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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병동부는 병원의 구성에서 가장 높은 면적율을 가지며

병원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환자중심

의 병동부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진료의 적정성, 안

전과 질의 향상은 높아졌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감

염문제가 떠오르면서 병동부와 병실의 병문안과 간병인,

간호서비스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공공의료

기능으로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공공의료기간으로서

전국 34개 지역거점 지방의료원 중 12개 병원이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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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력난으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공공병원은 2018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2년 앞당겨 2016년부터 무리한 시행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다. 2015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00여곳에 불과하며 국정기획

위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의

무도입 추진을 고려중이다.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환자경험에서 나

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환자와 보호자의 부적절한 인식, 둘째, 인력간 업무분담

1) 김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정책과 의료이용문화 개선, 대한의사협회지, 58권, 7호, 2015,
pp.598-605

2)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3) 대한병원협회,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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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호함과 충분하지 않은 인력배정, 셋째, 간호업무환

경에 적절하지 않은 동선, 구조 그리고 물품이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한 층의 병동부에서 시행하는 병

원도 있지만 일부 병원은 병동부의 일부분에서만 사용되

어 동선이 혼잡해질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본래 목적

과는 다르게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와 효율성이 낮아져

일반병동보다 낮은 수준의 환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 병동 확대

가 아닌 환자에 제공되는 간호의 질 향상이며 노인환자

가 많은 지방병원일수록 원활한 환자 케어를 위해 간호

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우선이다.4)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평면유형 및 공간분석을

통해 병동부와 간호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여 효율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건축계

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공공병원의 병

동부의 문헌고찰 이후 지역거점공공병원 39개소 중 적십

자병원 5개소를 제외한 지방의료원은 34개소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경에 관한 권

고사항인 병동 30~50병상, 병실 1~6인실을 운영하는 병동

부를 분류하였다. 이후 각 지방의료원의 병동유형과 규

모, 직원공간과 환자공간, 공용공간의 배치현황, 간호사의

보행거리를 조사분석 후 공간위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1.3. 연구의 흐름도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 병동부의 도면을 통한 평면유형

(복도형태, 병동출입 통제방식형태) 및 공간분석(환자공

간, 직원공간, 공용공간의 면적분석, NS에서 병실, NS에

서 코어의 보행거리분석, Space syntax 프로그램5)을 활

용한 공간구조를 파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병동부 건축계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념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병동 입원환자에

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

는 입원서비스이다. 적정 간호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

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을 하며 팀 간호체계란

간호사가 소그룹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모든 간호를

책임진다. 따라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 별

간호방식에 비해 환자에 대한 친밀도와 책임성을 증진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인력구성과 병동의 체계가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그룹의 간호그룹을 운영하기 힘

들어지므로 간호업무 이외의 행정 및 관리 업무의 축소,

동선단축을 위한 시설적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도

(2) 목적 및 기대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에 의해 입원 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도모, 가족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및 개인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에 목적이 있다. 이에 환자에 대한 총체적 간호를 지속

적으로 제공하고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강화

로 간호의 전문성을 제고, 병실 환경개선으로 환자의 안

전사고 발생 방지, 응급상황 대응, 모니터링 강화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병동 내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

하지 않으므로 쾌적한 병동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6)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부

담 경감 및 가족 간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낭비를 막아 전체 의료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 공공병원과 병동부
(1) 공공병원의 개념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양질의 의료제공과 함께 전염병

대처, 응급, 의료재난 대비 등 의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

4) 김진현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
행정학회지, 23권, 3호, 2017, pp.312-322

5) UCL의 depthmapX 0.50버전
6)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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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하며, 의료급여 환자, 노숙자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

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역할을 담당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서비스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향상이며 이는 여러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

해 생산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과 직원의 참여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지역거점공공

병원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리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공공기관으로서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다.7)

<그림 3>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연계서비스

(2)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

구분
병원수

구분
병원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서울 1 1 강원 5 -

부산 1 - 충북 2 -

대구 1 - 충남 4 -

인천 1 1 전북 3 -

광주 - - 전남 3 -

대전 - - 경북 4 1

울산 - - 경남 1 2

경기 6 - 제주 2 -

<표 1>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별 분포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전체 39개소이며 대상병원 중 대

부분인 31개소(79.5%)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

료원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관할 아래에 있으나,

목포시의료원과 울진군의료원, 진안군의료원 3개(7.7%)

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설립하여 관리한다. 지방의

료원 외에 대한적십자사에 소속된 적십자병원이 5개소

(12.8%)로 대한적십자사의 관리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이 32개소(82.1%)로 대

부분이며 7개소(17.9%)는 병원급이다. 종합병원 중 지방

의료원이 29개소, 적십자병원이 3개소, 병원 중에는 지방

의료원이 5개소, 적십자병원이 2개소이다.

