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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2010년에 체 의료서비스

이용자 노인의 의료이용률이 25%를 넘어서게 되었으

며, 노인의 외래수진율이 차지하는 비 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 으로 요양병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시책에 의해 증된 다수의 노인요양병

원들은 최소한의 제도 시설기 과 같은 외형 인 부분

에 치 하여 왔고, 공간의 구성 배치와 같은 내용 인

문제는 상 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온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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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요양병원들의 수요유치 경쟁에 기인한 단기간

의 양 증가는 주로 의료진 리자 심으로 공간이

계획되어 졌으며, 실질 서비스 수요자인 노인의 특성

은 간과된 부분이 많다.

노령화될수록 신체 , 정신 , 인지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간인지가 어려운 불합리한 공간계획은 복잡한

동선을 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이용에 있어서 심리

부담을 크게 가 시킬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병원은 고령층을 문으로 하는 특정한 목

을 갖고 있는 의료시설로서 노인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보다 극 으로 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료부(외래, 앙)는 다양한 진료체계가 복합되

기 때문에 공간구조가 복잡해져 동선의 혼란이 가 되기

쉽고, 최 방문자와 간헐 방문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

에 동선의 효율성 평가에 한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1)

노인요양병원 진료부의 경로인지 효율성 평가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Cognition of the Circulation Efficiency in Geriatric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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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deduce the circulation efficiency and space arrangements of the

outpatient department in geriatric hospitals in terms of spatial structure and to find a methodology that could

promote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and spatial cognition while using the facilities. All space units of the

selected twelve geriatric hospitals were located on the first floor. The study adopted the psychological distance

concept of space syntax to the unitized spaces, and presented a set of indices, such as TD, PN, RF, PNT and

TRF. These indices we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clinical use procedures. The stud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circulation. The analysis of circulation was based on the four major geriatric illnesses that were

selected in this study. The study established the standard clinical use procedure with considera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examinations and space units of outpatient depart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four major geriatric illnesses are examined, and space requirement and standard procedures are

established. Development indicators are applied in order to quantitatively deduce the efficiency of spatial cognition.

2) The percentage of the risk of cognitive decline(TRF) has an inversely proportional correlation to the circulation

efficiency(PNT) at a certain point. TRF is more influenced by the clinical use procedure than the scale. 3) The

arrangement of the waiting space and types of corridor greatly affect the percentage of the risk of cognitive

decline. 4) Vulnerable facilities a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and two alternatives that could

promote the circulation efficiency are presented. The result of the reanalysis showed that cognitive efficiency had

much improved compared to the exist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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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구조 측면에서 노인요양

병원의 공간배치와 경로인지 효율성을 정량 으로 도출

하고자 하 으며, 이를 토 로 노인의 요양병원 외래부

이용과정에서 공간인지 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

론 찾는데 그 목 과 의의가 있다.

1.2. 분석 상병원

의료법에 근거한 노인요양병원(2011년 이 노인 문

병원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0년 이후 개원한 국

내 소재 병원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을 연구 상으로 하 다.

한 외래부 방문목 인 주요 4 노인질환의 진료

치료에 필요한 의료실(소요실)들이 모두 한 층에 배치되

어 있는 병원을 선별하여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

1.3. 연구방법

연구 상 노인요양병원 진로부의 진료동선 인지효율성

평가는 단 화된 의료공간의 배치와 연결체계를 바탕으

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 상의 기 에 부합되는 노인요양병원을

선별하여 도면을 수집한다. 그리고 분석 상 요양병원의

황 이력을 조사하고 진료실의 기능별 분류를 통하

여 기능간 공간구성 연결 계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한다.

두 번째, 통계자료를 토 로 노인 문병원 이용자가

가장 많은 주요 노인성 질환을 선정하고, 외래진료에 수

반되는 진단기 , 선별검사, 치료방법을 참고하여 소요실

을 도출한다. 그리고 외래진료순서를 기반으로 진료

로그램과 소요실간의 이동 차(시 스)를 설정한다.

세 번째, 진료이용 차에 따른 경로인지 효율성 평가

를 하여 기 지표(, , )와, 종합지표( ,

)를 제안(정의)2)하여 분석기 으로 용한다.

네 번째, 진료이용 차에 의해 발생되는 이용자의 단

공간 간 이동경로와 단 공간의 수를 토 로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분석 상 요양병원 진료동

선에 한 경로인지 효율성을 악한다.

다섯 번째, 분석결과를 토 로 공간배치가 가장 불합

리하게 나타난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배치조율과 재설계

1) 본 논문은 배선미의 석사학 논문(진료이용 차에 따른 노인요양

병원의 공간연결체계 동선효율성에 한 연구, 2016)의 일부분

을 정리, 보완하여 제출한 것임.

2) 지표는 J-Graph와 공간구문론의 공간깊이(depth)개념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개발)한 것으로 개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진료이용 차에 따라 경유해야하는 총 단 공간 수

-  : 로그램에 규정된 목 단 공간 수

-  : 목 실 간 인지 하(리스크)빈도

-  : 동선효율성

-  : 인지 하 험률

의 2가지 개선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각 안을 재분석

한 후 변경 과 비교하여 개선된 공간인지 효율의 개선

도를 정량 으로 악한다.

