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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한국의 병원에서 다인병실은 전체 입원병실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등을 겪은 후

신축병원부터 다인병실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

병원 내 감염과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법적·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

해 모든 병원의 다인병실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다인병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병원 환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병원 전체

공간 또는 공용공간을 병원경영과 간호의 측면에서 분석

하거나, 병실의 전반적인 환경 특성을 치유환경의 관점

에서 연구해 왔다. 반면 병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

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

다. 특히 다인병실 입원환자의 경우 개인병실에 비해 환

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스

트레스가 더욱 크다. 병실은 입원환자들이 입원기간 동

안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치료를 위한 공간

임과 동시에 입원환자의 주거공간의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병실은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물

론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심리적 환경

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 병원들은 남녀를 구분하여 다인병실을

운영하고 있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

인병실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

특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다인병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진행되었다. 문헌연

구에서는 다인병실의 특성과 심리적 환경요소로서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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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사연구에서는 설문조

사를 통해 조사대상 병원의 다인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

의 프라이버시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를 통해 첫

째, 조사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둘째, 입

원환자의 프라이버시 특성과 프라이버시 관련 스트레스

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셋째, 병실 및 병상 선호와 만족

도를 파악하고 프라이버시 특성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환자의 성별에 따라 프라이버시 특

성을 분석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병실 계획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보다 나은 다인병실 계획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인병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4인병실 이

상의 일반병실을 다인병실이라 칭한다. 다인병실은 1인

병실이나 2인병실에 비해 병상 당 바닥면적이 경제적이

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

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인병실은 협소한 병실 면

적에 비해 많은 사람이 병실 내에 체류하므로 환자의 프

라이버시가 보장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이 개인병실보다 높다. 다인병실에서는 필요 시 이동식

칸막이나 커튼을 적절히 사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조절하고 개인용 사물함 등을 통해 영역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높아진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

다. 따라서 다인병실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와 프라이버시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병실 계획을 통

해 다인병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 병원들은 운영 중인 병상 수

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감과 동시에 다인병실을 1인병실로

전환하고 있다1). 반면 국내 현행 법률은 종합병원의 경

우 전체 병상의 70% 이상을 일반병상2)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인병실 병상이 전체 병상 수 가운데 매

우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인병실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통해 병실 환경을 개선하

는 사례가 국내 병원에서는 흔하지 않고, 주로 병상 당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

해 나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신축된 병원의 병상 당

연면적은 1970년대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병

1) R. Kobus 외, Building type basics for healthcare facilities, 김태
윤 · 우형주 역, 기문당, 서울, 2014, pp.226-227, p.25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령 제352호)에 의하면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병상을 ‘일반병상’, 1개의 입원실에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고 입
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이 발생하는 병상을
‘상급병상’이라 함.

동부의 병상 당 면적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대에는 1980년대의 1.5배 이상의 면적을 확충하고 있다

(양재봉, 2001; 김상복, 2012).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29일에 의료 관련 감염 예

방 · 관리 종합대책3)을 발표하여 병원 시설 개선을 단계

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의 의료기관 시설기

준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기 환자를 수용하는

병실에 대하여 병실 내 병상 수 기준을 마련하고, 4인병

실 중심으로 다인병실 개편을 유도하며, 병상 간 이격거

리 등을 설정하여 병실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 밝히고 있

다. 그러나 새로 마련될 기준을 기존 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기존 병원

의 다인병실 환경을 개선할 실효성 있는 단계적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

2.2.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스트레스
프라이버시(privacy)는 사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4)라고 정의된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것은 개

인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개인이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

됨을 의미하며, 물리적 환경과 인간행태의 관계를 설명

하는 중요 개념이다5).

과거에는 프라이버시를 공간의 독립성, 분리, 차단과

같은 폐쇄적 개념으로 인식하였으나, 현재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개방하고 폐쇄함으로

서 바람직한 상호작용 수준을 달성시키는 조절적 관점에

서 프라이버시를 정의한다(Altman, 1974; 조성희 외,

2009). 프라이버시를 조절하는 기제에는 출입문, 창문의

개폐, 가구배치, 각 실배치 및 개구부위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요인과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환경적 행동,

문화적 규범이나 관습 등의 비물리적 요인이 있다. 이러

한 기제들을 통해 개인은 프라이버시를 조절하고 획득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를 조절하는 방식과 중요하게 인

