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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 재활 공간 디자인을 위한 공간 환경 만족도 연구

-환자 중심 재활의료서비스를 위한 융복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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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재활의료 기관의 공간 환경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환자들의 만족도가 미흡한 영역을 파악하
는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의 재활의료 공간 환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전지역 6개 종합병원 및 전문
재활기관의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30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공간 환경 만족도를 7개 
구성 부문요소로 분류하였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하기 위해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층간 이
동성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입원환자에게 있어서 특히 그러했다. 치료실이 위치한 층은 두 번째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쾌적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구성 부문요소이긴 했으나, 신경계환자의 경우 근골격계 환자
보다 덜 만족하였다. 20대 환자가 60대에 비해 길 찾기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실내디자인에 있어서는 50대가 70대
에 비해 상대적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분석은 향후에 환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재활기관의 공간 환경 
디자인을 개선해가는 데에 있어서 근거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공간 환경, 근거 중심 디자인, 재활 치료실, 만족도, 설문,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atient satisfaction for the spacial environment of the 
rehabilitative facilities, and by this to examine areas of patients' needs to develop patient-friendly improvement 
in spacial environment. 308 patients were surveyed at physical therapy centers of 6 hospitals or rehabilitative 
institutions in Daejeon with pat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The spa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was 
categorized into 7 constructs and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and compared by t-test and ANOVA 
according to the patient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nter-floor transfer was found to be the area with the least 
satisfaction, especially in the in-patient group. Locating floor level was the second lowest satisfied construct. 
Comfort was relatively highly satisfied construct overall, but patients with neurological disease had less 
satisfaction than with musculoskeletal disease. Patients in 20’s were less satisfied in wayfinding than 60’s. 
Satisfaction for interior design was lower in subject in 50’s than 70’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evidences 
to improve spacial environment design for rehabilitative facilities to the better patien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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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의

수가크게증가하고, 현대인의생활습관병이늘어나며,

스포츠 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활의료서비

스는그수요가커지고물리치료서비스를중심으로의료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과정의 보편적인 일부분으

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 치료실의 수가

크게급증하였고방문횟수또한증가하고있다. 많은환

자들에게물리치료실을비롯한재활치료공간은치유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

사람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환경은 그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활동에영향을준다[1,2,3,4]. 의

료적 공간 환경 역시 환자들이나 환자의 가족들에게 영

향을미치고, 치료와회복과정에영향을줄수있다[5,6].

그러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의

만족도, 서비스의 효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입증

되어오고있다[7,8,9]. 그렇기에의료공간의하나인재활

치료 공간을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반적

인의료서비스의질을제고하고환자에대한의료성과를

향상시켜나가는데한몫을하리라고기대할수있을것

이다.

의료공간을더나은환경으로개선해나가고자할때

이론적인차원으로만접근하는것에는한계가있을것이

다. 의료 공간의 이용자인 환자와 의료진의 특수한 조건

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직접적으로 이들의 경

험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건축 계획의 토대로 삼는 것은

의료 공간 설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근거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Evidence-Based Design)은 최근에 국외에서 보건의료

산업의 공간 디자인을 이끄는 원칙으로 대두되고 있다

[8]. 근거 중심디자인은연구에서밝혀진결과를흡수하

고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며 환자의 인식과 요구를 반

영하는세가지 과정을통합하여이것을바탕으로보건

의료 시설을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것이다[8]. 근거 중심

디자인은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 속에서 여러 가

지결핍된부분을찾아내고논의하여[10], 이러한근거를

바탕으로공간환경을설계하고구축하므로환자중심적

인 공간 환경을 실질적으로 실현해가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재활의료공간에대한근거중심디자인관

련연구는아직소수에국한되어있는데, 그 연구들의대

상 재활 기관에는 노인데이케어센터, 치매시설, 자폐성

장애아동 치료센터, 소아전문병원 등이 포함되어 왔다

[11,12,13,14].

