기공간의 디자인 전반에 대한 간호사의 평가는 3.37

점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대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별 평가

는 2.82점-3.63점의 분포를 보여 특성에 따라 부정적이기

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였다.<표 6>

실내공간특성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대

기공간의 공간크기에 대하여 간호사는 3.20점을 주어 비

교적 긍정적이었으나 높지 않게 평가하였으며 공간구성

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3.56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진료과별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진료에서 간단한 처

치까지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공간구성이 동선

단축은 물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어 편

리하기 때문으로 본다.

소음, 공기, 조명, 온도 등 대기공간의 쾌적성에 대해

서는 2.82점-3.52점으로 항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환기나

통풍 같은 공기환경은 2.8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

며 온도도 3.25점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소리나 조명(각

3.52점과 3.50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일부 진료과

의 경우 건물 중앙에 위치하여 자연환기가 안될 뿐아니

라 창이 없어 심리적으로 답답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전염 등을 고

려하여 공기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구의 경우는 3.25점-3.56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없

었으며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을 보였다. 의자의 개

수(3.25점)와 배치의 편리성(3.29점)에 대한 평가가 의자

와 가구의 색과 재료 및 형태(각 3.56점)에 비하여 약간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자체는 양호하지

만 의자의 개수와 일방향의 배치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으로 보는 간호사도 일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일부 진료과의 경우 대기공간의 형태가 정형화되지

못하여 일부 가구를 좁은 통로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기실 공간의 색과 마감재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해

서는 3.50점-3.63점으로 모두 3.5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 진료과 내 대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간호

사 평가를 종합해 보면, 환기와 통풍 같은 공기환경에

대한 보완이 가장 필요하며 대기공간의 크기와, 의자의

개수와 배치, 냉난방시스템 같은 온도환경에 대한 검토

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환기와 통풍 같은 공기환경은

자연통풍 확보는 제한이 있으므로 기계환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수준인 0.5m/s의 기류를 느

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실내공간 특성 M S.D. N

전반 대기공간의 디자인 전반 3.37 .842 94

공간구성
대기공간의 크기 3.20 1.027 95

공간구성의 편리성 3.56 .892 96

쾌적성

소음(불필요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한
편)

3.52 .861 95

공기(환기, 통풍, 배기상태) 2.82 1.046 96

밝기(자연광, 조명 등) 3.50 .808 96

온도(더위ㆍ추위조절, 냉난방시스템) 3.25 .978 95

가구

의자의 개수 3.25 .978 95

의자 배치의 이용편리성 3.29 1.015 96

의자 및 가구의 색과 재료 3.56 .892 96

의자 및 가구의 디자인(형태) 3.56 .892 96

색과

마감재

편안하고 친근한 인테리어 3.50 .808 96

바닥과 벽, 천정 등의 색채구성 3.63 .785 96

바닥과 벽, 천정 등의 마감재료 3.52 .861 95

<표 6> 진료과 내 대기공간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간호사 평가

한편 조사대상 간호사들에게 대기공간에서 개선되었으

면 하는 사항들을 서술하게 한 결과 <표 7>과 같이 37

명이 56건을 지적하였다. 이중에는 공간크기, 가구, 공간.

구분 개선요구사항 빈도

공간

크기

공간 크게(3), 대기실이 좁음(3), 공간 협소(2), 예쁘고 효율성

있게 넓어졌으면 좋겠다, 공간부족, 대기공간 부족, 검사 대기

실 좁음, 보호자 대기실 공간 없음, 휴식공간 부족, 접수창구

공간이 더 필요함, 수유공간과 유아 대기공간 필요

16

가구

의자개수 부족(3), 소지품 보관함 없음(2), 의자 불편, 대기실

의자배치 부적절, 의자가 때가 너무 잘 탄다, 접수대 높이 부

적절, 밝은 색상의 가구, 마감재가 튼튼하지 못함, 데스크 마

감재료 튼튼한 걸로, 위급한 환자를 위한 침대 필요, 수납공간

부족

14

공간

배치

공간배치(2), 배치가 적적치 못함, 검사자 대기공간 및 회복실

위치변경, 진료과의 적정한 배치, 보호자와 환자 분리해서 공

간사용, 내시경실과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검사실과 가까움,

기둥으로 인한 답답함, 기둥이 불편함(의자배치 애매)

10

환기
환기부족(2), 통풍 잘되게, 환기 되는 창문 필요, 배기상태 개

선
5

조명
조명이 더 밝기를 원함, 조명이 어두움, 조명이 차가운 느낌이

들고 어둡다
3

사인 위치표지판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찾기 힘듬, 알림판 확대 2

분위기 깔끔하나 따뜻한 분위기 부족, 대기공간 더 밝기를 원함. 2

기타
바닥 마감재 색이 너무 탁하다, 티비 위치 부적절, 조용한 음

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덥다
4

( ) : 빈도가 2 이상인 경우의 빈도임.