식하는 속성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Altman,

1976; Westin, 1970; 박지혜, 2008). 환자가 병실에서 프

라이버시를 확보한다는 것은 병실 내의 물리적 환경요인

과 비물리적 요인을 통해 환자 본인의 시각적·청각적 프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조절하며, 자신의 영역 경계를 확

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병실에서의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원

기간 중 경험하는 것으로 질병의 회복에 큰 영향을 주는

3)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29일에 발표한 ‘1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대책 중점 추진’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 논의결과 및 향후계
획’에 따름.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서울, 1999
5) 조성희 외, 아파트 거주가구의 프라이버시 조절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7), 2009, pp.1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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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된다(Selye, 1965; Volicer, 1977; Ulrich, 2000).

병실 내에서 겪는 입원환자의 스트레스는 환자의 심리

적·사회적 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궁극적으로 환자

의 치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병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Mayer,

1972; 박원배 외, 2003).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프라이버

시 관련 스트레스는 환자의 만족과 치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환경요소로서 서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

으므로(신은경 외, 2016), 그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

해하여 병실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프라이버시와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김용우 외(2003)의 연구에서

는 입원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병원 외

래 진료부를 대상으로 한 오찬옥 외(2013)의 연구에 따

르면, 외래부 대기공간과 처치실의 실내 공간특성에 대

한 평가에서 여성의 평가기준이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시각적 프라이버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관한 인식 중 비공식적

대화영역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유복희 외(2017)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웰다잉

공간의 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연구한 결과에서

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공간 내 프라이버시 확보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

해보면 프라이버시 인식 특성과 스트레스 정도는 성별에

따라 일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프라이버시와 관련 스트레스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5인 이상의 다인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실 규모 이외의 환경 조건이 유사한 A병원과 B종합병

원6) 각 1개소를 선정하였다. A병원은 1인병실, 3인병실,

8인병실, 10인병실, 12인병실을 운영하고 B종합병원은 1

인병실, 2인병실, 5인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 병

실은 연구목적에 따라 A병원의 8인병실, 10인병실, 12인

병실과 B종합병원의 5인병실로 한정하였다. 각 병실은

출입문과 마주보는 내측 1면에 넓은 창이 있고, 5인병실

에만 병실 내부 출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다. 병실 내 각

6)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
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함. 의료법
제3조의2와 제3조의3에 따르면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
야 하고,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침상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2열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TV와 냉장고는 공용으로 제공하고, 수납장과 보호자용

보조침상을 개인별로 제공하며 환자의 침상 주위에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병실 내부 환경 조건이 서로 유사하다.

조사대상자는 해당 병원에서 운영 중인 5인병실 이상

의 다인병실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가운데

자발적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의식이 명확하여 의사표현

에 문제가 없는 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구조적 설문을 이용하였고,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불성실

한 응답을 제외한 총 10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고,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조사대상 입원환자의 일반사항 및 병실 환

경 요소,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스트레스, 병실 및

병상 선호, 입원환자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표 1>

구분 세부항목

일반사항
환자의 성별, 나이, 입원병동, 활동 가능 정도,
입원병실규모, 병상 위치, 입원 기간, 보호자 수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 방법(8문항), 스트레스(10문항)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11문항), 병실 프라이버시(12문항)

선호 및 만족도
병실 선택 이유, 병상 위치 선택 이유,
프라이버시 만족도, 병실 환경 만족도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설문의 각 문항들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

로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인식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입원환자의 일반사항에는 환자의 성별, 나이, 입원병

동, 활동 가능 정도, 입원 중인 병실의 규모, 병상 위치,

입원 기간, 보호자 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7).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조성희 외(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속성에 대한 11문항과 신은

경 외(2016)에서 정리한 병실 프라이버시 12문항으로 구

체화하였다. 프라이버시의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5

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입원환자의 스트

레스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한정하였고, 김용우 외(2003)에서 정리한

HSRS(Hospital Stress Rating Scale)에서 추출한 스트레

스 10문항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8문항을 사용하

였다. 스트레스는 각 문항의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7) 신은경,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와 프라이버시가 병실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6,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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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1점)’부터 ‘매

우 스트레스를 받는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

였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각 문항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

점)’부터 ‘매우 도움이 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

게 하였다.

