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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 hospitals in Korea have increased more in size since 2000, and as not only medical service but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also got important, the considerable changes have appeared revolving around the

lobbies.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to find a direction of a plan for general hospital lobbies in response to

the demands that change. It was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 of lobbies so as to derive the idea of types of

lobbies and of functional elements, and based on the research, it was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spatial configuration to draw the characteristics by type.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1) The lobbies

were explored after being classified into four types; the plan(central type/street type) and the elevation(eclectic

type/double-story type). (2) The hall and corridor were ranked high in order of importance in the whole spatial

configuration, and it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3) Also, each type differed with the others in its main

functional area, regarding traffic line efficiency and spatial intel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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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1990년대 이후 많은 대형 종합병원들이 경쟁적으로 계

획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그 규모가 더 대규

모화되어
1)
의료수준 뿐 아니라 서비스, 환경의 질에 대

한 관심의 증가로 로비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용공간의

양적ㆍ질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종합병원 로비는 면적 증가와 함께 호스피탈스트

리트를 병원의 중심공간으로 계획
2)
하는 등 새로운 설계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공간 기능적 측면에서도 안내,

동선연계의 기본 기능 외 휴게, 접객 및 사회적기능 강

화, 공연, 전시 등 문화공간, 상업공간의 편의서비스기능

을 더한 복합적 성격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3)

병원로비는 병원의 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

으로 사용자중심에서의 접근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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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그러나2)3)선행연구4) 대부분이 공용공간의 면적 변화

에 주목하여 로비공간의 새로운 설계개념 도입과 기능

복합화에 따른 사용자 중심에서의 공간계획 분석은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계획 및 리모델링한 상급종합병원

을 대상으로 로비의 기능요소에 따른 공간구조를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 로비의 기능구성별 계획 현황

을 파악하고, 중심성과 명료도 분석을 통해 로비 공간구

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종합병원 로비공간을 이해하는 틀로서 의의가 있으며 사

용자 중심의 로비 계획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 유영민, 1945년 이후 한국 병원건축의 변화,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제20권 4호, 2014, pp.94-96

2) Ibid., p.99

3) 표준우 외, 국내 종합병원 로비공간의 개념변화와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4권, 2002, pp.89～90 / 조

은길 외, 종합병원 로비공간에서 진로인지를 위한 시각적 공간탐색

특성, 기초조형학연구, 제14권 4호, 2013, p.506

4) 한광호 외 3인, 의료정책에 따른 종합병원의 로비공간 변화, 산업

기술연구 24(B), 2004 / 손지혜 외, 공용 공간의 패러다임 변화와

질적 공간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6호, 2014, / 이

주영 외, 국내 종합병원의 리모델링 전후 공간비교에 관한 건축계

획적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제16권 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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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및 범위

종합병원 로비의 디자인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고

찰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종합병원 로비의 개념과 유형

을 살펴보고, 주요 기능요소를 도출하여 분석의 틀을 구

성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

여 로비 계획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정량적 공간구조

분석법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바탕으로 도면분

석을 실시하여 중심성을 나타내는 통합도와 내부 공간

인식 정도인 명료도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병원건축에서 공용면적의 증가, 기능의 복합화

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계획 및 리모델링한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3개5) 중 6

개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1>.

현장조사는 2015년 8월 15일～22일, 2016년 7월 29

일～31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와 조사원이 직접 방

문하여 계획 현황과 변동 사항을 조사하였다. 공간분석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S-cube 2.16)을 이용하였다.

구 분 A B C D E F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서대문구

경상남도
양산시

서울시
서초구

계획시기 2003 2008(증) 2008(증) 2005 2008 2009

허가병상 1101 2700 1057 2091 1010 1335

층 수 B3-15F B3-15F B4-9F B3-21F B2-12F B6-20F

연 면 적 135,909 458,356 79,894 171,290 125,374 320,428

건축면적 16,616 42,516 13,795 14,318 18,505 36,544

전 경

자료: 한국의 병원건축(20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12.23.)

