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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Korean medical system changed with diversification & specialization and the field 
of medical service is also specialized in these days. Furtherrnore , it is required to discriminate the 
existing concept of wornen ’s hospital in spatial rnanagement 

This study perforrned the literature review of women’s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wornen’s 
hospitals survey. And the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women’s hospitals, which were re-
cently built in Korea , were analyzed 

Finally, the planning & design guidelines for future women’s hospital were suggested after the 
completion of case analysis &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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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의료시설은 의료서비스 

적 측면에서 전문화， 세분화를 지 향하게 되었고 

또한 환자중심개념에 의한 예방과 건강유지의 저 

변화는 ‘전문화 병원’이라는 새로운 의료공급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의료시설의 숫적 측면에서도 

대규모 종합병원에서 중소규모의 병원으로 변화 

* 성회원， 한양대학괴 대학윈 박사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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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추세에 였다(그립1). 특히， 여성의 경우 평 

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수요에서도 발전잉 

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임여성의 연령변화， 삶의 

질 향상 동을 통해 여성평생건강관리클리닉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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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와 질 높은 의료서비 

스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추셰이다 

따라서 여성전문병원은 여성건강 전반에 관한 

의료시설의 성격으로서 출산이 치료/처치 등의 

단순의료행위가 아닌 여성특유의 자연 생리현상 

이며， 이러한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전반에 기초하 

면서도， 기존 종합병원의 분만부와는 차별화된 

개념으로서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전문병원으로서 규모에 대한 

적정성과 운영적 측면에 대한 고려 및 중·소규모 

여성전문병원 특성화에 대한 경향이 어떻게 변화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실로 미비한 상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운영되고 있는 전 

문병원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여성전문병원에 

대한 특성화 경향을 살펴보고 여성전문병원 공 

간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2 연구의 범위 빛 방법 
여성의 신체적/심리적/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여성전문병원을 계획함에 있어 본 연구는 여성의 

특성과 이에 따른 전문병원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중소규모의 여성전문병원을 대상 한정하 

고， 조사시설 및 규모는 수도권지역의 최근 개원 

한 30병 상이 상 100병 상이 하의 규모로 제 한하여 

공간 빛 기능에 대한 조사 ·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 1 여성의 특성과 질환 
태어난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생 

식 의학적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특성에 의 

거 , 건강요구도가 남성과 다르다， 
여성의 일생주기를 여성 특유의 전환점으로 고 

려하여 분류3)하면 @사춘기를 전후한 청소년，@ 

미혼 여성과 임신을 앞둔 기혼여성，@임산부，@ 

가임 연령의 여성 @폐경기 전후의 여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생식기관이 107H 
월의 임신과 출산을 담당한다는 변에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신체적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에게 흔히 생기는 부인과 질병 및 원인， 

증상과 그에 따른 검사방법 및 치료법은 〈표1)과 

같다 

표 1 여성의 질병 2) 

병 영 원인 및 증상 진단 및 치료 

월경이상 
자궁경부협， 자궁내파 복강경건사， 카운습링， 
승， 정선직 원인 약관치료 

잔엮 냉·대하풍 정확한 윈인파익 증요 

후유승 심각， 갚만장기 혈액검사， 냉겪사. 임질 

성병 연，임신증성병‘ 선천성 검사， 배 양검사 

기형 

III 정상자궁 
거의 묘든 부인파적 잔 혈액건사， 임선겸사， 자 

환，기 젤적 부인과칠환， 궁내막검사 
츠2.혀 2 

임신후유증，성신씬환 

펴1칭전후으] 자궁부정출혈，자궁내막 파기녁 및 진찬， 초음 

자궁출혈 증식증， 자궁근종엮 파건사， 조직건사 

부인파요통 
감떤증，원겸통， 자궁선 초음파겪사， 단층촬영， 

종， 신장 및 방광간힘 λl1- x 。l추 ~1즈。~ 간 ~ 

자궁끈종 
초음파， 자궁경 검사， 복 

강경겪사‘자궁석출숲 

자궁암 자궁경부암 
질세포진검사， 소파수 

숲 슨직검사， 항암요볍 

유방암 
유망자가진단엠， 정기 

적 친참， x -선환영 

공다공증 
x-선침영， 단증:환영， 

딸밀도측성 

2. 1.1 여성의료의 부각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평균수명 

이 길며， 사망률에 있어서도 여성이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 

며， 1988년 현재 여성과 남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73.1세 와 66.7세 4) , 1987년 통계 에 의 한 사망률은 
각각 0.48%와 0.65%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낮 

