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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high quality of healthcare environments for a user-oriented children’s hospital by identifying

the user needs according to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especially the hospitalization period. Caregivers,

mostly parents of children in a children’s hospital, participated in a questionnaire survey. The user’s demands,

satisfaction and hospital environment assessment were measured. A total of 103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finally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was processed statistically using SPSS WIN 18.0 Version software. The

result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1)The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hospitalization period of the child (less than 7 days, 7-20 days, and more than 21 days). 2)When the patients

stayed longer in the hospital, their satisfaction was lower and their demands were higher. The long-term group

required a more spacious bathroom for the child in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s well as sufficient individual

storage spac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length of stay. 3)The longer they were hospitalized, the more negative

they evaluated the hospital environ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is one of the

crucial factors that impact the user’s satisfaction and deman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design

factors such as territoriality, privacy, accessability, and aesthetic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long-term child

in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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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어린이 전문 의료 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면서 정부 주도하에 어린이병원 건립이 추진되어 왔

다. 2015년 현재, 정부지원 국립 어린이전문병원은 부산

대,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전남대 어린이병원 등 총 5

곳이며, 학교법인, 시립, 재단법인, 의료법인 어린이병원

까지 포함하면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100병상 이상

의 국내 어린이전문병원은 총 10곳에 이른다.

외래환자와 달리 입원환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병원

내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병원은 일시적 ‘주거환경’에 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obpark@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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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따라서 병원은 치료환경에서 더 나아가 거주성

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입원기

간 동안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및 프라이버시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병원은

어린이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 또한 대부분의 시

간을 병실에서 함께 보내므로 보호자 역시 주 사용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요

구 파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1) 어린이병원과 관련

된 연구는 주로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 공

간, 휴게 공간 등에 대한 사례분석 및 공간구성 계획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어린이 입원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병동부 공간에 대한 사용자 평가 연구는 거

1) 오찬옥, 백진경.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위한 다인병실에 대한 사용

자 평가연구-부산 H 종합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

회 논문집 21(6). 2012,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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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의료 환경

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어린이병원이 어린이환자와 보

호자를 충분히 지원하는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병실환경 및 전반적 병원환경에 대하

여 어린이 입원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거주 후 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어린이병원 계획을 위한

사용자 요구,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병원환

경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 지침을 구체화하고 거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린이병원 디자인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POE 개념 및 병원 POE 연구동향

국외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사용자 요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고 사용자의 실제 사용 측면에서 건축물

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계획․설계지침을 획

득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거주 후 평가라

는 이름 아래 하나의 전문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2)

POE는 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물이 지어지고 일정기

간 거주 후 건축 환경의 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의 과정

으로 거주자의 요구와 건물 성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의 물리적 특성, 거주자

특성, 거주자 반응 간의 관계를 파악, 평가3)함으로써 사

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거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

적으로 POE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공동주택 거

주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는 POE 연구가 대부분이었다.4)

환경심리학자 Ulrich(1991)가 물리적 환경이 환자의 스

트레스를 줄이고 치료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 POE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90년대 중반 삼성의료원의 개원을 시작으

로 환자 중심적인 병원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식이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5) 병원

POE에 관한 연구는 종합병원 응급센터의 거주 후 평가

(이특구, 1996), 병동부 거주 후 평가(박혁수 외, 1996, 이

양경 외, 2004), 여성전문병원의 거주 후 평가(이형숙,

2)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거주후평가-목표와 방법, 1990, p.179

3) 한국토지주택공사, Ibid., p.182

4) 이용민․권오정, 국내 거주 후 평가(POE) 연구동향분석과 발전방

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3), 2011, p.44

5) 박범철․김상복․양내원, 국내 종합병원 다인병실의 프라이버시 개

선을 위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1(2), 2005,

p.27

1998), 다인병실 사용자 평가(김용우 외, 2003; 오찬옥 외,

2012), 종합병원 외래 진료부의 사용자 평가(오찬옥 외,

2013), 노인요양병원 입원실 사용자 평가(오찬옥, 2014)

등 일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간

에 대한 거주 후 평가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주로 환자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공간별 만족도, 요구 등에 대한 문항으로 조사도구를 구

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2.2. 병원입원 특성

사용자 평가 연구는 주로 사용자가 대상 및 공간을 경

험한 후에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특성 중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및 공간의 거주특성에

따라 요구, 선호, 만족도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결과

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병원은 입원이라는 행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환경으로 사용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병원입

원 특성이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된다. 오가실 외(1996)와

최지은 외(2011)는 어린이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

령, 입원기간, 입원횟수 등으로 구분하고 어린이환자와 어

머니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김용우 외(2003)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실환경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입원기간, 병실규모, 병상위치 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입원기간이 증가할수록 환경

관련요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병실크기, 병상간격, 프라

이버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병원입원 특성은 어린이 환자의 입원기간과 횟수, 병