현재 재활치료가보건의료체계내에서가장일반적

이고중점적으로이루어지는곳은물리치료실이라할수

있는데, 전체적인물리치료서비스만족도에관련한연구

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15,16,17] 물리치료실 공간

환경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조사된 것

이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및 재활병원의 물리치료

실을중심으로재활치료공간환경에대한환자들의만

족도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문조사하고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함으로써, 환자들의 재활 치료 공

간환경에대한경험이어떠한지에대한이해를높이고,

그 결과분석을근거로하여앞으로재활치료실의공간

환경설계가지향해야할방향에대한제언을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간 환경의 개별 사항들을 속성에 따

라분류한후공간환경을이루는하위구성부문들로서

범주화하여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전체

공간환경에대한만족도와각하위구성부문별만족도

를 산출하였고, 환자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비

교하여어느환자군에게어떤공간구성부문에대한개

선의 요구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았다.

2.1 연구대상 
대전광역시 지역 소재의 종합병원 및 재활전문병원

급병원 6곳의물리치료실을방문하여재활치료를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

용을이해하기어려운환자와의사소통이불가능한환자

는 제외 하였다.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이 연구의 목적와

특성에게 대하여 안내받았으며, 헬싱키 선언의 윤리 원

칙에 따른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설문지는 G-power 3.1에 의거하여 필요부수를 산출

하고미회수율및탈락률을고려하여배포부수를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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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438부를 배포하여 355부를 회수하였다. 전체 회수

율은 81.05%이며, 누락된 응답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

하고 308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여 최종응답에 이용한

비율은 70.32%이다.

조사자들이대상기관을방문하여대상자에게일대일

로직접설문지조사를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했다. 설

문작성 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본인이 직

접 작성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의 경우 그들의 응답을 들

은후연구자가대신작성하였다. 기관의사정상이러한

방법이 불가한 경우 기관의 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작

성된 설문지를 후에 일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2.2 조사 도구 
2.2.1 설문지 제작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문헌조사를 토대로 50개 평

가 문항을 초기 작성하였다. 초기 설문지를 가지고 재활

및물리치료관련전문가들에게사전조사(pretest)를 실

시한후수정, 첨가, 삭제를거쳐타당하다는의견이수렴

된 40 문항을 추출하였다. 설문을 실시할 병원 6곳을 사

전방문하여조사할공간환경을점검한후, 모든기관에

서공통적으로적용하여조사할수있는항목을다시선

정하여 최종 30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0개문항중, 4개는문항환자의특성에대한문항, 22

개는 공간 환경 만족도에 대한 문항, 4개는 서비스 만족

에 관련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환자특성에관한 4문항과공간환경만족도에관한 22문

항, 총 26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2 물리치료실 공간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가 도구
설문 조사한 재활 치료 공간 환경의 범위는 물리치료

실및물리치료실에이르는길과물리치료실주변공간으

로하였다. 이를포함하는 22개 문항의전체공간환경에

대한만족도(‘Spacial Environment’) (이하 ‘공간환경만

족도’)는 7개의하위구성부문(construct)으로 나누어범

주화하였다.

각하위구성부문은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9

문항: 벽, 바닥, 치료실 크기, 색채, 조명, 천장높이, 가구

배치, 가구편리성, 편의용품/시설), 쾌적성 (‘comfort’) (5

문항: 온도, 통기, 청결 상태, 소음, 냄새), 개별성과 소통

성 (‘individuation and communication’) (2 문항: 개인 공

간, 소통공간), 길찾기 (‘wayfinding’) (1 문항), 층간이

동성 (‘inter-floor transfer’) (1 문항), 치료실이 위치한 층

(‘locating floor level’) (1 문항), 주변 공간 (‘surrounding

spaces’) (3 문항: 대기실, 치료실입구, 화장실)로 이루어

졌다. 각 문항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Likert) 척도로 답하도록 설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각 대상자의 설문결과로부터 위 22문항 점수의 평균

을공간환경만족도점수 (이하 ‘공간환경’으로명칭)로

하였고, 각하위구성부문을이루는문항점수의평균을

계산하여해당하위공간환경구성부문별만족도점수

(이하 각각 ‘실내디자인’, ‘쾌적성’, ‘개별성과 소통성’, ‘길

찾기’, ‘층간이동성’, ‘치료실이위치한층’, ‘주변공간’으

로 명칭)로 간주하였다. 공간 환경 평가 도구에 대해 전

체와 구성 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결과에 서술하였다.

