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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fine concepts on Hospital Design Focused on System to respond to the development and

change by comparing general design methods of the General hospital architecture in Korea and analyze elements

suitable to concepts on Hospital Design Focused on System in the General hospital architecture through

examining the transformation of General hospitals in Korea. Essential architectural elements composing the

Hospital Design Focused 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lements which can react to development of hospital architecture are HOSPITAL STREET and

site situation. Secondly, core, equipment shaft, column, MAIN STREET and air handling unit room are elements

of great importance as the location of these elements determines the dimensions and scale of the space which

hospital functions are assigned to. Third, the area in regard to the rate of change is formed by MAIN STREET,

which is the primary element, and envelope. The depth between MAIN STREET and envelope is defined as

space depth. The flexible area is determined depending on this space depth and thus how to set up this flexible

area determines the degree of readiness in responding to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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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병원의 경쟁력은 풍부한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이

에 걸맞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

시각각 변화하는 여러 요소들을 쉽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에 관한 역량이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는

병원 건축이 사회·의료 환경 변화, 의료 요구의 증가, 의

학 및 의료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 수시로 변화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병원을 운영하는 실무자, 병원건

축을 계획하는 건축가 모두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변화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실무자 및 건축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항상 필요하다.

국내 의료 환경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보면 1970년대부

터 1990년대 초반까지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 및 의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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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증가로 인한 의료시설의 양적 증가의 시기를 겪었

고,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환자 중심 병원의 시기, 그

리고 현재는 의료의 질적 개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병원들은 병원의 질적 개

선을 위해 전문 진료 센터의 도입과 병원 실내 환경과

관련한 공조실의 증가, 의료관리와 공급기능 등을 강화

하는 추세이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증가시키고 있다.1) 이렇게 각

병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공간 리모델링,

부분 및 대규모 증축 등을 통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리

모델링의 기법, 공사 방식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변화해가는 의료의 양적 요구

및 질적 요구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적

1) 조준영, 국내 종합병원 면적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 박사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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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병원건축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

정이다.

국내 병원건축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연구 되었던 이론 및 사례를 기초로 하여 1990년대 초반

부터 연구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병원건축 계획 및 설계

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특히 병원은 개원 후의 변화뿐만 아니라 병원건축의

기획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병원건축의 진행

과정은 의료계획(Medical Planning), 건축계획(Architectural

Planning),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등을 운영하는 각

기 다른 분야의 여러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 이 과정 속에서 각 주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의견들을 수용하고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병원의 내·외부

환경 및 의료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병원건

축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체계중심병원건축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병원건축의 성장과 변화의 이

론 및 연구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해외 문헌 및 병원 설

계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국내 병원건축의 주요 설계 방식인 용도중심병

원건축과 체계중심병원건축, 이 두 가지의 개념 및 특징

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체계중심병원건축의 주요

요소들과 이 요소들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가변영역의 핵

심 요소인 공간깊이를 중심으로 사례 병원들의 변화 과

정 및 변화율에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종합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체

계중심 병원건축 설계의 핵심 이론인 기능간의 상호교환

을 위한 가변 영역을 결정짓는 공간 깊이에 대한 기초적

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병원건축의 기존

연구 고찰

국외에서는 20C 중반부터 병원의 대형화, 의료 수요

증가에 의한 병원 내 각 부문의 성장이라는 문제에 직면

하였다. 이에 따라 병원건축의 성장에 관련한 연구를 시

작으로 “질서 정연한 성장과 안정된 변화‘에 대응하는

윅스의 Hospital Street, 자이들러가 설계한 맥매스터 병

원의 무주 공간의 유니버셜 스페이스, 영국의 표준화 시

도였던 뉴클리어스 등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2). 이

러한 융통성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체계 중심 병원건축

의 이론을 확립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선행 연구가 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 융통성에 대한 개념은 모든 중요한 프

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건물의 확

장을 통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수용한다는 것과, 건물이

공간의 전환을 통해 기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이며, 건물이 다기능 공간을 통해 가장 경제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3)

