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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00-2007년 동안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원인중 암, 뇌혈관질환에 이어 3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

르면 손상 사망자 중에서 대표적인 외상원인인 운수사고

와 추락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8명으로 6번째 사

망원인(각각 13,7명, 4.3명)이다.

이중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적정 진료를 받았

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

률(2010년 35.2%)은 우리나라의 경우 감소 추세에 있으

나 미국, 일본(10-15%)에 비해 2배나 높은 편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중증외상분야 응급센터의 전문화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외상분야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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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2008년부터 중증외상 특성화

응급의료센터를 일부 지정하였으나, 최종치료 제공이 불

확실하고, 전문센터가 아니라 인력양성 등이 곤란하였으

며, 중증외상 전문치료기관이 1개소도 없고, 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사가 극소수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턱없

이 부족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

자에게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기관

인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여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을 선

진국 수준인 20%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 하였

으며,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15개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권역외상센터들은 별도로 구획되어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나, 대부분이 도심지 내에 위치해 있어

실제적으로 기존 병원건물 내에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병원의 응급의료센

터와 인접하여 설치되고 있다.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국내권역외상센터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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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gional trauma center should be a trauma treatment center equipped with facilities, equipments, and
manpower capable of providing optimal treatment from emergency surgery to a severely traumatized patient upon
arrival at the hospital. In order to establish a medical system for effective severe diseas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rchitectural planning guidelines for the regional trauma centers. This study analyzes the connectivity,
control, integration, and mean depth of current trauma centers using the convex map of space syntax,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building for more efficient regional trauma center. The major areas that must be included in
the regional trauma center are trauma resuscitation room, trauma operating room, trauma intensive care unit, and
trauma general war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architectural planning to increase the interconnection of the
four areas. Also, the elevator plan for trauma patients should be emphasized. In addition, a regional trauma
center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existing facility for independent operation. According to the case analysis of
the space 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trauma center, the location of the operating room is most important
considering the connection with each department of the hospital and the treatment flow of the severe traum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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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설치되어 운영중인 국내 권역외상센터의

건축계획적 특징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권역외상센

터의 건축계획적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어진 권역외상센터의 공간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간구

문론 분석 프로그램인 UCL Depthmap1)을 이용하여 권

역외상센터의 연결도(Connectivity), 통제도(Control), 통

합도 (Integration), 평균 깊이 (Mean Depth)를 분석한다.

이후 권역외상센터의 공간구성 및 건축계획적 특징,

시사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지어질 권역외상센터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건립하기 위한 건축계획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권역외상센터의 건축계획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총 3건

으로 세 연구 모두 기본적인 권역외상센터의 공간구성

및 건축계획적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3건의 연

구 모두 연구 시점 당시에 국내에 권역급의 외상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의 법규 및 실정과 다소 차이가 있으

며, 명시적인 건축계획적 지침 마련에 그치고 있다.

구분 년도 연구자 제목 내용

보고서 2009 이강현 외
차세대 응급실 모형
개발 보고서

응급실 이용고객을 위한 쾌
적하고 안전한 차세대 첨단
응급실 모형개발

외상
센터
(학위
논문)

2012 안대호
외상전문응급센터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외상전문 응급센터의 공간구
성을 위한 건축적인 기준을
제시

2013 박수로
중증외상특성화센터
공간구성 실태에 관
한 연구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중증외
상특성화센터로 지정된 시설
을 대상으로 공간구성, 면적
구성, 동선구성을 분석하여
앞으로 지어질 권역외상센터
의 건축계획적 기초자료 제시

<표 1> 선행연구 고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되어진 권역외상센터의 공간

구성에 대한 자료 및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실제로 설치

및 운영 중인 국내 권역외상센터의 공간 및 기능별 연계

성을 중점으로 연구한다. 2012년 이후에 건립된 전국 15

개 권역외상센터에 대하여 도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중 확보된 5개 시설에 대해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1) 공간구문론 분석을 위해 영국 바틀렛 건축학교(UCL) 가상현실센
터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Depthmap: A program to perform
visibility graph analysis. In Proceedings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ce Syntax)

소재 구분 기호 지정년도 개소
인천 가천대길병원 A 2012 공식개소
강원 원주기독병원 B 2012 공식개소
울산 울산대병원 C 2013 공식개소
경북 안동병원 D 2014 -
경기북부 의정부성모병원 E 2014 -

<표 2> 분석대상시설 현황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2. 이론적 고찰

2.1. 효율적 외상의료체계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

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1998년 40.5%, 2004년 39.6%, 2007년 32.6%, 2010년

35.2% 로서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들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2)

특히 응급환자 진료과정상 문제점 및 변화를 살펴보

면, 문제점 발생장소는 응급실이 5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병원 전 직접 이송 단계로 25.4%로 나타났다.

