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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s of healthcare design based on the human rights to manage 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healthy life. The healthcare designs, however, have been criticized not to reflect their primary users, patients’ and

families’ needs, under the management strategy centered by the functional efficiency. The study focused on the

patients’ room design on the users’ perspective. The design criteria for the patients’ room in Japan, Germany,

Australia, U.S. and Korea were examined and compared.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the floor plans of general

hospital recently planned and built in Korea and Japan and the standard floor plan models proposed by prior

studies in Korea and AusHFG in Australia. Result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patients’ room has

developed as a place where the users manage their living during inpatient period and has become a private

room. (2) The guidelines for patients’ room size in Korea and Japan are not enough considering the users’

diverse activities compare to those in U.S. and Australia. (3) The guidelines of Korea should be reconsidered for

the users’ comfortable lives. It must include the specific criteria of the enough space between beds, the storages,

and other assistant tools and facilities. (4) The desirable types of patients’ rooms by the numbers of users in

Korea are proposed as a one-bed room type and a four-bed room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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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병원의 사전적 정의는 “병자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1)이다. 병원의 사용자에

는 환자·보호자·의료진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정의에

서 드러나는 것처럼 기존의 병원은 운영·관리에 중점을

둔 공급자 위주로 계획되고 공급되어 왔다. 병원은 특히

기능 중심적인 건물로서 그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기

능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이 우선시되므로 대개 운영자와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획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으

며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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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병원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커지고 고급화되는 경

향이 있으며 병원 시설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병원

간에도 환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반면

환자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 역시 점차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병원

환경을 계획하면서 병원 시설의 사용자로 의료서비스 공

급자 측면 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게 되

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병원 구성과 기준은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는데, 이는 지리적·문화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공통점 외에도 면적의 협소함으로 인해 평면을 구성할

때 공간을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

문이다.2) 그 결과 우리나라 대다수의 병원은 다인병실을

기준병실로 하고 있으며, 최소기준에 의한 병실 공급은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서울, 1999

2) 박원배 외, 종합병원 환자 프라이버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

복지시설학회지, 9(1), 200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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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면적과 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쳐 사용자의

높아진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독일과 미

국의 경우 각 병실의 수용인원에 제한을 둠으로써 다인

병실을 줄이고 있고, 병원의 전체 병실을 1인병실로 구

성하기도 하는 등 다인병실의 비율을 줄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여전히 다인병실의 비율이 높고, 환자와 환

자의 가족인 보호자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며 간호의

상당부분을 보호자가 담당하는 실정이다. 국가별로 의료

체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의 병실 기준을 일률적으

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효율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을 위

한 선진적인 병실계획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국의 병실계획 기준을 비교 분석

하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모두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우리나라 향후 병실계획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병실계획의 기준은 일반병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병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병원의

전체 규모나 종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연구에

서는 일반병실의 내부 구성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병실

계획 최소기준의 적합성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논의

하고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

로서 사용자 중심의 병실계획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병실계획의 기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유럽), 미국 그리고 호주로 정하였다.

한국, 일본, 독일은 법규로 의료시설의 최소기준을 규정

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시설 최소기준을, 일본은 ‘의

료법 의료시행규칙 제3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원의 구

조설비’, 그리고 독일은 ‘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

정(Verordung über die Einrichtung und den Betrieb

von Krankenhäusern)’3)과 ‘베를린 법률 및 관보(Gesetz-

und Verordnungsblatt fuer Berlin)’4)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통일된 법체계 내에서 의료시설

의 최소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연방 차원에서 일

관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

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료시설 관련 기준으로 시설

가이드라인 연구소(Facility Guidelines Institute, FGI)에

서 연방 시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의료시설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GI에서 편찬한 ‘의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가이

3) 양내원, 독일 병원 건축 법규 소개, 한국병원건축학회지, 2(3), 1996,

pp.101-108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4)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지역거점 공공병원 병동부 건축계획 기준 개

발(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13, pp.12-13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드라인(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ealthcare Facilities)’의 2014년판을 통하여 미국의 최소

기준을 알아보았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호주 의료

기반시설연합(The Australasian Health Infrastructure

Alliance, AHIA)를 구성하고 ‘호주 의료시설 가이드라인

(The Australasian Health Facility Guidelines, AusHFG)’

을 제정하여 의료시설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usHFG의 2010년 판인

complete Version 4를 사용하였으며 일반병실을 중심으

로 하였다.