은 편이다(그림 2) . 사망률과 함께 평균수명은 여 

성의료의 수요가 점차적인 증가추세로 접어들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 여성 사망원인 중 

임선과 분만 등 출산과정에 기인한 사망률은 매 

우 종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인공유산과정 

에서의 문제， 출산시의 출혈， 임신으로 인한 긴장 

과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질병 퉁이 빈번한 사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 

26 韓햄l행據福T此施設필會a￡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여성션갚병원의 공간계획득성에 판한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다른 진료과는 설치 

하지 않거 나， 특정분야를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 

시켜 운영하는 병원을 일컨는 용어로， 명확한 법 

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1994년 의료법 개정이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띄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 

원，한방뱅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규정 

을두고있다 

〈표2>는 96년 대비 의료시설의 일반현황을 보 

여주는 것으로 일반중소병원은 전체 의료시설의 

7%로 매우 미미한 운영실태에 있으며 열악한 상 

황에서 향소병원의 전문화가 시급함을 의미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개개인의 의료진에 의한 진료과중 

심의 기존: 의료체계와는 달리 특정대상이나 질병 

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이기에 의료서비스적 측면 

에서는 포괄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의료성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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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여성평생관리-건강과 예방 
여성에게는 여성만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많은 수의 여성들이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 

지하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다양한 질병의 

는다 

특정질뱅이나 부문 중심의 전문병원일 경우， 

대상 질병에 대한 고도의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요구되고， 특정대상을 위한 전문병원에서는 의학 

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심리적， 사회적 ， 

문화적 측면까지도 포함한 종합의료시설 (Total 
Care Facilities) 의 개 념 이 요구된 다‘ 

발생확률이 높아진다. 여성평생관리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시작되며，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수시 

로 정기겁진을 통해 자신의 봄 상태를 체크함으 

로써 병의 조기발견에 힘써야 한다 질병이 걸린 

후에 병원을 찾게되면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 버 

리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병원을 

찾는 습관이 필요하다-

2.2. 여성전문병원의 개념 빛 현황 

2.2.1 전문병원의 정의 

전문병원이라 함은 특정질병이나 특정부문 및 

표 2 의료기관 및 환자구성비 1996 7) 

분류 
환 자 수 (명) 의료기관종류별 구성비 (%) 

계 。닝1 원 외 래 계 입 원 외 래 

종 계 1,627,222 180,238 1,446,984 100.0 100.0 100.0 
종합병원 267.346 89,249 178,097 16.4 49.5 12.3 
벼。 원 113,123 52,746 60,337 7.0 29.3 4.2 
치파병원 3,1 23 62 3,061 0.2 0.03 0.2 
한방병원 9,632 2,189 7,443 0.6 1.2 0.5 
보건의료원 2.261 159 2,102 0.1 0.1 0.1 
보 건 」λA、- 32,322 7 32,315 2.0 2.2 

원 892,641 34,669 857,972 54.9 19.2 59.3 
치과의원 147,509 0 147,509 91 10.2 
한 의 원 104,589 1,153 103,436 6.4 0.6 7.1 
보건(지)소 62,139 0 27,566 3.8 0.1 1.9 
보건진료소 26,872 0 26,872 1.7 0.08 1.9 
~ζ- 산 원 238 4 234 0.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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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여성전문병원의 개념과 역할 
여성건강 전반에 관한 시설의 필요성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최근에 이의 필요성을 인 

정하고 여성건강센터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전문병원 기본개념의 출발은 @여성들이 자 

