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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공간  근성 차원에서 환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료취약지역을 악하 다.

이를 해 의료기 까지의 환자의 이동거리  이동행태를 악하

고,환자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으며,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진료생활권에 기반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

료취약지역을 악하 다.분석은 당뇨병,고 압 외래환자를 상

으로 하 다.

첫번째,환자의 이동거리  이동행태는 1~3차 한국의료패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환자이동거리는 도로망을 기 으로 한 네

트워크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환자이동행태는 CART분석

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CART분석시 사용한 변수는 지역(시군

구),연령,교육변수이며 이 세가지 변수를 심으로 환자이동행태를 

살펴보았다.분석결과 당뇨병 외래환자가 고 압 외래환자보다 의료

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하 고,당뇨병,고 압 모두 군지역 거주

자가 구지역 거주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하 다.

같은 시군구라 할지라도 교육수 에 따라 이동거리의 차이를 보

는데,당뇨병의 경우 재이상 학력소지자가 고졸이하 학력소지자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었다.그러나 고 압 경우 당뇨병과 달리 시군지

역에서 학력에 따른 이동거리  이동행태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두번째,환자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1~3차 한국의료패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2009년 의료자원실태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본 분석에서는 환자의 이동거리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가능한 모두 고려하려 하 다.분석시 사용된 변

수는 환자의 인구,사회경제  특성,이용기  특성,거주지 특성,

진료권내 의료자원 변수 등이며 분석방법으로는 방문건수를 1수

으로 하고 환자를 2수 으로 하는 다수 분석법을 이용하 다.분석

결과 당뇨병 외래환자의 경우,가구균등화소득,경제활동유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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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가 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고 압의 경우 성별,교육,경제활동유무,복합질

환개수,이용의료기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가 환자이동거리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결과 환자의 이동거리에 향

을 미치는 변수는 질환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고,인구,사회학

 변수보다는 이용의료기  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가 

환자 이동에 보다 큰 향을 을 알 수 있었다.특히,진료생활권

내 의료자원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유의했던 시군구 행정구역 

변수는 당뇨병,고 압 모두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가 추가됨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군지역 거주자의 이동

거리가 구지역 거주자의 이동거리에 비해 짧아져,환자 이동거리는 

시군구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일반경내 의료자원 분포

에 따라 결정됨 알 수 있었다. 한 환자의 이동정도는 의료자원의 

단순 양을 고려했을 때 보다 의료인력 업무난이도를 반 한 질을 

고려했을 때 길었다.이러한 결과는 외래이용에 있어서도 질 한 

의료기  선택에 요한 기 임을 보여주며,진료생활권에 기반한 

의료자원의 지역간 분포  의료취약지역 악이 요함을 보여

다.

세번째,진료권에 기반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료취약지

역은 ‘잠재  공간  근성’차원에서 살펴보았다.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는 2단계 이동권역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이동권역

분석법은 기존의 행정구역내에서만 의료이용을 함을 가정하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잠재수요자가 일정 권역(진료생활권)을 심으로 의

료이용을 함을 가정한다.따라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잠재수요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반 한다.분석지역은 구지역인 역시와 시지

역인 경기도화성시/경남진주시/경북 천시,군지역인 정북순창군이

며 분석단 는 집계구이다.진료생활권은 앞서 산출한 환자이동거리

를 이용하여 설정하 고 분석자료로 통계청의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심평원의 2010년 의료자원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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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료서비스 공간  근성이 높은 지역은 당뇨병,고 압 모

두 의료자원이 몰려 있는 시내 는 일부 행정경계 인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비스 근성은 각 지역별로 독특한 분포를 보 다.도시지

역인 역시의 경우,도심과 일부 행정경계 인 지역을 심으

로 공간  근성이 높았는데,특히 계룡시와 인 한 유성구 외곽 

지역에서 공간  근성이 높았다.이는 계룡시의 도심이 유성구 행

정경계에 인 해 있어 유성구 외곽지역 잠재수요자의 서비스 근

성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도농복합도시인 경기도화성시는 시

내지구와 의료시설이 많은 수원시,용인시와의 인  지역에서 높은 

공간  근성을 보인 반면 화성시 내부 면지역에서는 낮은 공간  

근성을 보 다.물론 화성시 자체의 의료자원의 향도 있겠으나 

이 한 행정경계에 인 해 있는 지역내 의료자원의 향이 반 된 

결과이다.농 지역인 북 순창군의 경우는 순창군내 시내와 일부 

외곽지역을 심으로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질환에 따라 환자의 이동거리  이동행태는 다르며 