실 내 공간사용 등 입원특성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만

족도 및 환경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입원 특성을 입원기

간, 입원횟수, 병실규모, 병상위치로 구분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전문 3차 의료기관인 A 어린이병원의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거주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어린이 입원환자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접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IRB 심의 및 어린이환자 보

호자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어린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

내고 어린이의 신체·심리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환자의 보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조사방법

병실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의식, 선호, 요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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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소재지 경상남도

준공년도 2008.11

병상수 208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9층

주요

공간구성

및

이미지

1층

입

구

로

비

병

동

부

(6층)

병

실

복

도

/

휴

게

실

<표 2> 조사대상 어린이병원 개요및 병원의 전반적 환경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

헌 및 어린이병원 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조

사 도구를 구성하고, IRB 심의를 거쳐 구조적 설문지 및

보호자 동의서를 최종 구성하였다.

병동부 병실에 직접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호자

표집 수 확보를 위해 주중과 주말(오전 10시～오후 5시)

을 고려하여 5차례 방문조사(2014년 12월 15일～20일)를

실시하였고, 사전에 전문적 교육을 받은 4명의 조사원들

이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

다. 총 10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18을 이용하였다.

3.3. 조사도구

우선 사용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

환자의 연령, 성별 및 보호자의 연령, 성별, 학력, 환자와

의 관계, 직업, 소득 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고, 병원입

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환자의 입원횟수, 입원

기간, 병실규모, 침대위치 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병실환경에 대한 사용자 거주 후 평가를 위하여 문헌

고찰6)을 바탕으로 공간사용 요구에서 병실공간 요구(7문

항) 및 필요공간(7문항), 선호 병실규모, 병실환경 의식

(10문항), 병실환경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병원의 전반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20문항)와 병원환경 만족도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요구, 의식, 만족도 항목에 대

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구분 세부항목

일반적 특성
어린이환자의 연령, 성별

보호자의 연령, 성별, 학력, 환자와의 관계, 직업, 소득 등

병원입원

특성
어린이환자의 입원횟수, 입원기간, 병실규모, 병상위치

사용자

평가

병실공간 요구(7문항) 및 필요공간(7문항), 선호 병실규모, 병실

환경 의식(10문항), 병실환경 만족도

병원의 전반적 환경평가(20문항), 병원환경 만족도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4. 조사결과

4.1. 조사대상 병원 개요

A 어린이병원은 어린이전문병원의 기준이 되는 100병

상 이상, 필수 진료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

부인과 중 3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급 어린

이전문병원으로 2008년에 개원하여 시설운영 및 유지관

리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병

상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6) 박혁수 외(1996), 김용우 외(2003), 이양경 외(2003), 최지은 외(2011),

오찬옥 외(2012), DH Estates & Facilities (2008)의 설문 문항을 참

고하였다.

병원 공간구성은 어린이입원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

간인 입구 및 로비, 생활공간이 되는 병동부의 병실 및

복도,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출입구에서 들

어서면 1층 로비로 연결되며 로비는 개방적이고 인접 대

학병원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자연채광이 충분히 제공되

어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다. 병

동부는 5～8층에 위치하며, 5층은 정신 병동 및 야외 휴

게공간, 6～7층은 일반 병동, 8층은 암 병동으로 구분되

어 있다. 병실은 간호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배

치되어 있고, 병실은 1인실, 2인실, 5인실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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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동부 복도 끝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간단한 대화 및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테

이블과 의자를 제공하고 있다.

4.2. 조사대상 특성

(1) 어린이환자 및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어린이환자의 성별은 남아 42.7%, 여아 57.3%로 조사

되었다. 연령은 어린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영유아기

(0-3세), 아동기(4-6세), 학동기(7세 이상)로 구분하였으

며, 0-3세가 42.7%, 4-6세가 29.1%, 7세 이상이 28.2%로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

보호자의 성별은 남성 23.3%, 여성 76.7%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30대가 60.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65.3%, 고졸이하가 34.7%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은

전업주부가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환자와의 관

계는 부모가 92.2%이며, 평균 어린이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수는 1명 67.0%, 2명 이상이 33.0%로 조사되었다.<표 4>

어린이 입원환자의 보호자는 대부분 어머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린이가 어릴수록 보호자 혼자 어린이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목 세부항목 N (%)

성별

남 44 (42.7)

여 59 (57.3)

합계 103 (100.0)

연령

0-3세 44 (42.7)

4-6세 30 (29.1)

7세 이상 29 (28.2)

합계 103 (100.0)

<표 3> 어린이환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세부항목 N (%) 항목 세부항목 N (%)

성별

남 24 (23.3)

직업

사무직 12 (11.7)

여 79 (76.7) 자영업 11 (10.7)

합계 104 (100.0) 생산직 3 (2.9)

연령

20대 9 (9.2) 전문직 9 (8.7)

30대 59 (60.2) 전업주부 53 (51.5)

40대이상 30 (30.6) 퇴직/무직 3 (2.9)

합계 98 (100.0) 기타 12 (11.7)