우선 최근 국외에서 융통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

각되기 시작한 배경을 여러 나라들의 문헌을 통해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4)

- 요구 및 기술들의 빠른 변화

- 병원 디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보험의

규제변화

- IT네트워크 발전에 의한 실 기능 변화

- 건축 및 구조 노후화

- 천정 공간의 부족 및 시설물의 업그레이드 불가

- 병동부 환자들의 새로운 기준화(낮병동, 주5일병동 등)

- 예방 의학 및 복합된 질병에 의한 협진

- 환자 및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

- 외래 서비스 및 진료 시스템의 변화

이러한 배경은 크게 사회 환경, 건축 환경(공간, 기

술), 의료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앞서 성

장과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던 국내 배경의 내용과 시기

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은 국외 여러 나라들의 융통성에 관련한 연구

개념도 및 주요 내용, 키워드를 정리한 표이다. 각각의

정리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각 연구마다 특별한 특징

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과거 병원건축 융통성의 대응방안으로

표준 계획 모듈의 활용, 건물의 고정 요소들(계단, E/V,

샤프트, 기계적 요소), 설비시설에의 접근성 고려들을 제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각기에서 계속

발전되었다고 판단된다.5)

2) W. Paul James, William Tatton-Brown, 병원건축-병원건축의 발전

과 계획·설계, 김광문 외 5역, 기문당, 1994, pp.15-17

3) 유영민,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병원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8권 6호, 1992, p.8

4) 융통성에 관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표 1>에 인용되었던 연구 및

문헌들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5) Owen, B.H., The Planning and Design Process, Aspen Systems

Corporation, 1977, pp.2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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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도 주요 내용 키워드

<캐나다 맥 마스터 병원>

내부 공간에 기둥을 제거하고, 설비의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

해 설비층을 설치한 방식으로 병원 내부 계획의 자유스러움과

내부변화의 광범위한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6)

<영국 뉴클리어스 병원>

사회적 환경에 의한 병원건축의 표준화 시스템 시도, 기본

15mX15m의 모듈을 사용하여 부문 및 부서를 연결, 단계적으로

병원을 건설하는 개념으로 성장과 변화에 경제적 해결방법을

제시함

성장과 변화를 대응한

첫 시도

표준화 시스템

융통성(flexibility)

설비층

15mX15m 모듈화

7)

<SWISS CONCEPT>8)

1990년대 후반 개발된 융통성(flexibility)에 대한 개념으로 네 가

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음. 특히 가장 효율적인 병원건축의

그리드를 제안하고 있으며 각 설비의 배치 및 조합에 관련해

설명하고 있음

-미래 외부 증축을 위한 대지 확보의 필요성

-주된 구조: 가장 효율적인 그리드 7.2mX7.2m, 기둥, 벽 등

-이차적 구조: 설비 배관 및 설비 관련 기계, 전기, IT 등

-삼차적 구조: 가구, 장비, 가벽 등

융통성(flexibility)

고정요소: 외벽, 구조

체, 그리드 7.2m X

7.2m, 기계 설비 등

가변요소: 내벽(가벽),

의료 장비<OPEN BUILDING CONCEPT>9)

병원건축의 구조를 기능을 제외한 상태에서 고정요소, 조절 가

능한 요소, 변화할 수 있는 요소로 분류하여 계획한 후 기능을

부여하는 시스템, 위의 개념과 맥락이 같음

-고정요소: 대지, 건물외관, 구조, 기계/전기/설비

-조절 가능한 요소: 내벽, 천장, 기계 장비 배관

-변화 가능한 요소: 가구, 의료 장비 등

<변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10)

병원건축의 성장과 변화를 1)실별 기능 변화, 2)구조체 변화를

동반한 실별 기능 변화, 3)부서 및 부문간의 변화, 4)외부 증축

에 의한 변화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

특히 각 단계별로 대응하기 유리한 병원건축 형태를 분류

-외부 증축 : COMB OR DOUBLE COMB STRUCTURE

-내부변화(부서 및 부문) : LINEAR STRUCTURE

변화의 단계별 분류

병원건축 형태

<네덜란드 병원 사례>11)