또한 환자들의 병실 선호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현재 입원 중인 병실 규모와 병실 및 병상을 선택

한 이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규모의

병실을 선택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현재 병실에

서의 프라이버시 만족도와 병실 환경 만족도를 ‘전혀 만

족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4. 조사결과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44.0%, 여자 56.0%였

다. 응답자의 나이는 평균 48.8세(SD=11.7)였고, 연령대

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8.3%, 30대가 16.5%,

40대가 21.1%, 50대가 36.7%, 60대 이상이 17.4%로 40∼

50대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내과계 환자가 26.6%, 외과계 환자가 55.0%, 기타 산부

인과, 안과, 한방과 등의 환자가 18.3%였다. 혼자 실내외

출입이 가능한 환자가 64.2%, 보조기구만을 이용하여 혼

자 실내외 출입이 가능한 환자가 30.3%로 나타나 응답

자의 대부분은 큰 불편함 없이 혼자 활동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5인병실 입원환자가 66.1%, 8인병

실 입원환자가 12.8%, 10인병실에 입원환자가 6.4%, 12

인병실 입원환자가 14.7%였다. 각 병실 내에서 환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병상의 위치는 창가 쪽이 38.5%, 중앙

이 32.1%, 출입구 쪽이 29.4%였다. 응답자들의 입원기간은

평균 18.0일(SD=26.3)이었고 7일 이하가 30.3%, 8∼14일이

33.0%, 15∼21일이 19.3%, 22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가 17.4%였다. 입원기간 중 함께 지내는 보호자의 수는 평

균 0.9명(SD=0.5)명으로, 보호자 없이 지내는 환자가

20.2%, 1명의 보호자와 지내는 환자가 71.6%였다.<표 2>

4.2.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 스트레스
(1)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다인병실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특성은 총 11문항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환자들

은 ‘G2 프라이버시란 내 비밀들이 지켜지는 것이다’ 문

항(M=3.80, SD=0.90)에 가장 동의하였고, ‘G8 프라이버

시란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다’

문항(M=2.44, SD=0.85)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인병실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인식이 남녀 간에 차

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결과를 성별에 따라

T-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G11 프라이버시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항(p<.01)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요구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문항들은 성별에 따라 유

의미한 프라이버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M(SD)
남
(N=48)

여
(N=61)

합계
(N=109)

T-값

G1 3.52 (0.80) 3.77 (0.82) 3.66 (0.82) -1.591 (n.s)

G2 3.75 (0.91) 3.84 (0.90) 3.80 (0.90) -0.494 (n.s)

G3 3.75 (0.73) 3.57 (0.90) 3.65 (0.83) 1.127 (n.s)

G4 3.33 (0.88) 3.61 (0.92) 3.49 (0.91) -1.568 (n.s)

G5 2.69 (0.85) 2.72 (0.80) 2.71 (0.82) -0.213 (n.s)

G6 2.90 (0.86) 2.85 (0.96) 2.87 (0.91) 0.245 (n.s)

G7 3.04 (0.90) 3.23 (1.01) 3.15 (0.96) -1.014 (n.s)

G8 2.44 (0.85) 2.44 (0.87) 2.44 (0.85) -0.031 (n.s)

G9 3.29 (0.68) 3.51 (0.92) 3.41 (0.83) -1.406 (n.s)

G10 3.19 (0.73) 3.16 (0.76) 3.17 (0.74) 0.164 (n.s)

G11 3.15 (0.80) 3.61 (0.80) 3.40 (0.83) -2.984 **

* p<.05, ** p<.01, ***p<.001
G1 : 프라이버시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G2 : 프라이버시란 내 비밀들이 지켜지는 것이다
G3 : 프라이버시란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다
G4 : 프라이버시란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G5 : 프라이버시란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G6 : 프라이버시란 나 혼자 있는 것이다
G7 : 프라이버시란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이다
G8 : 프라이버시란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다
G9 : 프라이버시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방해받지 않는 것이다
G10 : 프라이버시란 주변 사람들의 일 등에 연루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G11 : 프라이버시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 성별에 따른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항목 세부항목 N (%) 항목 세부항목 N (%)

성별
남 48 (44.0)

입원
병실
규모

5인병실 72 (66.1)
여 61 (56.0) 8인병실 14 (12.8)
합계 109 (100.0) 10인병실 7 (6.4)

나이
M=48.8세
(SD=11.7)

20대 이하 9 (8.3) 12인병실 16 (14.7)
30대 18 (16.5) 합계 109 (100.0)
40대 23 (21.1)