<표 7> 대기공간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N=37)

배치에 관한 사항들이 많았으며 환기와 조명에 관한 지

적도 있었다. 공간크기와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들이 16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이었

고 특정 용도의 공간이 부족하거나 없어 필요하다는 지

적도 있었다. 가구와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도 14건으로

많았다. 의자의 개수 부족이나 불편함 및 마감재료의 견

고성과 관련된 개선요구사항이 많았으며 소지품 보관함

등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공간배치와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도 10건으로 많아 진료과별 진료과정에 있어

서의 행동특성을 배려한 배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3) 진료과 내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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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의 디자인 전반에 대한 간호사 평가는 3.25점으

로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진료실의 공간구성, 쾌적성,

가구, 색과 마감재 등의 실내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는

2.82점-3.66점으로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8>.

공간구성의 경우 특성에 따라 3.22점-3.66점의 분포를

보였다. 시각적 프라이버시, 즉 의료진의 진료모습이 신

경쓰일 정도로 밖에서 보인다는 항목에 대한 평가가

2.34점으로 가장 낮고 공간 크기(3.22점)와 환자와 의료

진에 대한 배려정도(3.24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

었다. 일부 진료실의 경우 진료공간이나 침대 등의 위치

가 문에서 바로 보이게 배치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본

다. 이럴 경우 침대에 커튼을 설치하여 보완하기도 하였

으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며 따라서

각 진료실의 문의 위치와 개폐방향을 정하거나 가구배치

를 할 때 환자의 시각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가 우선

적으로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쾌적성은 대기공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기와 통풍

등 공기환경에 대한 평가가 2.8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

되었으며 온도도 3.05점으로 소리나 밝기(각 3.47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건물 안쪽에 위치하여 창

문이 설치되지 않은 진료실은 책상 위에 놓인 검은 색

모니터와 흰색 페인트로 마감된 네 면의 흰색 벽이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함과 삭막함을 느끼게 해주어 나타난 결

과로 볼 수 있다. 즉 시각적으로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함

으로 인하여 공기의 순환이 없는 정체된 듯한 느낌을 주

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진료실의 공기환

경과 온도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계환기의 사

용과 함께 실내공간의 흰 벽에 스케일에 맞게 창문이나

커튼 모양의 장식을 한다면 이로 인한 심리적 효과도 어

느 정도는 있으리라 본다.

가구에 대해서는 배치(3.51점), 크기와 형태(3.56점), 색

과 재료(3.65점) 모두 3.50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진료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 침대는 적절한 것을

편리하게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색과 마감재의 경우도 실내분위기(3.53점), 색채구성

(3.57점), 마감재료(3.47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 진료실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간호사의 평가결

과를 보면, 진료실의 공기환경과 온도환경, 의료진의 진

료모습이 밖에서 보이는 정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즉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한 진료실의 공기환경을 보완하

기 위하여 개구부로는 출입문만 있는 진료실의 경우 벽

에 자연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걸거나 기계환기방법 등

으로 이를 보완해 주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온도의 경우는 현재 권역별로 중앙냉난방하는 방

식을 진료과의 특성에 맞게 각 실에서 조절가능하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진의 모습이 밖에

서 보이지 않도록 진료실 내 가구나 설비 등을 배치할

때 문의 위치와 개폐방향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실내공간 특성 M S.D. N