의료기 까지의 이동거리는 시군구 행정단  보다는 환자의 거주지

를 심으로 한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해서는 

행정단 를 심으로 한 기존의 의료자원 정책보다는 진료생활권을 

심으로 한 정책이,질환 특성에 따른 환자의 이동행태가 반 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주요어 :의료자원분포,공간  근성,의료취약지역,환자이동행태,

환자이동 결정요인,당뇨병,고 압

학  번 : 2005-3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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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 필요성  목

1. 연구의 필요성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근성(Access)1)이 확보되어야 

한다.보건의료서비스 근성 확보를 해서는 두가지 측면이 제

되어야 한다.하나는 개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측면이며,다른 하나는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에 의한 

보건의료공  능력 측면이다. 자는 주민의 보건의료이용을 한 

사회경제 요인과 련된 것으로 개인의 의료욕구,건강신념,의료이

용행태,사회경제  수 ,지불능력 등이 속한다.후자는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공 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존

재로 보건의료 공 의 성,보건의료 공 과의 이동거리,교통체

계,의료서비스의 편의성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서비스 근성 향상을 해서는 사회경제 ,문화  요인

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공 능력을 진시키는 

략이 필요하다.그러나 지 까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근성 개선

정책은 주로 보장성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확 를 통한 의료

비 지출의 형평 달성이 우선시되다 보니,거시차원에서 보건의료자

원의 배분정책은 우선순 에서 뒤쳐졌고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불

1) 보건의료서비스 근성은 복합  의미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나 일반 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Daniels, 1982)”로 정

의되며, Levesque 등(2013)은 공 기 의 치, 이용 가능한 공 기 , 서비스 비용, 서비스 

성과 같은 공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  문화, 의료욕구, 의료이용행

태, 지불능력, 사회경제  수  등의 수요요소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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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분포 해소를 한 정책은 실효성이 낮았다.오히려 우리나라의 

의료공 체계는 공공의료부문의 약화와 민간부문의 상  발 으

로 인해 의료 인력과 시설이 지역주민의 의료필요(Need)에 의해 분

배되기보다 인구가 많고 의료기  경 에 유리한 도시지역에 집

되어 농 지역에는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이 나타나고 있

다(이용재,2006).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지역간 불균등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있

어서는 불필요한 이동거리 는 시간비용을 래한다(Simoens&

Hurst,2007). 한 의료기 이 과잉 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의료

기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해

하며,공 자의 유인수요,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교통발달로 인해 지역내 의료필요에 따른 의료자원 분포의 문

제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으나(문홍진,2008;김진  등,2010)지

역간 의료자원의 불균등은 특정 지역,특정 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에 있어 여 히 불편함을 래한다.따라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에 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한 논

의가 필요하다.

지 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자원에 한 연구는 주로 의료인력  

자원 리,수요와 공  등 소요량 측에 이 맞추어져 왔다.일

부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등에 한 연구가 있으나 부분의 

연구는 행정단 를 기반으로 의료자원 분포를 악하는데 그치고 

있다.즉,지역별 수 의 병상수,인구 비 병상수,지역내 의료

자원 Gini계수  집 지수 등을 이용하여 살펴본 연구들이다(최

용,1994,박주문,1996,김정화・이경원,1997,이용재,2006,오 호  

등,2007).이러한 연구는 지역의 의료수가 여타 다른 지역의 의료시

설을 이용함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지 못한다.즉,같

은 행정구역이라 할지라도 인  행정구역이 지리 으로 가까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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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런 경우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의료이용이 이루어짐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같은 행정구역내 환자이동을 모두 단일하고 

동질 이라고 취 하고 있으며2)지역내 잠재수요자의 의료필요와 

의료공 자의 공 력을 히 반 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의료

자원의 정확한 분포양상을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2.연구 목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간  근성 측면에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악하고자 한다.특히,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의료자

원의 지역  분포를 악할 때 발생하는 문제 을 보완하고자,질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환자이동거리와 이동행태를 고려하여 진료생

활권3)을 설정한 후,설정한 진료생활권에 기반하여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악한다. 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자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한 정책  함의를 도출한다.

이상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질환의 종류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의료기 까지의 이동거

리  이동행태를 분석한다.이를 통하여 환자의 이동거리  이동

행태는 질환의 특성,환자의 사회경제  수 ,환자가 거주하는 지

역  특성 등에 따라 다름을 살펴본다.