병실계획 기준과 함께 실제 건립된 모범적 사례의 병

실과 국내의 기존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병실 모델, 그

리고 국외의 기준에 의한 병실 모델을 선정, 분석하였다.

사례 병실은 2000년 이후 신축된 한국과 일본의 대학병

원 일반병실, 병실 모델은 2000년 이후 연구에서 제안한

종합병원 일반병실 중에서 선정하였다. 선정한 평면들은

1인병실 및 2인병실, 그리고 다인병실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사용자 수에 따라 병실면적, 설비 등 계획기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병실의 개념

2.1. 병실의 정의

병원의 역할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나 질병을 치료하

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조화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

전하고 있다.5) 병동은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병

실(다인병실·1인병실)·간호기록실(근무실)·화장실·세면장·

면회실 등으로 구성”6)되며, 병실은 병동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써 입원환자를 위한 공간이다.

병실은 수용되는 환자의 상태, 진료 및 간호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해 일반병실, 집중치료병실, 신생아실, 소아

병실, 노인병실, 정신과병실 등으로 나뉘고, 각 병실은

수용인원에 따라 개인병실과 다인병실로 분류된다.7) 우

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4인실 이상을 다인병

실이라고 한다.

오늘날 병실은 환자와 가족이 삶과 환경을 관리하는

안식처이며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으로 간주된

다.8) 병원 내의 여러 공간 중 특히 병실은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주공간으로

써 사용자인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한 디자인이 필수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5) 이연숙,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출판부, 서울, 1998, p.591

6) 대한간호학회,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서울, 1996

7) 안영배 외, 건축계획론, 기문당, 서울, 1998, pp.520-521, p.546

8) R. Kobus 외, Building type basics for healthcare facilities, 김태

윤·우형주 역, 기문당, 서울, 2014,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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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병실의 발전과정

실질적인 병원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기독교 공인 이

후 교회가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공간으로써 지친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치료비가 없거나 가정여

건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점차 의료기관이 전

문화되면서 기능에 따라 순례자와 여행자를 위한 시설,

노인을 위한 시설, 고아를 위한 시설, 병자를 위한 시설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중세의 병동은 복도와 병실이 구

획되어 있지 않은 큰 홀의 형태로 의료진이 환자를 관찰

하고 접촉하기에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다수의 환자를 개방된 공간에 함께 수용하였으므로 환자

들은 전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병실이 위생적인 환

경을 갖추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지성혜,

2000; 임태섭, 2002)

중세 기독교 사원의 홀에 환자를 수용하기 시작한 이

래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개방형 병동의 형태는 유지되

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간에 대한 의식 변화

가 일어났고, 페스트를 겪은 이후 점차 감염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면서 병원의 공기 오염에 대해 인식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환자 간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함과 동

시에 적절한 환기를 유지하기 위해 병실의 분화가 이루

어졌고, 이에 따라 각 실에 접근하기 위한 복도공간이

생겨났다.(지성혜, 2000; 임태섭, 2002)

19세기 중반, 크림전쟁에서 활동했던 나이팅게일은 현

대적인 병원건축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흔히 ‘나이팅

게일 병동’이라 부르는 이 병동은 소수의 간호 인원이

많은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개방형 병동이

다.<그림 1>9) 나이팅게일 병동은 높은 천장으로 된 하

나의 커다란 실로, 약 30병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외부

창과 수직이 되게 일렬로 병상을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병동은 환자공간과 간호공간이 구획되지 않아 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에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

서 환자 관찰에 중점을 둔 영국에서는 나이팅게일 병동

의 개념을 바탕으로 형태 상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졌고,

중심부에 간호스테이션을 둔 병동 형태로 발전하여 영국

병원건축의 기본을 이루었다. 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미국·일본·우리나라에서는 개인병실 형태의 병원

으로 발전하였다.(남우경, 2002; 임태섭, 2002)

9) 일본건축학회 건축설계자료집성위원회, 건축설계실무 : 병원 및 환

경계획안, 더이투디자인, 고양, 2014, p.160

<그림 1> 성토마스병원(나이팅게일 병동, 1871)

20세기 이후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병원이 효율성과 기

능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병원건축은 대형화·고층화·집적

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보다는 의료진과

운영자를 중심으로 한 병원이 세워지고, 20세기 후반에

는 환자 중심의 병원 건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

히 2000년 무렵 미국의 병원 인테리어 디자인은 호텔 산

업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최근의 미국 병원들은 운영

중인 병상 수를 지속적으로 줄임에 따라 다인병실을 1인

병실로 전환하는 것이 표준이 되었다.10)