전반 진료과의 진료실 디자인 전반 3.25 .757 97

공간
구성

진료하기에 적절한 공간크기 3.22 .920 96

의료진의 진료 모습이 신경 쓰일 정도로 밖에서 보임* 2.34 .982 96

프라이버시 등 환자와 의료진을 배려하여 계획한
공간

3.24 .884 95

쾌적성

소음(불필요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한 편) 3.47 .807 96

공기(환기, 통풍, 배기상태) 2.82 1.086 96

밝기(자연광, 조명 등) 3.47 .807 96

온도(더위 및 추위조절, 냉난방시스템) 3.05 1.089 96

가구

테이블, 의자, 진료대 등은 진료받기 편리하게 배치 3.51 .824 95

의자와 진료대의 높이, 크기, 형태가 진료하기에 적절 3.56 .751 96

테이블과 의자, 진료대 등 가구의 색과 재료 3.65 .696 96

색과
마감재

편안하고 친근한 전반적인 실내분위기 3.53 .767 96

바닥과 벽, 천정 등의 색채구성 3.57 .791 96

바닥과 벽, 천정 등의 마감재료 3.47 .807 96

*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이므로 3.66점을 역으로 계산하여 제시한 것임.

<표 8> 진료실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간호사 평가

이러한 진료실 공간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개방형으로 서술하게 한 결과 <표 9>와 같이 26명의 간

호사가 35건을 서술하였다. 진료실의 경우도 공간이 더

넓었으면 하는 요구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지품 보

관함이 있었으면 하는 요구도 5건이었다. 또한 공간구성

과 환기와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도 각각 4건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료실 공간에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공

간에 대한 배려와 함께 공간크기 및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진료과 내 처치실

진료과 내 처치실의 디자인 전반에 대한 간호사 평가

는 3.12점으로 높지 않았으며 진료과 내 처치실의 공간

구성, 쾌적성, 색과 마감재, 탈의공간 같은 실내공간 특

성에 대한 간호사 평가는 2.60점-3.43점으로 특성에 따라

구분 개선요구사항 빈도

공간크기 공간이 더 넓었으면(4), 공간협소, 진료공간 좁음 6

수납 소지품 보관함 필요(3), 수납장 부족(2) 5

공간구성

공간 배치, 일반 환자와 유모차 및 휠체어 사용자와 분리, 의료

진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 부족, 진료대 환자와 접촉이 용이

하도록 만들어지면 좋겠다.

4

환기
환기(2), 시원하고 통풍이 잘되면 좋겠다, 진료실에 창문이 없어

환기가 안됨
4

마감재
마감재료, 벽면에 오염이 쉽게 된다, 벽에 금이 가서 보기 좋지

않음
3

색채
색채, 벽색이 삭막한 느낌이 듬, 하얀색 벽을 고급스럽고 따뜻

한 분위기로 전환필요
3

분위기 진료실 창문이 없어서 답답함, 감감해서 힘듬, 삭막함 3

탈의공간 탈의공간 부족, 진료실 안 탈의실 설치 2

방음 방음(2) 2

기타
개별 냉난방, 진료실 안 간호사 책상 없어서 불편함, 게시판 설치

부족
3

( ) : 빈도가 2 이상인 경우의 빈도임.

<표 9> 진료실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N=26)

차이를 보였으며 3.0점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가 5개로

다른 공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표 10>

처치실의 가구설비와 검사기기 등의 공간배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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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60점의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의료진에 대한 배

려도 3.22점으로 높지 않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처치실의 가구설비와 기기의 배치가 사용하기 불편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각 처치실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행과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환자와 의

료진 모두를 배려한 가구설비와 기기 등의 배치가 되어

야함을 보여준다.

쾌적성의 경우는 대기공간이나 진료실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공기환경(2.60점)에 대한 평가는 낮았으며 온도

(3.22점)와 소리(3.43점) 및 밝기(3.43점)에 대해서는 비교

적 긍정적이었다.

색과 마감재를 보면 다른 공간과는 달리 마감재료에

대해 2.60점의 낮은 점수를 주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테리어(3.36점)와 색채구성(3.41점)에 대한

평가는 높지는 않지만 긍정적이었다. 현재 처치실의 마

감재료는 진료실과 동일하게 흰색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흰색페인트 마감은 특히 처치실에는 적절하지 않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처치실에서 개선요구사항

으로 지적된 내용 중 ‘흰 벽에 오염이 붙으면 지저분하

다’거나 ‘마감재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보듯이

처치실의 벽 마감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와 색을 사

용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치실 내에 있는 탈의공간에 대한 평가는 화장용 거

울과 선반은 2.60점, 탈의공간은 2.79점, 개인옷장은 3.01

점으로 모두 낮았다. 주요 공간은 아니지만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간인 탈의공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분 실내공간 특성 M S.D. N