신의 건강에 대한 선택과 의사선정， 진료 및 시 

설에 대한 적극성 @진료환경에 대한 요구와 기 

대 @여성 건강 전반의 의료서비스로 변화추세 

@여성특유의 섬세함， 신체적 특정과 심리적 고 

통을 고려한 치유환경의 필요성 둥에서 시작된 

다 즉， 현대사회가 점차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여성의료분야 역시 전문화되는 것에 기초하는 것 

이며， 여성전문병원의 역할은 이러한 여성평생관 

리 개념에서 전문성에 의한 예방 의학적인 노력 

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2.2.3 여성전문병원계획의 고려사항 

1) 쾌적한 시설환경 

여성전문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다 쾌적 

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환자시술 및 각 구성부의 운영을 

손쉽게 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특유 

의 감수성을 고려하여 환자로 하여금 일급의 서 

비스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기능적으로나 시설 공간에서의 환경 

적 ， 심리적 요구에 대응되는 환경이 필요로 되는 

추세이다 

2) 진료서비스기능의 차별화 

여성전문병원계획에서의 중요 고려사항 중 하 

나는 종합병원 및 지역의원시설과는 차별화 전략 

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병원으로서 특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산부인과기능에 없 

년 여성전문병원으로서의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전 

문크리닉 ， 갱년기크리닉， 폐경기， 내분비크리닉， 

불임크리닉 등과 암질환과 관련된 임상검사 기능 

서비스의 세심한 배려로 부가될 수 있다~) 이러 

한 여성관련질환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집중적 

인 진료서비스기능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다 

3) 부문별 기능분화 
최끈 신설된 여성전문병원의 기능은 산부인과 

를 기본으로 진료과목에서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내과， 비뇨기과， 검진센터， 신경외과외 

경우에 따라서는 한방과나 산후 조리원 등을 각 

시설마다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 

다 기능과 관련된 소요제실의 구성은 접수에서 

시작하여 진찰 • 검사를 거쳐 입원 후 수술， 회복 
에 이르는 흐름으로 배치되며 이를 부문별로 분 

류해보면 각 부문은 외래부， 수술/분만부， 신생 

아부. 여성검진센터，병동부， 검사부，관리부，서 

비스제실 동으로 기능분화9)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조사병원의 공간 및 기능분석 

3. 1 조사병원 개요 
조사대상병원은 최근 개원한 여성전문병원 중 

3개 시설을 선택하였다‘ 조사병원 모두 수도권 

도심지에 위치하여 수평형보다 수직형 구성을 취 

하는 집뚱식 타워형을 취하고 있으며， 30병상이 

상 100병상 이하의 중소규모 병원 10)으로서 기존 

의 산부인과 병의원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설계획 

및 운영방침으로 차별화를 모색하는 여성전문병 

원이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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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간계획의 비교분석 

3.2.1 딴면개념분석 
SH, WO, JA병원의 단면개념은 층별zoning을 

〈그럼 3)과 같이 5개 부문에 의해 구분하여 분석 

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접수·대기부문과 진 

찰·검진부문은 지상1 ，2층에 ， 3，4층은 수술·분만 

부문， 4，5층은 병동부문 그리고 지 하층과 최상층 

을 공급 서비스부문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설의 특성상 분만/수술， 신생아부의 비중이 

일반 병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래부와 병 

동부 사이에 분만/수술， 신생아부를 한 개의 층 

으로 구성하여 병동부와 외래부를 수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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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세미나 
/불리치료 

E그병-강l1ι 

임원/옥상정원 

입윈 

E그 상규 서1-1 1스샤 

그림 3 수직ZONING 비교 

zomng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래 환 

자와 입원 환자의 독립성을 높이고， 동선분리를 

통한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지 하층을 주차장， 1 ， 2층을 소아과， 산부인 

과 진료를 배치하여 접근성을 꾀하고 있으며， 최 

상층은 전망을 고려하여 옥상정원과 식당공간으 

로 활용하고 있다. 