2.3. 병실의 종류 및 특성

개인병실 즉 1인병실은 원래 중증 환자, 전염성 환자,

불쾌감을 주는 환자 등 다인병실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환자들은

프라이버시 확보, 소음방지, 보호자 공간 확보 등 환자와

보호자의 쾌적성 측면에서 다인병실보다 유리한 1인병실

또는 2인병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1) 간호의 측면에

서는 1인병실이 많아지면 환자를 관찰하기 어렵고 병실

의 수가 늘어난 만큼 동선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다.12) 또한 1인병실은 다인병실에 비해 병상당 소요면적

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2인병실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병실 유형이

지만,13) 개인병실과 다인병실의 장점 모두를 가지지 못

한 중간 성격을 지닌 병실이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필요 시 1인병실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1인병실에 비해 경제적 부담

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치가 있다.

다인병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커튼이나 이동칸막이를

배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4인병실의 경

우 각 환자가 자기의 코너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각 환자의 만족도

가 비교적 높고, 5인병실 이상의 경우 창측과 복도측 사

10) R. Kobus 외, Building type basics for healthcare facilities, 김태

윤·우형주 역, 기문당, 서울, 2014, pp.226-227, p.250

11) 지성혜, 환자중심적 병원 계획에 관한 연구: 종합병원의 병동부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0, pp.53-57

12) 박창우 외, 종합병원 병동부의 복도공간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지, 3(4), 1997, p.19

13) 실내디자인학회(박길룡 외), 실내 디자인 각론 = Interior design,

기문당, 서울, 2009, p.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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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중간 병상을 사용하는 환자의 만족도가 다른 환자

에 비해 낮다.14) 5인병실은 6인병실과 같은 배치에서 1

병상의 공간을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고, 6인병실은 병상당 바닥면적이 비교적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인병실이 전체 병실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15) 다인병실의 경우, 협소한 병실 면적

에 비해 여러 환자가 한 병실에 입원해 있고 보호자와

방문객까지 왕래하여 다수의 인원이 병실 내에 체류하게

된다. 따라서 매우 혼잡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면

환자들은 대개 다인병실보다 개인병실을 선호한다. 그러

나 간호의 측면에서는 한 공간에 되도록 많은 환자가 있

는 편이 간호와 관찰에 용이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환

자들이 다인병실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16) 하나의

병동은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요구를 잘 절충하여 개인

병실과 다인병실이 적절히 혼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3. 각국의 병실 관련 최소기준

병실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함과 더

불어 환자의 권리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여 치료

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

해왔다.(2.2, 2.3절 참조) 한편 병실 내 환경은 병실 면적

과 수용인원, 병상 배치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수용

인원이 동일한데 병실의 면적이 더 크다는 것은 환자 1

인당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크고 병상 간격이 더 넓

다는 뜻이며, 병실의 면적이 동일한데 수용인원이 더 많

다는 것은 환자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작고

병상 간격이 더 좁다는 뜻이다. 즉, 병실 면적과 수용인

원에 따라 병실의 물리적 환경과 환자가 느끼는 심리적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각국은 의료

시설이 환자 개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쾌적한 환경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법적 최소기

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각국의 최소기준을 비교한 결과는 면적, 수용인원, 기

타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표 1>에 간략히 나

타내었다.

14) 김용우, 국내 종합병원 병동부 다인병실의 치유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계획적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3, p.61

15) 채철균 외, 공공병원 4인병실 유니트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의

료·복지 건축, 19(3), 2013, pp.45-46

16) 이민규, 종합병원 병동부 병실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

사논문, 2003, pp.34-36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호주

1인병실

면적
6.3㎡ 6.3㎡ 10㎡

11.15㎡

(개조 시

9.29㎡)

15㎡

2인 이상

병실면적
4.3㎡/인

4.3㎡/인

(요양병상

6.4㎡/인)

8㎡/인

9.29㎡/인

(개조 시

7.43㎡/인)

25㎡

(4인실 42㎡)

면적산정

기준
중심선 안목치수

안목치수,

부속실 제외

안목치수,

순면적
부속실 제외

최대

수용인원
-

(요양병실

4인)
4인

2인

(개조 시

4인)

-

병상간격및

접근성
- -

3면에서

접근가능,

의료기기

배치가능한

간격 유지

0.91m

(1인병실),

1.22m

(2인병실

이상)