문제점 중 사망 관련 비율은 응급실이 64.3%로 가장 높

았으며, 문제점 종류별로는 치료에서의 문제가 69.0%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관련 문제점 또한 71.4%로 나타나

병원 내원시 웅급부문에서의 초기대응이 외상환자 사망

률을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이에 권역외상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인명

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단축

시켜 골든아워(Golden Hour)4)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2) 김윤 외,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조사방법론 개발 및 평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보건복지부, 2015.12

3) 김헌 외, 한국의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과 외상 처치 체계의 변화,
한국응급의학회지, 2012

4) Raghavan, M., & Marik, P. E. (2006). Management of sepsis
during the early “golden hours”. The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31(2), p1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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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관건일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외상의료체계를

위해서는 업무의 능률향상 및 긴급대응을 위한 시간 및

공간의 동선 단축이 중요하다.

즉 효율적 외상의료체계란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이 의료기관 각 부문의 상관관

계에 걸맞게 배치된 의료체계를 의미하며, 외상환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적절히 치료를 실시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2.2. 권역외상센터 법정 시설기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 시설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

자 진료를 위한 외상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

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권역외상센터의 법정 최소 시설기준은 다음[표 3]과

같다.

시설
개
수
면적
(㎡)

총면적
(㎡)

세부기준

외상
소생
구역

외상
소생실
(치료실)

2 20 40

ㆍ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것
ㆍ헬기장,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ㆍ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외상환자
진료구역

1 40 40
ㆍ최소 6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것

외상
통제실

1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외상
수술실

2 50 100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20 10 200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것

외상
입원실의
병상

40 4.3 172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것

회의실 및
의사실

1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기자재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의사
당직실

1

ㆍ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것
ㆍ탈의, 세안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남녀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의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

<표 3> 권역외상센터 법정 최소 시설기준

시설
개
수
면적
(㎡)

총면적
(㎡)

세부기준

방사
선실

일반
촬영실

1

ㆍ외상전용 이동 X-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ㆍX-선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봄

CT
촬영실

1

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함)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혈관 조영실 1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것

MRI실 1
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검사실 1

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혈액은행 1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헬기장

ㆍ「항공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ㆍ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있도록 할 것

<표 3> 권역외상센터 법정 최소 시설기준(계속)

2.3. 외상환자 주요 치료흐름
권역외상센터의 주요 동선구성 및 환자치료흐름은 ①

외상소생실, ②외상수술실, ③외상중환자실, ④외상일반

병동 순이다.

외상소생실의 경우 외상팀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항시 대기하여야 하며, 모든 환자의 조기평가, 처치제공,

치료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외상수술실의 경우 외상환자는 대부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

과 등 외상전담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즉각적인 응급 수

술 및 시술, 계획된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외상중환자실의 경우 중환자관리를 수행하며, 필요시

내과적 치료 위해 내과와 협진하여야 한다.

외상일반병동에서는 회복 및 재활을 담당하며, 각 전

문분야별 입원환자 치료 및 재활의학과와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또한 중환자 시기 이후 내외과적 지속치료 및

재활 회복을 담당한다.

2.4.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의 기본개념은 도시나 건물은 사회적 목적

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공간을 구성한다는 데서 출

발한다. 따라서 건축의 경우 사회적, 문화적 정보가 건축

물의 공간구조와 그 구조의 물리적 형태에 스며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이는 건축의 궁극적 목적이 인

간의 목적을 위하여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간구성의 사회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공간적

관계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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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문론에서 공간의 구조특징을 표현하는 기본개념

은 ‘깊이(Depth)’이다. 깊이란 공간과 공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공간에서 인접공간과의 거리를 1로

정하고 있으며, 이 깊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쳐야 하는

공간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깊이는 공간 배치구조에

따라 값이 결정된다.6)

이러한 깊이 값을 기초로 공간구문론의 분석요소인 연

결도(Connectivity), 통제도(Control), 통합도(Integration),

평균깊이(Mean Depth)등을 구할 수 있다. 연결도는 특

정단위공간에 접해있는 주변단위공간의 수를 의미한다.