<표 1> 조사대상

2. 이론적 고찰

2.1. 종합병원 로비 개념 및 기능

로비(Lobby)는 입구와 연결된 넓은 공간으로 위치 및

기능상 포치(porch)나 전실, 현관홀, 복도 등 다양한 의

미를 포함한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로비(Lobby)’와 ‘홀

(Hall)’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홀은 여럿이 모일 수 있

게 만든 넓은 방으로 목적성을 가진 하나의 실로서 의미

가 강한 반면 로비는 입구와 연결된 복도나 현관으로 쓰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2014.12.23

6) S-cube 2.1은 2005년 서울대학교에서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의 컴

퓨터에서 분석이 가능하게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수직요소인 계단

이나 엘리베이터를 볼록 공간도에서 나타낼 수 있어 보다 더 정확

한 공간분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넓은 공간으로 통로나 대기, 휴게, 응접을 위한 보

다 넓은 의미의 개방된 공간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에서 로비는 기능적 측면에서 병동과 외래 등

으로의 동선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안내, 접수/수납,

대기공간이다. 또한 병원의 첫 이미지를 전달하고 외부

와 내부의 전이공간으로 심리적 측면 뿐 아니라 실내환

경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공간이

다. 그리고 장소적 측면에서 휴식 및 휴게를 위한 공간

으로 이용되며, 응접 및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로비를 위치상 출

입구 주변의 개방적 공간으로 공간기능적 측면에서 내외

부의 전이공간으로 완충역할을 하고 동선연계 뿐 아니라

안내, 접수, 대기, 휴게, 상업 및 문화공간 등 다기능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공간

적 범위를 기능공간으로 역할하는 출입구가 위치한 진입

층 공간과 로비에 개방되어 있는 중정 및 지하공간을 포

함하였다.

로비의 역할 및 기능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7)로 모신

희(2007)는 16개 종합병원을 조사하여 로비의 요소공간

을 안내, 접수, 대기, 휴게, 응접, 금융, 표준우 외(2002)

는 프로그램을 통한 로비의 유형분류로 접수/수납, 대기,

휴게, 상업, 정보전달, 통과동선으로서의 기능, 황수연 외

(2014)는 접수/수납, 대기, 휴게, 정보/안내, 통과동선으로

분류하였다. 공통적으로 안내, 접수/수납, 대기, 휴게 기

능요소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모신희
(2007)

표준우
외
(2002)

황수연
외
(2014)

이은정
외
(2006)

내용

정보
안내 ● ● ● ●

․병원 및 의료정보제공
정보전달 ● ●

진료
보조

접수/수납 ● ● ● ●
․진료보조공간으로 접수/수납,
입/퇴원관리

대기 ● ● ● ● ․접수/수납과 연계된 대기공간

이동 통과동선 ● ● ● ●
․복도, 홀, EV/에스컬레이터
․병원 전체 동선 분배

휴게 휴게 ● ● ● ● ․휴게/응접을 위한 별도의 공간

편의/
서비스

상업 ● ● ․상점, 식당, 헬스케어 등 편의
시설 지원공간
․종교, 문화생활 지원공간
․비지티스룸, 인터넷존 등

전시/
공연장

●

고객서비스 ●

<표 2> 선행연구의 종합병원 로비 기능요소

최근 종합병원 로비의 경우 개방적 로비공간을 활용하

여 이용자 및 주민들을 위한 공연과 교육, 전시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이은정 외(2014)는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통적 요

소 외 까페 등 수익성 증진기능, 인터넷존 등 정보전달

7) 모신희, 종합병원 로비공간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논

문, 2007, pp.15-19 / 표준우 외, op. cit., pp.88-89 / 황수연 외, 사

용자 행태와 종합병원 로비공간의 환경 요인과의 관련성 분석, 한

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4, p.234 / 이은정 외, 전문병원 로비공

간의 구성요소 및 디자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

회논문집 제15권 5호, 2006,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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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커뮤니케이션기능, 갤러리 등 문화적기능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기능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로비의 기능요소를 공통요소

인 정보기능, 접수/수납, 대기의 진료보조기능, 휴게기능

과 함께 최근 로비계획 특성을 반영하여 편의/서비스를

포함하여 5가지로 분류하였다.

2.2. 종합병원 로비의 유형

1970년대 경제개발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1980년대

경제성장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며 많은 병원들이 건립

되었다. 병원형태의 주축은 저층부에 진료부를 밀집하고

병동이 그 위에 고층화하는 집중식 기단형으로 증개축을

고려한 개념들도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대기업의 자본

을 바탕으로 한 병원의 대규모화가 진행되었으며 기단형

이 일반적이나 길찾기의 용이함과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을 위한 호스피탈스트리트(hospital street) 개념 도입

이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대 호스피탈스트리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병원의 중심공간으로 끌어들인 병원들이 많

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외 외래, 중앙진료부, 병동을 별

동으로 수평 분산 배치하는 병원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병원의 현대화와 규모 확대 등으로 많은 병원이 증

개축을 통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8)

병원의 전체계획의 변화는 로비공간의 변화를 가져왔

다. 80년대 후반의 대표적 형태인 집중식 기단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개별 출입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코어나 홀 형태의 로비 공간을 가지고 있다.