2. 분석연구를 한 사 조사

2.1. 노인요양병원 선정기 개요

“노인요양병원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리하

는 곳으로서, 의학 치료를 제로 노인성 질환 수

행능력이 취약한 노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치료를 제공

하는 의료시설을 칭한다.”3)

노인요양병원은 과거 노인 문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노

인복지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 으

로 분류되어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되었다.(2011.6.7)

과거 노인요양병원과 노인 문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

들이 모호한 이 기 규정을 용받아 혼란을 래하

여 왔으나, 노인요양병원이 의료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요양시설과 병원시설의 경계가 더욱 명확

해졌다. 더욱이 의료법을 용받는 시설로 통합되면서

과거 요양과 보호수 에 머물 던 소극 의료형태의 범

주에서 벗어나 외래진단 검사, 치료를 문 으로 수

행하는 극 의료시설의 형태로 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을 용받았던 2011년 이 노인

문병원과 2011년 이후부터 의료법을 용받는 노인요

양병원을 모두 연구 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2001년 이

후 개원하여 재까지 정상 으로 운 되고 있는 비교

최근의 시설을 조사하 다.

분석 상 병원의 규모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

는 종합병원 규모인 150병상 이상, 1000㎡이상을 충족하

는 노인요양병원이면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4 주요

노인성질환의 표 진료이용 차에서 요구하는 공간구성

요소(소요실)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로 상을

한정하 다. 한 외래진료부와 앙진료부(이하 진료부)

가 한 개의 층에 수평 으로 모두 배치되어 있는 12개

병원을 분석 상으로 최종 설정하 다.<표 1>

이는 본 연구의 토 가 되는 공간구문론의 신뢰성이 아

직까지는 층간(수직) 계에서 모호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보다 검증된 데이터를 얻기 하여 진료이동과정에서

층간(수직)동선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로 한정한 것이다.

분석 상 노인요양병원의 평면도면(표 2)은 장방문

을 통하여 도면을 직 제공(메일 팩스 송 포함)받

거나 노인요양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층별 안내도를 캐

드 도면화하는 방법으로 수집, 정리하 다.

3) 가 著, 의사 간호사를 한 요양병원 진료지침서, 군자출 사,

201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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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재지 개원 연면 규모 병상수 진료과목

A
경기

평택시
2001 7,131㎡

지상1층

지상4층
230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신경과, 재활의

학과, 상의학과, 정형외과, 한방내과

B
구

수성구
2002 6,284㎡

지하1층

지상6층
248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임상병리, 상의학과

C
경북

안동시
2004 7,175㎡

지하1층

지상7층
350

내과, 신경과, 한방과, 가정의학과, 신

경와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D
충남

천안시
2004 6,485㎡

지하1층

지상4층
150 내과, 신경과, 한방과, 재활의학과

E
서울

량구
2006 10,142㎡

지하1층

지상4층
200

내과,신경과,정신 강의학과,재활

의학과, 가정의학, 클리닉

F
서울

분당구
2006 22,813㎡

지하1층

지상6층
400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재활센터

G
경남

통 시
2007 6,747㎡

지하1층

지상4층
280

가정의학과, 신경과, 내과, 외과,

한방의학과

H
남

순천시
2007 7,665㎡

지하1층

지상4층
300

내과, 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산

부인과, 신경과, 한방과

I
경남

창원시
2008 3,045㎡

지상7층

지상11층
193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J
북

남원시
2009 6,084㎡

지하1층

지상3층
196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K
경기

군포시
2012 5,704㎡

지하1층

지상3층
180

내과, 신경과, 한방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L
부산

북구
2013 2,755㎡

지상1층

지상5층
152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피

부과, 신경과, 한방내과, 클리닉센터

<표 1> 분석 상 노인요양병원 개요

A B

C D

E F

G H

I J

K L

<표 2> 분석 상 노인요양병원 평면도

12개소 10개소의 병원은 2011년 이 에 개원한 노

인 문병원이며, 2개소만 2011년 이후 의료법을 용받

는 노인요양병원이다.

건축물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A, B, C, D, E, F, G시

설의 경우 증개축을 시행한 이 없었으며, H, I, J시설

의 경우 증축을 하 으나 병동부의 증축만 이루어졌으므

로 도면을 취득한 날짜 기 의 진료부 평면을 기 으로

하 다. 다만, K시설은 2005년도에 일반 한의원이었던

시설을 2012년도에 노인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2년 6월 기 의 평면을 용하 다.

2.2. 분석 상 진료동선의 설정

분석 상 진료 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

를 토 로 노인의 외래의료 방문 목 인 노인성 질환의

빈도를 기 으로 도출하 다.

표 3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질환의 외래

의료이용유형을 살펴보면 고 압, 당뇨병, 증, 요추·

추간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4가지 질환이

체의 반이상(평균 56%)의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표 질병분류에 따라 순환

사질환계의 고 압, 당뇨병 인 질환의 증

과 요추·추간 장애로 나 어 진단에 따라 수반되는 기

본검사들을 나열하여 진료이용 차 로그램의 기본 틀

을 마련하 다.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결핵 14.7 10.6 12.5 13.4 8.0 -3.9

