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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better treatm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patients,

percep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in the diagnostic radiography

room.

Methods : The data was collected by interviewing 75 patients who
underwent the radiography under the diagnostic rad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The interview ran from August 9 to October 18,

1999. Data were analyzed by percentage and paired t-test.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 was composed of adjective 13 words.

Results : Patients were attending the elementary schools in the Seoul
resi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kindness unkindness dimension�

and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ther dimensions. The mean score of response

level to present room was 3.67 and that of improvement room was 2.16.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radiography room plan
which is considering emotional aspect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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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병원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 회복을 위해 환자가,

시간 생활하는 곳으로 생활환경에 대해 세심한 관24 ,

심이 요구된다 또한 병원 환경은 환자에게 미치는. ,

영향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요인에서 새로

운 병원 환경은 환자에게 심리적인 요인 즉 불안감, ,

공포감을 갖게 한다 이에 병원 검사실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적 병원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1).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환경 연구 와 종합(2,3)

병원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만(4),

소아환자들의 진단방사선과 검사실의 환경에 대한

심리반응의 평가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 되지 않고

있다.

의료 환경은 의료의 다양한 기능적 요구조건 및 사

용자들의 심리적 행태적 요구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야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자의 전인적 치료에 적합한,

환경의 제공보다는 의료 목적의 기능적 치료 요건에

더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년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는 의료 수혜에 대1989

한 기본적인 욕구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국민생활수. ,

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병원환,

경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를 증가시켰다 이.

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및 고급화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진단방사선과 검사실의 환경개선을

통한 환자들의 심리적 요인의 변화를 평가하여 보다

나은 검사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검사실과

개선 검사실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하여 검사실 환경

의 개선 효과를 보고한다.

Ⅱ. 연구방법

환자들은 매우 초조하고 안정되지 않는 심리적 요,

소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 상태를 평정시키기,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그리고 병원을 이

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을 제공하여야한다.

본 연구 병원은 년 신축하여 최신 의료기기 이1985

용 및 쾌적한 환경 능률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환자,

의 안위를 도모하여왔다 현재는 년이 지난 노후. 15

병원으로 병원 환경의 악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개선 방안의 도출1.

본 조사는 병원 검사실에 대한 환자의 기대와 지각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새로운

의료 서비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

로서 개선 검사실의 방사선 검사장치 교체시기에 맞,

추어 집단적 사고 법을 이용하여 검사, (brainstorming)

실의 실내 환경을 개선방안을 토의하였고 현재 검사,

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결과 현재 검사실의 문제점은 다음과Brainstorming

같다.

첫째 벽면의 색은 차가운 느낌을 주고 방사선 검, ,

사 장치가 설치되어 위압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

다 둘째 실내를 정리 정돈하는 가구가 설치되어 있. ,

지 않아 검사 보조 장치가 산만하게 널려있다 셋째, . ,

검사실의 여름철 실내 온도가 높다 넷째 환자의 공. ,

포감을 감소 할 수 있는 인형 장난감 같은 보조 기구,

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환자가 울거나 겁에. ,

질린 환자를 달랠 수 있는 과자류나 사탕이 정기적으

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유병 노리개 젖꼭지 또한, ,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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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실천 가능

한 항목부터 준비하여 개선하였고 환자의 심리에 맞,

는 개선 검사실 환경의 인테리어에 대하여 문헌조사

및 환경 전문가와의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여러 방,

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실 환경의 개선2.

현재 검사실의 환경에 사용된 마감재의 재료에서

바닥재는 테라조 바닥재로 소음에 민감할 뿐만 아니

라 쉽게 더러워지는 단점이 있었다 천정은 흰색의, .

텍스처리를 하였고 조명은 백열전등과 형광등을 사,

용하여 검사 중에는 형광등의 전원을 끄고 검사하는

관계로 대체적으로 어두운 환경이었다. Film cassette

를 저장할 수 있는 장식장이 없어 수레에 쌓아 놓고

사용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여름철의 냉방에는.

선풍기를 사용하였으며 전선의 배선은 돌출되어 있,

어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벽면은 한색 계열의 하늘.