대기공간에서 이용자들의 휴게 공간이 분리되어 나타나

고 로비공간과 중정을 인접시키고, 로비 상부를 개방시

켜 개방감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2000년대 많이 도입된

호스피탈 스트리트 개념은 자체가 로비에 포함된 형태로

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방향인지의 용이성

과 인접 공간 효율성 증가, 로비공간에서의 이용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로비의 일부 혹은 상부

전체가 개방되고 아뜨리움 등이 도입됨으로써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요소와 편의시설 등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고 개방적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비정기/

정기적 교육, 문화 등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다기능의 복

합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9)

본 연구는 이러한 형태 및 동선체계 변화에 주목하여

로비유형을 수평적 평면구성, 수직적 단면구성을 기준으

로 구분하였다. 로비유형은 수평적 평면구성에 따라 크

게 중심형(core)과 선형(street)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

심형은 개방적 실의 홀 형태로 수직 코어 및 보이드를

중심으로 각 부문들을 방사형으로 배치시키는 방식이다.

8) 유영민, op. cit., p.99 재정리

9) 표준우 외, op. cit., p.90

개방성이 강하고 공간내 위치확인이 용이하여 동선단축

에 유리하며 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향성 부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어 부분별 공간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선형은 넓은 복도공간

의 형태로 공용공간에 접한 각 부문들을 호스피탈스트리

트의 선형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선형은 공간에 방향

성을 부여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유도, 순차적 공간경험을

가능하게 하나 동선효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구분 유형 특징

평면

구성

중심형(C)

개방성이 강함

위치확인이 용이함

동선 효율성

방향성 부재로 혼란 가능성

선형(S)

공간의 방향성 부여

자연스러운 동선유도 가능

순차적 동선경험

다양한 동선연결

단면

구성

단층형(O)

중소규모 병원에 적용

동선처리 어려움

폐쇄성 강함

절충형(M)

개방적 입구 홀

공간의 효율성

공간의 연속성 유지가 어려움

단층부 혼잡우려

복층형(D)

개방성 강함

위치확인이 용이함

효율적 공간활용 어려움

자료: 표준우 외, 2002; 김은석 외, 2014 재정리

<표 3> 종합병원 로비의 유형

그리고 수직적 단면구성에 따라 단층형, 복층형과 두

가지를 더한 절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층형은 1개

층 높이를 갖는 로비로 중소규모의 병원에 주로 적용되

는 형태이다. 소규모 공간에 적용되다보니 동선처리가

어려우며 폐쇄적 공간감을 줄 수 있다. 복층형은 로비를

중심으로 위층 또는 아래층 2개층 이상을 개방된 공간으

로 계획하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계단을 두어 수직동선을

연결하는 형식이다. 로비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가

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유형으로 확장된 공간을 활용하

여 자연환경을 실내로 유입하거나, 공간의 구심력을 강

화하여 상징적 효과를 높일 수 있어10) 개방성과 중심성

부여에 유리한 방식이다. 절충형은 복층형과 로비의 공

용시설이 동일한 층에 위치하여 수평적으로 전개되는 단

층형이 절충된 방식으로 출입구 주변에 개방형의 복층

홀을 계획하고 내부에 접수/수납, 대기 등 별도의 단층형

공간을 설치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작은 면적으로 입구

에서의 개방감을 부여하며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

한 방식이나 공간의 연속성 유지에는 불리한 방식이다.

2.3. 공간구문론

10) 표준우 외, 종합병원의 주출입구와 로비공간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

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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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영국의 힐리어(Hillier,

B.)와 렌슨(Hanson, J.)에 의해 제안된 공간분석 방법론

이다. 이들은 공간에 대한 이해는 개별 공간이 가진 개

체적 특성보다는 공간조직 전체로서의 경험과 공간 상호

간의 위상학적(topological) 관계성에 의해서 분석되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

학적 모델로서 공간구문론을 제안하였다.11)

분석대상이 되는 공간영역 또는 공간적 범위는 하나의

공간조직을 구성한다. 공간조직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공간

조직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계를 가

지며, 이 경계는 분석대상으로서 공간조직의 범위를 결

정한다. 단위공간 설정은 축선공간(axial space)과 볼록

공간(convex space)에 의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축선

공간 방식은 전체 공간조직을 통행가능한 길을 나타내는

직선으로 구성된 공간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도

시의 공간구조와 같은 외부 공간을 분석하는데 많이 사

용되며, 볼록공간 방식은 공간의 단위를 일종의 폐구간

으로 닫혀진 공간영역으로 정의하는 방법으로 내부 공간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볼록공간도는 건축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기능도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12)