의료분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판단

낡은 기존 건물로는 새로운 기능을 담을 수 없음

기본적으로 환자가 가져야 할 욕구를 반영해야 하며

FLEXIBILITY를 고려한 형태가 필요

병동부, 중앙진료부, 외래진료부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여져 있음

INTERLOCKING CHAIN + 16M볼륨의 매스

평면 유형

부문 영역화 탈피

16M볼륨의 매스

<SYSTEM MASTER PLAN>12)

일본에서 소개된 성장과 변화의 개념으로서 시간의 축을 고려

한 구조적인 마스터 플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병원 기능의 전체적인 구조 연결

-설비층(ISS)의 필요성

-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의 가장자리에 복도(코어 및 샤프

트를 포함한) 배치

MASTER PLAN

HOSPITAL STREET

설비층(ISS)

복도

<표 1> 국외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적 요소

6) 유영민,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병원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8권 6호, 1992, p.11

7) 그림의 그리드 시스템은 무리하게 긴 그리드를 사용함으로써 내부

질서가 깨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8) Henning Lensch, How to Increase Flexibility in Hospi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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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정도 평면 및 형태

단순

변화

실 기능 변화

7.2M X 7.2M 그리드 및 다양한 평면 타입
벽체 변화를

동반한 실 기능

변화

복잡

변화

부서 및 부문 간의

변화

LINEAR STRUCTURE

(선형 구조)
16M, 21.3M(7.2M X 3모듈)

외부 증축에 의한

변화
COMB STRUCTURE, WING STRUCTURE (날개형 구조)

Ÿ 단순 변화와 복잡 변화의 평면 및 형태는 서로 맞물려 계획

<표 2> 변화의 정도에 따른 평면 및 형태 요소

최근 연구 사례를 통해 분석한 융통성 이론의 주된 개

념은 고정 요소, 조절 가능한 요소, 변화 가능한 요소로

분류하여 계획하고 있다. 고정 요소는 건물의 수명이 끝

날 때 까지 변하지 않는 요소로 대지, 구조체, 기계 설비

(shaft) 등이 있고, 조절 가능한 요소로는 어떠한 물리적

인 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요소로 해석 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요소는 내벽, 천장, 기계 및 설비 배관, 전

기 배선 등이 있다. 변화 가능한 요소는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요소로 볼 수 있는데 가구 및 의료 장비 등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무주공간의 유니버셜 스페이

스, 한정적인 고정 요소를 탈피해 좀 더 현재의 변화에

구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변화에 대응했던 요소와 달리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병원건축의 형태 및 평면 유형인

데, 병원건축의 각각의 평면 및 형태가 변화의 정도에

따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이러한 개념은 병원의 공

간 깊이와도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변화

의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는 단순한

실의 기능 변화, 둘째는 벽체 변화를 동반한 실 기능의

변화, 셋째는 실 기능 변화를 넘어 부서, 또는 부문간의

변화, 마지막으로 외부 증축에 의한 변화이다. 이 중 첫

째, 둘째는 단순 변화, 셋째와 넷째는 복합 변화라고 표

현 할 수 있는데 단순 변화는 평면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복합 변화는 평면타입을 동반한 형태 유형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 된다. 특히 형태 유형의 볼륨(깊

이)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은 다음의 표와 같다.