3.2.2. 평면개념 및 기능분석 
조사병원의 평면형태는 도심 중소병원시설규모 

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협소한 대 

지의 활용， 병동부 병설운영과 지하 주차장 및 

구조모율에 의한 집중식 탑상형을 취하고 있으 

며，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시설전체의 평 

변형식에 제한요소로 작용된다‘ 

〈그림4>에서 SH병원과 wo병원은 대지축에 

따른 공간 활용상 중복도 형식의 교차형과 션형 ， 

JA병원은 내부 아트리움을 도입하여 중정형 편 

복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복도 형식은 도심병 

원으로서 공간활용이라는 현실성을 고려한 소지 

가 있으나， 양질의 채광과 전망에 대한 고층병원 

의 잇점 , 개 방간 퉁의 치 료환경 (Healing Enviro-

병원 | 유형 

SH I 중복도 
병원 | 교차형 

WO I 중복도 
병원 l 선형 

.JA I 편복도 중 
병원 | 정형 

평면보기 

i聲옳鄭騙i藏뽑됐[‘ 
1鍵鍵찮難蠻r 

그림 4. 조사대상병원의 평면구성비교 

nment) 의 적극적 유입 등 여성의 심리적， 생려 

적 감수성을 고려할 때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도심에 위치한 중소병원의 경우 탑상형 구조 

에 의한 건물의 기능배치는 전체동선체계에 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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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5)는 조사병원의 진료 

및 기능을 부문별 도식화한 것으로， 분석결과 전 

체적으로 저층부 기능zone과 상층부 기능zone으 

로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저층부는 환 

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크리닝 중심의 외래부문으 

로， 상층부는 병통과 분만부 등의 조용하고 독립 

성올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전 

문병원에서 대기공간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유의 

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 공용공간으로 

서가 아닌， 여성전용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 및 

환경적 특성화 개념을 의미하는 중요성이 있다， 

저총부 부
 

1 협
 

寶←웹→ 

그림 5 여성전문병원 기능 다이어그램 

3.2.3 규모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전문병원의 부문구성은 

5개 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전체 면적에 

대한 소요 구성비 또한 이에 준하여 정리할 수 

있다(표4) ‘ 조사병원의 경우， 접수 대기부문과 

수술분만부문， 병동부문의 평균 면적비는 약16 

%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고 진찰검진부문은 

평균 31%로 비중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 

림 6) . 

표 4 조사대상병원의 부문구성비 

1 1 11 '(11,' cll ;l l 진잔 선진 수슨 운’간 맹몽 ←)，'-二UL 

(%) 1%1 (%1 1%) 시 "1스(% ) 

l'성 
십수/윈우 / 91래/4!사 수싹/j(-안/ 빙션/NS/ 납사/약새/ 
떼기/월이방 /까찬 신생아 좌욕싱 란뷰급지리 

SH 18.5 21.[, 18.3 20.7 20.0 

wo 15 1 33.5 13.4 13.5 24.5 

.Ji\ 9.6 J7.8 liU 16.1 18.4 

생] 14.;' JL1 16.6 16.8 21.0 

40 

30 

:: :: : 

용 SH 용 JA 

용 wo ...,.... 평균 

20 

10 

0 
접대 

그림 6 부문별 면적비교 

이는 전문병원의 진료관련 부가서비스 강화적 측변 

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성고객의 평생건강관리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부문별 소요공간분석 및 계획지침 
조사병원의 여성전문병원의 기능별， 구역별에 

따른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세부 소 

요공간을 분석·정리하였다 각 부문은 그 기준에 

있어 용도， 사용 시간대 ， 청정도， 위치， 필요온습 

도 둥에 따라 조닝구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 

닝에 의해 같은 용도를 갖는 공간을 집중시켜 동 

선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각종 설비 계획도 정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계획을 도모할 수 있다 

3.3.1 접수 -대기 부문 

접수-대기 부문은 공용공간의 성격이 크므로 

여성전문병원으로서 방문자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띠치게 되는 부문이다- 특히 대기실은 물 