특정 공간조직에서 각 단위공간이 가지는 위상학적 관

계성은 연결도(connectivity), 통제도(control value), 통합

도(integration), 명료도(intelligibility)라는 공간구문변수

로 표현된다. 첫째, 연결도는 단위공간에 직접적으로 연

결된 주변공간들의 개수로 연결도가 높다는 것은 주변공

간과 빈번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제

도는 단위공간이 연결된 주변공간들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나의 단위공간이 n개의 공간과 연결될 경우 그 공간은

주변공간에 1/n 만큼의 통제도를 준다. 통제도가 높은

공간은 주변공간에 의해서 보다 많은 통제를 받으며 동

시에 주변공간을 보다 많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통합도는 임의의 단위 공간에서 다른 단위 공간까

지의 연결 관계의 상대적 깊이(depth)의 정도를 나타내

는 지표로, 통합도 값이 높다는 것은 나머지 공간들로의

연결관계의 평균적인 깊이가 얕아 해당공간에서 다른 공

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합도

는 해당 공간 구조의 위계상 중심성을 의미하는 지표이

다. 통합도는 임의의 공간으로부터 깊이가 일정한 지점

까지의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부 통합도(local

integration)와 전체 공간에 있어서 통합도를 계산하는

전체 통합도(global integration)로 나누어진다. 넷째, 명

료도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변수로 공간조직의

부분을 통해 그 공간조직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11) Hillier, B. & Hanson, J.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12)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2판, 시공문화사, 서울, 2003, pp.19-20

전체통합도와 연결도 간의 상관계수(Pearson's R
2
)로서

정의된다. 명료도가 높다는 것은 연결도를 보고 통합도

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국부적으로 연결성이 좋아 공간 인식이 상대적

으로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비공간의 구성요소들간의 위상학적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볼록공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중심성을 나타내는 통합도와 내부공간 인

식 정도를 나타내는 명료도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3. 종합병원 로비 계획현황 및 공간구조

3.1. 로비 계획현황

현장조사를 통해 6개 상급종합병원의 로비 계획현황을

살펴보았다.<표 4, 표 5>

A는 2003년 계획되었으며 저층부는 외래진료부가 고

층부는 병동부가 위치하는 기단형 공간에 Y자형의 매스

로 후면에 교수실 및 연구동을 연결하여 배치하였다. 주

출입구와 연결된 본관로비는 지상2층 높이의 개방된 홀

로 계획하고 상부에 광천장을 도입하여 밝은 병원이미지

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개방적 홀 주변 복도에 안내

및 접수, 대기공간이 위치하고 홀은 전시 및 공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된

지하1층에 식당, 은행, 상점 등 편의시설을 계획하였다.

B는 기존 동관, 서관을 연계한 진료체계 개편에 따른

외래 진료공간의 수요 충족을 위해 2008년 신관을 건립

하였다. 신관 로비는 지상 2층 높이의 홀과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개방된 중정을 도입하여 로비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휴게광장을 계획하였으며,

지하1층의 경우 선큰을 도입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유

도하고, 식당, 은행, 상점 등 편의시설을 계획하였다.

C는 1983년 개관, 2003～2006년까지 신관 신축, 장례

식장의 증축설계에 이어 2007～2008년 본관의 내외부 리

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신구관 전체 모습을 갖추었다. 본

관 로비는 2층 높이의 홀과 정방형 천창공간을 계획하여

중심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였으며 주 출입동선으

로 역할하고 있다13). 로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통

해 지하1층의 은행, 상점, 식당 등 편의시설, 종교실 등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005년 개관한 D는 건물 정면에 옥상정원까지 이어지

는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동쪽 입원출입구, 서쪽 외래출

입구가 배치되어 있다. 입원출입구에 면한 로비공간은 2

층높이의 개방형 홀 형태로 별도의 독립된 휴게공간 및

은행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하며, 외래출입구에 면한 로

비공간은 전면부는 8층 높이의 개방적 공간, 후면부는 1

13) 이주영 외, op. 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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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유형
평면도 이미지 (좌:입구홀,우:정보,진료보조 측)

사

례

유형
평면도 이미지 (좌:입구홀,우:정보,진료보조 측)

평면 단면 평면 단면

A
중심형

C

절충형

M
D

선형

S

절충형

M

B
중심형

C

절충형

M
E

선형

S

절충형

M

C
중심형

C

복층형

D
F

선형

S

복층형

D

자료: 한국의 병원건축(2010)