학력

대졸이상 64 (65.3)
합계 103 (100.0)

고졸이하 34 (34.7)

합계 98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5 (15.0)

어린이

환자와

의 관계

부모 95 (92.2)
200-400만원 45 (45.0)

기타 8 (7.8)

400-600만원 29 (29.0)합계 103 (100.0)

평균

보호자

수

1명 69 (67.0)
600만원 이상 11 (11.0)

2명 이상 34 (33.0)

합계 100 (100.0)
합계 103 (100.0)

<표 4> 환자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2) 병원입원 특성

병원입원 특성을 살펴보면<표 5>, 입원횟수는 없음이

35.0%, 1-2회가 34.0%, 3회 이상이 31.0%이며, 입원기간

은 7일미만이 38.8%, 7-20일이 33.0%, 21일 이상이

28.2%로 조사되었다. 병실규모의 경우, 5인실이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상 위치는 창가(안)쪽 45.0%, 출

입구쪽 31.0%, 중앙 24.0%로 나타났다.

항목 세부항목 N (%)

입원횟수

없음 36 (35.0)

1-2회 35 (34.0)

3회 이상 32 (31.0)

합계 103 (100.0)

입원기간

7일 미만 40 (38.8)

7-20일 34 (33.0)

21일 이상 29 (28.2)

합계 103 (100.0)

병실규모

1인실 10 (9.7)

2인실 4 (3.9)

5인실 89 (86.4)

합계 103 (100.0)

병상위치

창가(안)쪽 44 (44.4)

중앙 24 (24.2)

출입구쪽 31 (31.3)

합계 100 (100.0)

<표 5> 어린이환자 병원입원 특성

어린이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병원입원 특성7)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의 일반적 특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일반적 특

성과 병원입원 특성 사이에서는 연령과 병상위치(p<.05)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영유아기 어

린이환자는 중앙쪽에 침대가 위치한 경우가 38.1%로 가

장 많았고, 아동기와 학동기 어린이환자는 창가(안)쪽에

위치한 경우가 각각 64.3%, 48.3%로 가장 많았다.

항목

연령
합계

N(%) 0-3세

N(%)

4-6세

N(%)

7세이상

N(%)

병상

위치

창가(안)쪽 12 (28.6) 18 (64.3) 14 (48.3) 44 (44.4)

11.932

df=4

*

중앙 16 (38.1) 2 (7.1) 6 (20.7) 24 (24.2)

출입구쪽 14 (33.3) 8 (28.6) 9 (31.0) 31 (31.3)

합계 42 (100.0) 28 (100.0) 29 (100.0) 99 (100.0)

* p< .05

<표 6> 연령과 병상위치

병원입원 특성 사이에서는 입원기간과 병상위치(p<.01),

입원기간과 입원횟수(p<.05)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표 7> 입원기간이 7일 미만인 어린이환자는 침대

가 출입구 쪽에 위치한 경우가 51.3%로 가장 많았고,

7) 병원의 공간구성 및 병상규모의 특성상 대부분이 다인병실을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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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일인 어린이환자의 48.4%와, 21일 이상인 어린이환자

의 65.5%가 창가(안)쪽에 위치하였다. 입원기간이 길수록

출입구 병상을 사용하는 환자가 줄어들고 창가(안)쪽 병

상을 사용하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입원 후 창가(안)쪽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입원기간이 7일 미만인 어린이환자는 입원경험

이 없거나(40.0%), 1-2회 입원(40.0%)한 경우가 대부분이

며, 21일 이상 입원환자의 경우, 55.2%가 3회 이상 입원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원기간이 짧

고 입원경험이 없는 환자와 입원기간이 길고 입원경험이

많은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어린이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병원입원 특성에 따른 예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의 연령, 성별, 입원횟수, 병상위

치는 사용자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입원 특성들 간의 관계를 고려

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입원기간에 따라 살펴보았다.

항목

입원기간
합계

N(%) 7일미만

N(%)

7-20일

N(%)

21일이상

N(%)

병상

위치

창가(안)쪽 10 (25.6) 15 (48.4) 19 (65.5) 44 (44.4)
15.139

df=4

**

중앙 9 (23.1) 9 (29.0) 6 (20.7) 24 (24.2)

출입구쪽 20 (51.3) 7 (22.6) 4 (13.8) 31 (31.3)

합계 39 (100.0) 31 (100.0) 29 (100.0) 99 (100.0)

입원

횟수

없음 16 (40.0) 12 (35.3) 8 (27.6) 36 (35.0)
11.701

df=4

*

1-2회 16 (40.0) 14 (41.2) 5 (17.2) 35 (34.0)

3회이상 8 (20.0) 8 (23.5) 16 (55.2) 32 (31.1)

합계 40 (100.%) 34 (100.0) 29 (100.0) 103 (100.0)

* p< .05, ** p< .01

<표 7> 입원기간과 침대위치 및 입원횟수

4.3. 병실환경평가

(1) 공간사용 요구

사용자 중심의 병실환경 조성을 위해 병상, 욕실, 수납

공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전반적 결과를 살펴보면, ‘침대 간의 간격이 지금보다 넓