론 산전관리실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과， 산모 

교육실 뚱의 계획적 고려는 최근 여성전문병원의 

입지를 높이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대기설은 방문자대기실과 환자대기실을 구분하 

여 설치하고 동션을 체계화하여 대기공간을 통로 

공간과 분리 및 독립적으로 배치하면서 프라이버 

시를 확보하도록 한다- 산전관리실은 기능과 중 

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대기홀과 면하여 

계획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특히 

접수대는 로비에서 쉽게 눈에 띄는 장소로 대기 

공간과 높이공간이 한 눈에 보이는 장소에 배치 

하고， 원부실과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조사병원의 경우 대상시설을 모두 구비하고 있 

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대상을 임산부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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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접수/대기공간 및 놀이방의 예 

성 전체로 넓혀 가고 있음에 따라 관련된 각종 

진료과는 물론 여성이 일생에 거쳐 지속적으로 

찾게되는 시설로 변모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2 진찰·검진 부문 
조사병원은 대상병원 모두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의 진료과와 검진센터를 비롯한 물리치료， 

방사선 진단 크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시설에 따라 불임과， 비뇨기과， 외과， 치과， 한방 

과 등을 시설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1) 진찰실 

진참기능은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되 각각 하 

복부를 진단할 수 있는 내진실을 설치하고 갱의 

공간을 배려하여 내진실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 

록 커튼， 또는 간벽으로 차단한다 소변검사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검사실과 가까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환자는 탈의를 하므로 충분한 난방11 ) 

을 요하며 ， 진찰실， 치료실(주사) 등이 요구된다. 

특히 산전관리실은 여성진료와 상담을 비롯하여 

병원서비스 및 전문성 수준이 나타나는 여성전문 

병원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고려가 되어야 할 

공간이며 ， 임산부의 출산 전후의 관리가 행해지 

는 곳이므로 병원계획시 진료부문과의 기능적 연 

계가 펼요하다-

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한 여성천문병윈의 ~강간제획득성에 관한 연구 

2) 입상검사 

〈그림 8>은 검사부의 기능에 의한 공간배치 예 

를 보여 ;쥬는 것으로， 임상검사실은 혈액， 세균， 

대소변 꽁의 검사를 위한 싱크， 작업대， 압축공 

기， 가스， 전기 등의 설비를 필요로 하며， 일반 

화학실험실과 유사한 시설이 펼요하다 심전도 

및 기초대사 기능을 함께 하는 경우 신진대사， 

근육운동， 심장운동， 호흡 둥의 실험， 관찰 등이 

요구되므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창에는 암막장 

치를 필요로 하고 실내는 방음장치와 침대， 책상 

퉁이 설치되어야 한다. 혈액은행은 임상검사실과 

연계하여 채혈실， 저장실 (전기냉장고)， 접수， 휴 

게실， 화장실， 검사실 등을 설치한다. 

탈략그 i 짧l 셀렀 
그림 8 검사부 기능 공간 구성 

3) 불임크리닉 
불임크리닉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심리적인 변 

을 고려폐서 외래 진료부와는 분리하여 배치하거 

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불임크리 

닉은 진료실 이외에도 연구실 등의 많은 소요실 

이 필요하며， 생식세포·정자 난자은행은 검사부 

에， IVF수술실은 수술부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검사부， 외래부， 수술부와의 연관성을 고려 

해야한다 

4) 여성검진샌터 
여성검진센터는 외래부와 근접시켜 외래 진료 

에서 수행되는 검사를 수행하는데 편리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센터내에는 방사선부， 레이저 

치료실，방광경실，초음파실，요실금크리닝，갱년 

기 크리닉 둥이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독립적인 

형태로 여성검진센터가 별도 운영되는 추셰이므 

로 여성전문병원의 경우 검사부가 간소화되고 있 

다 보통; 외래부에 방사선부， 초음파실을 인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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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레이쳐 

수술 동은 수술부에 같이 배치하기도 한다 

3.3.3 수술·분만 부문 
1) 수술실 

수술부의 위치는 외래와 병동 중간에 위치하 

게 하여 쌍방 이용이 편하게 하고 원천적으로 

청결홀 형식을 채택한다 복도에 타부문과 통과 

교통을 없게 하기 위해 막다른 돌출부둥을 전체 

수술부로 함이 좋고， 출입 통제와 함께 수술후 

관계제실이 개방되지 않는 처리가 요구된다(그 

림 9) 소독설 마취준비실 간호준비실， 기기창고， 

회복실， 오물처리실 등이 필요하다. 