둘째,환자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실제 측

된 ‘환자이동거리’란 환자의 인구・사회경제  특성,공 자의 특성,

거주지역 특성,거주지역내 의료자원 특성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따라서 질환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환자이동거

2) 같은 행정구역내 환자라 하더라도 질환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  수 , 거주지역내 의료자원

의 분포에 따라 환자이동은 다를 수 있다.

3) 논의와 기술의 에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상의 이유로 구분된 가상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

제 환자(의료소비자)가 생활권의 수 에서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한 근성이라는 의미로

‘진료생활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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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특히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환

자이동거리에 미치는 향을 의료자원의 양과 질  측면에서 악

한다.

셋째,환자이동거리와 이동행태를 바탕으로 의료이용자의 진료생

활권을 설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살펴본

다.이를 하여 진료생활권내 소규모 지역 구분단 (집계구)의 잠재

 의료수요에 한 의료자원 공  정도를 측정한다.이는 질환별 

필요 의료자원 충족 정도를 악하게 하여 서비스 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와 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역을 악할 수 있게 한다.

제2  연구 범   구성

본 연구의 분석 상은 당뇨병,고 압 외래환자이다.당뇨병,고

압은 우리나라 주요 만성질환으로 평생 지속  리가 필요한 질환

이며 주로 일차의료 역에서 다루어지는 질환이다.일차의료, 방

의료는 의료이용시 2,3차 의료에 비해 거주지역내 가용자원  의

료기 까지의 지리  조건 등에 향을 받기 쉽다(McGrail&

Humphreys,2009).실제 당뇨병 환자의 주기  당 리에 있어 의

료기 까지의 거리는 치료 지속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Strauss등,2006)상 으로 증도가 가볍고,통원치료가 가능한 

외래서비스의 경우4)의료기 까지의 거리  교통의 편리성 등이 

의료기  선택의 요한 기 으로 작용한다(조우 ・김한 ,1992).

이에 본 연구는 상 으로 공간  근성에 민감한 당뇨병,고 압 

외래환자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연구범   연구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4) 입원의 경우 의료기 까지의 거리  교통망 등의 의료기 의 편의성 보다는 질( 인 의

료시설과 장비, 지명도, 실력있는 의사, 문 인 치료 등)이 의료기  선택시 요한 기 으

로  작용한다(조우 ・김한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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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범 연구흐름도

설계
목표 환자이동을 고려한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등 악

구성
체계

연구
단계 연구내용 세부내용

1 ▷ 이론  배경

 이론  배경

․ 의료서비스 근성과 의료자원 배분

․ 의료서비스 근성과 환자이동 

2
▷ 연구방법론 

고찰 

 의료자원 분포 측정방법 고찰

․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측정방법

․ 환자이동과 이동권역을 고려한 측정방법 

3
▷환자이동거리 

 이동행태 분석

 환자이동거리 측정

 환자이동행태 악

4
▷ 환자이동 

결정요인
-환자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5

▷ 의료자원의 지

역  불균등 

악

 이동거리  이동행태를 바탕으로 한 진

료생활권 설정

 진료생활권에 기반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

6 ▷ 정책 제언
 의료자원 분포  의료취약지역에 한 정

책  제언 제시

달성
목표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등 해소를 한 의료자원 분포  

의료취약지역 제시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의료서비스 근성에 한 선행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용한 이론  모형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측정방법론에 한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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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여 기존의 의료자원 지역간 분포 측정방법에 한 문제 을 

살펴본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제4장은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을 한 선행연구로,한국의

료패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환자의 이동거리  이동행태를 악

한다.환자의 이동행태는 질환에 따라 다름을 고려하여 당뇨병,고

압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5장에서는 당뇨병,고 압 외래환자의 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실제 의료기 의 선택이 자유롭고 타지역 의료이

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환자이동거리란 단순히 물리  거리개념을 

넘어 개인의 특성과 의료기 의 특성,지역  특성,거주지역내 의

료자원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즉 개인의 보건

의료서비스 근성 정도가 반 된 결과라 볼 수 있다.따라서 2장에

서 구축한「환자이동거리에 있어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근성」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환자이동거리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특히,진

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과 질이 환자이동거리에 미치는 향을 

집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4,5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료취약지역을 악한다.본 장은 기존의 행정구역 단  연구와

는 달리 집계구에 기반한 진료생활권을 심으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악한다. 한 질환별,지역별로 환자이동 정도와 잠재

수요,의료공 력이 다름을 고려하여 당뇨병,고 압에 하여 시군

구 지역별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료취약지역을 도출한다.