Recommensation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The

Architecture of Hospital, 2005

9) Stephen Kendall, Managing Change: the application of Open

Building in the INO Bern Hospital, International Academy for

Design and Health, 2005

10) Debra Levin, General Hospitals planning & design, Design Media

Publishing Limited, 2014, pp.20-22

11) Amold C.M Burger, The New Martini Hospital a Sustainable

Building?, European Congress Healthcare Planning and Design

12) Makoto Nanbuya, The economical, sustainable technique that

utilized an existing building, SYMPOSIUM on HEALTHCARE

ARCHITECTURE in ASIA 2015, p.54

3. 용도 중심과 체계 중심 병원건축 개념

국내 병원 건축을 설계하는 방식은 과거에서부터 많은

발전을 거듭해 현재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병원건축

설계는 건축가들이 정해진 대지와 주어진 스페이스 프로

그램을 토대로 복잡한 기능을 해결하며 설계를 진행하는

데 이렇게 같은 조건 안에서도 설계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설계의 결과물을 창출한다. 병원건축 설계의 본질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에 따라 항상 변해 왔다.

과거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건립된 국내 병

원건축은 대부분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

어졌다. 이 시기에는 의료시설의 양적 성장 시기로서 많

은 병원들이 도심 속에 지어졌고, 이에 따라 건물이 합

리적이고 고층화 되면서 경제성, 효율성이 건축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주로 부서 특성에 맞는 평면 형태와

부서 간의 기능적인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병원설계가

이루어 졌고, 복도는 부서와 부서를 짧게 연결하는 통로

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평면은 가급적 컴팩트하게 설

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각 부서의 용도, 기능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병원을 설계하는 개념을 용(用)도 중

심 병원설계(Hospital Design Focused on Purpose)로 분

류할 수 있다.13) 이러한 용도 중심 병원설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SPITAL STREET, ATRIUM, 중정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병원의 기능 해결뿐만 아니라 치유

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수준 높은 병원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를 가지며 발전 하였다.

하지만 용도 중심 병원설계는 부서나 부문의 특성에

따라 평면 형태가 구성되기 때문에 병원의 기능 변화에

상대적으로 제한을 주는 구조이다. 병원의 각 부문이나

부서들은 그곳에 적합한 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실, 장비,

이용하는 인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적 요

소들이 다르게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중심형 병

원건축은 병원의 큰 특징인 성장과 변화를 극복하기에

많은 제한을 갖고 있다.

<그림 1> 용도 중심 병원설계

13) 양내원 외 3인, Hospital Architecture and Sustainability in Korea,

The Symposium on Healthcare Architecture in Asia 2013,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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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용도중심 병원 건축의 평면 및 단면 개념

반면에 영국에서 제안한 Nucleus 병원과 같이 부서

용도와 관계없이 병원의 전체적인 체계(體系)와 구조

(structure)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설계 개념을 체(體)계

중심 병원설계(Hosiptal Design Focused on System)로

분류한다. 체(體)계 중심 병원설계의 장점은 평면 형태가

특정 기능이나 용도를 전제로 하여 결정되지 않았기 때

문에 부서 간의 상호 교환성이 매우 쉬워진다는데 있

다.14)

<그림 3> 체계 중심 병원설계

<그림 4> 체계 중심 병원 건축의 평면 및 단면 개념

체계 중심 병원건축의 핵심은 <그림 3>과 같이 바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이다. 항상 변화하

는 기능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능에 쉽게 대응할 수 있

는 병원건축의 융통성이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의료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외래진료부와 중앙진

료부의 영역이 융합된 전문 진료 센터의 도입 및 확장,

감염 및 안전관리 등에 의한 시설 증가 등으로 볼 수 있

다. 심지어 앞으로 어느 부서 또는 부문이 결합되어 새

로운 평면 타입 또는 병원 형태가 변화 할 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빈번이 일어나는 국내 병원건축에

14) 양내원 외 3인, Hospital Architecture and Sustainability in Korea,

The Symposium on Healthcare Architecture in Asia 2013,

pp.62-64

서 어느 부서 및 부문의 배치가 가능한 보편적인 형태의

평면은 기능변화의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 <그림 4>의 병원은 국내 종합병원의 체계 중심

병원설계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병원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 병원은 가운데 Main Street를 중심으로 크게 3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개념 단

면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중앙진료부와 외래진료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각 블록 부

분의 형태 및 폭이 두 부문을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층별로 섞일 수 있으며 전문

진료 센터까지 어느 블록에나 배치시킬 수 있다.