환자특성에대한문항은성, 연령대, 질환종류, 입원/

외래 4가지이다. 조사에응한모든환자들은질환종류에

대하여신경계또는근골격계질환에해당한다는데체크

하였는데, 이 두가지모두에응답한소수의경우는최종

응답 분석지 308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2.3 통계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0을 사용하였다.

공간 환경 만족도과 다문항으로 이루어진 하위 구성

부문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알파

(Chronbach’s α)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공간 환경만족도(전체평균)와 하위 구성부문별만

족도(구성 부문 별 평균)를 기술통계를 통해 구하였다.

하위 구성부문별만족도가공간환경만족도와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모집단 t-검정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공간 환경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 대상자특성에따라공간환경을이루는각각의하위

구성부문의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기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t-test)와 일원 ANOVA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다. ANOVA의 사후검

정은 Turkey HSD, Scheffe, Bonferroni로 하였다. 통계

처리의 유의수준은 0.05로 이내로 하되, 유의수준 0.1이

내의 결과까지 살펴서 고찰하였다.



근거중심 재활 공간 디자인을 위한 공간 환경 만족도 연구 -환자 중심 재활의료서비스를 위한 융복합적 접근

33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Oct; 15(10): 327-337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총 308명을성, 연령, 질환종류, 입원/외래, 별

로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Table 1>.

성별로는남자 60.1%, 여자 39.9%였고, 질환종류별로

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83.4%, 신경계 질환자가 16.6%를

차지했다. 대상자 중 46.6%는 입원 환자였으며 53.6%는

외래 환자에 속했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80대까지 분

포했는데, 50대와 60대가 22.4%, 21.8%로가장많았으며,

40대, 20대, 30대, 70대가각각 14.9%∼11.4% 씩을차지

했고, 10대와 80대가 2.9%, 2.3%로 가장 적었다.

3.2 설문 평가 도구의 신뢰도  
전체 22문항을 포함하는 공간 환경 만족도의 크론바

하의 알파(Chronbach’s α)는 0.919 로 나타났다. 다문항

으로이루어진하위구성부문에서는크론바하의알파가

실내디자인의경우는 0.866, 쾌적성 0.867, 개별성과소통

성 0.648, 그리고주변공간은 0.8로 나타나이들측정도

구들은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requency %

Gender
Male 123 39.9
Female 185 60.1

Age

10∼19 9 2.9
20∼29 39 12.7
30∼39 36 11.7
40∼49 46 14.9
50∼59 69 22.4
60∼69 67 21.8
70∼79 35 11.4
80∼ 7 2.3

Disease
musculoskeletal 257 83.4
neurological 51 16.6

In-/Out-
patient

in-patient 143 46.4
out-patient 165 53.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8)

3.3 공간 환경 만족도 및 공간 환경 구성 부문 
    (별) 만족도 
3.3.1 공간 환경 만족도 
공간 환경 만족도의 평균은 3.10 (SD=±3.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중

‘만족’에가까운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Table 2>, [Fig. 1].

3.3.2 공간 환경 구성 부문(별) 만족도
공간환경만족도를구성부문하는하위요소별만족

도를 알아보았다. 실내디자인, 쾌적성, 개별성과 소통성,

길찾기, 층간이동성, 치료실이위치한층, 주변 공간에

대한 만족도 중에서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

으며(3.20±.21), 층간이동성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았

다(2.80±.74) <Table 2>. 전체 평균인 공간 환경 만족도

점수(3.10)와 비교했을때, 쾌적성 구성 부문요소는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3.20±.21) (p=0.000), 층 간 이동성

은 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2.80±.74) (p=0.000)