제7장은 결론  고찰로 그간의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연구진행과

정에서의 한계  연구결과가 주는 정책  함의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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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Bashshur 등, 1971
 료시   원간   

계 

Donabedian, 1973 원과 간   도

Salkever, 1976
원  과  과  결합 

계

- 경  근

- 리  근

Aday & Andersen, 

1974
- 보건 료체계  진

- 

- 원

- 료 비스 

Penchansky & 

Thomas, 1981

- 지 가

- 지리  근

- 편

- 가용

- 수용

Dutton, 1986
, 공 , 보건 료시스  

간  산  료 용

- 경  

- 시  

제2장 이론  배경

제1  의료서비스 근성과 의료자원 배분

보건의료에 있어서 서비스 근성이란 복합  의미로 정의되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 

근성은 궁극 으로 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정의된다(Daniels,1982,Whitehead,1992).

한 근성은 정의하는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공 자의 특성 

는 실제 치료과정을 기술하는데 있어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

라진다.몇몇 연구자는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 근성 측면에서 보건

의료의 공  특성을 정의하나 부분의 연구자들은 공  특성뿐만 

아니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근성을 정의한다(<표 2-1>

참고).

<표 2-1>의료서비스 근성 정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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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Frenk, 1992

필 한 비스  찾아 용할 수 

  , 보건 료 원 특 과 

료 비스  찾아 용할 수  

집단 특 간   도

Margolis 등, 1995
상  건강결과  취하  한 

개  시 한 료 비스 용

- 경  차원

- 개  차원

-  차원

Haddad & 

Mohindra, 2002

건강재  비스  비할 수  

- 가용

- 용

- 수용

-

Shengelia 등, 2003

여 : 필수 료 비스( 재)  

 수  가

용: 료 비스 양과 비스 차

- 지리  근

- 원  가용

-  수용

- 경  지 가

- 료  질

Peters 등, 2008

비스 용  비스간  

합(fit)  실질  비스 용 

에  근

- 질

- 지리  근

- 가용

- 경  근

- 비스 수용

Levesque 등, 2013

료 비스가 필 할  필 한 

곳에  한 비스  용하고 

비스  충 할 수  

- 지  근

- 수용

- 가용   편

- 지 가

-
자료: Levesque 등, 2013

주: 표하단에 Levesque 등(2013)의‘의료서비스 정의  차원’을 추가함 

실제 Mooney(1983)은 근성을 공 과 수요와의 함수로서,공

기 의 치,이용 가능한 자원여부,서비스 비용,서비스 성과 

같은 공  특성과 개인의 지불능력,지식,건강신념,자가치료행태 

등의 이용자 특성과의 계에서 나온 산물로 정의한다.

Penchansky& Thomas(1981)는 근성을 보건의료체계로 진입하

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근성을 의료이용자와 보건의료체계간의 교

합(fit)의 정도로 보았다. 한 의료서비스 근성은 의료자원의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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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availability),서비스 이용을 한 지리  근성(accessibility),의

료필요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accommodation),

서비스 이용자의 의료필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달체계

의 부흥정도(acceptability),그리고 서비스 지불능력(affordability)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이러한 개념은 넓은 의미의 근성으로 보건

의료 공 체계 특성과 환자의 특성,이용가능한 의료자원과의 균형

을 시한 것이다.

일반 으로 지역의 달체계의 특징과 개인  특징은 의료서비스 

근의 잠재  수 을 나타내는 것이며,이용량과 충족율은 실 된 

서비스 근성의 객 ,주  지표로서 고려될 수 있다.의료서

비스 달체계에 한 개인의 잠재 인 가능성은 달체계의 

구조  특징과 욕구,자원  의료서비스를 찾는 잠재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 향을 받는다.실제 은 이용량과 획득된 주  

충족율에 향을 미친다.이에 Andersen등(1983)은 의료서비스 

근성은 실제로 의료서비스 근성에 잠재 인 향을 미치는 인구

학  특징,의료인력과 시설의 분포와 같은 조직  특징뿐만 아니

라,의료이용율이나 충족율과 같은 개인  결과지표들에 의해 정의

된다고 한다(홍백의,1995).