전반 근무하는 진료과의 검사, 처치실 디자인 전반 3.12 .862 92

공간
구성

가구, 설비, 검사기기 등의 공간배치 2.60 1.288 90

의료진의 편리한 치료행위에 대한 배려 3.22 .912 92

쾌적성

소음(불필요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한 편) 3.43 .760 92

공기(환기, 통풍, 배기상태) 2.60 1.288 90

밝기(자연광, 조명 등) 3.43 .760 92

온도(더위 및 추위조절, 냉난방시스템) 3.22 .912 92

색과
마감재

편안하고 친근한 인테리어 3.36 .764 92

바닥과 벽, 천정 등의 색채구성 3.41 .787 92

바닥과 벽, 천정 등의 마감재료 2.60 1.288 90

탈의
공간

옷을 입고 벗는 탈의실 공간의 사용편리성 2.79 1.185 90

옷, 개인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전용 옷장 3.01 1.268 90

화장 등을 고칠 수 있는 거울, 선반 등의 설치 2.60 1.288 90

<표 10> 처치실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간호사 평가

처치실 공간에 대한 간호사의 개선요구사항으로는

<표 11>과 같이 23명이 38건을 지적하였다. 공간크기

및 가구와 관련된 개선요구사항이 각각 12건씩으로 가장

많았다. 공간크기와 관련해서는 주로 공간이 좁아 넓혔

으면 하는 내용들이었으며 가구와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는 소지품 보관공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소지품을 어딘가에 두어

야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본다. 또한 공간배치와 관련해서는 7건이

지적되었는데 동선이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결

과는 처치실에서 사용자의 동선을 잘 고려하여 설비나

기기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협소함을 일

부 보완하여야 하며 개인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구가 마련되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분 개선요구사항 빈도

공간크기

공간 넓게(2), 공간 협소(1), 너무 좁음, 환자 탈의실 좁음(2), 처

치실 공간 부족, 탈의실 공간 협소, CT 주사실에 탈의실 부족,

공간 부족, 크기 작음, 회복 공간 없음

12

가구

소지품 보관함, 공간, 물품보관함 필요, 검사실 테이블 위에 소

지품 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공간 필요, 수납공간 필요, 물품

보관함이 있어야함. 물품 보관함이 작다. 탈의실 소지품 보관

함 필요, 탈의실 사물함 필요, 가구 부족, 탈의실에 화장대, 개

인 책상이 좁다

12

공간배치

공간 배치, 동선이 길다. 진료대기실과 거리가 멀다, 환자관리

어려움, 동선 고려, 검사실 환자와 지나가는 일반인 구별이 힘

들다, 오염 세탁물이 분리된 공간 없음

7

마감재 마감재료의 고급화, 마감재가 튼튼하지 못함 2

색채 색채, 흰 벽에 오염물이 묻으면 지저분함 2

조명 자연광 부족, 주사실 처치실 조명 어두움 2

환기 환기부족 1

( ) : 빈도가 2 이상인 경우의 빈도임.

<표 11> 처치실 개선요구사항 (N=23)

(5) 진료과 내 간호사실

각 진료과의 안내 카운터가 위치한 간호사실의 디자인

전반에 대한 간호사 평가는 2.66점으로 부정적이었다. 간

호사실의 공간구성, 쾌적성, 가구, 색과 마감재 같은 실

내공간 특성에 대한 간호사의 평가는 2.71점-3.54점으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3.0점 이하의 부정적인 평

가를 한 항목이 4개로 많은 편이었다<표 12>. 무엇보다

간호사실의 디자인 전반에 대한 평가가 2.66점으로 부정

적이었다는 점은 간호사실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간구성의 경우 공간크기(2.71점)와 공간배치(2.76점)

모두 3.0점 이하로 낮게 평가하여 부정적이었다. 이는 간

호사실은 안내 카운터가 위치한 내부공간에 사무용 의자

만이 있을 뿐 다른 공간적 여유가 없고 시각적으로도 노

출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본다. 병원에서 간호사의 역

할을 볼 때 시각적으로 노출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적절

하지만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쾌적성의 경우는 공기환경이 2.82점, 온도가 3.04점, 소

음과 밝기가 3.41점씩으로 대기공간이나 진료실의 경우

와 유사하였다. 즉 공기환경과 온도에 대하여 낮게 평가

하였다. 이는 환기 부족 등 공기환경과 부적절한 온도로

인하여 평상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기계환

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등의 개

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호사실의 가구와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2.88점-3.47점으로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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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양15)에 대한 평가는 2.88점으로 부정적이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3.25점-3.47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수납공간의 경우 책상위에는 컴퓨

