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의 계획과 디자인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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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ospital began as a public institution serving the poo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hospital has been the institutional core of a nation’
s health care system. In the late of
20th century, with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design, it has became a more welcoming and accessible
place for the patient and visitors in the emerging competitive healthcare market.
Today, healthcare is also continuously evolving. Thinking about the future healthcare, we can easily
remind some words like competition, lower cost, patient-centered, outpatient-focused,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 and so on. Although the future is always a uncertain, these might be new
requirements and driving forces for the future healthcare facilities planning and design. Particularly, in a
society which emphasizes the broader, interactive scope, with global markets and global communications,
the healthcare network is considering as the future healthcare facility. These networks may be made up of
two, or hundreds of linked health facilities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These network have great influence on existing healthcare facility planning and design. First, the
healthcare planning will be more complicated than ever. Finacing, organizations, communications,
technology, total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will become ever complex and expensive.
Accordingly,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firms will be compelled to develop new skills, servic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needs and demands of, new client,
network. Architect will also have to be a health planner as well as health facility planner.
Second, healthcare facility design will be more simple and distinctive. While the 20th century hospital
was depend on the functional condition by it’
s complexity, healthcare facilities design in a network will
relatively set free from functional requirements. After learning design and operating concepts for a while
from existing network examples like fastfood francise, hotel chain, bank, the airline, etc., the health
network will become a paradigm of network architecture in futur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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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ntroduction)
병원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공공시설로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과학의료의 도입과 함께 국가 의료시스템의 필
수요소가 되었다. 최근의 병원 디자인은 환자중심을 강조하며, 아늑하고 디럭스한 병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의료환경은 또다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형화는 대량생산의 시대인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다.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한 건물이나 동일 부지 내로 모여들었지만, 정보화 시대인 지금 자급자족식 대형화
는 변화가 느리고 경제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좋은 건물은 안락함을 제
공하고 질병의 치유과정을 도와야 할뿐 만 아니라 시설의 이윤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병원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고급화, 대형화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점차 어려워가는 의
료환경속에서도 수많은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 20세기형 병원들이 21세기인 지금 도
처에서 완공되어지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몇몇 병원 경쟁설계에서도 20세기형의 병원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설계 참여자의 머리에도 대규모 자급자족형 병원의 모델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본문은 의료시설에 불어온 변화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의료시설의 계획과 디자인의 새로운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 병원 건축의 계획과 디자인의 발전 (Evolution of Hospital)
2.1. 관찰과 수용시설 (Observability and the Asylum)
20세기 이전의 병원은 집이 없는 환자를 수용하여 자연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수용시설이었다. 병원기능의 대
부분은 환자를 수용하는 병동이었으며, 병원의 디자인도 공공건물을 전용하거나 모방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환경은 열악했고 감염으로 사망률도 높았다. 디자인은 치료보다 환자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여 개방병동 형식이
되었다. 19세기 나이팅게일은 일조와 통풍, 감염 방지를 고려하여 자연적인 회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을 병원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파빌리온 디자인이 각지에 지어졌다.

2.2. 과학의료와 기계건축 (Machine Medicine and Hospital)
19세기말에 이르러 병원은 비로소 마취술과 무균술의 발전 그리고 X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소로서의 불명예를 벗었다. 병원에 수술실이 설치되고, 늘어나는 생존자를 위해 더 많은 병상이 필
요하게 되었으며,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장소로 변신했다. 이때부터 대중이 병원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과학의료와 병원은 밀접히 결합되었으며, 진료과목이 세분화되고 전문의는 급속히 증가했다. 의사는
약과 기구로 무장했고, 병원의 과학적 의료설비와 기능적인 운영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가 더욱
크고 복잡한 현대식 건물을 만들어 나갔다. 의료의 모든 것이 병원으로 모였으며, 병원건축은 각기 다른 용도의
수많은 공간을 기능에 의해 복합시킨 건축의 집합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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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개방병동, 성엘리자베스병원,
독일, 1596, Adam Elsheimer 동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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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파빌리온 연결복도형,
존스홉킨스 병원 현재모습