한편,Peters등(2008)은 실질  의료서비스 이용이란 측면에서 

근성5)은 의료기 까지의 지리  근성(geographicaccessibility)과 

일정 거주지역내 의료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지불능력의 재정  

근성(financialaccessibility),그리고 사회경제 ,문화  요인의 수

용 여부를 나타내는 수용성(acceptability)으로 구성된다고 한다.그

러나 Peters등(2008)는 기존 연구와 달리 근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모두 의료서비스 질(quality)과 연계되며 이는 곧 서비스 이용자의 

5) Peters 등(2008)가 정의한 의료서비스 근성의 구성요소  지리  근성은 환자의 거주지에

서 의료기 까지의 거리 는 이동시간을, 가용성은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한 서비스(인력, 장비, 시설) 제공여부와 한 환자이송, 의료기  운 시

간, 환자 기시간 등을 의미한다. 재정  근성은 서비스 비용과 해당 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는 환자의 지불능력을 의미하며, 수용성은 서비스 이용자나 지역사회내의 사회 , 문화  

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  의료체계를 말한다. 



- 10 -

건강수 과 직결됨을 강조한다.

의료서비스 근성에 한 그간 연구를 종합,정리한 Levesque등

(2013)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필요로 하

는 곳에서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정의하 다.

<그림 2-1>의료서비스 근성의 개념 모형

자료: Levesque et al, 2013

Levesque등(2013)은 의료서비스 근성을 공 자,의료기 ,보건

의료체계란 공 측면과 개인,가구,지역단 란 수요측면에서 ①의

료서비스에 한 욕구 발생시,②치료에 한 욕구  의료필요를 

인식하고,③치료를 해 의료정보를 탐색하며,④서비스 의료기

을 찾아가고,⑤의료이용을 하는 일련의 의료이용 과정으로 설명하

다.보건의료서비스 구성요소는 의료이용을 한  과정을 포

하는 차원에서 인지 근성(approachability),수용성(acceptabili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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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편의성(availability and accommodation), 지불가능성

(affordability),그리고 성(appropriateness)으로 구성하 다6).따

라서 보건의료서비스 근성 달성을 해서는 인지 근성,수용성,

가용성  편의성,지불가능성,그리고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의료서비스 근성 개념은 연구자마다 포 하는 범 가 다양

하고,  의미의 차이가 있으나 궁극 으로 공 측면과 수요측면으

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2-2>.

<그림 2-2>보건의료서비스 근성의 수요와 공 측면

6) 여기서 인지 근성은 서비스에 한 욕구 발생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의료기

을 알고 이를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인지 근성에 향을 주는 요소로

는 건강신념, 건강에 한 정보, 지식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수용성은 의료이용에 있어서 

향을 주는 사회  가치, 문화 , 사회경제  요소를 의미하며, 가용성  편의성은 의료서비

스의 물리  이용 가능성과 서비스를 시에 받을 수 있는 의료기 의 편의성을 의미한다. 가

용성  편의성은 인구 도, 의료자원의 분포 등과 같은 공 기 의 특성, 교통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시간, 의료공 자의 문성, 질과 같은 다양한 요소와 련이 있다. 

지불가능성은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경제  능력과 서비스 비용 등을 의미

하며, 성은 서비스 이용결과에 향을 주는 서비스 이용기 의 질, 서비스 성, 지속

성, 만족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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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거주지역내 보건의료자원의 한 분포,의료기 과의 이동거

리,지리  조건 등을 강조하는 공 측면과,의료이용에 향을 주

는 개인의 지불능력,사회경제  요인,문화  요인 등의 수요측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공 측면은 ‘공간  근성’으로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균

형 인 투입에 의해 균등한 보건의료공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

한다.따라서 개인의 의료이용 성향보다는 의료자원 배분정책과 

련이 있다.의료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공간  근성이 요하며 특히,응 ,지

속  리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공간 ,시간  근성은 매

우 요한 요소이다.따라서 보건의료자원의 합리  배분정책은 의

료서비스 근성 향상을 해서 필히 수행되어야 한다.

제2  의료서비스 근성과 환자이동

환자이동거리란 의료이용을 한 환자의 이동결과로서 의료서비스 

근성  공간  근성과 련이 있다.환자가 의료기 까지 이동

하는 과정에는 거주지역내 의료자원의 양과 분포,의료기 까지 

근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들이 서비스 근성에 향을 주기 때

문이다.그러나 환자이동은 단순히 공간  근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환자가 이동하는 이유는 의료이용7)을 하기 함이기에 공간  

근성 외에 비공간  근성 요인의 향을 받는다.