통제도는 이웃한 단위공간에서 특정 공간으로 올 수 있

는 확률들의 합을 의미한다. 통합도는 공간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잇는 수치로 값이 클수록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전이단계가 적다는 것을 의

미한다. 평균깊이는 한 특정 공간에서 모든 공간으로 가

는 깊이의 수로서 통과해야하는 문의 수를 의미한다.7)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를 가치중립적으로 다루기 때문

에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고 해석의 차원이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공간

구조의 위상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분

석대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8)

3. 사례 분석

3.1. 조사대상 특성
2017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15개의 권역외상

센터가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며, 공식 개소는 현재 9곳

이 완료된 상태이다. 15개의 권역외상센터 중 도면 협조

가 완료된 5개 시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

대상의 외상소생실,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 외상일반

병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

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

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B, E센터를 제외한 3개시설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구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대형화된 병원시설 내에서 충분한 여유 대지면적

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양내원, 김용승, 공간통사론에 의한 종합병원 공간구성 평가에 관
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제3권, 제5호, 1997.12

6) 조영행,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치매전문요양소의 공간구성 특성,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7호, 201.7

7) Ibid., p.28
8) 김형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건축계획요소 및 공간위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2권, 4호, 2015

구분 각층 평면도

A

B

C

<표 4> 분석대상 시설 평면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통권125호 _ 2017.12176

구분 각층 평면도

D

E

<표 4> 분석대상 시설 평면(계속)

분석대상 시설 모두 엠뷸런스가 접근이 용이한 1층에

외상소생실이 위치해 있으며, 상층부로 수술실, 외상중환

자실, 외상일반병동 순으로 수직적으로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외상수술실과 외상중환자실이 같은

층에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B, C, E), 외상중환자

실 과 외상일반병동이 같은 층에 연결되어 있다(D).

3.2. 센터 공간구성 특성
분석 대상 평면은 권역외상센터 관련 전 층으로 하였으

며, 본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MRI실, 검사실, 혈액은행,

헬기장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된 수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로 하였으며 분석된 값은 다음 [표 5]와 같다.

연결도의 분석 결과 조사대상 시설의 최대 연결도를

보이는 공간은 외상일반병동의 복도공간으로서 A센터

13단계, B센터 15단계, C센터 14단계, D센터 11단계, E

센터 30단계로 분석되었다.

A
산출값

Min. Ave. Max.

연결도 1.0000 2.0000 13.0000

통제도 0.0769 1.0000 11.1667

통합도 0.3867 0.6494 1.1324

평균깊이 4.7818 8.0478 12.0727

B
산출값

Min. Ave. Max.

연결도 1.0000 2.1300 15.0000

통제도 0.0666 1.0000 11.7500

통합도 0.5087 0.8029 1.4368

평균깊이 4.1838 6.8868 9.9926

C
산출값

Min. Ave. Max.

연결도 1.0000 2.1043 14.0000

통제도 0.0714 1.0000 11.0714

통합도 0.4785 0.6787 1.1326

평균깊이 4.8245 7.6025 10.0526

D
산출값

Min. Ave. Max.

연결도 1.0000 2.1000 11.0000

통제도 0.0909 1.0000 9.2000

통합도 0.4100 0.6350 1.0156

평균깊이 4.9325 7.5840 10.7416

E
산출값

Min. Ave. Max.

연결도 1.0000 2.1169 30.0000

통제도 0.0333 1.0000 26.4167

통합도 0.4693 0.7633 1.4001

평균깊이 4.4882 7.6615 11.4059

전체평균
산출값

Min. Ave. Max.

연결도 1.0000 2.0902 16.6000

통제도 0.0678 1.0000 13.9210

통합도 0.4506 0.7059 1.2235

평균깊이 4.6422 7.5565 10.8531

<표 5> 각 센터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평균깊이 분석

E센터의 경우 다른 시설과 편차가 큰 것은 4층의 외

상입원실이 편복도형으로서 건축계획상 장방형의 긴 평

면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모두 외상전용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홀

이 전체 시설의 중심공간이며, 이동동선 관련 복도 및

홀이 접근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결도 평균은 2.0902 로서 대부분의 공간이 2

개 이상의 공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독적 공간으로

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상 소생실, 방사

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한다는

법규 규정을 준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도의 분석 결과 조사대상 시설의 최대 통제도는

A센터 11.1667, B센터 11.7500, C센터 11.0714, D센터

9.2000, E센터 26.4167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결도 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단위 공간이 다른 시설보다 많고 장방형으

로 긴 외상일반병동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E센터가

상대적으로 높은 통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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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연결도 통합도

MIN MAX
평균깊이

MIN MAX

A

B

C

D

E

<표 6> 각 센터 공간연결도 및 Convex Ma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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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의 분석 결과 조사대상 시설의 최대 통합도는

A센터 1.1324, B센터 1.4368, C센터 1.1326, D센터

1.0156, E센터 1.4011로 분석되어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도가 높을수록 그 공간에서 다

른 모든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적은 전이단계가 필요

함을 의미하는데 평균 통합도가 0.7058로서 병원시설의

환자 감염관리 및 특수성 때문에 1.0000 이하로 나온 것

으로 판단된다.