색으로 에 의하면 로 고명Munsell system 9B 7.5/5.5

도 저채도의 색채로 구성되었고 벽면에 띠 벽지를, ,

사용하지 않았다 검사할 때 사용하는 가. foot switch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검사실의 출입구의 장식은 전.

혀 하지 않았고 출입문은 스테인리스 자재와 녹색을,

사용하였다.

개선 검사실의 환경에 사용된 마감재의 재료에서

바닥재는 전도성 타일을 사용하였고 천정은 흰색의,

텍스처리를 하였다 조명은 태양광과 비슷한 할로겐.

직접조명으로 하여 조도를 높게 하였다. Film

를 저장할 수 있는 장식장을 제작하여 미관cassette

을 고려하였다 여름철의 냉방에는 에어컨을 설치하.

여 여름철에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 배선의 돌출은 바닥으로 처리하여 바닥의 미관.

도 고려하였다 벽면은 따뜻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온.

색 계열인 옅은 노란색으로 하였고 벽면에 띠 벽지,

를 사용하였다 검사할 때 사용하는 가. foot switch

설치되어 움직임이 심한 환자에서 방사선사가 이 기

구를 사용하였다 검사실의 출입구에 삼각형의 장식.

물을 설치하여 환자가 거부감과 공포감을 조금이라

도 덜 느끼도록 하였고 출입문은 노란색 분홍색 그, ,

리고 녹색을 사용하였으며 실내에 인형을 놓아 환경,

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개선 효과의 측정3.

본 조사의 대상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본 조사병원

의 소아진단방사선과 검사실을 이용하는 환자로서,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본 병원에1999 8 9 10 18

내원한 환자로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락한

자 설문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보,

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자가 환자를 면접조사 하

였다 검사실 평가에 대한 환자의 설문은 현재 검사.

실과 개선 검사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경험하게 한

후에 각각의 검사실에 대한 반응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작성하여 총 명을 편의 추출하였고 평가에 부80 ,

적절한 명을 제외한 총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5 75

시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써 실내 환경,

의 느낌의 감성을 정량화하는 측정방법으로 법SD

어의적 차이 척도법 을 사용(Semantic Differential; )

하여 병원환경에 대한 반응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구

성되었다 항목의 형용사는 병원 환경에 관련된. SD

단어로 총 개를 추출하였다 질문항목의 형용사는13 .

차분한 차분하지 못한 자연스런 부자연스런 편안, ,� �

한 불편한 탁 트인 답답한 쾌적한 불쾌한 밝은, , ,� � �

어두운 안정된 불안한 따뜻한 써늘한 부드러운, , ,� � �

딱딱한 친절한 불친절한 산뜻한 산뜻하지 않은, , ,� � �

멋있는 멋없는 좋아함 싫어함을 선택하였다, .� �

각 문항은 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만족 점 조5 (1 ),

금 만족 점 중간 점 조금 불만족 점 매우 불만(2 ), (3 ), (4 ),

족 점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검사(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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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환경 분위기 조성에 방해를 받는 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방법에서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로 구하였고 설문 항목에 대한 환자가 인지한 환, SD

경의 반응 정도를 알기위하여 설문 항목에 대한 각각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

도는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Cronbach's Alpha=0.94 .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와SPSSwin 7.0 paired t-test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은 현재 검사실과 개선 검사실의 바닥재 조1 ,

명 냉방기구 그리고 띠 벽지의 사용재료를 비교하였, ,

고 그림 는 현재 검사실과 개선 검사실의 출입구를, 2

환자용과 직원용으로 구분한 모습이고 그림 은 개, 3

선 검사실에서 검사에 필요한 기구들의 그림이다 그.

림 는 현재 검사실의 전경이고 그림 는 검사실 환4 , 5

경을 개선한 개선 검사실의 전경이다 표 에서는 현. 1

재 검사실과 개선 검사실의 환경을 비교하여 나열하

였다.

Ⅲ. 결 과

외래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래환자.