병상

주위에서

치료용이한

간격 유지

<표 1> 각국의 최소기준 비교

3.1. 병실 면적 기준

한국의 의료법에 의하면 입원실의 면적이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

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의 면적은 앞서 제시한 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 이상이어야 한

다. 이때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 벽이

나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본은 한국의 것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지만 중심선이 아닌 안목치수로 면적을 산정한다는 차이

점이 있다. 일본의 의료시설 관련 법규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법규를 제정할 때 일

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요양병상인 경

우 환자 1명에 대하여 6.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독일의 법규에 의하면 1인병실 면적은 10㎡ 이상, 2인

병실 이상은 환자 1인당 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

실과 화장실 등의 부속실을 제외하고 안목치수를 기준으

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인병실은 11.15㎡ 이상(개조 시 9.29㎡), 2

인병실은 환자 1인당 9.29㎡ 이상(개조 시 7.43㎡)을 확

보하여야 하며, 화장실, 서랍장, 라커, 옷장, 알코브, 입구

부 등의 면적을 제외한 순면적을 안목치수 기준으로 산

정한다.

호주의 병실 기준은 일반병실의 경우 1인병실은 15㎡

이상, 2인병실은 25㎡ 이상, 4인병실은 42㎡ 이상으로 하

여야 하며, 역시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면적을 산정하도

록 한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병실 면적 기준이 미국, 독

일, 호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좁게 산정되어 있는 실정이

다. 국내에서 병원의 양적 증가와 치료환경에 대한 인식

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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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병실 최대 수용인원 기준

한국의 법규에서는 1개 병실 내 최대 수용인원수에 대

해 언급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요양병상에 관계되는

병실의 병상수는 4인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독

일에서는 각 병실에 최대 4인까지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

며, 미국은 신축 병원인 경우 2인, 개조인 경우 4인을 각

병실에 수용할 것을 권장한다. 호주는 병실 면적기준에

서 4인실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의 최대 수용

인원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소아청소년정신과의

경우 12인까지 수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3. 병실 관련 기타 기준

한국과 일본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병상 간격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은 한쪽 벽에는 최대 3개의

병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각 병상은 모두 3면(긴 면 2면

과 짧은 면 1면)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병상을 옮기는 경우 다른 병상을 건드리지 않고 이동 가

능해야 하고 필요 시 의료기기를 병상 주변에 배치할 수

있는 간격을 고려하여 병실 크기를 책정하여야 함을 명

시하고 있다. 또한 병실 내 환자 수에 맞는 의자와 탁자

를 구비해야 하고, 환자 귀중품 보관함을 설치해야 한다

는 항목이 있다.

미국은 의료장비 배치와 병상 이동을 위해 1인병실은

벽이나 기타 고정물로부터 0.91m, 다인병실은 1.22m의

간격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 개인의 프라

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호주는 언제든지

병상 옆에서의 치료가 용이하도록 간격을 확보하게 한

다. 각 병실에는 외부 창과 세면대가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4인실 이상인 경우 방문객 등 타인으로부터 프라이

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커튼이 설치되어야 하며, 화장

실 및 욕실 이용 시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표준평면계획

4.1. 1인병실과 2인병실

종합병원의 개인병실은 대개 다인병실 모듈의 중앙을

분할한 형태로 구성한다. 2008년에 신축된 한국의 P대학

병원과 2001년에 신축된 일본의 T대학병원17)의 개인병

실은 다인병실 모듈을 2등분하여 구성하였다. 1인병실의

경우<그림 2, 그림 3> 13.5㎡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호주의 기준을 제외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병상 간격

과 접근성 등의 기준 역시 모두 만족한다. 2인병실은<그

17) 일본건축학회 건축설계자료집성위원회, 건축설계실무 : 병원 및 환

경계획안, 더이투디자인, 고양, 2014, p.161

림 2> 환자 1인당 면적 6.8㎡, 병상 간격18) 1.0m로 다인

병실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반면, 병실이 구획되면서 내

부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병상의 이동이 다인병실에

서보다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 한국 P대학병원 1인병실과

2인병실 평면도

<그림 3> 일본

T대학병원의

1인병실 평면도

호주의 AusHFG에 의해 제안된 1인병실과 2인병실

<그림 4>은 호주 가이드라인의 각 기준 및 제안을 충실

히 반영하고 있다. 1인병실은 15㎡, 2인병실은 환자 1인

당 12.5㎡로 각국의 면적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병상

간격 및 접근성 기준도 모두 충족시킨다.