암 14.2 17.0 18.8 17.6 21.7 4.3

결장, 직장암 10.4 16.1 18.7 22.7 24.3 9.0

간암 4.5 5.2 8.9 8.6 9.3 8.3

기 지 폐암 12.5 12.6 17.3 16.9 19.6 4.7

당뇨병 255.0 302.2 418.3 471.8 468.1 6.3

치매 8.2 14.9 20.8 38.5 66.4 25.4

킨슨병 7.3 11.1 17.5 23.4 27.3 14.6

고 압성 질환 731.4 882.6 1,125.3 1,256.9 1,168.3 4.9

허 성 심장질환 56.3 59.7 79.9 91.7 86.3 4.4

뇌 질환 133.0 139.7 226.8 201.6 193.8 4.8

성 상기도 감염 668.5 649.0 571.0 411.1 496.4 -2.0

기 지염, 만성 폐 질환 195.8 125.7 138.3 124.9 112.2 -4.1

천식 127.5 144.9 138.6 102.6 97.0 -2.0

치아우식증 73.9 64.5 53.9 67.1 61.3 -1.2

, 십이지장 궤양 96.3 84.9 90.3 53.3 72.6 -0.9

만성 간질환 36.9 32.0 28.9 34.0 32.0 -1.0

증 505.4 632.3 828.2 1,003.0 885.4 6.0

요추, 추간 장애 187.7 324.1 301.8 341.1 320.6 6.6

사고, 독 450.1 515.8 557.1 671.1 722.8 4.6

<표 3> 주요 질환별 노인의 1일 의료이용 추이(100,000명당)

2.3. 표 진료이용 차의 설정

“진료공간 내에서 진료 차에 한 공간구성과 진료공간

(외래진료부)에서 검사공간( 앙진료부)으로의 근은 공간

의 계성 역성 한 진로인지에 요한 요소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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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진료이용 차에 의해 형성되는 병원이용자

동선과 외래진료부와 앙진료부의 연결체계 각 소요

실의 배치간의 계는 매우 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시

설마다 진료 차에 다소 차이를 보이므로 동일한 기 에

의한 객 평가를 해서는 표 이용 차의 설정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이용 차를 자체 으로

직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표 이용 차는 각 진료과목에 한 소요실의 종류와

각 소요실간의 이용자 경유 차(이동순서)로 구성된다.

각 질환에 따른 진단, 검사, 치료실 등 경유 소요실은 노

인질환학회의 진료지침서에 따른 진단방법, 기본검사, 치

료방법에 규정된 소요실 항목을 용하 다.

노인요양병원의 진료순서에 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계로 국 요양병원 홈페이지 35개소의 외래진료

차 안내도를 조사하여 평균 외래진료 차를 마련하고,

앞서 악된 질환에 따른 진단, 검사, 치료항목을 종합하

여 표 진료이용 차를 최종 확정하 다.

로그램 용 이용자는 진환자를 기 5)으로 수

데스크에서 수를 하는 행동을 시작으로 질환의 종류에

따른 진단, 검사(방사선, 임상병리 등), 이외 재활치료,

투약처방 등으로 이동하는 순서로 차를 설정하 다.

최종 으로 표 진료이용 차 로그램을 표 4와 같이

확정하 으며, 이를 경로인지 효율성 평가의 표 이동경

로로 활용하 다.

2.4. 분석의 근거와 지표설정

경로이동에 따른 공간배치의 인지효율성을 정량화시키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지표(단 공

간의 수 제외)를 설계하고 평면에 용, 비교 평가하 다.

4) 한기증, 종합병원 외래진료부의 진로인지계획에 한 연구, 서울시

립 박사논문, 2007, p.59

5) 병원을 최 는 간헐 으로 방문하는 진환자가 경로인지에

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1)  : 총 단 공간의 수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문론의 단 공간설정 방법론에

기 하여 분석 상 층 내의 모든 소요실을 볼록공간

(convex map)으로 정의하고, 을 외래진료부 앙진

료부가 치한 층에 있는 모든 단 공간의 수의 합으로

정의하 다. 이는 당해 층의 규모를 면 이 아닌 단 공

간의 수, 즉 심리 거리의 에서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2)  : 진료이용 차에 따라 경유해야하는 총 단 공

간의 수

에서 확립된 진료이용 차6)에 따라 경유하여

야 하는 모든 소요실의 개수7)로서, 소요실은 진단, 검사,

치료, 기, 수납, 복도 등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모든 단

공간이 해당된다.

진단 치료 로그램(진료이용 차)에 따라 그 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지표가 높을수록 동선의

흐름이 간결하지 않고 부차 인 이동이 요구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3)  : 로그램에 규정된 목 단 공간의 수

는 각 진단 치료 로그램 동선에서 경유하

여야 하는 모든 단 공간을 포함하는 지표인 반면에

은 경로상에 진단공간, 검사공간, 치료공간과 같은

특정한 기능을 가진 목 공간만을 산정한 것이다. 따라

서 목 기능실의 단 공간 수만 포함하므로 복도(이동)

기공간은 제외된다.

(4)  : 목 실 간 인지 하(리스크)빈도

방문자가 진료이용 차를 완료하기 해서 진단,

6) 모든 지표에 설정되어 있는 변수 는 분석 상 경로의 종류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각각 순환계 질환 진단, 사계 질환 진

단, 골격계 질환 진단, 골격계 질환 치료을

나타낸다.

7) 단 공간의 수 는 방향 환의 횟수+1이 된다.