병상
위치

창가 쪽 42 (38.5)
50대 40 (36.7) 중앙 35 (32.1)
60대 이상 19 (17.4) 출입구 쪽 32 (29.4)
합계 109 (100.0) 합계 109 (100.0)

입원
병동

내과계 29 (26.6)
입원
기간
M=18.0일
(SD=26.3)

7일 이하 33 (30.3)
외과계 60 (55.0) 8∼14일 36 (33.0)
기타 20 (18.3) 15∼21일 21 (19.3)
합계 109 (100.0) 22일 이상 19 (17.4)

활동
정도

혼자실내외출입가능 70 (64.2) 합계 109 (100.0)

보호자
M=0.9명
(SD=0.5)

0명 22 (20.2)보조기구만을이용하여
실내외출입가능 33 (30.3)

1명 78 (71.6)타인의도움을받아
실내외출입가능 4 (3.7)

2명 이상 9 (8.3)움직일 수 없음 2 (1.8)
합계 109 (100.0)합계 109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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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환자의 병실 프라이버시

다인병실 입원환자의 병실 프라이버시 특성은 총 12문

항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각 문항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

면 환자들은 ‘P8 내 병상과 옆 환자 병상 사이에는 보호

자 침상 크기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다’ 문항(M=4.03,

SD=0.69)과 ‘P9 병실은 입원환자 중심의 공간이어야 한

다’ 문항(M=4.01, SD=0.78)에 가장 동의하였고, ‘P2 병실

내에서 의료진과의 대화를 타인이 듣지 못해야 한다’ 문

항(M=3.25, SD=0.86)과 ‘P1 병실 내에서 타인이 듣지 못

하게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문항(M=3.29,

SD=0.91)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

인병실 입원환자들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

계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고,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청각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파악하였다.

다인병실 입원환자의 병실 프라이버시 인식이 남녀 간

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결과를 성별에

따라 T-검증하였으나 병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의 병실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성의 경우 ‘P9 병실은 입원환자 중심의 공간이어

야 한다’ 문항(M=4.06, SD=0.67), ‘P8 내 병상과 옆 환자

병상 사이에는 보호자 침상 크기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

다’ 문항(M=4.02, SD=0.67) 순으로 높았고, 여성의 경우

‘P8 내 병상과 옆 환자 병상 사이에는 보호자 침상 크기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다’ 문항(M=4.03, SD=0.71), ‘P9 병

실은 입원환자 중심의 공간이어야 한다’ 문항(M=3.97,

SD=0.86) 순으로 높은 차이가 있으나 남녀 모두 경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표 4>

다음으로 병실 내에서 지내는 동안 누구의 시선을 의

식하게 되는지 모두 고르도록 한 문항의 응답에 대해 다

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부인’의 시선을 가

장 의식하게 된다는 응답이 37.1%, ‘다른 환자의 방문객’

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게 된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부분은 ‘담당이 아닌 의료진’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게 된다는 응답이 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인병실 입원환자들

의 경우, 병실 또는 병원이라는 사회에 소속된 ‘우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의 범위를 확고히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표 5>

다중응답:N(%)

담당
의료진

보호자
병실 내
다른 환자

담당이 아닌
의료진

외부인
다른 환자의
방문객

전체

10(5.6) 7(3.9) 27(15.2) 4(2.2) 66(37.1) 64(36.0) 178(100.0)

<표 5> 병실 내에서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사람

(3)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관련 스트레스

다인병실 입원환자의 스트레스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한정하였

고, 총 10문항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환자들은 ‘S2 옆에 있는 환자가 많

이 아플 때’ 문항(M=3.83, SD=0.74)과 ‘S8 주위에서 이상

한 냄새가 날 때’ 문항(M=3.77, SD=1.00)의 스트레스 수

준이 높고, ‘S5 낯선 병상에서 자야할 때’ 문항(M=2.91,

SD=0.97)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병실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특성이 남녀 간에 차이

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결과를 성별에 따라 T-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S5 낯선

병상에서 자야할 때’ 문항(p<.001)과 ‘S6 하루 종일 같은

병실, 같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문항(p<.01)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병실이라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성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 문항 중 ‘S2 옆에 있

는 환자가 많이 아플 때’ 문항(M=3.75, SD=0.73)에서 가

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S5 낯선 병상에서 자야할 때’ 문

항(M=2.54, SD=0.99)에서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S2 옆에 있는 환자가 많이