<그림 4> 호주 AusHFG에 의한 1인병실과 2인병실 평면도

4.2. 다인병실

1990년대 말 이후 지어진 국내 종합병원의 일반병실은

일반적으로 6.0∼6.6m의 모듈이며 병실에 부속된 화장실

이 존재하는 형태인 5인병실 이상 규모로 만들어졌다.(권

오영, 1999; 김용우, 2003; 박범철 외, 2005; 정주현 외,

2006;윤우용 외, 2011; 채철균 외, 2013) 최근 신축된 P대

학병원의 경우 5인 병실의 계획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한국과 일본에는 최대 수용인원에 대한 규정

18) 병상 간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시판되는 병상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환자용 병상은 2100㎜×1000㎜

내외이고 보호자용 보조침상은 1600㎜×600㎜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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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므로 계획이 가능하지만, 독일과 미국은 4인을

최대 수용인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병실이다. 반면 일본에서 최근에 신축된 병원의 경

우 4인병실로 계획된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기존연구에

서도 종합병원 다인병실 개선을 위한 병실계획안으로 4

인병실을 채택하고 있다.<그림 7>19)20) 김용우, 박범철

외, 정주현 외, 채철균 외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병실

을 4인병실로 구성하고 복도측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용우(2003)의 연구에서는

병상 간격을 1.2m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보호자용

보조침상을 각각 창측과 복도측으로 배치하여 환자용 병

상 사이의 간격을 넓게 확보할 수 있게끔 하였다.<그림

7 참조>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다인병실계획사례와 계획안들

은 환자 1인당 3.3×2.1㎡ 또는 3.0×2.3㎡, 즉 6.9㎡으로

최소기준인 1인당 4.3㎡를 충족하지만 독일, 미국, 호주

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기준에

는 부속실이나 시설 및 가구를 제외한 순면적으로 한다

는 규정이 없지만 독일, 미국, 호주와 같이 순면적만을

안목치수로 산정한다면 실제 확보가능한 환자 1인당 면

적은 더욱 줄어든다.

병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이유는 2가지 측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6.0∼6.6m의 모듈 적용

에 따른 구조적 문제, 둘째는 우리나라 특유의 간병 문

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평면에서 2개의 병상이 나

란히 배치된 경우 병상 사이의 간격으로 1.0∼1.15m를

확보할 수 있고, 5인실인 P대학병원의 평면은 3개 병상

들 사이의 간격으로 최대 1.2m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

만 병상간 간격을 최대로 확보할 경우 벽면과 병상 사이

의 간격은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보호자용

보조침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사례가

미국의 간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다인

병실에는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의자와 탁자를 배치하는

경우가 드물어 보호자용 보조침상을 침상의 역할 외에

의자 겸 탁자의 용도로 사용하며 늘 내어놓고 있다. 따

라서 독일 기준의 3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응

급상황 발생 시 병상 옆에서 의료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간격 역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 T대학병원의 병실계획 사례는 화장실 및 욕실이

병실의 안쪽이 위치하여 외기에 면하고 있는 점에서 차

이를 보인다.

19) 김용우, 국내 종합병원 병동부 다인병실의 치유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계획적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3, p.62

20) 박범철 외, 국내 종합병원 다인병실의 프라이버시 개선을 위한 건

축계획적 연구: 다인병실 내 화장실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복지시

설학회지, 11(2), 2005, p.36

<그림 5> 한국 P대학병원

다인병실의 평면도

<그림 6> 일본 T대학병원

다인병실의 평면도

<그림 7> 종합병원 다인병실계획안

호주의 AusHFG에 의해 제안된 4인병실 모델<그림

8>에서는 환자 1인당 10.5㎡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므

로 5개국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다. 병상 간격은 1.4m

까지 확보할 수 있고, 벽면과 병상 사이의 간격 또한

1.2m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호주 AusHFG에 의한

4인병실 평면도

1인병실 Ÿ 면적, 병상 간격, 접근성 기준 모두 만족함

2인병실
Ÿ 면적, 병상 간격, 접근성 수준이 다인병실과 유사함

Ÿ 병상의 이동이 다인병실에서보다 어려움

다인병실

Ÿ 면적, 병상 간격, 접근성 수준이 독일·미국·호주의 기준에 미치

지 못함

Ÿ 6.0∼6.6m 모듈 적용에 따른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 특유의 간

병 문화로 인해 병상 간격 확보가 어려움

<표 2> 우리나라 일반병실의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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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용 외(2011)의 노인병원 다인병실계획안<그림