[그림 3]
▶ 파빌리온 분동형,
Hanburg Eppendorf 병원, 1884,
독일, 82개동 1,474병상

[그림 4]
▶ 존스홉킨스 병원계획안
1876, 미국(왼편만 완공)

1) 기능과 컴팩 디자인 (Function and Compact Design)
대중이 병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병원의 수와 병상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랐다. 병원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나가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시설규모를 확충하면서 점차 나라의 의료기간시설이 구축되어 나갔다. 건축가에게는 점점 복합화되어 가는
병원에 대하여 기능을 충족시키는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병원의 기능에 대하여 다양한 건축계
획 연구가 이루어졌다. 병원의 기본 기능을 규명하고 기능단위와 기능블럭을 제시하고 블럭간의 상관도에 따
라 수평적, 수직적인 조닝을 통해 병원전체의 볼륨을 결정하였다. 동선의 효율성이 주요한 계획원리였으며,
컴팩트 디자인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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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변화와 블록 디자인 (Flexibility and Block Design)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병원의 성장과 자원의 집중 및 대형화는 의료취약지구를 만들고 의료비를 상승시
켜 병원으로의 접근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로 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가 시작
된다.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서 병원은 의료수요의 급증
과 함께 성장기를 맞는다. 이 시기에는 기존시설의 끝없는 증축으로 병원의 규모와 복합성 양면에서 성장율
은 전례없이 높았으며, 수많은 병원이 신축되었다. 성장변화에 대응한 병원의 계획과 디자인이 병원의 기능
이상으로 주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다양한 건축디자인이 이루어졌다. 기단형과 다익형 그리고 수평형 병원과
뉴클리어스와 같은 표준화된 디자인이 개발되었으며, 하스피탈 스트리트 디자인이 자연스런 성장에 대비하
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림 5]
▶ 기단형, University of Minnesota
Health Science, 1974, 미국

[그림 6]
▶ 수평형, Desert samaritan Hospital,
1970, 미국

[그림 7]
▶ 다익형, Sundsvall 병원,
1975, 스웨덴

[그림 8]
▶ Medical campus,
연세대학교병원, 한국

이 성장기에는 의료의 모든 것이 한 건물 또는 한 부지내로 모임으로서 대규모 저층, 고층 블록의 디자인
과 메디칼 캠퍼스 디자인이 지배적이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은 각각 수많은 실들을 갖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
록을 수평, 수직으로 쌓아올리고 연결하는 레고를 연상시킨다. 일정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에 수많은 기능을
꾹꾹 눌러 담으려 함으로서 생긴 내부의 복잡한 기능문제가 외부 디자인을 억압하여 어느 곳에서나 획일적이
고, 단조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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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과 상업 디자인 (Competition and Commercial Design)
병원은 초기에 의료제공자가 무제한의 권리를 가졌던 자선의료로 시작되었다. 현대식 병원에서도 의사는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환자의 개성과 권리 또는 생각이 최소화되는 상례적인 치료과정
이 강요된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고립되고 병원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다. 병원은 언제나 낯설고 비인간
적인 장소였다. 병원의 성장기동안 건축환경과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병원이 더 이상 사람을 돌보는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계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속에서 상
승하는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통제와 의료수요의 증가가 한계를 보이자 병원의 재정이 위기를 맞게 되
었다.
병원은 자원을 합리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건축가로 하여금 공간과 환자 그리고 기
술에 대한 관계를 재 규명하도록 했다. 그것은 병원을 더욱 개방시키고 친화적인 환경을 환자에게 제공하면
서 20세기 병원의 근간인 과학과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병원 내부적으로는 운영합리화를 위해 효과적
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병원의 특성화와 전문화가 진전되었다. 또한 환자중심병원이 강조되고 병원건축의
다자인도 비로소 상업성을 갖기 시작했다. 크고 화려한 로비, 아트리움 스트리트가 만들어지고 고급 인테리
어가 유행처럼 퍼졌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시대에 좋은 건물은 환자와 방문객이 더욱 안락함을 느끼는 동시
에 질병의 치유과정을 도와야 할뿐만 아니라 시설의 이윤을 증가시키도록 해야한다.