7) Anderson(1995)은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인  특

성(predisposing characteristics), 가능성 자원(enabling resources), 욕구 요인(need factors)으로 

구분하 다. 소인  특성은 성, 연령, 결혼상태, 가족구조 등 인구학  변수와 가구규모, 가구

주 직업, 교육정도, 인종 등의 사회구조  변수 그리고 개인의 건강  의료에 한 믿음을 

포함한다. 가능성 자원은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원을 말하며 가구소득, 재산, 건강보

험 등의 가족자원과 의료자원, 의료기 과의 거리, 의료이용 소요시간 등의 지역사회 자원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욕구 요인은 자신의 건강, 질병의 증상과 장애정도에 한 에 따라 

자신의 병이나 고통에 한 심각성을 단한 후에 의료 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를 결정

하게 하는 요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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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1992)은 기존의 공 과 수요,공간  근과 비공간  근

이란 단일 차원의 의료서비스 근성을 넘어 새로운 시각의 차원을 

제시한다.

<그림 2-3>보건의료서비스 근성 차원

그는 2개의 이분법  차원(잠재   시 ,공간   비공간 )

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근성을 잠재  공간  근성,잠재  비

공간  근성, 시  공간  근성, 시  비공간  근성으로 

구분하여 복합  개념의 의료서비스 근성을 측정 가능하도록 하

다(<그림 2-3>).여기서 잠재  근성은 이용 가능한 합리  근

성을 의미하며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계획 ,정책 으로 근 

가능하다. 시  근성은 실제 발생한 의료서비스로 근성의 결

과로 의료이용량 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로 측정 가능하다.반면,

공간  근성은 보건의료자원 분포에 의한 보건의료 공 능력으로 

수요와 공 간의 분리를 강조하며,비공간  근성은 사회구성원이 

보건의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향을 주는 인구학 ,사회경제  요

소를 의미한다.Wang& Luo(2005)은 비공간  근성 요소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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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인종과 같은 인구학  요소와 빈곤인구,여성가구주,무가옥 

소유,소득 등의 사회경제  요소,주거과잉 집도,거주편의시설 부

재 등의 환경  요소, 학력과 가구주의 언어장애 등의 언어  서

비스 인지장애요소,가구주의 자동차 소유유무와 같은 이동수단요소 

등으로 구분하 다.

환자이동거리는 Khan(1992)의 의료서비스 근성 분류기   잠

재  근성과 시  근성을 고려한다면 Levesque등(2013)의 의

료서비스 근성 개념  모형을 기반하에 의료서비스 근성의 산

물로서 정의할 수 있다(<그림 2-4>).즉,보건의료서비스 근성의 

최종 목 이「보건의료 욕구발생시 필요한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받는 것」라고 할 때,보건의료서비스 근성이란 인지

근성,수용성,지불가능성,가용성,편의성8)으로 구성된 잠재  근

성9)이 실제 의료이용자의 생물학  요소,사회경제  요소,의료욕

구,개인이 속한 사회의 사회  규범  문화,진료 생활권내 의료

자원의 양과 질,의료이용의 편의성이란 환경에서 발 되는 것이며,

궁극 으로 서비스 만족도  의료이용의 평가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는 다시 잠재  근성에 는 

실제 환자이동(의료기  선택)  의료이용에 있어서 생물학  요소,

사회경제  요소,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향을 으로써 의료서

비스 근성을 결정한다고 할 있다.따라서 환자이동거리는 보건의

료서비스의 잠재  근성이 실제 의료이용 환경에서 시  근

성의 결과로서 나온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8) 보건의료서비스 근성 결과로서 환자이동거리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보건의료서비

스 근성’구성요소는 가장 포  차원에서 정의된 Levesque 등(2013)의 근성 구성요소를 

이용하 다. 단, 구성요소 ‘ 성’은 근성의 결과와 일부 복되는 부분이 있어 잠재

 근성 정의시 제외하고 신 시  근성 이후‘ 근성의 평가’단계에 목하 다.