<표 4> 종합병원 로비유형 및 이미지

층 높이의 접수/수납, 대기, 휴게, 상업 등의 공간이 호스

피탈스트리트를 따라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8층 높이,

길이 100m의 중정을 계획하여 자연채광 및 자연요소를

실내에 유입하고 공간의 개방감을 부여하고 있다. 두 개

의 출입구 사이공간에 접근이 용이한 안내공간이 위치하

며, 출입구 주변에 전시공간과 의료상담 및 컨시어지 서

비스제공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

2008년 개관한 E는 병동, 중앙진료동, 외래진료동이

수평적으로 연결된 분산형 병원으로 각 동사이 공간은

지하1층까지 선큰가든을 계획하여 자연채광과 환기, 자

연조망을 제공한다. 병원 전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중

앙진료동에 위치한 로비공간의 경우 전면부는 3개층 높

이의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하고, 후면부는 1층높이의

호스피탈스트리트를 계획하여 접수/수납, 대기, 휴게, 상

업 등의 공간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면부에 접근이 용

이한 안내공간과 별도 의료상담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2009년 개관한 F는 호스피탈스트리트를 5개층 높이

13.2m, 6.6m의 넑고 오픈된 아트리움 공간으로 구성하여

개방적이고 밝은 병원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구 주변에 카페와 접수/대기공간을 배치하여 이용객

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지하에 편의시설을 계획하였다.

특징적으로 호스피탈스트리트 단부에 기념전시관과 종교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시 개방된 로비공간을 종교

집회 및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면 및 단면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심형(C형)

과 선형(S형), 절충형(M형)과 복층형(D)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면구성의 경우, 기존 병원시설의

증개축, 리모델링의 경우 중심형, 신축의 경우 선형을 도

입한 적극적 로비공간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중심형인

A, B, C사례는 입구에 면해 개방적 중앙홀을 계획하여

동선이 효율적이며, 위치확인이 용이하고 전면유리와 천

창을 도입하여 밝고 쾌적한 실내환경과 병원이미지를 전

달하고 있다. 그리고 선형인 D, E, F사례의 경우 입구에

면해 개방적 홀 또는 street를 계획하고 다양한 기능을

street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자연스러운 동선유

도와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단면구성의 경우, CM형인 A, B사례의 경우 2층 개방

한 홀을 둘러싼 단층의 복도공간에 접수/수납, 휴게시설

을 배치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폐쇄적 공간감을

보완하였다. 특히, B사례의 경우 4층 개방의 중정을 휴

게시설과 접목하여 개방감과 영역성을 부여하였다. 그리

고 CD형으로 복층의 홀을 계획한 C사례는 홀에 접수/수

납, 휴게시설을 계획하여 위치확인이 용이하며 모든 공

간에서 개방적 공간감 부여하고 있다.

SM형인 D, E사례는 입구에 면해 2-3층 개방의 홀을

계획하여 개방감과 쾌적함을 부여하고 이와 연계하여 호

스피탈스트리트를 계획하여 동선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D사례의 경우 스트리트를 다양한 시설과 연계하

고 8층 개방의 중정을 도입하여 자연채광 및 자연요소를

실내에 유입하여 개방감 및 연속성을 확보한 반면, E사례

는 상업시설 접근 동선으로 단층의 스트리트를 계획하여

공간의 연속성 저하, 폐쇄적 공간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

다. SD형인 F사례는 복층의 호스피탈스트리트를 계획하

여 가장 개방적 공간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위치확인이 용

이하고 스트리트를 따라 접수/수납, 진료, 전시 및 종교시

설 등 다양한 기능공간을 연계하여 위치확인 및 접근성이

좋으나 공간효율적 측면에서는 불리함을 알 수 있다.

기능요소별로 살펴보면, 기본적 기능요소인 정보, 진료

보조를 위한 접수/수납, 대기공간은 모든 사례에서 출입

구에서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동기능을 위한 홀

과 복도의 경우, 로비형태와 관련된 요소로 중심형의 경

우 홀이 주요한 이동공간이 되며 이를 중심으로 여러 기

능공간들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선형은 복도가 주요한

이동공간이 되며 출입구에 면해 개방적 홀을 계획하고 있

으며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기능공간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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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기능의 경우 주로 출입구 주변 또는 지하1층 등에 별