진단동선

순환계질환

(고 압)

수실

▶

진료실

▶

수실

▶

심 도실

▶

기실

▶

탈의실

▶

Xray실

▶

기공간

▶

진료실

외래 수
진료의뢰

진료 검사처방
압수치확인

외료진료수납 심 도 검사 검사 기 탈의 촬
진단을 한

기
진단투약
치료처방

진단동선

사질환

(당뇨병)

수실

▶

진료실

▶

수실

▶

임상병리실

▶

기공간

▶

임상병리실

▶

기공간

▶

진료실

외래 수 수증,
진료의료서

진료
검사처방

외래진료
수납

공복 당수치
검사

검사 기
경구당
부하검사

진단을 한
기

진단, 투약
치료처방

근골격계 질환

( 층,

요추장애)

수실

▶

진료실

▶

수실

▶

탈의실

▶

Xray실

▶

기공간

▶

진료실

외래 수 수증,
진료의료서

진료
검사처방

외래진료 수납 탈의, 환복 촬
진단을 한

기
진단, 투약

치료처방

근골격계 질환

( 층,

요추장애)

수실

▶

기공간

▶

물리치료실

수 수납 치료를 한 기 치료

<표 4> 설정, 사용된 표 진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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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치료 등 각 목 공간을 탐색해나가는 과정에

서 방향 환이 과도해지면 다음 목 공간(기능실)으로의

공간인지(길찾기)가 난해해진다. 이러한 인지 하의 장애

요소를 목 공간에서 다음 목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방향 환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하는 빈도

수로 설정하 다.

이는 공간구문론의 지역 지표인 국부통합도(local

integration)의 r=3에 근거한 것으로서8), 진료 차에 따라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3회 이상의 방향 환을 요구

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다음 목 지의 공간인지(길찾기)

에 장애(risk)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 동선효율성(진료이용 차에 따라 경유하는 총

경유단 공간 수에 한 목 단 공간 수의 비)

   

는 분석 상의 시설의 진료이용 차에 따라

경유해야 하는 총 단 공간의 수에 한 목 단 공간

의 비율이다.

체 진료이용 차를 완수하기 하여 경유해야 하는

단 공간 순수 목 공간의 비 ()이 높아진다는

것이므로, 역으로 해석하면 복도와 같은 부차 이동공

간의 비 이 어들기 때문에 목 공간을 찾아나가는 과

정에서 부차 방향 환이 고 경로의 인지가 용이해짐

을 의미한다.

(6) ：인지 하 험률(총 방향 환 횟수에 한 인

지 하빈도의 비)

  

분석 상 시설들은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별로

비교하기 해서 인지 하빈도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로

서, 진료이용 차에 따른 체 경유 단 공간의 인지

하빈도수를 총 경유 단 공간9)의 수로 나 값이다.

이 지표가 낮을수록 인지 하의 험을 갖는 빈도가

어지고, 다음 목 공간으로의 환과정에서 시각 정

보취득과 인지에 용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는 높을수록 는 낮을수록 경로인

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경로인지 효율성 평가

3.1. 체지표 산출

분석 상 12개 노인요양병원의 단 공간의 개수는 최

8) 공간구문론에서는 공간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으로 깊이

3까지를 보행자가 인지하는 공간의 심리 깊이로 간주하고 있다.

9)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규모를 단 공간의

개수로 정의하 다.

소 21개에서 최 131개로 평균 54.83개로 나타났다.

시설별 단 공간의 총수는 최소 26개(K시설)에

서 131개(F시설)로 평균 72.75개, 진료이용 차에 따라

경유해야하는 단 공간의 수은 최소 17개(G시설)에

서 최 38개(E시설)로 평균 22.67개, 목 실 간 인지

하빈도는 최소 2개(J시설)에서 최 19개(L시설)로

평균 10.33개로 악되었다.

시설간 비교를 해 산정된 지표인 (진료이용

차에 따라 경유하는 총 경유단 공간의 수에 한 목

단 공간의 수의 비)는 F시설이 가장 낮은 0.93, J시설이

가장 높은 1.58, (총 방향 환 횟수에 한 인지

하빈도의 비)는 J시설이 0.11로 가장 낮고, L시설이 1.0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출된 시설별 구체 분석지표는 표 5, 6과 같았다.

시설      

A 65 68 25 5 1.38 0.31

B 52 72 23 13 1.24 0.77

C 40 63 21 8 1.31 0.51

D 21 56 19 8 1.36 0.58

E 111 92 38 16 1.55 0.74

F 131 112 27 16 0.93 0.58

G 40 67 17 11 1.00 0.68

H 31 72 19 12 1.07 0.65

I 38 84 22 11 1.00 0.41

J 74 59 23 2 1.58 0.11

K 26 52 19 3 1.48 0.25

L 29 76 19 19 1.01 1.03

 54.83 72.75 22.67 10.33 1.24 0.55

<표 5> 노인요양병원 시설별 지표(각 로그램 합)

분류     

순환계 질환 진단   22.50 7.00 3.50 0.32 0.15

사계 질환 진단   21.83 7.25 2.92 0.34 0.13

골격계 질환 진단   19.83 6.25 2.50 0.33 0.12

골격계 질환 치료   8.58 2.17 1.42 0.26 0.15

<표 6> 진료 로그램별 지표평균(모든 병원)

3.2. 로그램 용에 따른 시설별 평면분석

경로인지 효율성을 평가하기 에 각 시설의 진료부

평면구조를 도식화시켜 진료과정에서 경유해야 하는 진

료실 기능 역간의 연결 계를 악하 다.

J-Graph를 평면에 오버랩시키는 방식으로 도식화하

으며, 각 소요실의 명칭은 표 7과 같은 기호로 표기하 다.