아플 때’ 문항(M=3.89, SD=0.75)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남성과 동일하지만, ‘S3 사교성 없는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을 때’ 문항(M=3.08, SD=1.24)에서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표 6>

M(SD)
남
(N=48)

여
(N=61)

합계
(N=109)

T-값

P1 3.23 (0.86) 3.34 (0.95) 3.29 (0.91) -0.657 (n.s)
P2 3.10 (0.86) 3.36 (0.86) 3.25 (0.86) -1.552 (n.s)
P3 3.33 (0.91) 3.46 (0.74) 3.40 (0.82) -0.795 (n.s)
P4 3.98 (0.64) 3.93 (0.79) 3.95 (0.73) 0.318 (n.s)
P5 3.90 (0.66) 3.93 (0.77) 3.92 (0.72) -0.276 (n.s)
P6 3.58 (0.87) 3.72 (0.86) 3.66 (0.86) -0.827 (n.s)
P7 3.58 (0.90) 3.66 (0.87) 3.62 (0.88) -0.425 (n.s)
P8 4.02 (0.67) 4.03 (0.71) 4.03 (0.69) -0.090 (n.s)
P9 4.06 (0.67) 3.97 (0.86) 4.01 (0.78) 0.635 (n.s)
P10 3.54 (0.80) 3.79 (0.73) 3.68 (0.77) -1.668 (n.s)
P11 3.63 (0.79) 3.77 (0.64) 3.71 (0.71) -1.061 (n.s)
P12 3.81 (0.70) 3.79 (0.69) 3.80 (0.69) 0.191 (n.s)

P1 : 병실 내에서 타인이 듣지 못하게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P2 : 병실 내에서 의료진과의 대화를 타인이 듣지 못해야 한다
P3 :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아야 한다
P4 : 병실의 구조나 배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각적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P5 : 병실의 구조나 배치는 복도 등 병실 외부로부터 시각적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P6 : 나와 옆 환자 사이에 경계가 보이지 않더라도 영역이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P7 : 내 병상 주변 공간은 나의 영역이어야 한다
P8 : 내 병상과 옆 환자 병상 사이에는 보호자 침상 크기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다
P9 : 병실은 입원환자 중심의 공간이어야 한다
P10 : 병실 내에서 의료기기 및 장비가 일으키는 소음이 거슬리지 않아야 한다
P11 : 병실 내에서 복도 등 병실 외부로부터 청각적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한다
P12 : 병실 내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 방문객이 일으키는 소음이 거슬리지 않아야 한다

<표 4> 성별에 따른 입원환자의 병실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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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남
(N=48)

여
(N=61)

합계
(N=109)

T-값

S1 3.31 (1.03) 3.48 (0.92) 3.40 (0.97) -0.867 (n.s)
S2 3.75 (0.73) 3.89 (0.75) 3.83 (0.74) -0.942 (n.s)
S3 3.08 (1.07) 3.08 (1.24) 3.08 (1.16) 0.006 (n.s)
S4 2.90 (0.93) 3.11 (1.02) 3.02 (0.98) -1.158 (n.s)
S5 2.54 (0.99) 3.20 (0.85) 2.91 (0.97) -3.711 ***
S6 3.00 (0.92) 3.38 (1.00) 3.21 (0.98) -2.018 *
S7 2.94 (1.04) 3.28 (0.95) 3.13 (1.00) -1.784 (n.s)
S8 3.69 (1.07) 3.84 (0.93) 3.77 (1.00) -0.771 (n.s)
S9 3.52 (0.95) 3.57 (0.96) 3.55 (0.95) -0.288 (n.s)
S10 3.54 (0.94) 3.26 (1.06) 3.39 (1.02) 1.430 (n.s)

* p<.05, ** p<.01, ***p<.001
S1 : 옆 환자에게 너무 많은 방문자가 올 때
S2 : 옆에 있는 환자가 많이 아플 때
S3 : 사교성 없는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을 때
S4 : 낯선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자야할 때
S5 : 낯선 병상에서 자야할 때
S6 : 하루 종일 같은 병실, 같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
S7 : 주변에 낯선 기계들이 있을 때
S8 : 주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
S9 : 병실이 너무 춥거나 더울 때
S10 : 자신이 원할 때 신문, TV를 볼 수 없을 때

<표 6> 성별에 따른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관련 스트레스

입원환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 후, 입원환자들

이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는지 알아보았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병원 내