었으면 좋겠다’가 4.4(SD=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침대가

되도록 창가에 위치했으면 좋겠다’ 항목도 4.2(SD=0.8)로 높

았다. 반면, ‘개인 수납공간이 지금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곳

에 위치했으면 좋겠다’가 3.9(SD=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원기간에 따른 병실공간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

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욕실은 환자, 보호자가 함께 이

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다(p<.05)’, ‘편

리한 사용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욕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p<.05)’, ‘개인 수납공간이 지금보다 사용하기 편리

한 곳에 위치했으면 좋겠다(p<.05)’, ‘개인 수납공간이 지금

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다(p<.01)’ 등 4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와 보호자는

욕실 공간과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입원기간이 21일이상인 보호자 그룹이 추가적 욕

실과 더 넓은 개인 수납공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입원기간

합계

M(SD)
F-값7일미만

M(SD)

7-20일

M(SD)

21일

이상

M(SD)

침대가되도록창가에위치했으면좋겠다 4.1 (0.8) 4.2 (0.8) 4.4 (0.7) 4.2 (0.8) 1.6 (n.s)

침대가 지금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3.9 (0.9) 3.8 (1.1) 4.3 (0.9) 4.0 (1.0) 2.9 (n.s)

침대간의간격이지금보다넓었으면좋겠다 4.3 (0.7) 4.4 (0.6) 4.5 (0.6) 4.4 (0.7) 0.9 (n.s)

욕실은 환자,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다

3.9 (0.8) 4.0 (0.8) 4.3 (0.7)
4.1 (0.8) 3.1 *

a a a

편리한 사용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욕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3.8 (1.0) 4.0 (1.0) 4.4 (0.7)
4.0 (0.9) 3.8 *

a ab b

개인 수납공간이 지금보다 사용하

기 편리한 곳에 위치했으면 좋겠다

3.8 (0.8) 3.8 (0.9) 4.3 (1.0)
3.9 (0.9) 3.2 *

a a a

개인 수납공간이 지금보다 더 넓었

으면 좋겠다

3.8 (0.8) 3.9 (0.9) 4.5 (0.7)
4.0 (0.9) 6.3 **

a a b

합계 3.9 (0.8) 4.0 (0.9) 4.4 (0.8) 4.1 (0.9)

* p< .05, ** p< .01

※사후분석으로 각 집단구분은 scheffe 검증결과임

<표 8> 입원기간에 따른 병실공간 요구

병실 주변 필요공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자

수면실(M=4.2, SD=0.8)’에 대한 보호자 요구가 가장 높았

고, ‘화장실과 분리된 샤워실(M=4.1, SD=0.9)’, ‘가족휴게실

(M=4.1, SD=0.9)’, ‘빨래 및 건조(기) 공간(M=4.1, SD=0.8)’

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입원기간에 따른 필요공간 조사결과, ‘보호자 수면실(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호

자 전용 수면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목

입원기간
합계

M(SD)
F-값7일미만

M(SD)

7-20일

M(SD)

21일이상

M(SD)

화장실과 분리된 샤워실 4.0 (1.1) 4.1 (0.9) 4.3 (0.7) 4.1 (0.9) 1.1 (n.s)

가족휴게실 4.0 (0.8) 4.1 (0.9) 4.4 (0.8) 4.1 (0.9) 2.6 (n.s)

손님접대 공간 3.7 (0.9) 3.6 (1.1) 3.9 (1.0) 3.8 (1.0) 0.5 (n.s)

휠체어, 유모차 등 간병보조기

구 보관 공간
3.8 (0.9) 4.1 (0.7) 3.9 (0.7) 3.9 (0.8) 1.3 (n.s)

빨래 및 건조(기) 공간 3.8 (0.8) 4.2 (0.8) 4.2 (0.7) 4.1 (0.8) 2.7 (n.s)

보호자 수면실
4.0 (0.9) 4.3 (0.6) 4.4 (0.6)

4.2 (0.8) 4.1 *
a ab b

보호자의 개인적 업무 지원 공간

(컴퓨터, 인터넷 등 지원)
3.8 (0.8) 3.8 (1.1) 3.8 (0.9) 3.8 (0.9) 0.1 (n.s)

합계 3.9 (0.9) 4.0 (0.9) 4.1 (0.8) 4.0 (0.9)

* p< .05

※사후분석으로 각 집단구분은 scheffe 검증결과임

<표 9> 입원기간에 따른 병실주변 필요공간

(2) 선호 병실규모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장 선호하는 병실규모에 대

한 조사결과, 1인실이 41.7%로 가장 많았고, 3-4인실(30.1%),

2인실(26.2%), 5-6인실(1.9%)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입

원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기간과

상관없이 1인실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오히

려 2인실보다는 3-4인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지

은 외(2011)의 연구결과8)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병원의 병실

구성은 최대 4인실 이하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8) 선호병실 규모에서 3∼4인실이 54.0%, 2인실이 32.0%인 반면, 1인