그림 9 수술/분만부의 구역분리 및 통제 

2) 분만설 

대체로 수술부와 기능이 대동소이하다- 분만 

실은 수술실에 준하여 설비하도콕 하고 분만대 

가설 (진통설)은 방음처리와 화장실설비가 있으 

면 편리하다. 또한 소독실， 세수실， 세척실， 작 

업설， 의사갱의실， 간호사갱의실 등 수술실과 

인접 배치하여 부속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전문병원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LDR실을 

위시한 산과 진료기능이며〈그림 10) ， JA병원의 경 

우 수술/분만진료는 LDR실， 회복설에 이어 병통 

과 신생아실과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브
 
」

만 

-_1산과병동 

1 니호니 |신생아실 

|복 -+1 NICU 
「실| 

그림10. JA병원 진료기능 동선체계 

3) 선생아실 
신생아는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 

촉을 차단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생아실은 복도 등에서 유리창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며， 복도와 직접 통하는 출입구를 내지 

않도록 한다. 

신생아부는 신생아실， 미숙아실，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나는 용의선생아실이 있으며， 

특히 용의신생아설은 다른 신생아와 격리시켜 

야 한다. 보통 중소규모의 병원에서는 용의신 

생아의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관 

리하는 겸우가 많다 SH병원의 경우， 산후조리 

실올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실의 경우 

신생아 감염에 따른 위생관리에 주의를 요하 

나， 의료적 측면과 서비스적 측면 모두에 부합 

되므로 최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림 11 신생아실 예 

3.3.4. 병통 부문 

1) 병실 
조사병원에 의하면 병실은 침대형과 온돌형 

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득히 산부인과 환자 

의 경우 온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1인 

실과 2인실에서는 침대와 온돌을 겸할 수 있는 

병실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이는 산모의 프라이버시와 산후조리의 

중요성 때 문으로 사료된 다. 

환자마따 손이 닿는 위 치 에 간호원 호출용 

벨을 설치하고， 인터폰을 병상마다 설치하여 

환자가 누워서 간호원 대기소와 통화할 수 있 

도록 한다. 최근 독서용 등， 인터폰， 간호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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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온돌겸용 병실 예 

출용 벨 등을 세 트로 하는 Bed Head Unit이 

호응을 얻고 있다-

2) 간호대기소 
입원환자 대부분이 산모인 경우가 많으므로 

간호단위는 30병상이하로 하여 간호의 질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다‘ 100병상 이하의 중소규모 

병원의 경 우 최소 2개소의 간호원 대기소를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간호단위마다 간호 

대기소， 작업실 ， 처치실， 배선실， 화장실， 스트 

페쳐 보관소， 욕실， 세탁불 보관실 ， 오물처리실 ， 

일광욕실， 방문자대기실 동을 설치한다 

또한 간호대기소는 되도록 계단， 엘리베이터 

설 동에 인접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할 수 

있고， 환자를 툴보기 쉽도록 병실군 중앙에 위 

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3.5 공급·서비스 부문 
1) 물품공급/처리 
공급/처리에 관련된 소요공간은 약제， 소독 

물보관， 오물처리， 세탁물실 ， 급식부 등에 해당 

된다 조사병원의 경우 상기의 기능을 모두 운 

영하고 있으며， 공간의 운영효율성에 따라 배 

치구성에 약간의 편차가 있었다 물품과 관련 

된 실공간 배치는 외부용역과 관련하여 소독물 

관리실과， 세탁실은 지하층에 배치하고 오물처 

리실은 수술부와 병 동부에 배치되어 사용성을 

고려하고 있다 급식부는 식당존으로 함께 고 

려되어 상층부에 위치하여 배선실을 통해 병통 

으로 공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료환경 밴화에 대응한 여성션문l잉원의 공간기l 획 득-생에 관한 연구 