구분(경과연수) 전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2010~2015년 건축
(5년 이하)

21(53.8%) 17(50.0%) 4(80%)

2005~2009년 건축
(6년~10년)

1(2.6%) 1(2.9%) -

1995~2004년 건축
(11년~20년)

6(15.4%) 6(17.6%) -

1985~1994년 건축
(21년~30년)

4(10.3%) 3(8.8%) 1(20%)

1984년 이전 건축
(30년 초과)

7(17.9%) 7(20.6%) -

건축 경과연수 평균 13.2년 13.9년 8.4년

<표 2> 지역거점공공병원 건축 경과연수

건축연도(병원 주 건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연도)는

2010년~2015년 21개소(53.8%), 2005~2009년 1개소(2.6%),

1995~2004년 6개소(15.4%), 1985~1994년 4개소(10.3%),

1984년 이전 7개소(17.9%)이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

원의 건축경과연수는 평균 13.2년이고 국고지원사업을

통한 시설 현대화로 2010~2015년 건축(건축경과 5년 이

하)한 기관이 가장 많다

구분 전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평균 병상수 264 279 168

최대 병상수 677 677 255

최소 병상수 85 85 96

<표 3> 2015년 12월 31일 기준 병상 수 현황

병상 규모가 300이상인 곳이 7개소(17.9%), 200~299

19개소(48.7%), 200미만은 13개소(33.3%)이다. 지방의료

원 중 300이상인 곳이 7개소(20.6%), 200~299 17개소

(50.0%), 200미만은 10개소(29.4%)이며, 적십자병원 중에

는 300이상인 곳이 없고 200~299 2개소(40%), 200미만은

3개소(60%)이다. 평균 운영병상 수는 264병상이고 지방

의료원은 279병상, 적십자병원이 168병상으로 규모차이

가 크다.

(3) 공공병원의 병동부

병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문은 병동부문이다. 병동은

환자가 하루 24시간 생활하는 곳이며 의사와 간호사에게

는 치료와 간호를 수행하는 근무의 장이다. 효율적인 병

동의 설계목표 중 하나는 간호스테이션(NS), 작업 및 공

급 공간 그리고 병실 간의 거리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고층화 수직형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병원

면적에서 가장 높은 비율(약 30%)을 차지하는 기준층의

평면이 여러 층 반복되어 배치되고 있어 기준층의 효과

적인 계획은 전체 병원에 큰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1970년대 후반부터 단순한 중복도 형식 이외에 다양

한 형태의 이중복도형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 후

반부터는 중복도형식보다 이중복도형식이 훨씬 많이 나

7)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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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동선을 단축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다.

기 능 관련 실

병 동

환자
공간

환자전용공간 환자병실, 병실내 화장실

환자편의공간
테이룸, 공용화장실, 장애인화장실, 환자욕실,
좌욕실

직원
공간

간호
부속
공간

간호근무 간호대기소(NS), 너스코너(NC)
진료/치료 치료 및 처치실, 준비실/작업실

진료지원
청결물/소독물실, 린넨실, 오물처리실, 폐기물처
리실, 창고

간호지원 수간호사실, 창고

간호생활
간호사실/간호사휴게실, 간호사갱의실, 간호사
화장실

기타공간 당직실, 직원화장실, 스트레처/휠체어보관실

교육연구공간
의사실, 교수실, 전공의실, 전임의실, 의국, 사무
실, 회의실, 자료보관실, 교육실

서비스공간 배선실, 용역원실, 청소도구실
공용
공간

공용 공간 복도, 승강기, 계단실, 덕트

<표 4> 병동부 공간 분류

병동부 병동의 공간은 크게 환자전용공간, 환자편의공

간, 간호부속공간, 교육연구공간, 서비스공간, 공용공간

등으로 구분되며 이때 환자전용공간과 환자편의공간은

환자공간으로, 간호부속공간, 교육연구공간, 서비스공간

은 직원공간으로 분류된다. 직원공간 가운데 교육연구공

간은 병원별로 설치조건이 달라 공간분류에는 포함되나

병동 면적산정에는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그 밖에 복도,

승강기, 계단실, 설비용 덕트 등은 공용공간으로 분류되

며 건물을 작동하기 위한 기본 공간이며 환자나 직원 모

두 사용하는 공용의 성격을 갖는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부에 관한 선행연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관련된 국내 학위 논문은 21

건, 학술지 24건이며 건축계획에 관련된 것은 2건이다.