도의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형의

경우 A, C사례는 중앙홀과 연계한 지하1층에 계획하여

접근성 및 공간의 연결성이 낮아 소극적 계획으로 파악하

였으며, B사례는 개방적 중정과 연계한 별도의 휴게공간

을 계획하여 적극적 계획을 보였다. 선형의 경우 다양한

별도의 휴게시설 및 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D사례의 경우 입구주변 뿐 아니라 대기공간 사이 휴

게부스, 스트리트내 휴게시설 등 적극적 계획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E, F사례는 출입구 주변에만 휴게공간

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서비스기능의 경

우 공통적으로 출입구 부근에 까페 및 전시관, 간이 공연

시설을 배치하고 있으나 중심형은 지하에 주로 계획하여

소극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형의 경

우 진입층 배면에 다양한 기능공간과 연계되어 적극적으

로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요소 계획특성 A B C D E F

정보
ㆍ출입구 주변에 반개방 형태 안내데스크 계획
ㆍ일부사례 별도의 컨시어지서비스(D), 고객
지원서비스(E) 공간 계획

● ● ● ● ● ●

진료
보조

접수/수납 ㆍ출입구 주변에 접수/수납 공간 계획 ● ● ● ● ● ●

대기 ㆍ접수/수납시 대기를 위한 좌석설치 ● ● ● ● ● ●

이동

복도
ㆍ선형: 호스피탈스트리트 계획, 중정 도입(D)
ㆍCM형은 홀 주변에 단층으로 계획

○ ○ - ● ● ●

홀
ㆍ중심형: 주요 이동공간으로 출입구에 면해
개방적 홀 계획

ㆍSM형은 별도의 입구홀로 전면아뜨리움 계획
● ● ● ◐ ◐ -

휴게

ㆍ중심형: 출입구주변대기석과연계한휴게시설및
간이좌석, 지하1층에 휴게공간계획. 그러나 B사례
는홀내개방적중정을접목한휴게공간계획

ㆍ선형: 입구홀 주변에 별도 휴게공간계획, 특히 D사
례는진료보조, 이동기능공간내별도휴게공간계획

○ ● ○ ● ◐ ◐

편의/서비스

ㆍ출입구 주변에 까페, 간이 공연시설 및 전
시기념관(B, D, F) 계획

ㆍ중심형: 지하1층에 편의시설 계획
ㆍ선형: 호스피탈스트리트와 연계하여 다양한
편의/서비스시설 계획(그러나 F사례는 지하
에 편의시설 계획)

○ ◐ ○ ● ● ○

<표 5> 로비 기능요소 계획특성 (●적극적 ◐보통 ○소극적)

3.2. 로비 공간구조

(1) 분석기준

로비 공간구조는 공간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통합

도와 특정 공간에 직접 연결된 공간의 수를 나타내는 연

결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단위는

내부 공간 분석에 주로 사용되며 기능도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볼록공간(convex space)을 기준으로 하였다. 복

수의 단위공간의 경우 그들의 평균으로 산정하였다.

볼록공간(convex space)은 공간 내의 두 점을 연결하

는 선이 그 공간 외부로 나가지 않는 공간으로 모든 내

각이 180도를 넘지 않는 단위공간이다. 각 볼록공간 내

부의 모든 지점들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공간내 어느

지점에서든 시각적으로 장애요소가 없는 최대 가시영역

으로, 굴곡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오목공간의 경우

2개 이상의 볼록공간으로 나누어 반영하였다.14)

14) 정대훈, 박물관에서 관람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에

그리고 개방된 공간내 다양한 기능공간들이 위치하는

병원 로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정형건축15) 등에서 공간

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외 오목공간을 형성하는 천장의 높낮이, 단차이 등의 공

간 경계를 볼록공간으로 정의하거나, 호텔로비를 대상으

로 하여 주요한 기능 공간인 프런트데스크, 라운지 등

반개방형 공간을 볼록공간으로 구분한 것16)과 같이 볼록

공간 설정 시 다음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첫째, 폐구간으로 닫혀진 공간을 기본으로 오목공간을

형성하는 기능요소들을 단위공간으로 분할하였다. 둘째,

동일한 성격의 공간은 하나의 볼록공간으로 구분하여 형

태상 오목공간일지라도 위상학적 관계상 하나의 볼록공

간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주요한 기능요소 공간인 반개

방형의 안내데스크, 접수 및 대기, 휴게 공간을 볼록공간

으로 구분하였다.