과 5∼6인의 비율은 각각 8.0%, 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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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입원기간
합계

N(%) 7일미만

N(%)

7-20일

N(%)

21일이상

N(%)

선호

병실

규모

1인실 15 (37.5) 14 (41.2) 14 (48.3) 43 (41.7)

3.238

df=6

(n.s)

2인실 12 (30.0) 10 (29.4) 5 (17.2) 27 (26.2)

3-4인실 13 (32.5) 9 (26.5) 9 (31.0) 31 (30.1)

5-6인실 0 (0.0) 1 (2.9) 1 (3.4) 2 (1.9)

합계 40 (100.0) 34 (100.0) 29 (100.0) 103 (100.0)

<표 10> 입원기간에 따른 선호 병실규모

(3) 병실환경 의식

의식이란 개인의 특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잠재

적, 정신적 기반을 의미하고 환경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포함9)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병실은 어린이 환자

와 보호자의 주생활공간으로 심리․사회적 환경을 지원

해줌으로써 프라이버시 조절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

록 계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병실환경 의식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휴

식, 안전, 소통 등과 관련된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용자 의식에 대한 하위구성요소를 파악하고 항목 간

신뢰성(Cronbach's α)을 검증하고 각 항목들을 체계적으

로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10)을 실시하였다.<표 11>

병실환경 의식
프라이버시

중시

안전

중시

소통

중시

병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시각적 프

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850 .076 .136

병실은 진료 내용 등 개인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청각적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825 .028 .229

환자는 병실 내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휴식을 취

할 수 있어야 한다
.809 .389 .078

병실 내 욕실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91 .502 -.014

병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로 되어야 한다 .358 .815 .013

병실은 치료나 처치가 쉽도록 가능한 단순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025 .782 .252

병실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보다 의료진이 접근하

기 편리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148 .210 .790

병실 내에 방문객을 위한 가구(의자, 테이블 등)

가 갖추어져야 한다
.365 -.156 .692

병실 내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와 소통하기에 편

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70 .224 .590

Eigen Value 3.8 1.3 1.2

% of Variance 32.1 20.0 17.7

Cumulative % of Variance 32.1 52.2 69.9

KMO 0.715

Cronbach's α 0.804

<표 11> 병실환경 의식 구성요인

1차 분석에서 공통값이 0.5 이상이지만 같은 특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1개의 항목11)을 제외하고 스크리테스트 결

과와 아이겐 값(1 이상)을 참고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설명된 총분산은 69.9%

이며, 항목 간 신뢰계수(Cronbach's α)는 0.804로 나타났

9) 김진영, 여성 1인가구 소형임대주택계획을 위한 주거의식과 주거요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4(4), 2013, p.110

10)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식은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11) ‘병실에서 환자의 간단한 놀이, 학습 등 치료나 처치 외 행위가 가

능하여야 한다’

다. 제 1요인은 ‘프라이버시 중시 요인’, 제 2요인은 ‘안전

중시 요인’, 제 3요인은 ‘소통 중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항목

입원기간

합계

M(SD)
F-값7일미만

M(SD)

7-20일

M(SD)

21일

이상

M(SD)

프라이

버시

중시

병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

선으로부터 시각적 프라이

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4.0 (0.8) 4.1 (0.9) 4.1 (0.9) 4.1 (0.9) 0.3 (n.s)

병실은 진료 내용 등 개인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청각적 프

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3.6 (0.9) 4.1 (0.7) 3.7 (1.0)

3.8 (0.9) 3.4 *
a a a

환자는 병실 내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4.0 (0.7) 4.3 (0.8) 4.1 (1.1) 4.1 (0.9) 1.5 (n.s)

병실 내 욕실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4.2 (0.9) 4.2 (0.9) 4.0 (1.1) 4.1 (0.9) 0.5 (n.s)

합계 4.0 (0.8) 4.2 (0.8) 4.0 (1.0) 4.0 (0.9)

안전

중시

병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로 되어야 한다
4.3 (0.7) 4.3 (0.8) 4.2 (0.8) 4.3 (0.8) 0.3 (n.s)

병실은 치료나 처치가 쉽도

록 가능한 단순하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4.0 (0.8) 3.7 (0.9) 3.7 (0.9) 3.8 (0.9) 1.2 (n.s)

합계 4.2 (0.8) 4.0 (0.9) 4.0 (0.9) 4.1 (0.9)

소통성

중시

병실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다 의료진이 접근하기 편

리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3.4 (0.9) 3.4 (0.9) 3.5 (1.1) 3.4 (1.0) 0.1 (n.s)

병실 내에 방문객을 위한

가구(의자, 테이블 등)가 갖

추어져야 한다

3.5 (1.0) 3.9 (1.0) 3.3 (1.3) 3.6 (1.1) 2.2 (n.s)