문헌 검색결과 간호인력 배치의 문제점과 과도한 근무

의 원인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적절하

지 않은 병동환경이 지적되었다. 기존 입원실은 병동에

NS가 하나이고 NS 주변으로 처치실, 물품실, 배선실이

모여 있는 구조이다. NS에 멀리 위치한 병실의 경우 시

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이동이 잦아

짐으로 인해 간호사의 근무피로도가 증가하고 환자를 관

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8) 또한 NS의 주

요기능을 고려한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기존 병동부와

달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팀 간호체계로 서브스

테이션에서 주요 간호임무가 수행되고 공통의 업무나 의

사소통, 교육 및 훈련이 NS에서 이루어져 늘어난 인력

을 고려 적정면적의 확보와 변경. 기능을 고려한 공간구

성이 필요하다.9)

다음 <표 5>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병동환경 권고

사항10)으로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경조성은 노인환자가

많은 지방의료원에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구분 구성 내용 비고

환경
조성

병동
일반병동의 병살
1병동 30~50병상
표준 45병상

병원의 건물 구조적 특성 등으로
병동규모를 벗어나는 경우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병실

1인실~6인실
잠금장치가 구비된
개인사물함
중증환자 병실 운영
병상간 커튼 구비

6인실 초과 병실 설치시 환자의
사생활보호, 이동편의 제공,
감염예방위해 병상간 2m간격
유지

간호
스테
이션

메인스테이션은 병동
중앙에 배치
서브스테이션은 병실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배치

서브스테이션 간호팀당 1개,
고정식, 이동식 가능

복도
바닥 미끄럼 방지처리
안전 손잡이 설치

손소독제
모든 병상 앞, 병실 앞
손소독제 비치

화장실

병실내 세면대를 포함한
화장실을 구비
병동내 장애인화장실을
구비하고 바닥의 미끄럼
방지처리와 안전손잡이
설치

병실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병동내 남녀구분된 화장실을 구비

환자
위생

목욕실
병동내 목욕실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처리

배수시설 등의 이유로 병동내
설치 불가능한 경우 병동과
근접하고 환자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환자
편의

휴게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면담실
환자 및 보호자의
면담실을 구분된 공간으로
구비

<표 5>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병동환경 권고사항

2.3. 공간구문론
공간 구문론은 형태학(Morphology)과 위상수학을 이

용해 건축물 또는 도시의 공간적 배치를 분석하는 방법

으로 공간의 배치와 공간의 연결성을 연구하는 이론이

다. 물리적인 개념의 거리(Distance)와는 다른 공간구조

분석의 근간이 되는 개념은 공간의 깊이(Depth)이며 다

양한 공간구조의 위상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분석대상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

다.11)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공간구문론

이 공간이용자 수 및 동선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임

이 밝혀졌다. 공간의 통합도와 연결도, 명료도 등 공간구

문 특성치가 높아질수록 공간의 이용인구 및 사회적 교

류가 활발해지고 건물배치와 인구에 대한 과밀감이 적어

지며 동선이용 상의 편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다.12)

8) 김진현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
행정학회지, 23권, 3호, 2017, pp.312-322

9) 김명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른 병동부 시설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17

10)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 2016
11) 조영진, 인간시지각에 기초한 공간분석모델 개발 연구, 서울대 박
사논문, 2009

12) 이규인, 공간구문모델에 의한 단지계획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0권, 6호, 1995,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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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병원건축에 대한 연

구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까지 34건의

논문과 20건의 학술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병

원에서의 길찾기(Way-finding)와 병실 진입에 관련된 연

구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와 주택단

지의 주거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상업

공간과 도시계획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의료공간

과 관련된 연구는 2008년 종합병원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볼록공간도(Convex-map)을 이용하여 병동

부의 공간위계 특성분석으로 연결도(Connectivity), 통합

도(Integration), 공간의 깊이(Depth)를 분석하였다.