<Table 2>, [Fig. 1]. 치료실이위치한층은유의수준 0.1

이내에서 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all subjects (n=308)]
Mean
±SD

one sample test
with 3.10

Spatial Environment 3.10±3.7 t p

Constructs

Design 3.10±.22 -0.11 0.917
Comfort 3.20±.21 3.71 0.000**

Individuation&
Communication

3.14±.26 1.29 0.197

Wayfinding 3.10±.29 0.02 0.983
inter-floor transfer 2.80±.74 -6.83 0.000**

Locating floor level 3.05±.19 -1.72 0.087
Surrounding space 3.05±.33 -1.62 0.106

** p<0.01

<Table 2> Satisfaction scores of spacial environment 
and each construct, and the comparison 
of each construct score with spacial 
environment score

Constructs of the Spacial EnvironmentSpacial Environment

[Fig. 1] Satisfaction scores of the spacial environment 
and the constructs of the spacial environment

⟊ The score is different from spacial environment(3.1). (p < 0.1)
* The score is different from spatial environment(3.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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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ge diseas

e in-/out-patien

t

[Fig. 2] Spacial environment satisfaction scores by 
subject categories 

⟊ The arrowed pair scor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at p<0.1.

3.4 대상자 특성 분류에 따른 공간 환경 만족도 
    및 공간 환경 구성 부문(별) 만족도 
3.4.1 대상자 특성 분류에 따른 공간 환경 만족도 
조사한 공간 환경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대상자 특성

분류 별로 비교한 결과, 성 별, 연령 별, 질환 종류별, 입

원/외래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Fig. 2].

그러나 p=0.066 수준에서는질환종류에따른차이를보

였고신경계질환자의만족도가낮았다<Table 3>, [Fig. 2].

3.4.2 대상자 특성 분류에 따른 공간 환경 구성 
      부문 요소(별) 만족도
공간 환경의 각각의 구성 부문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대상자의 특성 분류에 따라서 비교 분석 하였다.

성별로는 7개모든구성부문요소에서유의한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Fig. 3].

[Fig. 3] Comparison of satisfaction scores of the 
spacial environment constructs by gender

연령별로는 길 찾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0.04) 사후검정 결과 20대와 60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고 20대의만족도가 60대보다낮았다. 실내디자인

에있어서는 p=0.074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왔으며사후검정에서 50대와 70대사이에서차이가있고

50대의만족도가 70대에비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4>, [Fig. 4].

질환 종류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 쾌적성에서 유의수

준 0.05 이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p=0.015), 층 간 이동성과 치료실이 위치한 층에서도

p=0.1 이하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각각 p=0.061, 0.092)

<Table 4>, [Fig. 5]. 차이가 감지된 이 세 가지 구성 부

문 모두에서 신경계 환자가 만족도가 낮았다.

외래와입원환자를비교하여분석했을때. 층간이동

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드러냈으며 (p=0.021) 입원

환자의만족도가외래환자보다낮았다<Table 4>, [Fig. 6].

gender age disease in-/out-patient

male female 10 20 30 40 50 60 70 80 ms nr in-pt out-pt

Spacial
Environ
—ment

mean
±SD

3.09±
.39

3.11±
.36

3.28
±.50

3.10
±.43

3.06
±.48

3.08
±.35

3.03
±.38

3.14
±.32

3.23
±.38

3.03
±.29

3.12
±.36

3.00
±.42

3.09±
.36

3.11±
.38

t/F -0.263 1.427 1.869 -0.415

p 0.792 0.194 0.066 ⟊ 0.678

⟊ p<0.1

<Table 3> Comparison of the spacial environment satisfaction scores by the subjec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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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satisfaction scores of the 
spacial environment constructs by age

⟊ The arrowed pair scor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p<0.1).
* The arrowed pair scor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2. 고찰
본 연구의 결과, 조사한 종합병원 및 전문재활기관의

물리치료실공간환경에대한환자들의전체적인만족도

는양호한수준을보였다. 그러나좀더구체적으로공간

환경의 하위 구성 부문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부문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것은 층 간

이동성에서가장두드러지게나타났고, 치료실이위치한

층에서도찾아볼수있었다. 쾌적성, 길찾기, 실내디자인

에있어서도환자군별로살펴볼문제가있는것으로분

석된다.