병실 내에서 다른 환자, 보

호자와 소통하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3.7 (0.9) 3.5 (1.0) 3.5 (0.9) 3.6 (0.9) 0.6 (n.s)

합계 3.5 (0.9) 3.6 (1.0) 3.4 (1.1) 3.5 (1.0)

* p< .05

※사후분석으로 각 집단구분은 scheffe 검증결과임

<표 12> 입원기간에 따른 병실환경 의식

병실환경 의식의 전반적 결과를 살펴보면<표 12>, ‘병

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로 되어야 한다’ 항목이

4.3(SD=0.8)로 가장 높았고, ‘병실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다 의료진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항목이 3.4(SD=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병실환경 의

식요인 별 평균을 살펴보면, 보호자들은 병실 내 소통

(M=3.5)보다는 프라이버시(M=4.0) 및 안전감(M=4.1)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원기간에 따른 병실환경 의식을 살펴보면, ‘병실은

진료 내용 등 개인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청각적 프라이

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p<.05)’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고, 입원기간이 7-20일인 그룹의 평균이 4.1(SD=0.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원기간이 중간단계에 접어들

고 어느 정도 적응기간을 가지면서 다른 그룹에 비해 프

라이버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반면, 입원기간이 짧을수록 안전 및 치료에 대해

중요시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4) 병실환경 만족도

병실환경에 대한 전체 어린이환자 보호자의 만족도 평

균은 3.0(SD=0.8)으로 보통이며, 입원기간에 따라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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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였다(p<.01). 입원기간이 7일미만의 어린이환자

보호자들은 병실환경에 대해 보통이상(M=3.3, SD=0.6)으

로 만족하는 반면, 7일 이상 입원한 어린이 환자의 보호

자들은 만족도 평균이 각각 2.9(7-20일), 2.6(21일이상)으

로 낮게 나타나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실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항목

입원기간
합계

M(SD)
F-값7일미만

M(SD)

7-20일

M(SD)

21일이상

M(SD)

병실환경 만족도 3.3 (0.6) 2.9 (0.7) 2.6 (0.9) 3.0 (0.8) 7.4 **

** p< .01

<표 13> 입원기간에 따른 병실환경 만족도

4.4. 병원환경평가

(1) 병원의 물리적 환경평가

생활공간으로써의 병원의 전반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원 디자인, 색채, 길찾

기, 실내환경의 질 등에 관한 20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평가항목 간 공통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공통값이 0.5 이하인 1개 항목12)을 제외하고 아

이겐 값이 1이상인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표 14>

병원환경평가
심미

성

접근

성

쾌적

성

빛환

경

병원 외관은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840 .186 .167 .034

병원에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실내 디자인 요

소가 충분하다
.830 .191 .128 .133

병원의 색채가 조화롭다 .813 .100 .147 .180

병원 입구는 어린이를 환영하는 느낌을 준다 .747 .228 .073 .175

병원에 자연환경을 나타내는 디자인요소가 충분하다 .736 .285 .219 .100

병원 인테리어는 위생적이며 깔끔한 느낌을 준다 .457 .441 .271 .387

비상통로는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쉽다 .229 .826 .123 .192

어린이가 사인 및 표지판을 보고 공간을 찾기 쉽다 .367 .766 .194 .241

병원 입구를 어린이가 쉽게 찾을 수 있다 .393 .741 .104 .097

각 공간의 문은 어린이가 열고 닫기 쉽다 .062 .722 .280 .213

어린이 환자가 방문객들과 시간을 보낼 공간이 있다 .182 .618 .460 -.071

병원은 어린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370 .431 .417 .400

병원의 실내온도가 어린이에게 적절하다 .205 .201 .783 .192

병원의 실내공기는 어린이가 지내기에 쾌적하다 .244 .152 .772 .059

병원의 실내습도는 어린이에게 적절하다 .059 .103 .767 .103

병원의 실내는 소음 조절이 잘 되고 있다 .127 .340 .723 .139

병원의 실내에 자연채광이 충분히 들어온다 .216 .247 -.112 .803

낮 시간 동안의 자연채광을 조절할 수 있다 .129 -.008 .363 .742

병원의 전반적인 밝기는 어린이에게 적합하다 .140 .421 .308 .650

Eigen Value 8.6 2.0 1.5 1.3

% of Variance 21.5 19.7 17.3 11.8

Cumulative % of Variance 21.5 41.2 58.5 70.3

KMO .892

Cronbach's α 0.933

<표 14> 병원의 물리적 환경평가 구성요인

설명된 총분산은 70.3%이며, 항목 간 신뢰계수(Cronbach's

α)는 0.933으로 나타났다. 제1요인은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색채, 인테리어 등 6개 항목으로 ‘심미성 요인’ 으로 명명

하였다. 제2요인은 접근, 길찾기, 감시 등과 관련된 6개 항

12)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목으로 ‘접근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실내환경