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 총 8문항을 통

해 파악하였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남녀로 구분

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실외로

나가 산책한다’가 3.92(SD=0.73), ‘가족과 대화한다’가

3.87(SD=0.78), ‘복도에 나가 걷는다’가 3.56(SD=0.70)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

2.80(SD=0.74)로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각 스

트레스 해소 방법은 대개 보통 수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병원이라는 환경의 한계와 질병이

라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안

을 실천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표 7>

M(SD)
남
(N=48)

여
(N=61)

합계
(N=109)

T-값

아무 것도 안함 2.83 (0.66) 2.77 (0.80) 2.80 (0.74) 0.437 (n.s)
TV, 신문, 책, 휴대폰 3.69 (0.66) 3.64 (0.84) 3.66 (0.76) 0.327 (n.s)
가족과 대화 3.81 (0.70) 3.92 (0.84) 3.87 (0.78) -0.697 (n.s)
주변 환자들과 대화 3.50 (0.55) 3.52 (0.81) 3.51 (0.70) -0.189 (n.s)
휴게실에서 쉼 3.29 (0.71) 3.30 (0.78) 3.29 (0.75) -0.024 (n.s)
창밖을 바라봄 3.42 (0.77) 3.38 (0.71) 3.39 (0.73) 0.279 (n.s)
복도에 나가 걷기 3.44 (0.68) 3.66 (0.70) 3.56 (0.70) -1.629 (n.s)
실외로 나가 산책 3.92 (0.61) 3.92 (0.82) 3.92 (0.73) -0.010 (n.s)

<표 7> 성별에 따른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4.3. 입원환자의 병실 선호
병실 선호는 현재 입원 중인 다인병실을 선택한 이유

와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장 선호 병실을

통하여 구체화하였다.

먼저 입원환자의 성별과 현재 입원 중인 병실을 선택

한 이유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검증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유’

가 49.5%(54명), ‘여럿이 있는 것이 좋아서’가 26.6%(29

명), ‘병원에서 지정한대로 입원함’이 23.9%(26명)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가 다인병실을 선택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개인의 선호에 의해 병실 규모

를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병실 선택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럿이 있는 것이

좋아서’를 선택한 비율이 여성은 31.1%, 남성은 20.8%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여럿이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N(%)
성별

전체 
남 여

경제적 이유 26 (54.2) 28 (45.9) 54 (49.5)

1.492(n.s)
여럿이 있는 것이 좋아서 11 (20.8) 19 (31.1) 29 (26.6)

병원에서 지정한대로 입원함 10 (25.0) 14 (23.0) 26 (23.9)

전체 48 (100.0) 61 (100.0) 109 (100.0)

<표 8> 현재의 입원병실 선택 이유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장 선

호하는 병실 규모와 성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검증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선호하는 병실

규모는 1인병실이 18.3%(20명), 2인병실이 24.8%(27명), 3

∼4인병실이 48.6%(53명), 5∼6인병실이 5.5%(8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입원환자들이 3∼4인병실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선호하는 병실 규모가 3∼4

인실 52.1%, 2인실 31.3%, 1인실 12.5%, 5∼6인실 4.2%

순인 반면 여성의 경우 선호하는 병실 규모가 3∼4인실

45.9%, 1인실 23.0%, 2인실 19.7%, 5∼6인실 11.5% 순이

었다. 남녀 공통적으로 선호가 높은 3∼4인실을 제외하

면, 남성은 2인실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1인실

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N(%)

성별
전체 

남 여

1인실 6 (12.5) 13 (23.0) 20 (18.3)

5.002(n.s)

2인실 15 (31.3) 23 (19.7) 27 (24.8)

3∼4인실 25 (52.1) 30 (45.9) 53 (48.6)

5∼6인실 2 (4.2) 6 (11.5) 8 (8.3)

전체 48 (100.0) 61 (100.0) 109 (100.0)

<표 9> 선호하는 병실 규모

병상 위치를 선택한다면 어떤 요소를 가장 고려할 것

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응답 간의 유의적 차

이는 없었다. ‘전망이 좋은 병상’이 전체의 34.9%(38명),

‘병상 사이 간격이 더 넓은 병상’이 26.6%(29명), ‘햇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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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는 병상’이 17.4%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선호 요소의