조사한여러가지공간환경의구성부문중층간이

동성은 전체 공간 환경 만족도 평균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관심과 개선의 여지가 가장 필

요한부분으로보인다<Table 2>, [Fig. 1]. 층간이동성

을환자특성별로비교했을경우에도, 성별, 연령별, 질

환 별, 입원/외래별에서 모두 만족도 점수가 다른 구성

부문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Table 4>, [Fig.3∼6]. 특

히,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입원/외래 환자군 간 비

교에서로서, 입원 환자가 외래 환자보다 불만족한 경우

가많았다 (p<0.05) <Table 4>, [Fig. 6]. 입원 환자가이

동에대한 ADL (Activities of Daily Life) 능력이외래환

자에 비해서 낮은 데 반해 그들을 위한 층 간 이동 시설

이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유의수준 0.1이하에서 보면 질환별 비교에서 신경

계 질환의 환자 군이 근골격계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불

편을느꼈다 <Table 4>, [Fig. 5]. 이것은 위와마찬가지

로현재재활기관의공간환경에설치된승강기등의이

동 보조 시설들이 이동능력 손상이 심각한 신경계 환자

들의편의를돕기위한필요치를다충족하지못하고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신경계 환자의 입원 환자

비율이근골격계환자군에비해 높은것으로나타나 (연

구 대상자 분포에서, 신경계 환자 중입원: 외래환자 비

율은 70.6% : 29.4%, 반면 근골격계 환자 중 입원: 외래

환자비율은 41.6% : 58.4%), 신경계질환으로입원한환

자들이 이용하는 공간 환경에서는 층 간 이동성에 대하

여 특히 보완된 설계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실이 위치한 층은 공간 환경 만족도 평균과 유의

수준 0.05이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0.1이내에서는 평균

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Table 2>, [Fig. 1]. 치료

실을 어느 층에 배치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되며, 환자 특성 별로 살펴

보면 질환에 따라 신경계 환자들이 0.1의 유의수준으로

근골격계환자들에비해불편함을느끼는것으로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4>, [Fig. 5]. 치료실이 위치한

층의만족/불만족정도는위에언급된층간이동성에서

느끼는 만족/불만족 정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냄새, 청결상태, 습도, 온도, 통기등을포함하는쾌적

성에대한만족도는전체환자를대상으로한평균일경

우, 전체공간환경만족도평균보다유의하게높기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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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p<0.05) <Table 2>, [Fig. 1], 환자 질환별비교에

서 볼 때는 신경계 환자들이 근골격계 환자들보다 상대

적으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p<0.05) <Table 4>,

[Fig. 5] 신경계 질환의 손상에 수반될 수 있는 감각 손

상이이러한공간환경인자를더민감하거나다르게지

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환자군이 물리치료실에

머무는 시간이나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서쾌적성문제가 더많이영향을미칠가능성도추

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병리적 상황에 대해 좀

더면밀히검사하고그특수성에대한수용과배려가증

대된 공간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길찾기와실내디자인에서는연령별상에유의한차이

가있었는데 <Table 4>, [Fig. 4], 이에 대해서는아래에

서 서술하였다. 개별성과 소통성 및 주변공간은 환자군

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거실태조사와 같은 주거 환경에 대한 국내의 연구

에서는 점차 주민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18]. 이와 같은 현상은 환경에 대한 논의에서

환경의주체를중요시하는경향으로시각이변화하고있

다는반증일수있다. 이연구에서조사한재활치료공간

환경 만족도를 환경의 주체인 환자에 대한 특성 분류에

따라서 다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연령별로는 길 찾기에서 유의수준(p<0.05) 이내의

차이가 존재했고 그 차이는 20대와 60대 간에 나타났는

데 <Table 4>, [Fig. 4] 흥미로운 것은 신체적인 보행능

력이나 정신적인 인지능력이 길 찾기에 더 유리할 것으

로예상되는 20대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다는사실이

다. [Fig. 4]에서 보듯이, 10대를제외하면, 20대를포함해

서상대적으로젊은연령층에서고연령층보다길찾기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이전의 문

헌에서도드러났다. Lee 등(2015)에 의하면충남지역 4개

의 의료원의물리적환경중접근성에대한환자들의만

족도는유의수준 0.01이내로 60세 이상에서가장높고 29

세 이하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9], 이것은

gender age disease in/out-patient
male female 10 20 30 40 50 60 70 80 ms nr in-pt out-pt