(2) 기능요소별 중심성

로비 기능요소의 위계적 중심성을 나타내는 전체통합

도를 산출하여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표 6>, 전체 평균

1.806으로 기능요소별로 복도 3.621, 홀 3.435, 대기 1.592,

정보 1.403, 휴게 1.145, 접수 1.031, 편의 0.990 순으로 나

타나 이동동선 관련 복도와 홀이 공간 위계상 중심적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요소별로 살펴보면, 정보공간인 병원안내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데스크의 경우 출입구 주변에 위치

하며, 반개방형태로 중심적 공간인 복도 및 홀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공간 외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D사례(1.896), F사례(1.478)의 경우 각각

정보공간이 입구홀과 호스피탈스트리트 사이, 별도 진료

보조공간과 호스피탈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하여 중심성이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홀 및 복도에 면해 계획되는 진료보조공간의 접

수/수납공간의 경우 중심성이 낮으나, 복층홀에 위치하는

C사례(1,273)와 상대적으로 대기공간의 중심성이 높게 나

타난 E사례(1.306)에서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

공간의 경우 홀 및 복도에 개방적으로 위치하며 접수/수

납, 휴게공간과 연계되어 이동동선 다음으로 높은 중심성

을 보였다. 평균 이상인 B사례(1.833)는 홀과 연결된 별도

의 접수/수납, 대기공간을 계획하여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

다. 특히, E사례(3.134)는 대기공간이 로비의 위계상 중심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구홀과 후면의 복도를 진료

보조 공간이 매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로비의 위계상 중심 공간으로 나타난 이동 공간의 경우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4

15) 전범우 외, 프랭크 게리의 비정형 건축물 공간구조 특성,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통권212호, 2006 / 국지선, 조자연, 공간구문론을 이용

한 자하 하디드 뮤지엄 건축의 공간구조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22권 5호, 2013

16) 주장건, 호텔 로비의 공간구조 특성과 유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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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특성에 따라 홀의 경우 CD형인 C사례(6.896), 복

도의 경우 SD형인 F사례(8.871)의 중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일한 형태의 평면과 입면구성으로 모

든 기능요소들이 이동동선 공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으

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A사례(3.448)는 홀을 둘러싼 복도

를 계획하여 홀과 복도 각각 동일한 중심성으로 나타났

으며, B사례(3.667)와 D사례(2.212)는 홀을 중심으로 별

도의 진료보조공간 및 진입 홀을 계획하여 단일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다.

구
분 공간구성체계도 기능요소

공간구조 변수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A

정보 2 0.400 1.379

진료
보조

접수/

수납
2 0.700 0.985

대기 1.5 0.450 0.924

이동
복도 5 2.200 3.448

홀 5 3.200 3.448

휴게 1 0.200 0.862

편의/서비스 1.5 0.300 1.121

평균 2.6 1.194 1.738

B

정보 2 0.417 1.375

진료
보조

접수/

수납
1 0.250 0.786

대기 4 2.167 1.833

이동
복도 4 2.167 1.833

홀 6 3.500 3.667

휴게 1.5 0.375 1.004

편의/서비스 1.3 0.250 1.125

평균 2.8 1.304 1.660

C

정보 1 0.167 0.985

진료
보조

접수/

수납
2 0.667 1.273

대기 2 0.667 1.273

이동
복도 - - -

홀 6 4.833 6.896

휴게 1 0.167 0.985

편의/서비스 1 0.167 0.985

평균 2.2 1.111 2.066

D

정보 3 0.917 1.896

진료
보조

접수/

수납
2 0.667 0.948

대기 2 0.667 0.948

이동
복도 6 4.333 2.212

홀 4 2.833 1.206

휴게 1.3 0.306 0.930

편의/서비스 1 0.222 0.737

평균 2.8 1.421 1.268

E

정보 2 0.333 1.306

진료
보조

접수/

수납
2 0.333 1.306

대기 6 2.167 3.134

이동
복도 4 1.917 1.741

홀 6 3.667 1.959

휴게 1 0.167 0.871

편의/서비스 1.25 0.292 0.860

평균 3.2 1.268 1.597

F

정보 2 0.393 1.478

진료
보조

접수/

수납
2 0.583 0.887

대기 2 0.518 1.441

이동
복도 7 5.083 8.871

홀 - - -

휴게 4 1.476 2.218

편의/서비스 1 0.143 1.109

평균 3.0 1.366 2.667

1-정보 2-진료보조(a.접수/수납,b.대기) 3-이동(a.복도,b.홀) 4-휴게 5-편의/서비스

<표 6> 로비 공간구조 분석 결과

휴게공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공간을 휴게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나 사례별로 별도의 휴게공간을 출입구,

진료보조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다. 별도의 휴게

공간을 계획한 F사례(2.218)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결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중심성은 낮게 나타났으나 중