3. 사례분석

3.1. 조사대상 특성
(1) 조사대상 일반현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병동당 병상 수는 36~72병상으로 다양했으며 병실은 1~8

인실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일반 현황13)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중인 곳 17

개소 중 병동 운영지침의 권고사항인 병동당 30~50병상

과 병실은 1~6인실을 운영하는 곳 6개소와 2017년 상반

기에 시행예정 중인 병동 중 운영지침에 부합한 2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3>

시도 기관명 종별 개원연도
건축연도/

증축, 리모델링 연도
간호단위/
병상

경기
SW병원 종합 1910 1993/2010 46

AS병원 종합 1936 1981 42

충북 CJ의료원 종합 1909 1993/2010,2011,2014 49

전북 NW의료원 종합 1921 1999 43

전남 MP시의료원 종합 1904 1980/2011,2014 48

경북
PH의료원 종합 1939 1993/1998.,2015 39

AD의료원 종합 1912 1986/2009.2012 36

제주 JJ의료원 병원 1912 2002 46

<표 6> 조사대상 지방의료원 현황

3.2. 병동유형 분석
(1) SW의료원

중복도형태의 SW병동은 1인실 3개, 2인실 5개, 3인실

1개, 6인실 5개로 총 46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어와

NS가 인접해 있고 NS가 중앙에 배치되어 환자접근성과

병동의 통제에 효율적이다. 직원공간은 NS에 집중되어

있으며 환자편의공간인 탕비실과 공용화장실이 코어에

인접해 외부인의 이용에도 편리하다.

6인실에는 부속화장실이 없으며 외부인과 함께 공용화장

실을 이용한다. 병실모듈은 6.3*6.0, 병상간 간격은 0.9m이다.

<그림 4> SW병동

(2) AS의료원

중복도형태의 AS병동은 6인실 7개로 총 42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NS가 코어와 인접한 중앙에서

환자를 관리했지만 병동이 양쪽으로 나뉘면서 환자들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른쪽 복도 끝에 서

브스테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실에는 화장실이

없으며 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 병실모듈은 5.8*5.7, 병상

간 간격은 0.7m이다.

<그림 5> AS병동

(3) CJ의료원

이중복도형태의 CJ병동은 1인실 2개, 2인실 4개, 4인실

1개, 5인실 7개로 총 49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층의 중

앙에 승강기가 위치하고 양쪽으로 2개의 병동을 운영하

고 있다. 병동의 통제보다는 환자접근성을 중시하는 관찰

중심형으로 NS가 병동 중앙에 직원공간과 집중배치 되

어 있다. 병실 모듈은 6.6*6.2, 병상간 간격은 0.95m이다.

<그림 6> CJ병동

(4) NW의료원

이중복도형태의 NW병동은 1인실 5개, 2인실 5개, 4인

실 7개로 총 43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층의 중앙에 승

강기가 위치하고 양쪽으로 2개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관찰중심형으로 NS가 배치되었으며 NS양쪽으로 직원공

13)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2016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
과보고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통권125호 _ 2017.1276

간이 배치되었고 오른쪽에는 공용화장실과 데이룸이 위

치해 있다. 병실모듈은 6.6*6.0, 병상간 간격은 0.85m이다.

<그림 7> NW병동

(5) MP의료원

이중복도형태의 MP병동은 1인실 5개, 2인실 1개, 4인

실 1개, 5인실 5개, 6인실 2개로 총 48병상이다. NS를 중

심으로 직원공간이 집중배치되어 있으며 복도를 경계로

환자공관과 분리되어 있다. NS의 위치가 코어와 병실에

서 멀어 통제나 접근성이 열악한 편이다. 병실모듈은

6.0*6.0, 병상간 간격은 1.1m이다.

<그림 8> MP병동

(6) PH의료원

중복도형태의 PH병동은 1인실 4개, 5인실 7개로 총

39병상이다. NS의 위치가 코어와 가깝게 배치되어 병동

의 통제가 용이하며 NS주변에 직원공간이 집중배치되어

있다. 5인실에는 부속화장실이 없으며 공용화장실과 샤

워실을 운영 중이다. 병실모듈은 6.0*6.0, 병상간 간격은

0.9m이다.