9) 잠재  근성은 다시 근성, 수용성, 지불가능성이란‘잠재  비공간  근성’과 가용성, 

편의성이란 ‘잠재  공간  근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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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보건의료서비스 근성에 있어 환자이동의 이론 틀

주: 본  틀  Khan(1992)과 Levesque 등(2013)  료 비스 근   탕  도

한 것

이러한 이론  근거하에 본 연구는「잠재  공간  근성」차원

에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료취약지역을 악하고,「이동거

리란 보건의료서비스 근성의 결과」라는 에서 환자이동거리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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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측정방법 고찰

제1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측정방법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즉 의료서비스 공간  근성 측정에 있

어서 핵심  요소는 서비스 공 력(healthcarecapacity),잠재수요

(populationdemand),그리고 지리  항값(geographicimpedance)

이다(Kleinman& Makuc1983,Wing& Reynold1988,Luo2004).

서비스 공 력은 의료서비스 측면에서의 서비스 공 량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병상수,의사수,의료장비수로 표 된다.잠재수요는 의

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잠재  인구를 의미하며 지리  항값은 

잠재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기 간 거리에 미치는 향정도를 의

미한다.지리  항값은 지형의 복잡성,수송형태,도로망,교통량,

지표면의 마찰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정의된다.일반 으로 높

은 서비스 공 력과 낮은 잠재수요,약한 지리  항값은 공간  

근성을 높인다.따라서 의료서비스 근성 는 정 의료자원 분

포를 악하기 해서는 앞의 세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는 의료서비스의 공간  근성을 측정

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일반 으로 지역가용성모형(regional

availability model, Khan 1992), 커 도모형(Kernel density

model,Silverman1986,Guagliardo2004), 력모형(gravitymodel,

Joseph& Bantock,1982,Luo& Wang2003,Schuurman등.2010)

을 이용한 방법들이 표 이다.

지역가용성모형을 이용한 방법은 행정구역내 의료 공 력과 잠재

수요의 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의료인

력수, 는 의료취약지역 는 취약인구(medicallyunderservedarea

or population, MUAs/MUPs)를 측정하는 Index of Medical

Underservice등이 표 이다.해당 지표는 행정구역단 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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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는 실무자 는 정책결정자에게 있어서 

용의한 지표이나 실제 의료이용 환자의 이동과 의료수요  공 을 

반 하지 못하며 정 의료자원 분포  의료취약지역을 제 로 

악하지 못한다.즉,지역가용성모형 방법은 특정 행정구역내 주민들

은 의료이용을 해 타 행정구역으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행정구역내 모든 주민은 행정구역내 의료기 과의 거리와 상 없이 

동일한 의료서비스 근성을 갖는다고 가정한다(Kleinman &

Makuc,1983,GMENAC,1980,Wing&Reynolds,1988,Wei&Qi,

2009).

커 함수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공 과 수요를 계산하는 커

도모형은 거리감소효과(distancedecayeffect)10)와 행정구역을 넘나

드는 환자의 이동행태를 고려하는 에서 지역가용성모형 방법보다 

월등하다(Guagliardo,2004).그러나 의료서비스 면 과 인구 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Yang등,2006).즉,커 함수 모형

은 서비스 면 을 좌우하는 반경의 크기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며 

분석지역 심 (centroid)을 심으로 인구 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심  근방에 인구가 없는 경우 잘못된 값을 래할 수 있다.

력모형에 기반한 근방법은「의료서비스에 한 잠재 수요자의 

공간  근성은 가장 가까운 의료기 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라는 가정에 기반한다(Joseph& bantock1982).이 방법

은 지역가용성모형과 커 도모형를 이용한 방법보다 개념 으로 

명확하고 직 이다.이는 행정구역이 아닌 소규모 인구 심 을 

기 으로 이동권역내 지리  항값을 고려하기 때문이다11).

10) 거리감소효과는 문화  는 공간  계에서 거리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지 간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문화  는 공간  상 성이 어드는 상을 말한다(Wikipedia).

11)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의 일환으로 주로 인구당 의료인력( 는 자원) 

수 비교 등의  측정방법이 사용된다. 이외 병상이용률 황치와 환자이동규모를 고려한 

행정구역별 병상수요량 측정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재의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악

하기 보다는 정 의료자원, 가령 지역내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병상수를 

측하는 방법이다. 지역별 병상수요량 산출방법은 행정구역내의 실제 의료이용량과 환자의 

이동을 고려하 다는 에서 기존의 인구당 병상 수 비교방법보다 우월하나 환자이동을 모두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한다는 , 비록 환자의 이동을 고려하 다고는 하나 여 히 행정구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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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의료서비스 근성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측정

방법  력모형에 기반한 측정방법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  환자이동과 이동권역을 고려한 측정방법

1. 력모형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기반한 력모형은 1980년  이후부터 

보건의료의 공간  근성 분석에 사용되어왔다(Joseph& Bantock,

1982). 력모형에서는 기본 으로 지역간 교역이 두 지역사이에 작

용하는 인력요인의 크기에 비례하고,두 지역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

례하는 함수 계로 나타난다(윤갑식‧김재구,2010).기본  력모형 

식은 식(1)과 같다.