한편 물품동선의 흐름은 재활용물품과 소모 

품의 순환체계로 구분되어야 하며， 공급부-준 

비실-보관함→처 리실 등의 연계처리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그림 13) ‘ 

그림 13 물품 순환 체계 

2) 편의서비스 

여성전문병원의 특성화， 차별화에 의한 전력: 

화는 곧 환자 펀의시설과 진료외 서비스측면에 

서 집중적인 투자와 운영이 라는 변수에 달려 

물리치료실 

레스토랑 

슈퍼마켓 

카페라운지 

그림 14 서비스·편의시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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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g~ 주 신형 바새승 

표5 조사병원 부문별 소요공간 및 현황비교 

-f ~t SH벙윈 wo벙원 .J^냉윈 

접수/수낚 • • • 
1J tì ’: 

사무 
윈무실 • l • 

방{，}사대기싣 • l • 니] 7 ] 
환자내기설 • • • 

• 1!1” l니 
:g- {ì• 

상담싶(산신판L'.]) • • • 
높이 방 • • • 

벙싣(온날선) • • • 
병 심( 삼대 싣) • • • l 。fl λ i ]1 

l잉섣(특싶) • • 
1 잉 암 산후조리산 • 
) }+1F 간호 간호내 기산 • • • 

린낸산 • • • 
J부속실 죄욕심 • • • 

데이판 • 
약제섣 • • • 

소 꽉윤 ltl..관산 • • • 
;。‘L :, l, 9_ 붉 처 리션 • • l 

세탁늪섣 • • • Q1l 二t Ll 
:ijLλ • 11.4 • • • 

시 비 스 세미나실 • l • 
레스보랑 • l • 1U71/1녁if 
카페 터] t!.]이 • 서 비스 

，，~접 l • • 
u] 용션 • 
저|과 섬 • 

있다 

조사병원은 소아를 위한 놀이방， 세미나설， 

레스토랑， 슈퍼마켓형식의 매점 ， 카페테리아， 

미용설， 제과점 등을 운영함으로서 환자 및 방 

문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 

다 득히， 세미나실은 산모교육실과 관련하여 

여성의학교육 및 제반 행사장소로서 역 할을 수 

행하며，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상층부에 위치 시 

킴으로서 기존 지하층 배치에 의한 불결 및 폐 

쇄성을 해결하고， 미용실은 물리치료실과 연계 

하여 산모의 산후조리 빛 피 부맛사지 둥의 서 

비스 제실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단지 치료 본위의 의료에서 생활예방의 

학으로의 변화라는 흐름에 부응하여 병원이 환 

자， 보호자 퉁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열 

린 병원으로써 추세를 반영하는 것 이다. 

T 부 SH뱅원 wo병원 .J^병원 

산부인파 - • l 

소이과 • • • 
니l 과 • • • 

외파/ 비뇨기파 • 
진 료파 외과 l 

진찬 치 파 • 
안과 • 꺾진 

가정의한A • 
‘ l」「낀 ljr 겸진샌비 l l • 

크리닉 한방三t L'.]닉 • 
불임 크리 낙 • • 
인상깎사 l • 

겸사 늪피지 .G~ 실 • • • 
방사선검사 • • • 

.g- i} λ 5l l l l 
:21: 걱 ι;λ ι1 • • • 분 l간/ 
분만실 l l • 처치 

샅반대기설 • • • -ι， . .，.ιr 
회 되-섣 • • • 

분'.'간 ~、 ~ε， /ιgl • • • 
세척 싣 • -t「‘닌 l 1r 준비 
작염신 l l 

갱의섣 • • • 
선생이실 • • • 선생아 
n] 숙아션 l •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여성전문병원 

의 등장 배경과 여성전문병원의 개념， 여성특 

성과 절훤 에 대하여 고찰하고， 기존시설의 사 

례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여성전문병원계획 

지침을 미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 시 한다. 