<그림 9> PH병동

(7) AD의료원

이중복도형태의 AD병동은 1인실 7개, 4인실 1개, 5인

실 5개로 총 36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에 직원공

간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효율성이 높지만 코어가

멀리 떨어져있고 이중복도형태이지만 복도 끝이 막혀 통

제와 관찰이 어려운 편이다. 병실모듈은 6.0*6.0, 병상간

간격은 0.9m이다.

<그림 10> AD병동

(8) JJ의료원

순환형복도형태의 JJ병동은 1층에 위치해있으며 1인실

2개, 2인실 2개, 5인실 8개로 총 46병상이다. 복도를 기

준으로 환자공간과 직원공간이 분리되어있으며 NS의 위

치가 병실에 가깝지만 병동의 주출입구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 병동의 통제가 열악하다. 병실모듈은 6.6*6.6, 병상

간 간격은 0.9m이다.

<그림 11> JJ병동

(9) 병동유형 분석 종합

구분 SW AS CJ NW MP PH AD JJ
복도
형태

중복도 중복도
이중
복도

이중
복도

이중
복도

중복도
이중
복도

순환형
복도

병실
모듈

6.3*
6.0

5.7*
5.7

6.6*
6.3

6.6*
6.0

6.0*
6.0

6.0*
6.0

6.0*
6.0

6.6*
6.6

병상
간격

0.9 0.7 0.95 0.85 1.1 0.9 0.9 0.9

복도 폭 2.6 2.1 2.4 2.7 2.2 2.2 2.1 2.3

<표 7> 평면 분석결과(단위:m)

조사대상 8개 지방의료원 중 중복도형태 3개소, 이중

복도형태 4개소, 순환형복도형태 1개소이다. AS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은 병실모듈이 6.0*6.0이상이며 병상

간격의 평균값은 0.9m이다. 병상간격은 현행법상 0.8m이

상이지만 2017 의료법 시설기준 변화로 2018년부터 기존

시설은 1.0m이상이 의무이다.

3.3. 병동부 공간분석
(1) 보행거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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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복도형태 가장 먼 병실
가장 가까운
병실

코어 홀
까지의 거리

SW병동 중복도 31.4 14.9 8.7
AS병동 중복도 44.4 21 8.3
CJ병동 이중복도 31 10.9 33.2
NW병동 이중복도 36.8 13.2 26
MP병동 이중복도 56.6 12.1 33.1
PH병동 중복도 42.3 16.3 10.7
AD병동 이중복도 35.6 9.9 36
JJ병동 순환형복도 39 9.7 47.1

<표 8> 보행거리 분석결과(단위:m)

<그림 12> 보행거리 분석결과(단위:m)

보행거리는 NS와 코어 홀, 병실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복도의 중앙으로 이동하고 코너에서는 직각으로 꺾

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보행거리의 평균값은 각각 코어

에서 NS까지 25.4m, 가장 가까운 병실까지 13.5m, 가장

먼 병실 39.6m이다. NS에서 코어와 가까운 병동의 거리

는 8.3m와 47.1m로 큰 차이를 보였고 NS에서 가장 먼

병실과의 평균거리는 40.19m로 조사되었다. 병상당 NS

에서의 보행거리는 24m이하14)가 바람직하지만 모든 병

동이 먼 병실까지의 거리가 긴 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MP병동은 가장 먼 병실까지 왕복할 경우 120m에 가깝

다. 주로 중복도가 코어에서 NS가 가깝고 이중복도가

병실로의 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도가 짤린

AD병동을 제외하고 중복도는 복도 총 거리가 약 50m

이중복도는 2배 이상인 100m이상이다.

(2) 면적구성 분석

구분 복도형태 환자공간 직원공간 공용공간 합계
SW병동 중복도 477.17 86.74 303.77 877.68
AS병동 중복도 304.56 68.3 235.53 608.39
CJ병동 이중복도 396.76 82.61 268.66 748.03
NW병동 이중복도 662.62 107.52 401.48 1171.62
MP병동 이중복도 669.59 137.89 514.26 1321.74
PH병동 중복도 454 95.82 303.47 853.29
AD병동 이중복도 505.91 85.67 208.91 800.49
JJ병동 순환형복도 528.06 230.13 427.81 1186

<표 9> 영역별 면적(단위:㎡)

<그림 13> 영역별 면적(단위:㎡)