4. 체계중심병원건축을 위한 공간깊이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

하는 사회 및 의료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병원건축

에서 성장과 변화라는 특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

으로 병원건축의 증축 주기는 병원 건립 후 8-10년 정도

에서 큰 증축이 일어난다.15) 이러한 큰 증축은 대부분

기존병원의 내부 기능변화를 동반하면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5> 건립 후 15년 된 병원의 기능 변화

<그림 5>는 병원들의 건립 후 15년 후 기능이 변경

된 실들의 현황을 보여준다. 병원 내부의 대부분 실들이

변경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심지어 단순하게 실의 기

능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나 부

문의 기능까지도 전반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병원건축에 적용 시킬 수 있는 체계 중심의

건축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병원들의

개원 후 10년 이상 된 병원인 동시에 큰 증축을 통해

내·외부 변화를 겪은 병원들의 변화 전·후 도면을 이용

하였다. 과거 개원 당시 병원과 현재 병원의 변화 정도

15) 김하진, 양내원, 낙후된 국내 종합병원의 리모델링 전략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8권 3호, 200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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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례 병원의 변화에 관한 종합 분석

를 추적하면 변화한 요소, 변화하지 않는 요소에 따라

체계 중심의 건축적 요소를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 <그림 6>에서 사례병원의 지상 1층에서부터 3층

까지 도면에 색이 입혀진 부분이 증축 및 리모델링이 일

어난 후에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을 건물의 고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체계 중심 관점에

서 볼 때 병원건축 계획 시 고정 요소들의 위치는 병원

기능이 배치 될 공간의 크기 및 규모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요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면 분석을 통해 분석된 고정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 국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조체인 기둥, 코

어 및 설비 SHAFT로 분석되며 이외에 추가 되는 요소

는 MAIN STREET와 공조실이다. 공용복도에 해당되는

MAIN STREET와 코어는 이용자들의 동선 시스템 편의

로 인해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코어가 고정 요소로 작용

하기 때문에 MAIN STREET 역시 쉽게 변화하지 않는

고정요소로 사료된다.

공조실의 경우 최근 병원의 환경, 감염 문제, 건물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공조실의 위치가 분산되어 지상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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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조실을 병원의 성장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부서의 변화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공조실이 병원의 리모델링 및

증축이 일어난 후에도 변하지 않는 부서이므로 병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개념뿐만 아니라 병원건축 고정

요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례병원의 각 층별 변화율의 분석 결과(그림 6의 변

화율), 전체적으로 A병원의 경우 모든 층이 50%이상으

로 가장 높은 변화 비율을 보이는 반면 S병원은 2층을

제외한 1층과 3층이 30% 아래로 제일 낮은 변화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율의 차이는 각 병원들이 가지고 있

는 요소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며 <그림

7>과 함께 뒤에 자세히 분석하였다. 분명한 것은 체계

중심 병원건축에서 고정 요소도 아주 중요하지만 변화율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체계 중심 병원

건축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 방식인데 변화율이

높다는 것은 곧 변화를 잘 수용하고 변화에 대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체계 중심 병원건축에 가깝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변화율과 관련된 부분을 가변 요소라 볼 수 있는데 국

외 문헌 및 연구에 의하면 가변 요소를 내벽, 천정, 의료

장비, 가구 등으로 정의하지만 이러한 가변 요소보다 이

것으로 구성되는 가변 영역의 개념이 국내 체계 중심의

<그림 7> 사례병원의 진입층 공간 깊이와 공간 깊이에 따른 변화율

건축적 요소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가변

요소에 관련한 요소들은 가변 영역에서 다양한 평면

타입으로 구성 할 수 있고 이러한 평면 타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 영역의 크기 및 규모가 더 중요하기 때

문이다.