9>21)은 일본 니시고베의료센터와 같은 형태의 외부 창과

발코니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병실에서는 복도측 병상

을 사용하는 환자도 외부 창을 통한 조망과 채광이 일부

가능하지만, 창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외벽면에서 창까지

의 깊이가 깊어 창측 병상과 복도측 병상에 동일한 조건

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경

우, 복도측 병상에서 외부 창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병실계획은 복도측 병상의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노인병원 다인병실 제안

한국과 일본의 기준에는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제시한 면적의 3분의 2(1인병실 4.2㎡, 2인병실

이상 2.9㎡)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반면 어

린이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 1인당

평균 1.5명의 보호자가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대부분

의 보호자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생활하며, 20% 내외의

어린이환자의 형제자매가 매일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는 소아만을 수용하는 병실로 계획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아만이 될 수 없고, 실제로는 성인

환자의 경우보다 더 많은 인원이 1개 병상에 할당된 공

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과 일본의

소아병실에 대한 규정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병실계획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병실 평면을 통해 각국의 기준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모두 고려한 사용

자 중심의 우리나라 향후 병실계획 방향을 모색한 결과

21) 윤우용 외, 노인보건의료센터의 다인병실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17(3), 2011, p.26

22) 최지은 외, 어린이전문병원 병동부의 사용 및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7(9), 2011, pp.144-145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실은 입원환자들의 거주공간으로써 환자와 보

호자를 배려한 디자인이 필수적인 곳이다. 역사적으로

병실은 환자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물리적·심리적 환경

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 다인병실

의 수용인원을 줄이면서 개인병실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둘째, 사용자에게 쾌적한 병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은 법적 최소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

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기준은 대동소이하였고 독일, 미

국, 호주의 것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면적 기준은 미국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좁게 산

정되어 있었고, 가장 넓은 면적을 제시하는 호주 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는 일반병

실의 수용인원에 대해 규정된 기준이 없고 병상 간격 기

준과 병상 접근성 기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독

일, 미국, 호주의 기준은 환자 1인당 면적과 병상 간격을

넓게 제공하고 병실 내 수용인원을 제한함은 물론 환자

의 편의를 위한 부속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병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위를 고려한 병실

계획 기준을 법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 의

료법은 1960년대 일본의 법제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이후 우리의 현실에 따른 체계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제시된 기준에 따라 병실을 계획한다면

실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의료법에 명시된 것은 병동부에 대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고 단순히 면적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병실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없

는 실정이다. 국내 병원의 양적 증가와 치료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준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개정될 기준에는 병상 간격의 확보, 적

절한 수납공간, 자주 사용하는 용구의 보관과 사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

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준면적은 현재보다 넓어

야 한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신속하고 효율

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넷째, 병실은 1인병실과 4인병실 위주로 구성하고 5인

이상의 다인병실 구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최

소기준을 통해 분석한 결과, 1인병실이 사용자에게 모든

면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병실은 다인병실과 비교하였을 때 재실자 수가 적다는

것 외에 다른 장점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환자의 경제

적 부담은 다인병실에 비해 커지므로 권장할 수 없다.

다인병실은 1인병실에 비해 환경 여건이 좋지 않지만 환

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고 간호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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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반면 하나의 병실에 너무 많은 사용자가 밀

집되는 것은 병실의 위생·물리적·심리적 환경에 악영향

을 끼쳐 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된다. 4인병실은 환자들

에게 동등한 환경 여건을 제공하고, 병실 내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부속물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다인병실의 표준모델로 4인병실을 제안한다. 단 현재의

6.0∼6.6m 모듈에서는 병상 간격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병실 모듈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적 기준

Ÿ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은 독일·미국·호주에 비해 매우 열악함

Ÿ 병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위를 고려한 병실계획 기준 필요

Ÿ 보다 넓은 최소면적 기준 설정 필요

건축 계획

Ÿ 1인병실과 4인병실 위주로 구성해야 함

- 1인병실이 사용자에게 모든 면에서 나은 환경 제공 가능

- 다인병실의 표준모델로 4인병실을 제안

Ÿ 현재 6.0∼6.6m 모듈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 우리나라 일반병실계획 기준 제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병실의 최소한의 병실계

획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안된 병실계획기준을 토

대로 질병과 연령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병실계

획기준을 발전시킬 수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의료시설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병실의 물리적 요인과 환자의 심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병실 내부뿐만 아니라

병동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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