기호 R O Elec Und X-ray Clin Phy P

소요실 수실 진료실 심 도실 탈의실 x-ray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탈의실

<표 7> 다이어그램 실명 표기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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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시설

단 공간의 수 로 미루어 체 으로 규모에

해당되는 병원으로서 진단, 검사공간과 치료공간이 복도

를 심으로 분기된 복도형 평면을 가지고 있다.(표 8)

분석결과 시설 내의 인지 하 험률   

는 0.08로 체 병원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단을 하는 진료 역과 검사 역이 하나의 복도를 심

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방향 환의 수가 게 발생하고

목 공간이 상호간에 긴 하게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기능실간 이동시 부속된 기공간으로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으로 악된다.

다만 근골격계 치료동선()은 상 으로 높은 수

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홀을 심으로 진단공간, 검사공

간과 치료공간이 분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는 0.35으로 평균보다 높아 길찾

기에 용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사질환계통의 당뇨병질환() 진료동선의 경로

인지가 가장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8  7  1  0.39  0.06

 24  10  2  0.42  0.08

 17  6  1  0.35  0.06

 9  2  1  0.22  0.11

 17  6.25  1.25  0.35  0.08

<표 8> 동선효율분석-A시설

(2) B-시설

는 0.31로 평균 인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는 0.19로 높아 빈번한 인지 하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

이다.

이는 진단공간과 검사공간이 서로 그룹( 역)화되어

격리된 공간구조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근골격

계 치료동선()의 동선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방향

환 횟수가 추가되어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검사공간으로의 진입은 동선이 혼잡한 단 공간인 홀

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고, 검사공간의 기공간 부재로

시각 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홀의 기공간을 공유해

하는 것이 인지 하의 이유로 분석되었다.<표 9>

 22  8  3  0.36  0.14

 22  6  5  0.27  0.23

 20  7  3  0.35  0.15

 8  2  2  0.25  0.25

 18  5.75  3.25  0.31  0.19

<표 9> 동선효율분석-B시설

(3) C-시설

  는 0.33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경향

을 띠고 있다. 이는 진단공간, 검사공간, 치료공간이

복도의 선형 복도를 심으로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방향 환이 지만, 검사 역의 방사선부 소요

실인X-ray실과 탈의실의 불합리 분리배치에 의해 효과

가 감소한 것으로 악된다.<표 10>

  은 0.13으로 체평균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선형복도를 심으로 목 공간이 배열되어

있고, 각 목 공간과 부수된 기공간으로의 진입과정에서

방향 환 횟수가 어지는 것 외에는 특이 은 없다.

 21  6  3  0.29  0.14

 18  6  2  0.33  0.11

 17  7  2  0.41  0.12

 7  2  1  0.29  0.14

 15.75  5.75  2  0.33  0.13

<표 10> 동선효율분석-C시설

(4) D-시설

복도를 심으로 진단공간과 치료공간이 배열되어

있으며 검사공간과 진단공간이 복도를 심으로 분리 배

치되어 있다.<표 11>

이 시설은   가 0.34로 다소 높아, 각 목

공간으로의 인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는 0.15로 평균보다 비교 높게 나타나

리스크 발생확률이 높은데 순환, 사질환 진단동선과 근

골격계 치료동선,,가 높은 인지 하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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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18  6  3  0.33  0.17

 18  6  3  0.33  0.17

 14  5  1  0.36  0.07

 6  2  1  0.33  0.17

 14  4.75  2  0.34  0.15

<표 11> 동선효율분석-D시설

복도에 배열된 진단, 검사, 치료공간이 방향 환이

없는 원활한 동선을 형성시킬 수 있지만 인 한 기공

간의 부재로 공간의 깊이가 깊어지는 구조로서 별도의

기공간의 한 배치가 요구된다.

(5) E-시설

순환형 복도구조를 갖는 규모 시설  이지만

  가 0.3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질

환의 진단동선이 인지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임상병리실이 진료공간과 나란히 인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표 12>

 29  10  5  0.34  0.17

 24  16  4  0.67  0.17

 27  10  4  0.37  0.15

 12  2  3  0.17  0.25

 23  9.5  4  0.39  0.19

<표 12> 동선효율분석-E시설

반면에   는 0.19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인지 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순환 사질환 동선

()과 근골격계 질환 치료동선()에서 많은 인

지 하빈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세분화된 치

료공간을 그룹화시켜 분 된 형태로 배치하여 많은 방향

환이 필요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E시설은 선형의 복도를 통해서만 각 기능 역의

근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공간의 부재로 진료이용

차를 수행하기 한 동선이 체 으로 길어지면서 방향

환의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간인지에 부담을 래

할 확률이 높다.

이에 각 기능 역으로의 이동과정에서 부담을 일 수

있는 기공간의 한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F-시설

분석 상 가장 많은 단 공간 을 가진

규모 시설이다.