[그림 9]
▶ 환경디자인, Brigham & Womens Hospital,
1987미국

[그림 10]
▶ 상업디자인,
Starbright Pavilion 모델,
미국

건축가는 쇼핑몰의 여러 요소를 포괄적으로 디자인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몰은 길찾기의 축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디자인과 상업성의 증대 그리고 복합시설의 미적인 중심이 된다. 벽을 따라 예술가의 작품이 걸리고
상업주의가 병원 몰로 통합되었다. 병원은 지역사회의 만남의 장으로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었다. 의료는 별
개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건물에서 환자가 고립되고 지역사회로부터 병원이 고립되는 것을 해
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 건강, 사회, 상점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른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
서 격리된 의료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통합하고 상업화하여 개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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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Medical Mall, Dartmouth
Hitchcock Medical Center
1994, 미국

[그림 12]
▶ Dartmouth Hitchcock
Medical Center 외관

2.3. 정보통신과 네트웍 건축 (IT and Network Architecture)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만들어 졌다. 입원은 진단치료의 수단으로 그 동안 병원의 디자인을 결정지어온 주요인
자였으며, 병동과 중앙진료의 형태로 병원의 블록디자인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현재 병원의 많은 행위가 외래중
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급속히 외래로 이전되고 있다. 기존의 입원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진 병원의 역할이 위협받
게 될 것이다. 또한 병원의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이제 병원은 다수의 시설이 연계되어 상
호간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웍 건축으로 변화하고 있다. 네트웍 건축은 구성 시설이 재정과 의
료전달을 결합함으로서, 중복투자를 없애고, 과도한 설비를 감축하며,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며, 연합된 힘으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의료시설의 모델이다.

3. 한국 의료시설의 전망 (Prospect of Korean Healthcare Facility)
3.1. 한국 병원의 의료환경 (Healthcare Environments in Korea)
1) 경제적 요인
- 국민의료비의 계속적인 상승
- 의료보험재정의 파탄
- 병원적자의 누적과 폐업병원의 증가
- 병원의 진료권 축소와 경쟁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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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의 구조
- 병상수의 계속적인 증가
- 단축되지 않는 재원일수
- 급속히 하락하는 병상이용율

3) 환자의 불만사항
- 치료미흡
- 비용과다
- 불친절 등

4) 병원 디자인
- 비연계된 자급자족형 병원

3.2. 변화의 필요성과 순서 (Necessity of Change and Procedures)
1) 변화의 흐름

[그림 13]

▶ 변화의 프로세스

2) 변화의 순서
의학이 질병 후 진단치료의 개념에서 질병 전 건강유지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
프트한 기능을 갖는 외래중심병원은 정보통신을 기초로 네트워킹이 용이하다.
- 외래수술 등의 외래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일수를 지속적으로 단축시킨다.
- 외래기능의 강화와 재원일수의 단축은 병상 감축을 가능하게 한다. DRG하에서 입원은 감소하고
외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 입원기능이 축소되면 병원의 기능이 소프트해지므로써 병원내에서 전문센터의 구성이 용이해지고
병원외부로의 분산이 용이해질 것이다.
- 이러한 대규모 병원의 분화과정과 외부적 요소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네트웍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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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네트웍의 운영주체 (Ownership of Network)
여러 방식의 네트워킹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1) 흡수/ 통합
하나의 시설이 다른 의료시설의 자산을 흡수 통합하므로서 지역적인 네트웍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보통
경영이 우수하거나 대형병원이 주체가 됨으로서 보편적인 Hub & Spoke형태의 네트웍이 된다. 병원간, 의
원간 그리고 병원과 의원 등이 같이 복합될 수 있다.