의 설문응답자는 세가 명으로 세는 명8 10 13.3%, 9 14

으로 세는 명으로 세는 명으로18.6%, 10 12 16%, 11 13

세는 명으로 세는 명으로17.3%, 12 11 14.6%, 13 15

의순이었다 성별은남자가 명으로 여20% . 40 53.3%,

자가 명으로 로 조사되었다 설문응답자는 모35 46.7% .

두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었다 표( 2).

a c e g

b d f h

1.그림 현재 검사실과 개선 검사실의 환경 비교

현재 검사실의 바닥 개선 검사실의 바닥 현재 검사실의 조명a. b. c.

개선 검사실의 조명 현재 검사실의 선풍기d. e. 개선 검사실의 에어컨f.

현재 검사실의 띠 벽지 개선 검사실의 띠 벽지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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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2.그림 검사실의 출입구

현재 검사실의 환자 출입구 개선 검사실의 환자 출입구a. b.

현재 검사실의 직원 출입구 개선 검사실의 직원 출입구c. d.

a b c

3.그림 개선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기구

장 검사 보조 기구a. Film cassette b. Pediatric unit c.

4. 5.그림 현재 검사실 전경 그림 개선 검사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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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실내 환경에 대해 느끼는 감각 요인을 법SD

을 적용하여 측정하였고 질문 항목에 사용된 형용, 13

사에서 차분한 차분하지 못한 항목에서 현재 검사“ ”�

실의 평균은 개선 검사실의 평균은 이고2.12, 3.12 ,

자연스런 부자연스런 항목에서 현재 검사실의 평“ ”�

균은 개선 검사실의 평균은 로 현재 검사실2.62, 3.87

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편안한 불편한 에서의. “ ”�

현재 검사실의 평균은 개선 검사실의 평균은2.02,

로 역시 현재 검사실이 낮게 조사되었다 탁 트3.95 . “

인 답답한 에서의 현재 검사실의 평균은 이고” 2.12�

개선 검사실의 평균은 이고 쾌적한 불쾌한 항3.85 , “ ”�

목의 설문조사에서 현재 검사실의 평균은 개선1.87,

검사실의 평균은 로 나타났다 밝은 어두운 에3.75 . “ ”�

서의 현재 검사실의 평균은 개선 검사실의 평균2.18,

은 안정된 불안한 에서의 현재검사실의 평균3.75, “ ”�

은 개선 검사실의 평균은 따뜻한 써늘2.12, 3.62, “ �

한 에서의 현재 검사실의 평균은 개선 검사실의” 2.37,

평균은 로 조사되었다 부드러운 딱딱한 에서3.87 . “ ”�

1.표 현재 검사실과 개선 검사실의 환경의 비교

구 분 현재 검사실 개선 검사실

바닥재

천정

조명

카세트장식장

여름철의 냉방

배선처리

벽면 색채

벽면 띠 벽지

유무Foot switch

출입문

환자출입구

테라조

텍스

형광등 백열등,

수레에 저장

선풍기

돌출

하늘색 한색계열(9B 7.5/5.5)

없음

없음

장식물 없음

스테인리스 그린,

전도성 타일

우드몰딩

형광등 할로겐전구,

장식장 제작

Air conditioner

바닥으로 처리

옅은 노란색의 온색계열

핑크색 띠 벽지

설치 함

삼각형의 장식물

노란색 분홍색 녹색, ,

2. (N=75)표 외래 환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분 환자 수명( ) 백분율(%)

연 령

세8

세9

세10

세11

세12

세13

10

14

12

13

11

15

13.3%

18.6%

16.0%

17.3%

14.6%

20.0%

성 별
남

여

40

35

53.3%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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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재 검사실의 평균은 개선 검사실의 평균은2.25,

친절한 불친절한 에서의 현재 검사실의 평균3.75, “ ”�

은 개선 검사실의 평균은 로 현재검사사실2.37, 2.52

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산뜻한 산뜻하지 않은. “ ”�

항목에서 현재 검사실의 평균은 개선 검사실의2.03,

평균은 멋있는 멋없는 항목에서 현재 검사실3.95, “ ”�

의 평균은 개선 검사실의 평균은 좋아함2.21, 3.76, “

싫어함 에서의 현재 검사실의 평균은 개선 검” 1.75,�

사실의 평균은 로 조사되었다3.98 .