평균 깊이의 분석 결과 조사대상 시설의 최대 평균깊이

는 A센터 12.0727, B센터 9.9926, C센터 10.0526, D센터

10.7416, E센터 11.4059로 분석되었다. 단위공간에 대한 연

결의 개수가 A센터 109, B센터 137, C센터 115, D센터

90, E센터 171 등 각 센터별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평균깊이는 12 이내로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소 시설기준에 따라 외상소생실,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 외상일반병동 각 공간부문들이 독립적으

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저층부에 외상소생실, 중층부에 외상수술실 및 중환자실,

상층부에 외상일반병동을 배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3.3. 환자치료흐름별 공간구성 특성
권역외상센터의 주요 동선구성 및 환자치료흐름은 상

기 전술한 바와 같이 ①외상소생실, ②외상수술실, ③외

상중환자실, ④외상일반병동 순이다. 환자 치료 흐름별

공간구성 특성을 공간구문론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외상소생실의 경우 5개 시설 모두 법적 기준을 만족하

고 있으며, 환자 출입구 및 구급차 출입구와 바로 인접

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공간 연결도는 A, D센터의 경우 각 외상소생실당 별

도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었으나, B, C, E센터의 경우

2개의 외상소생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열린공간으

로 배치되었다.

통제도의 경우 평균 0.3230로서 4개 주요공간 대비 가

장 높은 통제도로 나타났으며, 통합도는 평균 0.6700으로

서 주요 공간 대비 2번째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체 시설에서의 평균깊이는 7.8823으로 평균

7.8단계의 공간을 지나 전체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수술실의 경우 5개시설 모두 별도의 청결구역과 오염

구역을 분리한 수술실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공간연결도

는 1을 나타냈다. 통제도의 경우 평균 0.2916로서 주요공

간 대비 2번째로 높은 통제도로 나타났다.

통합도는 평균 0.5280으로서 주요공간 대비 가장 낮은

통합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밀 및 오염방지를 위한 수

술실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깊이는 9.5596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주요공간에

서 가장 깊숙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 소생실 수술실 중환자실 외상병동

A

연결도 1.0000 1.0000 1.0000 1.0000
통제도 0.2000 0.3333 0.1428 0.0769
통합도 0.4538 0.3867 0.6867 0.7610
평균깊이 10.4364 12.0727 7.2363 6.6272

B

연결도 2.0000 1.0000 1.0000 1.0000
통제도 0.4000 0.1250 0.2020 0.0769
통합도 0.8251 0.6487 0.8617 0.7643
평균깊이 6.5441 8.0514 6.3088 6.9852

C

연결도 2.0000 1.0000 1.0000 1.0000
통제도 0.5833 0.3333 0.3333 0.0714
통합도 0.6022 0.5511 0.5361 0.7230
평균깊이 8.1929 8.8596 9.0789 6.9912

D

연결도 1.0000 1.0000 1.0000 1.0000
통제도 0.0909 0.3333 0.1666 0.1250
통합도 0.6086 0.4950 0.5589 0.7499
평균깊이 7.5618 9.0674 8.1460 6.3258

E

연결도 2.0000 1.0000 1.0000 1.0000
통제도 0.3409 0.3333 0.1666 0.0333
통합도 0.8604 0.5583 0.6333 0.8814
평균깊이 6.6764 9.7470 8.7117 6.5411

전체
평균

연결도 1.6000 1.0000 1.0000 1.0000
통제도 0.3230 0.2916 0.2023 0.0767
통합도 0.6700 0.5280 0.6553 0.7759
평균깊이 7.8823 9.5596 7.8963 6.6941

<표 7> 각 센터 주요 공간별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평균깊이 분석

외상중환자실의 경우 외상수술실과 외상중환자실이 같

은 층에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B, C, E), 외상중환

자실과 외상일반병동이 같은층에 연결되어 있는 등(D),

케이스 마다 공간의 위치가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술실과 외상일반병동의 중간지점에 공간위계상 위