환자공간은 45~63%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NW,

AD병동은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병동의

규모는 800.49㎡~1321.74㎡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JJ

병동을 제외하고 다른 병동은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을 보인다. 복도형태에 상관없이 AD, JJ병동을 제외

하고 환자공간과 공용 ·············································공 간

은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AS병동의 경우 가장 적

은 규모이지만 공용공간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병실의 폭이 5.7m로 가장 작은 폭을 가지

고 있어 다른 병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JJ병

동은 다른 병동과 달리 큰 창고 등을 갖추고 있어 환자

공간의 면적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AD병동이 다른 병

동보다 공용공간이 작고 환자공간 면적비가 높은 이유는

간호단위당 병상수가 가장 적으며 1인실이 많고 복도의

폭이 2.1m이하로 좁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중복도의 병상당 면적이 일반종합병원의 병

동 면적 20~27㎡를 만족하며 중복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NW, MP병동이 27㎡/bed로 높은 수치를 보이

고 있으며 SW, AS, CJ병동은 20㎡/bed 이하로 낮은 수

치를 보인다. 6인실만을 사용하는 AS병동의 병상당 면

적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 2인실이 많거나 4인실 이

하의 병실이 많은 NW, MP, AD병동이 환자의 쾌적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복도형태 환자공간 직원공간 공용공간 합계
SW병동 중복도 10.37 2.10 6.60 19.07
AS병동 중복도 7.25 1.63 5.61 14.49
CJ병동 이중복도 9.45 1.97 6.40 17.82
NW병동 이중복도 15.41 2.50 9.34 27.25
MP병동 이중복도 13.95 2.87 10.71 27.53
PH병동 중복도 11.64 2.46 7.78 21.88
AD병동 이중복도 14.05 2.38 5.80 22.23
JJ병동 순환형복도 11.48 5 9.30 25.78

<표 10> 병상당 면적(단위:㎡)

14) 이호준 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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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병상당 면적(단위:㎡)

(3) 병동부 공간분석 소결

조사대상 병동의 보행거리는 모두 24m이상으로 간호

사의 환자케어에 대한 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환자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관리를 위해서는 NS(간

호스테이션)의 위치조정이나 NC(Nurse Corner, 서브스

테이션)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로 중복도형이 통제중심형

이며 이중복도가 관찰중심형으로 나타났다. 병동 규모에

상관없이 직원공간은 일정한 비율을 보이며 중복도보다

이중복도 형태에서 병상당 면적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환자의 거주쾌적성이 높다는 것이다.

3.4. 병동부 공간위계 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Space syntax프로그램의 볼록공간

(Convex space)방식을 이용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

동의 연결도(Connectivity), 통합도(Integration), 공간의

깊이(Mean depth)를 분석하였다. 결과의 수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하였다.

연결도란 임의의 공간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자로 한 공간에 인접한 공간과의

통제정도를 국부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축선이나

볼록 공간과의 연결수치로 연결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공간과의 연결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도는

임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까지 접근하기 위한 상대적인

깊이와 관련된 변수로 통합도가 높을수록 임의의 공간으

로부터 그 공간으로 접근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한다. 전

체 공간이 다른 공간에 대해 얼마나 관계되었는지를 나

타내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을 성명하기에 적합한 인자이

다. 공간의 깊이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 지나가는 공간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경

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의 축선 수를 선택한다.

(1) 병동부 공간위계 분석

병동부 공간위계 분석결과 연결도의 값은 평균 2개 공

간이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이중복도 형태가 다른 공간

과의 연결이 조금 더 용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층의

전체를 사용하는 중복도 형태의 SW병동과 이중복도 형

태의 NW, MP, PH병동의 통합도가 평균값보다 높게 측

정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이중복도 형태의 CJ, NW, AD

병동과 순환형복도 형태의 JJ병동은 이동하기 위해 거쳐

지나가는 공간의 수가 평균값 3.051보다 높아 다른 병동

보다 1공간정도 더 지나가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SW AS CJ NW MP PH AD JJ 평균