가변 영역의 크기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공간

깊이다. 공간 깊이는 고정 요소인 MAIN STREET와 외

벽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성격이 다른 부서 및 부문의 요

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깊이를 얼만큼

확보하고 있는지는 그 병원의 경쟁력을 알 수 있는 지표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은 각 사례병원의 진입

층 공간 깊이와 각 공간 깊이에 따른 변화율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A병원의 경우 모든 공간 깊이에서 변화율

100%를 보이고 있고 E병원의 경우 20m, S병원의 경우

22m에서 가장 큰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변화

율을 보이고 있는 공간 깊이는 E병원의 경우 12m, S병

원의 경우 50m로 각각 최소 및 최대 공간 깊이에서 가

장 낮은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체계중심병원

건축을 위한 적정 공간깊이를 수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

지만 공간 깊이를 계획 할 때, 너무 작거나 너무 높을

경우 변화를 수반하기 어렵고 이는 기능을 상호 교환하

기 쉬운 체계중심병원건축에 부합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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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언급하였던 사례병원의 각 층별 변화율의 분석 결

과(그림 6의 변화율), 전체적으로 A병원은 가장 높은 변

화 비율을 보이는 반면 S병원은 2층을 제외한 1층과 3

층이 30% 아래로 제일 낮은 변화 비율을 보이고 있다.

S병원이 가장 낮은 변화율을 보이는 현상은 용도중심병

원건축계획에 의해 건립된 병원으로 각 공간 깊이가 각

부문에 맞게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공

간 깊이의 차이가 커지며 각 공간 깊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서로 상호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율이 가

장 낮은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체계 중심 병원이 가져야 할 최적의 최소, 최대 공간

깊이 또는 공간 깊이의 범위를 확언 할 수는 없지만 공

간 깊이에 따라 변화율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나며 체계

중심병원건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공간깊이에 대한 계

획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변화하는 사회·의료 환경과 의학 기술 등에 의한 공간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부문이나 부서의 용도에 관

계없이 보편적인 형태를 갖는 체계 중심 병원설계는 꼭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건축의 성장과 변화의 이론

및 연구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해외 문헌 및 병원 설계 사

례를 통해 건축적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국내 병원건축의 주요 설계 방식인

용도중심병원건축과 체계중심병원건축, 이 두 가지의 개념

및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체계

중심병원건축의 주요 요소들과 이 요소들의 조합으로 형

성되는 가변영역의 핵심 요소인 공간깊이를 중심으로 사

례 병원들의 변화 과정 및 변화율에 어떻게 작용하고 영

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병원축의 성장에 관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

소로 HOSPITAL STREET와 대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병원 건축의 수명이 끝날 때 까지 변하지 않는 고

정 요소는 코어, 설비 샤프트, 구조체인 기둥, MAIN

STREET, 공조실 등이 있는데 이 요소들의 위치는 병원 기

능이 배치 될 공간의 크기 및 규모를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MAIN STREET 및 공조실은

최근 의료 환경에 따른 새로운 고정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 체계 중심 병원건축은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설계 방식인데 병원건축에서 이런 변화와 관

련된 가변 요소는 내벽, 천정, 의료 장비, 가구 등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변 요소보다 이것으로 구성

되는 가변 영역의 개념이 국내 체계 중심의 건축적 요소

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변화율과 관련된 영역은 고정 요소인 MAIN

STREET와 외벽에 의해서 형성된다. MAIN STREET에

서 외벽까지의 깊이를 공간 깊이라고 정의하는데 공간

깊이에 따라 가변 영역이 결정되며 이러한 가변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결정 되는 것이다.

다섯째, 사례병원의 변화율 및 공간 깊이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공간깊이의 정확한 수치를 일반화하기는 어렵

지만 공간 깊이를 계획 할 때, 병원의 기능, 즉 용도에

따라 계획 할 경우 기능에 따른 공간깊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어 변화를 수반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체계중심병

원건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병원의 각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깊이에 대한 계획이 아주 중요한 요

소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체계 중심 병원 건축 계획의 종합적

건축 요소인 공간 깊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분석, 확인 했으며 앞으로 체계중심 병원건축계획을

위한 최소 및 최대 공간 깊이, 적정 공간 깊이를 찾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가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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