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결도는 평균 1이며 통제도의 경우 평균 0.2023, 통합

도는 평균 0.6553으로서 전체 주요공간 대비 3번째로 높

은 통제도 및 통합도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환자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공간적 구획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깊이는

전체평균 7.8963으로 전체공간에서 2번째로 깊숙이 위치

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상일반병동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서 제일 상층부

에 위치해 있었으며 A, B센터는 이중복도형, C, D, E센

터는 편복도형으로 계획되었다. 연결도는 평균 1이며, 통

제도는 평균 0.0767로서 4개 주요공간 대비 가장 낮은

통제도로 분석되었다. 복도 길이가 짧은 D센터가 높은

통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장방형으로 긴 복도로 계획된

E센터가 낮은 통제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도는 0.7759, 평균 깊이는 6.6941로서 4개 주요공

간 대비 가장 높은 접근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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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사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권역외상센터의

공간구성 특성 및 공간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시설은 A, E센터의 경우 기존시설에 증축하

여 계획하였으며, B, C, D 센터의 경우 기존시설 내부

를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구획하였다. 분석대상 시설 모

두 엠뷸런스가 접근이 용이한 1층에 외상소생실이 위치

해 있으며, 상층부로 수술실, 외상중환자실, 외상일반병

동 순으로 수직적으로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조사대상 모두 외상전용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홀

이 전체 시설의 중심공간으로 나타났다. 연결도 평균은

2.0902로서 전체 공간은 2개 이상의 공간에 연결되지 않

고 상호간에 구획되어 있었으며, 통합도 및 통제도는 기

존시설에 리모델링하여 계획되었으나 외부에 별도로 외

상전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하여 수직동선에 대해 고려한

D센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시설의 최대 평균깊이는 가장 낮은 센터가 B

센터(9.9926)이며, 가장 높은 센터가 A센터(12.0727)로 분

석되었다. 단위공간에 대한 연결의 개수가 A센터 109, B

센터 137, C센터 115, D센터 90, E센터 171 등 각 센터

별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평균깊이는 12 이내

로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

외상소생실,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 외상일반병동에

대한 주요공간별 연결도 평균은 1.2000 로서 외상소생실

을 제외하고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 외상일반병동은

상호간에 구획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주요공간별 통제도 순서는 외상일반병동 < 외상중환

자실 < 외상수술실 < 외상소생실 순이며, 통합도 순서

는 외상수술실 < 외상중환자실 < 외상소생실 < 외상일

반병동 순이며, 평균깊이 순서는 외상일반병동 < 외상소

생실 < 외상중환자실 < 외상수술실 로 분석되었다. 향

후 건축 계획시 평균깊이가 가장 깊은 수술실의 위치선

정이 시설의 전체동선길이를 단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 설치된 권

역외상센터를 공간구문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권역외상센터의 건축계획적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

하여 앞으로 지어질 권역외상센터를 보다 효율적인 연계

성 및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시설 대부분 저층부에 외상소생실, 중층

부에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 상층부에 외상일반병동

을 배치였으며, 경우에 따라 외상수술실과 외상중환자실

이 같은 층에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B, C, E), 외

상중환자실 과 외상일반병동이 같은 층에 연결되어 있다(D).

2) 5개 사례 모두 외상전용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홀이 전체시설의 중심공간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존시설

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 수직 동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분석대상의 전체 공간에 대한 연결도 평균은

2.0902이며, 외상소생실,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 외상

일반병동에 대한 주요공간별 연결도 평균은 1.2000로서

분석대상시설 대부분의 공간이 상호간에 구획되어 있다.

4) 분석대상의 단위공간에 대한 연결의 개수가 A센터

109, B센터 137, C센터 115, D센터 90, E센터 171 등 각

센터별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평균깊이는

10-12 사이로 시설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5) 주요공간별 평균깊이 순서는 외상일반병동 < 외상

소생실 < 외상중환자실 < 외상수술실 로 분석되었다.

향후 건축 계획시 평균깊이가 가장 깊은 수술실의 위치

선정이 전체동선길이를 단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권역외상센터의 건축계획에 대한 공간구문

론적 분석을 통해 공간구조를 객관화 하여 계량화 한데

에 의의가 있으나, 계량적 분석방식의 한계 및 분석이

평면적이라는 단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전체 시설 중 4개 주요 공간에 대한 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체 병원 시설의 응급부 - 수

술부 - 중환자부 – 병동부 간의 공간 및 동선구성, 각

부문별 연계성 및 상호간 이동거리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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