터 모니터가 놓여 있고 책상 아래 공간에는 컴퓨터 본체

가 위치하고 있으며 책상 주변에 별도의 수납공간이 마

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본

다. 현재는 책상 아래 부분에 컴퓨터 본체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본체의 배치를 한 쪽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에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카운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자의

사용편리성도 3.27점의 높지 않은 평가를 하였는데 간호

사의 업무가 대부분 서서 일하고 잠시 의자에 앉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잠시라도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팔

걸이가 달린 의자 같이 좀더 안락한 의자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바닥과 벽, 천정 등의 색채와 마감재료 및 인테리어

분위기에 대한 평가는 3.36점-3.47점으로 비교적 긍정적

이었다. 공간이 협소할 뿐아니라 대기공간 중 일부공간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다르게 마감하기 보다

는 대기공간과 동일하게 마감하여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

인 것으로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사실의 경우 공간크기와

배치, 공기환경, 수납공간의 양에 대한 평가가 3.0점 이

하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선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구분 실내공간 특성 M S.D. N

전반 간호사실의 디자인 전반 2.66 .961 93

공간구성

공간 크기 2.71 1.104 96

공간배치 2.76 1.093 96

위치 3.54 .693 97

쾌적성

소음(불필요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한 편) 3.41 .863 97

공기(환기, 통풍, 배기상태) 2.82 1.041 97

밝기(자연광이나 조명등) 3.41 .863 97

온도(더위, 추위조절, 냉난방시스템) 3.04 1.055 96

가구

책상의 색 3.43 .789 97

책상의 재료 3.45 .804 97

책상의 크기 3.27 .974 97

의자의 사용편리성 3.25 1.000 97

수납가구 양의 적절성 2.88 1.111 97

수납가구의 수납편리성 3.47 .843 97

색과

마감재

편안하고 친근한 인테리어 3.36 .892 97

바닥과 벽, 천정 등의 색채구성 3.47 .843 97

바닥과 벽, 천정 등의 마감재료 3.41 .863 97

<표 12> 간호사실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간호사 평가

(6) 진료과 내 간호사 탈의실 겸 휴게실

간호사전용 탈의실 겸 휴게실의 공간구성, 쾌적성, 가

구, 색과 마감재, 탈의공간 같은 실내공간 특성에 대한

간호사의 평가는 항목에 따라 부정적이기도 하였으며 전

15) 간호사와의 면담과정에서 간호사실의 수납공간을 계획할 때 간호

사와의 면담이나 간호사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하여야함을 지적하였다.

반적으로 높지 않았다<표 13>. 즉 총 16개의 항목 중 9

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3.0점 이하로 부정적으로 평가되

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3.15점-3.39점으로 평가되어 긍정

적이지만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공간구성의 경우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지는 2.15점, 공간의 크기는 2.28점, 위치는 2.67점으로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휴게실 기능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나타난 결과로 본다.

쾌적성의 경우는 소음과 공기환경이 2.77점, 온도는

2.94점, 밝기는 3.28점으로 조명을 제외하고는 낮게 평가

되었다.

가구와 관련해서는 가구의 종류와 재료는 3.35점, 색은

3.39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바닥과 벽, 천정 등의 마감재료는 2.77점, 편안하고 친

근한 인테리어 분위기는 3.15점, 색채구성은 3.32점으로

마감재료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휴게실은 진료부의 다

른 공간과는 다르게 마감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탈의실 기능과 관련하여 탈의공간의 제 기능인 옷을

갈아입기 편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2.54점의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화장을 위한 거울이나 선반 등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2.77점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개인전용 옷장은 3.33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 탈의공간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배

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분 실내공간 특성 M S.D. N

공간구성

간호사 전용 휴게공간의 위치 2.67 1.149 96

간호사 전용 휴게공간의 크기 2.28 1.030 94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게 되어 있음 2.15 .962 96