Design

mean
±SD

3.10
±.46

3.10
±.41

3.30
±.65

3.10
±.46

3.06
±.43

3.07
±.41

2.98
±.40

3.15
±.39

3.25
±.49

3.03
±.35

3.11±
.42

3.03±
.48

3.09
±.42

3.10
±.45

t/F 0.034 1.869 1.184 -0.245
p 0.973 0.074 ⟊ 0.241 0.807

Comfort

3.21
±.46

3.19
±.48

3.33
±.63

3.20
±.55

3.16
±.49

3.21
±.42

3.15
±.47

3.16
±.42

3.42
±.46

2.97
±.45

3.23±
.46

3.04±
.51

3.19
±.47

3.21
±.47

t/F 0.347 1.63 2.488 -0.434
p 0.729 0.126 0.015 * 0.665

Individuatio
n &

communicat
ion

3.14
±.51

3.13
±.48

3.50
±.50

3.22
±.58

3.10
±.52

3.07
±.43

3.07
±.51

3.16
±.48

3.19
±.44

3.07
±.35

3.14±
.47

3.10±
.59

3.13
±.49

3.15
±.50

t/F 0.169 1.276 0.606 -0.347
p 0.866 0.262 0.545 0.729

Wayfinding

3.07
±.54

3.12
±.54

3.33
±.50

2.87
±.66

3.00
±.48

3.09
±.51

3.10
±.57

3.24
±.43

3.14
±.55

3.14
±.69

3.11±
.53

3.04±
.60

3.10
±.52

3.10
±.56

t/F -0.943 2.131 0.817 -0.083
p 0.347 0.04 * 0.417 0.934

Interfloor
Transition

2.76
±.86

2.82
±.73

3.22
±.83

2.90
±.75

2.86
±.64

2.78
±.76

2.86
±.71

2.76
±.74

2.46
±1.1

2.86
±.90

2.83±
.77

2.61±
.85

2.69
±.83

2.89
±.73

t/F -0.695 1.55 1.881 -2.315
p 0.488 0.15 0.061 ⟊ 0.021 *

Floor
Level

3.02
±.43

3.06
±.58

2.78
±1.1

3.15
±.67

3.08
±.50

2.98
±.45

3.00
±.51

3.07
±.44

3.09
±.45

3.14
±.38

3.07±
.51

2.92±
.60

3.02
±.48

3.07
±.56

t/F -0.663 0.873 1.711 -0.864
p 0.508 0.528 0.092 ⟊ 0.388

Surrounding
space

3.01
±.57

3.08
±.52

3.19
±.63

2.97
±.63

2.95
±.47

2.99
±.58

3.00
±.59

3.15
±.44

3.18
±.51

3.05
±.59

3.07±
.52

2.97±
.63

3.07
±.51

3.03
±.57

t/F -1.147 1.18 1.046 0.746
p 0.253 0.314 0.3 0.456

⟊ p < 0.1, * p < 0.05, ms: musculoskeletal, nr: neurological, in-pt: in-patient, out-pt: out -patient

<Table 4> Comparison of construct satisfaction score by the subjec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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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접

근성은 길찾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이기에, 이 사실은 연령대에 따른 길찾기 만족도의

차이가 실재할 가능성을 더 확인하게 해준다. 원인에 대

해서는 근로연령대의 바쁜 생활, 빠른 스피드에 익숙함,

비교적 건강하여 병원 방문 횟수가 적기에 병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길찾기는시설의 이용만족도, 재방문의도, 추

천의도에부분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진만큼

[20], 이 연령세대에서도쉽게접근할수있는환경이되

도록 과학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

겠다. 또, 실내디자인에서는 p=0.074수준의 연령별 차이

가 있었고 50대와 70대의 차이로 나타났다. 소득의 기반

이 비교적 안정되며 대개 가구를 이끌어가는 세대인 50

대가 주거를비롯한공간환경에더세심하게반응할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환자 연령별 구성 백분율에서

보듯이<Table 1> 50대가가장높은비율을이루는연령

대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환자 특성 별 공간 환경 구성 부문에 대한 만족도 비

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질환에 따른 신경계와 근

골격계 환자의 비교인데, 신경계 환자에게 있어서 물리

치료실 공간 환경은 여러 면에서 근골격계 환자들에 비

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나왔기에 이들을 위한

환경구축에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위에서 서술된 것처럼 신경계 환자들은 쾌적성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드러냈고(p<0.05), 층 간 이동과 층 위

치 있어서도 유의함에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다(p<0.1).