의 질과 관련된 4개 항목으로 ‘쾌적성 요인’으로 명명하였

다. 제4요인은 실내환경의 질 중 빛과 관련된 3개 항목이

공통요인으로 분류되어 ‘빛환경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항목

입원기간

합계

M(SD)
F-값7일미만

M(SD)

7-20일

M(SD)

21일

이상

M(SD)

심미성

병원 외관은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3.5 (0.9) 3.2 (1.0) 3.2 (1.1) 3.3 (1.0) 0.9 (n.s)

병원에 어린이의 흥미를 유

발하는 실내디자인 요소가

충분하다

3.4 (0.9) 3.0 (0.7) 2.9 (1.0) 3.1 (0.9) 2.6 (n.s)

병원의 색채가 조화롭다 3.5 (0.8) 3.3 (0.8) 3.2 (1.0) 3.3 (0.9) 1.6 (n.s)

병원 입구는 어린이를 환영

하는 느낌을 준다
3.3 (0.9) 3.1 (0.9) 3.2 (1.0) 3.2 (0.9) 0.4 (n.s)

병원에 자연환경을 나타내는

디자인요소가 충분하다
3.1 (0.7) 2.9 (0.7) 2.8 (1.1) 2.9 (0.8) 1.5 (n.s)

병원 인테리어는 위생적이며

깔끔한 느낌을 준다

3.3 (0.8) 3.3 (0.8) 2.7 (1.2)
3.1 (1.0) 4.8 *

b b a

합계 3.4 (0.8) 3.1 (0.8) 3.0 (1.1) 3.2 (0.9)

접근성

비상통로는 눈에 잘 띄고 접

근이 쉽다

3.1 (0.9) 3.2 (0.8) 2.6 (1.1)
3.0 (1.0) 3.4 *

ab b a

어린이가 사인 및 표지판을

보고 공간을 찾기 쉽다

3.2 (0.9) 2.9 (0.7) 2.6 (1.1)
2.9 (0.9) 3.6 *

a ab b

병원 입구를 어린이가 쉽게

찾을 수 있다

3.4 (0.8) 3.1 (0.8) 2.8 (1.1)
3.1 (0.9) 3.7 *

b ab a

각 공간의 문은 어린이가 열

고 닫기 쉽다
3.2 (0.9) 3.0 (0.8) 2.7 (1.1) 3.0 (1.0) 2.8 (n.s)

어린이 환자가 방문객들과

시간을 보낼 공간이 있다

2.8 (1.0) 2.5 (1.0) 2.0 (1.0)
2.5 (1.0) 6.2 **

b ab a

병원은 어린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3.4 (0.8) 3.0 (0.7) 2.6 (1.0)
3.0 (0.9) 7.2 **

b ab a

합계 3.2 (0.9) 3.0 (0.8) 2.6 (1.1) 2.9 (1.0)

쾌적성

병원의 실내온도가 어린이에

게 적절하다

3.1 (0.9) 2.7 (0.7) 2.3 (1.1)
2.7 (1.0) 4.8 *

b ab a

병원의 실내공기는 어린이가

지내기에 쾌적하다
2.5 (0.9) 2.6 (0.8) 2.2 (1.1) 2.4 (0.9) 1.3 (n.s)

병원의 실내습도는 어린이에

게 적절하다
2.4 (1.1) 2.3 (1.0) 2.1 (1.1) 2.3 (1.1) 0.4 (n.s)

병원의 실내는 소음 조절이

잘 되고 있다

2.8 (0.8) 2.6 (0.9) 1.9 (0.9)
2.5 (0.9) 7.6 **

b b a

합계 2.7 (0.9) 2.6 (0.9) 2.1 (1.1) 2.5 (1.0)

빛환경

병원의 실내에 자연채광이

충분히 들어온다
3.6 (0.8) 3.5 (0.9) 3.5 (1.2) 3.5 (1.0) 0.1 (n.s)

낮 시간 동안의 자연채광을

조절할 수 있다
3.5 (0.8) 3.1 (0.8) 3.0 (1.1) 3.2 (0.9) 2.4 (n.s)

병원의 전반적인 밝기는 어

린이에게 적합하다

3.4 0.7 3.2 (0.7) 2.7 (1.2)
3.1 (0.9) 4.6 *

b ab a

합계 3.5 (0.8) 3.3(0.8) 3.1 (1.2) 3.3 (0.9)

* p< .05, ** p< .01

※사후분석으로 각 집단구분은 scheffe 검증결과임

<표 15> 입원기간에 따른 병원의 물리적 환경평가

병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 결과를 살펴보면

<표 15>, ‘병원의 실내에 자연채광이 충분히 들어온다’

항목이 3.5(SD=1.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병원의

실내습도는 어린이에게 적절하다’가 2.3(SD=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병원의 물리적 환경평가 요인 별 평균을

살펴보면, 빛환경 요인(M=3.3)과 심미성 요인(M=3.2)이

가장 높았으며, 접근성 요인(M=2.9)과 쾌적성 요인

(M=2.5)은 보통이하로 나타나 사용자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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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에 따른 병원환경평가를 살펴보면, 심미성 요