연
결
도

2 1.917 2.125 2.087 1.943 1.892 2.05 2.061 2.009

통
합
도

1.89 1.231 1.461 1.534 1.688 1.655 1.254 1.401 1.514

깊
이 2.659 3.029 3.340 3.156 2.830 2.860 3.483 3.053 3.051

<표 11> 병동부 공간위계 분석결과

<그림 15> 병동부 공간위계 분석결과

(2) NS 공간위계 분석

NS(간호스테이션)의 공간위계 분석결과 모든 병동의

NS가 주로 복도와 다른 공간으로 보통 3공간과 연결되

어 있다. 중복도 형태의 AS, PH 병동의 통합도가 평균

2.167보다 낮은 1.015, 1.977로 낮게 나타났으며 깊이는

평균값보다 높아 다른 병동보다 간호사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SW AS CJ NW MP PH AD JJ 평균

연
결
도

3 3 4 3 3 3 3 3 3.125

통
합
도

2.321 1.015 2.506 2.527 2.381 1.977 2.312 2.296 2.167

깊
이 2.176 3.217 2.255 2.222 2.147 2.4 2.256 2.156 2.354

<표 12> NS 공간위계 분석결과

<그림 16> NS 공간위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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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복도형
태

가장 먼
병실
(m)

가장
가까운
병실
(m)

코어
홀까지
거리
(m)

환자
공간
면적
(㎡)

직원
공간
면적
(㎡)

공용
공간
면적
(㎡)

환자
공간
병상당
면적
(㎡)

직원
공간
병상당
면적
(㎡)

공용
공간
병상당
면적
(㎡)

병동부
연결도

NS
연결도

병동부
통합도

NS
통합도

병동부
깊이

NS
깊이

SW 중
복
도

31.4 14.9 8.7 477.17 86.74 303.77 10.37 2.10 6.60 2 3 1.89 2.321 2.659 2.176
AS 44.4 21 8.3 304.56 68.3 235.53 7.25 1.63 5.61 1.917 3 1.231 1.015 3.029 3.217
PH 42.3 16.3 10.7 454 95.82 303.47 11.64 2.46 7.78 1.892 3 1.655 1.977 2.86 2.4
CJ 이

중
복
도

31 10.9 33.2 396.76 82.61 268.66 9.45 1.97 6.4 2.125 4 1.461 2.506 3.34 2.255
NW 36.8 13.2 26 662.62 107.52 401.48 15.41 2.50 9.34 2.087 3 1.534 2.527 3.156 2.222
MP 56.6 12.1 33.1 669.59 137.89 514.26 13.95 2.87 10.71 1.943 3 1.688 2.381 2.83 2.147
AD 35.6 9.9 36 505.91 85.67 208.91 14.05 2.38 5.80 2.05 3 1.254 2.312 3.483 2.256

JJ

순
환
형
복
도

39 9.7 47.1 528.06 230.13 427.81 11.48 5 9.30 2.061 3 1.401 2.296 3.053 2.156

평균 39.6 13.5 25.4 499.83 111.84 332.99 11.7 2.61 7.69 2.009 3.125 1.514 2.167 3.051 2.354

<표 13> 공간분석과 위계분석의 종합고찰(표시된 부분은 평균값보다 높은 값)

(3) 공간위계 분석결과

분석에 대한 수치값은 크게 차이나진 않지만 복도 형

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주로

이중복도 형태의 연결도가 평균값보다 높으며 다른 공간

과의 연결이 용이하다. 병동 전체와 NS의 통합도가 모

두 평균값 수치보다 높게 나온 병동은 층의 전체를 1병

동으로 사용하는 SW병동과 이중복도 형태의 NW, MP

병동으로 다른 병동보다 전체적인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NW병동은 병동과 NS의 통합도 모두 높게 나

왔지만 병동부 공간의 깊이는 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S병동은 병동부와 NS의 연결도, 통합도 값이 낮고 공

간의 깊이는 평균값보다 높아 다른 병동보다 가장 접근

성이 떨어진다.

4. 종합고찰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료원 8개소를 선정하여 공간분석

과 병동 및 NS의 공간적 계층 구조를 측정하였다.