앞에서논의한것처럼현재공간환경의이런구성부문

들이 신경계 환자들에게 불편함의 소지가 더 많을 가능

성을 시사하므로 그들의 필요를 더 가까이 파악하고 개

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래, 입원환자군 중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층 간 이동

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하여

서는 앞에서 고찰하였다.

현대사회가복잡해지면서어떤문제를파악하고분석

함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있다. 현대의병원공간설계를위한평가에있어

서도 그러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복잡계 분석의 도

입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평가와 예측이 시도되고 있

다[21]. 이와 같은 시도 못지않게 현장의 상황을 과학적

으로 평가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병원공간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

요할 것이다. Trochleman[8]은 저자의 보고서에서 근거

중심디자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는데, 클리블랜

드 클리닉의 심혈관병원을 개축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병원을 개축할 당시에, 건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

터 근거중심디자인이 고려되었다. 병원 디자인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 관련한 연구 자료들을 통해 근거들을 수

집하고 종합하였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

거중심디자인의 특성을 건축에 반영하고 적용하였다.

개축 이전과 이후의 시설에서 환자의 공간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조사하여비교한결과, 근거중심디자인을통한

[Fig. 5] Comparison of satisfaction scores of the spacial 
environment constructs by disease

⟊ The arrowed pair scor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p<0.1).
* The arrowed pair scor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Fig. 6] Comparison of satisfaction scores of the spacial 
environment constructs by in-/out-patient
* The arrowed pair scor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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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이후 여러 가지 항목에서 환자들의 평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근거중심디자인 개념의 도입은

공간 환경 자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환자에 대한 성과에도 상향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2,23,24]. 근거중심디자인은 이렇듯 공간 환경에 대한

환자의만족도나최종적인환자성과에긍정적으로작용

할뿐아니라비용효율면에있어서도우수하다는것이

알려졌다[25]. 이 연구에서밝혀진사실들은이러한근거

중심디자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

으로 하여 향후의 재활공간을 설계하고 건축한다면, 그

공간은환자의필요를더충족시킴으로써만족도를높일

것이며,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성과(patient outcome)

를 제고하고궁극적으로환자의삶의질을높이는데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과 대상 기관의 규모가 한정

되어있으므로결과를일반화하여추정하기는어려울수

있으나, 유사규모의지역과기관의재활공간설계에참

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 지역 및 기관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종합병원과 전문재활기관을 아울러서 조사범위를 택

한것은제반재활시설을갖춘기관들에대한보다일반

적인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이고 또 통계적으로도 보

다의미있는결론을도출하고자한것이었다. 그러나이

로 인해 서로 다른 공간 환경 특성이 일부 존재하는 두

가지 유형의 기관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설문지를구성해야했고따라서각각의고유기관

에 대해서는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온전한 맞춤형 조사

도구로 기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여

겨진다. 즉 개별 기관의 견지에서 보자면 만족도에 대해

미조사된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다. 앞으로 평가 도구의

설계와적용및응용방법등에대한연구도계속발달해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환자들

의공간환경에대한개선의요구및현재재활공간에서

부족한 점이 어디에 잠재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

다. 여기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활치료공

간의 층 간 이동시설, 치료실의 위치, 신경계 환자 수용

공간의특수성, 길찾기와실내디자인에대해서재활보건

의료와건축공학의융복합적인연구와논의가더세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비롯한

재활치료공간의설계에근거로활용되어, 환자의요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환자 중심적인 재활 공간 환경 디자

인의 실현과 발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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