항목의 전체에서 개선 검사실의 전체 평균은13

현재 검사실의 전체 평균 로 개선 검사실이2.16, 3.67

현재 검사실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편차.

에서 개선 검사실이 으로 현재 검사실의 에0.83 0.85

비해 낮았다.

표 은 환경 자극에 따른 척도를 나열하여 평균값3

을 하나의 난에 대입하였고 개선 검사실과 현재 검,

사실의 에서 친절한 불친절한 항을 제paired t-test �

외한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12 ( <0.05).Ρ

Ⅳ. 고 찰

본 논문은 대학병원의 소아진단방사선과 검사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현재 검사실

과 개선 검사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영향 및 지각

요인을 분석 파악하고 검사실 환경과의 연관성 환자, ,

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찾아내어 이,

를 적용한 검사실 환경 개선의 방법론을 제시하여 의

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는데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병원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

려할 요소로는 환기 온도 습도 청결 소음 조도 분, , , , , ,

진 냄새 그리고 실내환경의 구성요소가 되는 벽 천, ,

정 문 부착물 가구 등의 색상 조화를 들 수 있다, , , .

병원에서의 실내공간은 의료시설 대부분이 접하는

환경으로써 병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

분이다 또한 사용 공간에 비해 이용자의 밀도가 높.

고 체류 시간이 길어 환자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

3. SD (N=75)표 분석에 의한 개선 검사실과 현재 검사실의 분석

질문 항목SD
개선 검사실 현재 검사실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차분한 차분하지 못한�

자연스런 부자연스런�

편안한 불편한�

탁 트인 답답한�

쾌적한 불쾌한�

밝은 어두운�

안정된 불안한�

따뜻한 써늘한�

부드러운 딱딱한�

친절한 불친절한�

산뜻한 산뜻하지 않은�

멋있는 멋없는�

좋아함 싫어함�

2.12

2.62

2.02

2.12

1.87

2.18

2.12

2.37

2.25

2.37

2.03

2.21

1.75

0.77

0.98

0.79

0.77

0.82

0.88

0.77

0.94

0.75

0.95

0.79

0.92

0.68

3.12

3.87

3.95

3.85

3.75

3.75

3.62

3.87

3.75

2.52

3.95

3.76

3.98

0.85

0.96

0.93

0.87

0.79

0.79

0.75

0.82

0.79

0.76

0.94

0.81

0.94

<0.05Ρ

<0.05Ρ

<0.05Ρ

<0.05Ρ

<0.05Ρ

<0.05Ρ

<0.05Ρ

<0.05Ρ

<0.05Ρ

>0.05Ρ

<0.05Ρ

<0.05Ρ

<0.05Ρ

평 균 2.16 0.83 3.67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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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담당한다 병원은 매우 복잡한 구조와 기능으로.

인해 인간적인 편안함보다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주,

로 설계 및 건축되어 왔고 환자 관리는 병원중심의,

치료 목적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자인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상당한 거리감

이 있다 또한 병원 설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 기. ,

준에 기반을 둔 제반 환경 요인들을 반영하기보다는

해외 병원의 설계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우리나라 국,

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고 병원환경에 대한 만족,

도 또한 떨어진다.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후 종합 병원의 집중화 경향,

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본 연구 대학 병원의 통,

계에 의하면 해마다 의 환자 증가를 보이고 있2 4%∼

다 환자가 증가하면 병원은 혼란스러워지고 환자는.

오래 기다리게 되므로 환자의 병원 이용 만족도가 낮

아지고 환자수의 예기치 못한 증가가 계속되는 병원,

은 증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며 결국 환자의 동선이�

나 체계는 본래의 계획과는 전혀 달라지고 동선은 복

잡해지고 실내는 혼란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

하고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수립하여야 한다(5).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대기실 복도 물리적인 공간, ,

확보에만 치중하고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검사실 내

의 환경이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무시하였다.