  는 0.23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규모 시설로서 E시설과 같이 세분화된 검사공간

과 치료공간이 분 되어 배치되는 구조를 띠고 있고, 더

욱이 근골격계 치료동선에서 기능실간 이동에 필

요한 공용공간이 많아져 체 으로 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 0.15로 인지 하의 험이 다소 높

은 것으로 악되고 있다. 이는 순환질환의 진단동선

의 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다양한 검사공간

의 그룹화로 인하여 분기를 한 용복도의 추가로 방

향 환의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평면을 살펴보면 홀을 심으로 진료실들이 방사형으

로 배치되어 있고 진단을 한 검사공간에 별도의 기

공간이 있어 완충역할을 해주고 있다. 한 각 기능별로

군집화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임상병리실의 경우

진료실과 하게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규모에 비하여

가 비교 으로 양호한 것으로 악되었다.<표 13>

 34  8  7  0.24  0.21

 353  10  4  0.29  0.11

 27  6  2  0.22  0.07

 16  3  3  0.19  0.19

 28  6.75  4  0.23  0.15

<표 13> 동선효율분석-F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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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시설

여타시설들의   와 비교하 을 때 0.25

로 규모(단 공간 수)에 비하여 상 으로 낮게 나타났

다. 이는 검사공간( 앙진료부)인 진찰실이 분리 배치되

어 있어서 복도를 자주 경유해야하기 때문이다.<표 14>

한   는 0.17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띠고 있다. 이는 통합된 기공간이 각 진단 역,

검사공간, 치료공간에서 인지가 되지 않는 치에 배치

되어 있어서, 이동과정에서 부차 단 공간(복도)과 방

향 환이 계속 유발되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23  6.  3  0.26  0.13

 15  4  2  0.27  0.13

 20  5  4  0.25  0.20

 9  2  2  0.22  0.22

 16.75  4.25  2.75  0.25  0.17

<표 14> 동선효율분석-G시설

(8) H-시설

  는 평균보다 낮은 0.27로 나타났다.

이는 홀을 심으로 분기된 복도에 진단, 검사, 치료공

간이 배열되어 양측의 기능 간에 연계가 떨어지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22  6  3  0.27  0.14

 23  6  4  0.26  0.17

 20  5  4  0.25  0.20

 7  2  1  0.29  0.14

 18  4.75  3  0.27  0.16

<표 15> 동선효율분석-H시설

  는 0.16으로 비교 높은 인지 하

험을 상할 수 있는데, 각 진료과가 분산되어 있어서

부차 동선이 필요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설은 他분석 상 시설들과 상이한 배치를 보이는 사례10)

로서, 주로 질환이나 진료과목 기 으로 역화되어 있

다.<표 15>

진료이용 차에 따른 진단 역에서 검사, 치료 역으로

환시 별도 기공간의 부재로 홀이 기공간의 역할을

겸해야하기 때문에 방향 환의 횟수가 많아지게 된다.

(9) I-시설

  는 0.25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홀

과 진단 검사공간인 X-ray실, 심 도실, 진입부 단

공간과 진단공간 검사공간의 임상병리실의 배치문제

로 인하여 부차 인 경유 단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차 이동이 많은 반면에   는 0.10로

낮아 인지 하 리스크는 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당시설이 홀형의 소규모 시설로서 목 공간 간

의 이동에서 앙의 개방된 홀이 기공간의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한 기공간을 겸하는 홀에 수공간이 함께 설치되

어 있어서 입부터 수공간까지의 진료이용 차에 따

른 동선의 흐름에 부합하고 근성도 양호해지기 때문에

다른 요양병원들보다 상 으로 인지 하 리스크 발생

이 어든 것으로 단된다.

 29  8  5  0.28  0.17

 27  6  3  0.22  0.11

 23  7  3  0.30  0.13

 5  1  0  0.20  0.00

 21  5.5  2.75  0.25  0.10

<표 16> 동선효율분석-I시설

(10) J-시설

복도형의 시설로서 진단을 한 진료, 검사공간이

복도를 심으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기공간이

한 치에 독립배치되어 있어서 0.03의 낮은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목 공간의 연결에 있어서 기공간이 분기 역

할을 겸함으로서 불필요한 방향 환을 발생시키지 않아

10) 부분의 병원들이 진료실끼리 그룹화 시키고 있지만, 당해 시설은

진료실은 분산하고,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인 시키는 등, 진단과

치료를 직 연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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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하빈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복도를 심으로 진료이용 차에 따라 소요실

들이 순차 으로 배치되어있어 인지에 용이한 구조를 띠

고 있어서 도 0.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검사

역의 방사선부 탈의실이 촬 실을 거쳐 가야하는 부차

인 동선이 유발되는 부분이 있으나 체 으로 진료이

용 차에 따른 흐름에 합하게 배치되어 있다.<표 17>

 21  8  1  0.38  0.05

 14  5  0  0.36  0.00

 17  7  1  0.41  0.06

 7  3  0  0.43  0.00

 14.75  5.75  0.50  0.39  0.03

<표 17> 동선효율분석-J시설

(11) K-시설

홀에 연결되어 있는 복도를 심으로 치료, 검사공

간과 진단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0.37의 높은

를 나타내고 있어 각 목 공간으로의 인지 근

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는 0.06으로 분석 상시설 가장 은

인지 하 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홀이

각 목 공간의 기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상

치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동과정에서 별도의 기공간으로의

부차 인 이동횟수를 여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 L-시설

  는 0.21로 매우 낮아 부차 인 이동이

극심하고, 인지 하빈도도 가장 빈번한 시설로서

  가 0.2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구에

수공간이 아닌 진단공간이 먼 배치되어 진료 차와

불일치가 발생하고 수공간과 진단, 검사, 치료공간간의

불합리한 연결로 인하여, 시설이용에 있어서 가장 필수

인 수동선의 흐름이 길어져 모든 진료동선에 방향

환의 횟수가 증가되기 때문이다.<표 19>

그러므로 수공간을 입구 입이 배치시키고 각 목

공간과의 계를 하게 조정하는 등의 책이 요구되

어진다.