심적 공간인 홀 및 복도에 개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접

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편의/서비스공간은 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공간으

로 공통적으로 출입구 주변에 까페, 지하 및 동일층 배

면에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SM형은 동일층에

편의시설을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나 편의시설의 접

근동선을 중심으로 호스피탈스트리트를 계획하여 상대적

으로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용성 증진을

위한 중심성 보완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3) 기능요소별 명료도

내부공간 인식 정도인 명료도를 살펴본 결과, 개방적

구조를 가진 로비 특성상 0.85～0.98의 높은 명료도를 보

였다. 그러나 집입층에 호스피탈스트리트를 계획하여 편

의시설을 연계한 SM형의 경우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공간인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 - 0.988 B - 0.947

C- 0.981 D - 0.854

E - 0.897 F - 0.941

<표 7> 기능요소별 명료도

평균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연결도와 통합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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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른 공간과 빈번하게 연결되며 전체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는 공간인 2사분면, 둘 다 낮아 동선의 도달 및

연결이 어려우며 전체 공간인지가 어려운 공간을 의미하

는 3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요소별로, 2사분면에는 로비의 중심적 기능요소 공

간으로 파악한 홀 및 복도가 나타났으며, 사례별로 중심형

의 경우 홀, 선형의 경우 복도의 명료도가 높아 이를 통해

내부공간 인지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중심

형인 B사례는 홀 외 휴게공간과 연계된 후면복도의 명료

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선형인 D사례에서는 복도 외 두

출입구 각각의 홀과 street 사이에 위치한 정보공간, E사

례는 복도 외 입구홀, 홀과 street 공간을 매 개하는 진료

보조의 대기공간의 명료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외

공간의 경우 대부분 3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개방적 대공간으로 계획되는 로비 특성상 각각의 공간

들이 중심성이 높은 홀 및 복도에 연결되는 점을 고려하

여 상대적으로 낮은 명료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최근 종합병원의 변화

모습인 복합화에 따른 다양한 기능공간 계획에 주목하여

기능요소별로 로비의 계획특성 및 공간구조를 살펴본 연

구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병원로비의 기능요소를

병원안내 및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접수/수납, 대기

의 진료보조, 동선연계의 이동, 휴게, 편의/서비스 5가지

로 분류하였다.

둘째, 사례분석 결과 종합병원 로비는 평면상 중심형,

선형, 단면구성상 절충형과 복층형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기능요소를 중심으로 계획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기능요소별 공간구조를 살펴본 결과, 정보공간은

출입구주변에 홀 및 복도와 반개방형태로 연계되어 상대

적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진료보조공간의

접수/수납공간의 경우 연결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중심성

이 낮게 나타났고, 대기공간의 경우 별도의 진료보조 존

을 구성하거나 이동동선을 매개한 경우 상대적으로 중심

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동공간이 로비의 위계상 중심적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단일 형태의

평입면구성을 가진 CD형, SD형의 중심성이 가장 높음을

볼 수 있었다. 로비 계획시 이동공간은 단순 통로 공간

이 아닌 로비의 중심적 공간으로 환경적 쾌적함과 함께

공간인지를 위한 길찾기, 이미지 전달을 위한 상징성부

여 등 디자인적 배려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휴게공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공간을 휴게시설로 활

용하고 있으나 사례별로 별도의 휴게공간을 출입구, 진

료보조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결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중

심적 공간인 홀 및 복도에 개방적으로 연계되어 접근성

이 좋으며 별도 휴게부스 및 공간을 계획한 경우 영역성

을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계획시 중심성을 높

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지하 또는 진입층

배면 및 측면에 계획되어 있는 편의/서비스공간의 경우

연결성이 낮아 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SM

형에서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편의

시설의 접근동선을 중심으로 호스피탈스트리트를 계획하

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건축계획시 사용성 증진을

위해 접근성 뿐 아니라 중심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넷째, 명료도의 경우, 개방적 구조를 가진 로비 특성상

이동공간인 홀 및 복도를 중심으로 높은 명료도를 보였

으며, 이와 연계된 공간을 통해 내부공간 인지가 쉬운

것으로 나타나 로비 계획시 중심성 및 명료도가 높은 이

동공간 계획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종합병원 계획시 로비의 공간 형태와

기능구성에 따른 고려사항 및 적용점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으며, 기능중심의 공간계획 접근을 통해 사용자중심의

로비계획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계획 모습을 포함하기 위해 다

중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사례

별로 접근하여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례접근과 사용자 중심의 계획방안

에 관한 후속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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