복도 형태에 따라 복도의 총 보행거리는 중복도가 약

50m, 이중복도가 2배 이상인 100m로 나타났지만 주로 중

복도 형태가 NS와 병실과의 거리가 멀게 나타났으며 이

중복도와 순환형복도는 가까운 편으로 나타났다. NS와 코

어홀까지의 거리는 반대로 중복도형태가 가까운 편이며

이중복도와 순환형복도는 먼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적구성

분석결과 CJ병동을 제외한 이중복도와 순환형복도 형태의

병동이 면적이 높으면서 병상당 면적도 높게 나타났고 일

반종합병원의 20~27㎡ 기준을 만족시켰으며 주로 4인실

이하의 병실을 사용하는 NW, MP, AD병동이 환자의 거주

쾌적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간분석과 위계분석을 종합해 살펴보면 면적의 크기나

비율에 관계없이 병동부와 NS의 연결도는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중복도 형태의 AS, PH 병동은 다른 병동보다 면

적값이 평균보다 작지만 위계분석에서 NS의 통합도가 평

균값 2.167보다 낮고 깊이도 평균값 2.354보다 더 깊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른 병동보다 간호의 효율성이 낮

다는 것이며 이 두 병동은 NS와 가까운 병실, 먼 병실의

거리도 평균값보다 높게 나온 곳이다. 코어와 NS가 인접

해 병동출입통제는 효과적이지만 복도에 문을 설치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공간을 분리, 복도 양쪽으로

서브스테이션을 설치한다면 보행거리가 짧아지고 환자관

리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AS, PH병동을 제외한 다른

병동은 NS의 통합도가 높고 깊이 값이 낮지만 코어 홀까지

의 거리가 멀어 출입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순환형복도 1곳

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복도 형태이며 NS와 병실과의 거리

는 평균값보다 낮은 편이다. 이중복도 형태의 병동은 모두

전체 층의 절반으로 공간분리가 되어있는데 이는 간호사의

병상수에 대한 인력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각 메인

복도에 문을 설치하고 복도중앙에 서브스테이션을 설치한

다면 환자관리나 출입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MP, AD병동은 다른 이중복도 형태와 다르게 대기 홀 같은

오픈된 공간이 많아 모든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 공간분리

보다는 병동구성의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면적의 크기나 비율에 상관없이

모든 병동에서 NS가 일정한 연결도를 나타내지만 중복도

형태는 NS가 코어 홀이 가까워 방문객과 병문안 통제에

효율적이지만 병실까지의 거리는 멀고 통합도가 낮으며

깊이 값은 깊게 나타나 간호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중복도

나 순환형복도 형태에서는 코어 홀까지의 거리가 멀어 출

입통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병실까지의 거리는 가깝고 통

합도는 높게 깊이 값은 낮게 나타나 간호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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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인력 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병동

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

에 목적이 있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목적인 외부인의 통제와 효

율적인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NS가 병동 중앙에 배치되

고 코어가 근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병동은 기존의 병동에서 따로 분리된 병동으로 코어와

NS의 관계는 배제된 체 공간분리만 되어있고 다른 병동

과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에 분리된 병동

부는 NS와 각 공간의 재배치와 함께 출입통제를 위해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 공간분리가 필요하다.

모든 유형의 복도에서 병동의 규모와 상관없이 NS에

서 병실로의 평균 도보 거리는 24m이상으로 간호사의

환자 간병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S가

병동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환자와 간호사의 거

리를 가깝게 하는 능률적인 간호운영시스템을 위해 이후

리모델링 시 복도형태와 이동거리를 고려하면서 직원공

간과 환자공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중복도와 순환

형 형태는 복도 양쪽에 서브스테이션을 배치, 이중복도

는 각 복도의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간위계 분석에서 각 병동의 수치가 1~2단계의 차이

밖에 안 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간호사

가 병실과 NS를 왕복하며 화장실이나 목욕 등의 수발을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병상 수가 높고 병실이 많아질

수록 간호업무의 양은 더욱 높아지며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1인실과 2인

실의 개수나 다인실의 인원에 따라 NS나 서브스테이션

의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2000년대부터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

을 목적으로 의료시설기준은 근거기반 디자인, 치유환경

등으로 환자중심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의료시스템이 급

격하게 변화하면서 간호인력 난이 발생하였다.

간호 인력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의 안전으로 직결되

는 부분이다. 이에 단순 간호 인력 확대나 대체 뿐만이

아닌 시설적으로도 병원의 병동부 공간은 환자들은 물론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도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

도록 병동의 규모와 간호단위당 병상 수가 일반병동과는

다르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추후 간호 인력 증가에 대한 NS(간호스테이션)의 규

모나 NC(서브스테이션)의 분산배치, 병동부 공간의 재구

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 중 지방의료원의 병동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상급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병동과 비교분석하거나 이를 보완하기위해 현

장방문을 통해 NS(간호스테이션)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에게 공간구성과 배치, 동선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후속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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