인 중 ‘병원 인테리어는 위생적이며 깔끔한 느낌을 준다

(p<.05)’, 접근성 요인 중 ‘비상통로는 눈에 잘 띄고 접근

이 쉽다(p<.05)’, ‘어린이가 사인 및 표지판을 보고 공간

을 찾기 쉽다(p<.05)’, ‘병원 입구를 어린이가 쉽게 찾을

수 있다(p<.05)’, ‘어린이 환자가 방문객들과 시간을 보낼

공간이 있다(p<.01)’, ‘병원은 어린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p<.01)’, 쾌적성 요인 중 ‘병원의 실내온도가

어린이에게 적절하다(p<.05)’, ‘병원의 실내는 소음 조절

이 잘 되고 있다(p<.01)’, 빛환경 요인 중 ‘병원의 전반적

인 밝기는 어린이에게 적합하다(p<.05)’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21일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의 경우 ‘병원의 실내는 소음 조절이 잘 되고 있다’ 항목

이 1.9(SD=0.9)로 실내 소음환경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입원기간과 병원환경평가 요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21일이상 입원한 어린이환자 보호자들은 심미성, 접근성,

쾌적성, 빛환경 등 모든 요인의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입원기간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병원 환경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병원환경 만족도

병원의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 2.7

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환경 만족도

와 마찬가지로 입원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p<.01), 입원기간이 증가할수록 병원환경에 대한 만족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항목

입원기간
합계

M(SD)
F-값7일미만

M(SD)

7-20일

M(SD)

21일이상

M(SD)

어린이병원

환경 만족도
3.0 (0.7) 2.8 (0.7) 2.3 (0.9) 2.7 (0.8) 7.4**

** p< .01

<표 16> 입원기간에 따른 병원환경 만족도

병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병원의 물리적 환경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7> 분석 결과, R 값이 0.392로 약 40%의 설명력을 나

타내며, Durbin-Watson 값이 1.968로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유의확률은 p<.001

로 회귀 모형은 적합하며, 다중공선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 값을 점검한 결과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병원의 물리적 환경요인인 심미성, 접근성, 쾌적성, 빛

환경 요인 모두 어린이병원환경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요인의 β값이 .385로

가장 높고, 심미성 요인의 β값이 .334로 높게 나타나 만

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접근성과 심미성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VIF

어린이

병원

환경 만족도

(상수) 2.739

접근성 .305 .385 4.599*** .000 1.000

심미성 .268 .334 3.991*** .000 1.000

빛환경 .211 .263 3.148** .002 1.000

쾌적성 .206 .249 2.977** .004 1.001

** p<.01, *** p<.001

<표 17> 병원환경평가 요인과 병원환경 만족도 다중회귀분석

병원의 물리적 환경평가 요인 중 빛환경 요인의 평균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미성, 접근성, 쾌적성 요인 순

이었다. 반면, 어린이병원환경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접근성, 심미성, 빛환경, 쾌적성 순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어린이병원의 사용자 만족도를 높

여주기 위해서는 입원특성 뿐만 아니라 병원의 물리적

환경요인인 접근성과 심미성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환자와 보호자의 거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린이병원 계획을 위해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

였으며,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환자의 특성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입원

기간이 길수록 입원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창가(안)쪽

병상을 사용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병실 공간사용 요구에서 입원기간이 증가할수록

환자와 보호자는 욕실 공간과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필요공간에서는 보호자 수면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원경험이 없고, 입원기간이 짧은

보호자 집단에 비해, 입원기간이 길고 경험이 많은 보호

자 집단은 병실을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병실

내에서 영역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음을 파악할 수 있

다. 또한 장기입원환자의 보호자들은 별도의 샤워실, 가

족휴게실, 보호자 수면실 등 가족 중심의 생활공간에 대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어린이병원 설계 시 이러

한 공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병실 규

모는 프라이버시 조절 및 영역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최

대 4인실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병실환경에 대한 의식은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보호자가 프라이버시, 안전, 소통 등 요인에 대

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입원기간이 짧을수록 낙상방지나 치료중심의 디

자인 등 안전에 대한 측면을 중요시하고, 병실 내 다른

환자, 보호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반면, 입원기간이 증가

할수록 병실환경에 대한 영역성이 증가하면서 프라이버

시 조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이 증

가할수록 요구는 높아지고 만족도는 낮아지므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활공간 지원 및 영역성 확보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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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병원 거주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병원의 물리적 환경 평가 결과, 입원기간이 증가

할수록 병원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실내 소음환경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 요인인 심미성, 접근성, 쾌적성, 빛환경 요인은 병원

환경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병원의 환자와 보호자의 거주성 향상을 위해서

는 어린이의 병원입원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특히, 입원기간은 어린이환자의 입원특성 중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하여 영역성을 확보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조절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써의 병실

및 병동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접근하기 쉽고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어린이

환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거주성 및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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