 17  6  7  0.35  0.41

 26  6  5  0.23  0.19

 24  5  5  0.21  0.21

 9  2  2  0.22  0.22

 19  4.75  4.75  0.21  0.21

<표 19> 동선효율분석-L시설

3.3. 분석종합

상 노인요양병원의 분석결과는 J = E > K >

A > D > C > B > H > G > I > F > L 순으로 나타

났다. ( 로그램에 규정된 목 단 공간 수)은 규모

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의

경우 규모에 상 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규모보다는 진료이용 차 로그램의 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로 근골격

계 질환의 치료동선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 한 병원의 입장과 무 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 높을수록 가 낮아지는 상 계

를 나타내고 있었다.11) 이는 가 높을수록 목 공간으

로의 이동에 있어서 인지성능이 높아져 목 지를 쉽게 찾

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역으로 인지 해 험확률

이 낮다는 것은 극심한(3회 이상) 방향 환의 빈도

가 낮아 공용공간에 의존하는 비 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는 L > B = E > G > H > D = F > C > I >

A > K > J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 단 공

11) 와 는 상 계수(correlation) -0.54로 반비례 계이다.

 16  5  1  0.31  0.06

 16  6  1  0.38  0.06

 12  5  0  0.42  0.00

 8  3  1  0.38  0.13

 13  4.75  0.75  0.37  0.06

<표 18> 동선효율분석-K시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6호 통권119호 _ 2016.12          49

간의 수를 기 으로 하는 시설규모에는 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를 들어 가장 낮은 를 보이는 J시설은 단 공

간이 74개로 3번째로 큰 규모 시설이지만 복도형으

로서 복도를 심으로 모든 역의 기능공간들이 각 기

능 역의 환 진료흐름에 따라 방사형으로 긴 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홀과 별도의 기공간이 배치되어 있

기 때문에 부차 인 방향 환을 일으키지 않아 경로인지

가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소규모의 홀형, 복도형 시설들의 

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복도유형이 혼합된 시설들의 는 경우에 따라 상

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홀을 제외한 각 기능

역에 별도의 기공간이 배치되어있을 경우 가 낮

게 나타나는 반면에, 각 기능 역의 기공간이 부재할

경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복도유형과 기공간의 유무

치가 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개선안 제시 재분석

4.1. 경로인지 효율성 취약시설 선정

본장에서는 3장에서 연구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시설을 도출하고 취약시설의 공간연결체계 배치를 개

선한 후 지표를 재산출하여 경로인지 효율성 향상을 평

가하 다.

비효율 인 공간배치로 인하여 경로인지 효율성 지표

에 가 가장 낮고 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시설

은 L시설로 악되었다.<표 20>

 32  6  7  0.35  0.21

 26  6  5  0.23  0.19

 24  5  5  0.21  0.21

 9  2  2  0.22  0.22

 22.75  4.75  4.75  0.21  0.21

<표 20> L-시설 기존(변경 ) 황

L시설의 경우  로 평균보다 매우 조한 수

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진료이용 차상에 불필

요한 이동(방향 환)이 심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

도 0.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진료이용

차에 따른 이동과정에 인지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시설로 분석되었다.

이를 목 실의 배치조정에 따른 소극 형태의 개선과

실의 재배분(재설계)를 통한 극 형태의 개선안 제시

를 통해 각각의 개선도를 정량 으로 도출하 다.

4.2. 목 (기능)공간 배치조정에 의한 소극 개선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L시설의 는 0.21로서 여

타 분석 상 시설들 총 방향 환 횟수에 따른 인지

하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악되고 있다.

이는 진료흐름에 있어서 가장 필수 인 수와 수납공

간으로의 이동과정에서 경유하여야 할 단 공간과 방향

환의 횟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선이 길어지고,

모든 진단 치료동선에서 인지 하 요소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수공간을 주출입구에 배치하

여 수, 수납의 경유 단 공간과 방향 환 횟수를 이

고 진단공간과 수공간의 공간을 마주보게 배치하여 진

단공간과 수, 수납공간의 연결이 긴 하도록 재배치하

다.

표 21과 같이 각 진단, 검사 치료공간의 기공간

역할을 하던 공용공간 P2를 단순 경유(이동)를 한 홀

로 사용하고, 각 검사 치료공간에 부수된 기공간으

로서 P4(변경후 기 )를 마련하여 진료이용 차 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단 공간의 경유를 완화하 다.

 16  6  2  0.37  0.12

 17  6  2  0.35  0.11

 16  5  2  0.31  0.12

 7  2  1  0.28  0.14

 14  4.75  1.75  0.33  0.12

<표 21> 목 실 배치조정에 따른 동선효율 개선도 분석(변경후)

재배치된 변경후의 평면을 분석한 결과 진료이용 차

에 따라 경유해야하는 단 공간의 수 는 기존의

22.75에서 개선 후 14.00으로 61.53% 감소하 고, 이에

따라 는 0.21에서 0.33으로 효율성이 57.14%향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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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인지성능 개선을 통하여 목 공간으로의

환(이동)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의 경우 기존의 0.21의 높은 수치에서 개선 후

0.12로 57.14% 감소하여 3회 이상의 방향 환에 의한 길

찾기 오류의 발생확률이 반이상 감소하 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담실, 수실, 진료실의 치를 서로 교

환하는 정도의 소극 개선만으로도 노인요양병원의 진

료부의 경로인지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3. 공간 재설계에 의한 극 개선

공간인지도 향상효과를 더욱 극 화하기 하여 실

치를 교환하는 것 보다 극 인 방법을 용하여 보았

다. 공간을 구획하는 벽체의 치를 재설계하여 소요실

들을 새롭게 배치하고, 그 결과를 앞의 경로인지 효율성

평가지표를 통해 다시 평가하 다.