2) 위탁경영
전문경영인 또는 경영이 좋은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3) 조인트 벤춰, 파트너쉽
병원, 의원, 보험회사, 병원장비업체 등 의료관련자가 모여 하나의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으로, 소규모에
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네트웍의 구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공동소유,
소유+투자, 주식회사, 비영리 등

4) 엔터프라이즈/ 프랜차이즈
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투자가나 기업이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회사가 의료시
설을 인수하여 자신들의 정보통신을 결합하여 네트웍을 형성할 수 있다.

5) 의원주도의 네트웍
병원이 아닌 의원들이 모여 병원을 공동설립하거나 법인을 만들어 프라이머리 케어 네트웍을 구축할 수
있다.

6) 기타
이외 병원, 의원, 기타 의료관련 및 비 관련자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로 네트웍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3.4. 네트웍 건축의 조직과 시설 (Network Facility)
1) 대규모병원의 기능분산과 정보화된 재통합
네트웍의 구성요소는 대규모 병원의 내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내부의 기능이 점차 과별 배치에서 전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화된 것들이 네트웍의 구성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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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병원내부 기능의 변화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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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웍의 구성요소

2) 네트웍의 구성체계
네트웍의 구성시설은 하나의 기능에서부터 여러 개의 기능 그리고 모든 기능을 갖춘 시설에 이르기 까지
이론상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그림 16]

▶ 네트웍 개념도

[그림 17]

▶ 네트웍의 선례

3) 시설형태
20세기의 대규모 병원이 수많은 공간을 기능에 의해 복합시킨 내부지향적 건축이었다고 말한다면, 네트웍
건축은 시설의 분산을 통해 병원의 형태를 지배해왔던 기능으로부터 해방되어 타 용도의 건축디자인을 수용
하게 될 것이다. 네트웍의 구성시설은 프랜차이즈와 같이 동일한 브랜드 파워로 동질성을 가지는 동시에 개
개의 기능특성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집합체가 될 것이며, 타용도 건물의 디자인을 수용하면서 국제화 시대의
새로운 건축의 모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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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복합물, Mackenzie Health Science,
미국

[그림 20]
▶ 프랜차이즈, 네트웍 브랜드

4. 결 론 (Conclusion)
병원은 시대성을 갖는 건축으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20세기 이전의 수용성격의 병원이 사라졌듯이 최
근에 건립된 병원조차 개원과 동시에 이미 진부한 기능을 갖는 건물이 되고있다. 의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
며,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의료시설을 계획을 생각할 때, 경쟁, 외래중심, 저비
용 고효율, 적정 규모, 환자중심, 정보통신의 네트웍과 같은 단어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우리 나라의 병원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요구이며, 시설계획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일 것이다.
우리는 방송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구촌 시장과 접촉하고 있으며, 그 매개체로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 사회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의료의 방향으로 네트웍이 주목받고 있다.
네트웍은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이며, 경제적인 이점을 주는 잠재성이 있다.
의료시설 건축가는 네트웍 시대에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시설의 계획과 디자인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1) 20세기가 대규모 단일 병원이라면 21세기는 여러시설이 연계된 의료시설로서 네트웍은 만성과 급성
모든 의료를 통합할 것이다.
2) 네트웍의 구성요소는 현재의 병원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분화되고 새롭게 생겨 나는 기능들이며,
그 조합에 따라 수많은 시설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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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시설의 계획과 설계는 전술한 광범위한 의료네트웍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재정, 조직, 통신,
기술, 설계와 시공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건축가는 새로운 의료조직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전체 네트웍에서 개개의 구성시설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의료시설 개개의 기능은 네트웍을 통해 상대적으로 단순해질 것이며, 설계의 관점도 기능충족의
문제로부터 다채로운 디자인 쪽으로 이전될 것이다.
5) 의료와 생활은 밀접히 결합되고 의료시설 또한 일반시설과의 복합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일정기간동안 의료네트웍은 패스트푸드, 쇼핑센타, 호텔체인, 은행, 항공과대리점 등 네트웍의
선례로부터 운영과 조직 디자인의 개념 등을 배운 후,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네트웍 건축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6) 과도기인 현재 의료시설의 계획과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융통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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