쾌적성

소음(불필요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한 편) 2.77 1.192 96

공기(환기, 통풍, 배기상태) 2.77 1.192 96

밝기(자연광이나 조명등) 3.28 .891 96

온도(더위, 추위조절, 냉난방시스템) 2.94 .938 96

가구

가구의 종류 3.35 .781 96

가구의 색 3.39 .773 96

가구의 재료 3.35 .781 96

색과

마감재

편안하고 친근한 인테리어 3.15 .940 96

바닥과 벽, 천정 등의 색채구성 3.32 .864 96

바닥과 벽, 천정 등의 마감재료 2.77 1.192 96

탈의공간

옷을 갈아입기 편하게 되어 있음 2.54 1.132 96

옷, 개인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전용 옷장 3.33 1.149 96

화장 등을 고칠 수 있도록 거울, 선반 등 2.77 1.192 96

<표 13> 간호사 탈의실/휴게실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간호사 평가

간호사 탈의실 겸 휴게실에 대한 간호사의 개선요구사

항을 조사한 결과, <표 14>와 같이 38명이 총 61건을

지적하였다. 공간크기와 관련된 개선요구사항이 21건으

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와 관련된 사항이 15건, 공간구성

관련 사항이 8건의 순이었다. 공간크기와 관련해서는 모

두 공간이 좁다는 의견이었으며 가구와 관련해서는 개인

용 옷장이 부족하며 테이블과 의자 등 가구가 부족하다

는 의견이었다. 현장관찰조사에서도 탈의실 겸 휴게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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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할 수 있을 정

도로 공간크기가 작고 가구도 미흡하였다. 외래진료과의

중요한 사용자 중의 하나인 간호사에 대한 배려가 더 필

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분 개선요구사항 빈도

공간크기

공간이 좁다(5), 공간협소(3), 공간 크기 작음(3), 공간이 더 넓

었으면(3) 간호사 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2), 탈의 공간 부족

(2), 공간 부족, 외래 간호사 탈의실이 좁다, 앉을 수 있는 공

간 부족

21

가구

탈의장 부족(2), 옷장 부족(2), 개인용 옷장 필요함(2), 인원수

보다 부족한 옷장, 개인사물함 부족, 테이블 의자 필요, 테이

블이 없다, 휴게공간에 테이블 부족, 가구부족, 간호사실 의자

가 불편함, 편안한 의자 배치, 옷장 간격이 더 넓었으면

15

공간구성
공간 배치(2), 간호사 전용 휴게실 필요(4), 내시경실내에 간호

사실 없음, 탈의실 없음, 탈의실과 휴게실 구분이 없다.
8

문
간호사실에 문이 있었으면(3), 문을 열면 탈의실 안이 바로

보임(2)
5

편의시설

편의시설 부족, 선반 필요, 화장, 머리모양 등 자기관리 할 수

있는 곳 마련, 전신거울, 바닥에 신발 벗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 필요

5

설비 배기구멍으로 인한 하수구 냄새, 여름에 덥다 2

조명 휴게실 조명 어두움, 자연광 없음 2

기타 색채, 탈의실 불편함, 2

( ) : 빈도가 2 이상인 경우의 빈도임.

<표 14> 간호사실 개선요구사항 (N=38)

5. 결론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과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별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평

가를 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종합병원 외래 진료과들을 진료과별로 구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하여 배치하는 방식에 대하여 간호

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배치방식이 바

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변화

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처

음 계획단계부터 차후에 진료과들 간의 통합이나 분리가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종합병원 외래 진료과 내에 있는 공간별로 실내

공간 특성들에 대한 간호사의 평가결과, 대기공간과 진료

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처치실은 이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간호사 관련 공간인 간호사실

과 탈의실 겸 휴게실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병원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을 위한

공간적 배려는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외래부

진료과를 계획할 때 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와의 중간에

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효율적이면서도 편

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실과 휴게실 및 탈의실

공간을 계획할 때 보다 사용자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외래부 진료과 내에 있는 모든 공간들에서 가구

및 색과 마감재는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공기환경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평가되

었다. 진료과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일부 질병

은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자연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상 깨끗한 공기상태가 유지될 수 있

도록 기계환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진료과 내의 공간들 중 처치실의 마감재와 탈의

공간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나 처치실의 마감재는 진

료실과는 다르게 유지관리하기가 용이하며 견고한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간의 성격상 탈

의관련 행동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각적 프라이버

시가 보장되는 탈의공간 확보, 옷과 개인 소지품을 안전

하게 보관할 수 있는 옷장, 화장 등을 위한 거울과 가구

등을 배치한 탈의실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과의 실내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물리적인 특성을 중심으

로 하였다. 추후에는 사용자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접근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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