우선 장의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 된 수공

간을 주출입구에 배치, 진료이용 차에 맞도록 하여 불

필요한 이동과 방향 환을 다. 한 진단공간인 진

료실과 검사공간인 임상병리실과의 계성이 요하기

때문에 두 목 공간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동을 이고

상호인지성을 강화하 다.

이를 용하여 표 22의 평면과 같이 재설계(실의 재배

분)하고 장의 지표로 분석한 결과, 사질환 진단동선

인 의 총 방향 환 횟수는 24에서 13으로 54.16%로

감소하여 경유공간을 비롯한 체동선의 방향 환의 횟

수가 크게 감소하 었다. 한 근골격계 질환동선인

은 진료실과 방사선부 X-ray실의 인 배치 향으

로 24에서 16으로 66.67% 감소하 다.

체 인 가 감소하면서 도 0.21에서 0.43으

로 두 배 가까이(204.76%) 증가하여 목 공간 간의 이동

이 원활하게 개선되었다.

공용공간 P1을 심으로 각 진단공간과 검사, 치료공

간이 방사되어 있는 홀형으로 설계하 다. 이로 인하여

P1은 기능공간의 기공간임과 동시에 앙홀의 기능을

담당하여 이동시 불필요한 방향 환이 발생하지 않고,

각 진단 치료 동선에 부담을 가 시키지 않는 형태로

개선되었다.

기존의 가 4.75로 분석 상 시설 가장 높은 수

치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개선 후 모든 진료동

선에서 와 가 모두 0으로, 리스크를 갖는 방향

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듯 공간 배치조정과 같은 간이 인 처보다 공간

의 재설계를 통한 극 조치는 공간인지도 향상에 더

욱 궁극 인 개선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  6  0  0.46  0

 15  6  0  0.40  0

 13  5  0  0.38  0

 4  2  0  0.50  0

 11.25  4.75  0  0.43  0

<표 22> 재설계에 따른 개선효율 개선도 분석(변경후)

5. 결론

이상으로 기능별 공간의 배치와 연결 계를 악하고,

제안된 지표를 통하여 각 노인요양병원의 연결체계와 경

로인지효율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여 평가하 다. 한

분석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시설을 도출하 으며, 평면

을 2가지 방법으로 개선하고 동일한 지표로 재분석하여

개선효과를 악하 다.

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표 진료이용 차를 확립하기 하여 노인요

양병원의 주이용자의 방문목 을 악한 결과, 고 압,

당뇨병, 증, 요추·추간 장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병원계획 시 방문자의 빈도가 높은 질환을 우선 으

로 고려하여 공간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진료이동 차에 따른 경로인지효율성을 평가

하기 하여 공간구문론의 핵심개념인 공간깊이를 토

로 (진료이용 차에 따라 경유해야하는 총 경유 단

공간 수), ( 로그램에 규정된 목 단 공간 수),

(목 실 간 인지 하빈도), (동선효율성), 

(인지 하 험률)와 같은 평가지표를 제안하 다. 이 지

표를 12개 병원사례에 용하여 병원별, 질환별 동선의

경로인지 효율성을 정량 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평면분석과 종합하여 이동과정에서 공간인지를 하시키

는 문제 을 구체 으로 악해낼 수 있었다.

세 번째, 단 규모가 클수록 로그램에 규정된 목

단 공간수()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동선효율

성()과 인지 하 험률()은 단 규모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선효율성()과 인지

하 험률()은 일정한 상 계(반비례)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동선효율성()이 높을수록 목 공간으로

의 이동에 인지정보를 습득하기 용이하므로 방향 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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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어들고, 이에 따라 인지 하 험률()도 낮아

지는 것이다.

네 번째, 인지 하 험률()은 단 공간의 규모보

다는 각 기능공간들의 배치와 진료이용 차의 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진료이용 차 로그램에 따른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 을 때 기능 역을 연결하는 복도

의 유형과 기공간의 배치방법이 인지 하 험률()

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서 복도의

유형설정과 기공간의 합리 배치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지표가 불량한 취약시설을 상으로 배치

조율과 재설계의 의한 2가지 방법의 개선을 수행하여,

이를 앞의 분석지표로 재평가한 결과 동선효율성이 크게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배치조율 등 간이 인 방

법보다, 재설계에 의한 포 인 방법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공간구문론은 이론의 특성상

물리 거리 면 을 고려하지 않고 단 공간배치

연결 계에만 범 를 국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한계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의 시각 거리와 면 규모, 사인시스템

등 다른 요인들을 종합 으로 고려한 연구로 발 된다면

보다 실질 이며 구체 인 개선방안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지 하 험률()과 동선효율성() 두

지표가 반비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변수를

역수로 정의하는 것도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되므로, 향후 경로인지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가하면서 함께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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