방사선과에서의 검사는 전체 의료자원 이용량의

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상당히 크고 첨단6 10% ,∼

의료장비와 기술의 개발에 따라 검사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비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

적인 활동은 의료기기의 설치 환경을 조사하여QC ,

환자의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있다 의료기기의(6,7).

활동은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의료기기를 보수 유QC

지 관리하는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영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검사실의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는(8),

미진하다.

현재 검사실의 환경에 사용된 마감재의 재료에서

테라조 바닥재는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소음

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쉽게 더러워지는 단점이 있,

어 개선 검사실은 바닥재를 전도성 타일로 바꿨다.

환자는 병원환경 내 여러 가지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

며 이들이 인지하는 소음의 정도와 소음에 대한 반,

응정도도 높아 이러한 바닥재를 바꿔 줌으로써 검사

실의 주위환경의 소음을 감소시키거나 쾌적한 환경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현재 검사실의 냉방은 선풍기를 이용하였으나 개

선 검사실은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air conditioner .

서는 개선 검사실이 현재 검사실에 비해 쾌적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색채 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줌(9) ,

에 따라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고려하여,

병원실내의 색채계획을 하여야 한다 병원의 아름다.

운 환경과 색채의 조화는 환자의 기분을 안정시키며

평안함을 느끼게 한다(10).

공간을 지각함에 있어 인간이 감각기관 중 시각 기

관에 의존하는 비율은 상당히 큼에 따라 색채의 효율

적 계획에 의한 인간심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

색채 는 공간의 입체감을 살려주고 아동의 감정(11) ,

을 풍부하게 만들며 색의 심리적 성질에 의해서 아,

동의 의식 및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아동에게서 수업집중과 학습효과를 위해서는 안.

정되고 정도 단순한 느낌이 주는 공통적인 의상색의

색채는 검은색 빨강색 파랑색 계통이고 취학 전, , (11),

아동의 기호색은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파랑색 혐, , , ,

오색은 푸른색 계통이었고 모든 남녀 어린이들 세, · 7

에서 보라색을 싫어하였다 현재 검사실의 한색(12).

계 색채는 혐오하는 색이었으며 개선 검사실의 노랑,

색은 기호색으로 일치하였다.

색채와 공간에 대한 감성 평가에서 어린 환자에게

개선 검사실의 감성 평가가 현재 검사실에 비해 평균

평점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어둡고 칙칙한.



진단방사선과 검사실의 환경개선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99

환경보다는 밝고 탁 트인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적으로 고안된 교육적 프로그램인 놀이와

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이modeling (13).

러한 프로그램을 검사실에 적용하여 환자의 공포와

불안감을 줄이는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검사실의 환경개선은 활동의 전략적인 계획적QA

수립뿐만 아니라 환자만족도의 측면을 고려하여(5),

환경개선을 설계하여야하고 검사실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예방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4).

병원의 검사실환경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이

밀접하여야하고 신체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 ,

정이라는 측면에서 검사실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병원이 물리적 공간을 질병 치료적 분위기 보다는 일

상 생활하는 안정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15).

병원 검사실의 기기 및 다양한 실내 환경은 어린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환자에게 현재의 검사실과,

개선된 환경의 검사실에 대한 반응을 비교 평가하였

다 개선 검사실의 환경의 감성 평가가 현재 검사실.

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아 개선된 검사실의 환경이

환자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하였고 자료수집 장소가 임의로 선정한 대학,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임의로 추출된 형용사

로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향후 각 항목 별로 더욱 정

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방사선과 검사실을 개선한 검사실의 환경이 현재

검사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

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된 검사실 환경이 환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리, ,

적인 안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현재 검사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에게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현재 검사실의 환경을 개선 할 때에는 검사실을 사

용하는 방사선사와 모든 직원들이 모여 brain-

식 토의를 하여 최적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storming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할 때에는.

젖병과 노리개 젖꼭지 사탕 놀이기구, , , foot switch,

방사선 차폐기구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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