순위는 남녀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선호 비율에

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은 ‘전망이 좋은 병상’(47.4%)과

‘병상 사이 간격이 더 넓은 병상’(31.3%)을 선호하는 비

율이 높고, 여성은 ‘전망이 좋은 병상’(32.8%)과 ‘병상 사

이 간격이 더 넓은 병상’(23.0%)을 선호하는 비율 못지

않게 ‘햇빛이 잘 드는 병상’(21.3%)을 선호하는 비율 역

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N(%)
성별

전체 
남 여

햇빛이 잘 드는 병상 6 (12.5) 13 (21.3) 19 (17.4)

2.481(n.s)

전망이 좋은 병상 18 (47.4) 20 (32.8) 38 (34.9)

외부로부터의 소음이 적은 병상 3 (6.3) 5 (8.2) 8 (7.3)

복도로부터의 소음이 적은 병상 4 (8.3) 5 (8.2) 9 (8.3)

병상 사이 간격이 더 넓은 병상 15 (31.3) 14 (23.0) 29 (26.6)

복도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병상 2 (4.2) 4 (6.6) 6 (5.5)

전체 48 (100.0) 61 (100.0) 109 (100.0)

<표 10> 병상 위치 선택 시 고려할 요소

4.4. 입원환자의 만족도
다인병실 입원환자의 병실 환경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프라이버시 만족도와 병실 환경 만족도 모두 성별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프라이

버시 만족도의 평균은 3.12(SD=0.81)이고, 병실 환경 만

족도의 평균은 3.21(SD=0.56)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11>

M(SD)
남
(N=48)

여
(N=61)

합계
(N=109)

T-값

프라이버시 만족도 3.15 (0.85) 3.10 (0.79) 3.12 (0.81) 0.301 (n.s)

병실 환경 만족도 3.31 (0.47) 3.13 (0.61) 3.21 (0.56) 1.686 (n.s)

* p<.05, ** p<.01, ***p<.001

<표 11> 성별에 따른 입원환자의 만족도

5. 결론

한국의 병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인병실은 개

인병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큰 공간이다. 병실은 입원기간 동안 입원환자들에게 주

거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환자의 사생활이 보고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병실 내의 심리적 환경요소로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스트레스는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병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다

인병실 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자의 프라이버시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4인병

실 이상의 일반병실을 다인병실이라 하고, 법률상 전체

병상의 7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인병실 병상이 전체 병상 수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 특히 다인병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인병실 입원환

자의 프라이버시 특성을 조사하고 성별에 따라 비교 분

석함으로서 병실 환경 계획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원병실은 대체로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와 스트레스 특성을 성별에 따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프라이버시 인식

과 스트레스 수준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전체 문항 중 프라이버시의 1개 문항과 프라이버시

관련 스트레스의 2개 문항에서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대체로 남녀 모두가 유사한 수

준으로 인식하고 요구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환경요소임

을 확인하였다. 일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프라이버시의 경우 ‘프라이버시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스트레스의

경우 ‘낯선 병상에서 자야할 때’와 ‘하루 종일 같은 병실,

같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스트

레스를 받았다. 즉, 여성은 병실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남성에 비해 크게 받고 있고, 자신을 표현하

고자 하는 요구가 남성에 비해 높다. 따라서 여성 다인

병실에는 환자들이 더 친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부

드럽고 따뜻한 집과 같은 환경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특

히 더 필요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구

나 집기류를 개인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여럿이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아서’

다인병실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다인병실 외의 선호

에서 남성은 2인실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

며 여성은 1인실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상 사이 간격이 더 넓은 병

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남성

이 입원환자의 병실 프라이버시 인식에서 ‘병실은 입원환

자 중심의 공간이어야 한다’ 문항과 ‘내 병상과 옆 환자

병상 사이에는 보호자 침상 크기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

다’ 문항 즉, 프라이버시의 특성 중 자신의 영역을 확보

하고자 하는 인식이 높은 것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셋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족과 대화’나 ‘주변 환

자들과 대화’ 같은 사회적 소통과 ‘가벼운 산책’이 공통

적으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병실 내부

나 병실에서 가까운 곳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휴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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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자들이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옥상정원, 옥외정원 또는 아트리움과 같이 실외와

유사한 느낌의 산책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

게 바람직한 병실 및 병원 계획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다인병실 입원환자들의 프라이

버시 및 스트레스, 병실 선호 등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서

다인병실 계획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이론에 의하면 프라이버시를 조절

하는 방식에는 성별이나 문화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

하므로, 입원환자들의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조절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입원환자들의 프라이버시 조절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는 병실 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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