1)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의료시설로서 

일반병원의 전문 병원화와 종합병원의 전문센 

타 건 립은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 

상이며， 헝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 견된다-

2) 여성 특유의 전환점을 고려한 대상 질환 

은 고도의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요구되며 ， 특 

정대상을 위한 전문병원에서는 의학적 측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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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그 대상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한 종합의료시설 (Total Care Fa-
cilities) 의 개 념 이 요구된 다. 

3) 조사된 여성전문병원의 형태는 대지이용 
의 극대화를 통한 집중식 타워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수직적 배치계획은 접근성과 진료효율 

성을 고려하여 접수/대기 -> 외래/검사-> 수 

술/분만 > 병동-> 서비스부로의 기능·동선 
구조를 보이고 있다， 

4) 평면구성측면에서 여성의 제반특성， 채광， 

조망， 청결도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중복도형보다는 편복도형이 권장되며， 중복도 

형일 경우， 아트리움 등을 이용한 채광 및 환 

경 적 측면의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5) 여성전문병원은 기능특성을 고려할 때 접 

수 ·대기， 진찰·검진， 수술·분만， 병동， 공급 서 

비스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분류가능하다. 

6) 조사병원의 경우， 접수·대기부문과 수술 

분만부문， 병동부문의 부문별 면적평균비는 약 

16%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진찰검진 

부문은 평균 31%로서 비중 있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는 전문병원의 진료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 강화적 측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성고 

객의 평생건강관리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7) 편의 및 서비스제실 운영은 전문병원의 
차별화에 의한 서비스 질적 수준 정도에 따른 

결정요인으로서， 조사 병원 경우， SH병원 20% , 

wo병 원 25% , JA병 원은 29% 수준을 나타내 어 
조사병원 모두 타부문 보다 큰 비중을 나타내 

었다 

8) 사용자 측면의 요구사항과， 의료환경변 
화에 따른 여성전문병원계획은 여성들이 편안 

하고 안락한 안식처로서 느낄 수 있고， 여성 

의 일상을 고려하는 환경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환경변화에 대 웅 한 여생전문병원의 공까지1 획특성에 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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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전문병원의 전략적 구도는 100병상이 
하의 중소규모로 1 ，2차 지 역 의 료전달체계 

를 대상구축 하고 있으며， 주로 도심지 외 

곽의 주택가를 선호하고 있다 

11) 조시병원에서는 진찰실과 일반실의 실내온 

도가 3-5 0C 이상의 차이를 보임 

참고문헌 

1. 병원건축학회， 삼성 서울 병원 공간이용 평 

가에 관한 연구， 1995.1 1 
2 원문영， 전문병원 외래진료부 대기공간의 
실 내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건축도 

시 대학 

3 최굉석， 성장과 변화에 대응한 병원 건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3 

4 정성길， 종합병원 분만부에 관한 건축계획 

적 떤구， 연대석사논문， 1996 
5. 이장민 ， LDR/P방식 분만부에 관한 건축계 

획적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96 
6. 김광문， 최근의 미국의 병원건축， 대한병윈 
건축학회지， 1996년 12월호 

7. 이신호， 21세기병원 시설의 발전방향， 대한 
병윈학회지 ， 1999년 3월호 

8 차종만， 우리 나라 종합병 원의 수술부 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韓國탬樓뼈社施設핑會誌 第 7 천 第 11 號 2000年 12fJ 35 
 



승:응， f;- 신호1 바재승 

9. Ross Planning Associates- Perspective in 
Perinatal and Pediatric Design. 1998 

10. Hospital, More Women using new birth-
site option, 1991 

11. OB Suite/ Women’s Center Survey, 1994 
12. Richard 1. Miller and Earl S. Swensson, 

New Directions in Hospital and Healthcare 
Facility Design, 1995 

36 鋼醫標福社施設델상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