의 의료이용량에 기반하여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행정

구역별 병상수요량 측정식(이신호, 2005)은 다음과 같다.  ×


×


 여기

서 는 지역의 병상수요량을 의미하며, 는 지역의 연평균 총입원의료이용

일수, 는 병상이용률, 는 지역친화도, 는 지역환자구성비를 의미한다. 지역별 병

상 수요량 측정방법에서 환자이동은 지역친화도(Relevance Index: RI)와 지역환자구성비

(Commitment Index: CI)를 이용하여 반 하는데, 지역친화도는 지역 거주환자의 총 의료이용

량  해당지역 소재 의료기 을 이용한 의료이용량의 백분율로, 자기 지역에 한 친화도가 

높다는 것은 타 지역으로의 의료이용이 상 으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역환자구

성비는 지역소재 의료기 의 총 의료이용량  특정지역 거주환자의 의료이용량의 백분율로 

자기 지역에 한 지역환자구성비가 낮을수록 타 지역 환자의 유입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




 : j지역 거주환자의 I지역에 한 지역친화도

 : i지역 소재 의료기 을 이용한 j지역 거주 환자의 의료이용량




∞

 : j지역 거주 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




 : j지역 의료기 에 한 i지역의 지역환자구성비

 : j지역 소재 의료기 을 이용한 i지역 거주 환자의 의료이용량




∞

: j지역 소재 의료기 의 총 의료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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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림 3-1> 력모형 기본 틀

여기서  는 지역 에 한 력에 기반한 공간  근성을 의미

하며,는 의료기  의 서비스 공 력을,는 지역 의 인구수를,

는 에서(의료기  치)(인구,수요자 치)까지의 이동비

용을,과 은 의료기 의 총 의사수와 인구의 총 수를 의미한다.

지리  항값 함수(geographicimpedancefunction)인 는 이

동거리에 따라 의료이용 서비스 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결

정해 주는 요소로, 표 인 산출 함수로는 역검정력함수

(inverse-powerfunction,   ),지수함수(exponentialfunction,

  
 ),가우시안함수(Gaussian function,   

)가 있다

(Kwan,1998).

기본  력모형에서 지역내 주민의 의료서비스 근성은 가장 인

한 의료기 에서 지리  항 가 치(impedance-weight)를 고려한 

인구 비 의사비(physician-to-populationratios)의 합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그러나 이 모형은 지역가용성모형과 커 도모형에 비해 

개념 으로 완벽하지만 해석상 직 력이 떨어지며 분석시 많은 양

의 자료가 요구된다(Luo&Qi,2009).

2.이동권역분석법(Thefloatingcatchmentareamethods,FCA)12)

Peng(1997)과 Wang(2000)에 의해 제안된 이동권역분석법은 력

모형의 일종으로,특정행정구역의 인구 비 의사수(비율)를 산출하는 

12) The floating catchment area methods에 한 기존의 용어 번역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동권역분석법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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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표와는 달리 센서스 트랙(censustract)13)내 심 을 기 으

로 합리  이동반경을 형성하면서 해당 반경내의 인구 비 의사수 

비를 산출한다.이동권역분석법은 지리  거리를 이용하여 병원수요

지역을 계산하는 지표와 유사하나(Morrill& Earickson,1968)인구 

심 을 기 으로 원을 형성하여 이동하면서 인구 비 의사수비를 

산출하는 에서 다르다.이동권역분석법에서의 합리  이동반경은

「환자가 기꺼이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이동거리 는 이동시간」

을 의미하며 이동거리 는 이동시간은 환자의 연령,인종,사회경

제  수 ,거주 지역(도시 는 농 )등에 의해 달라진다.이동권

역분석법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Luo,2004).

(1)센서스 트랙내 심 을 이용하여 원을 그린다.이 때 원의 반경

은 환자의 합리  이동거리 는 시간을 의미한다.

(2)원내의 인구(잠재수요자 는 환자)와 의사수를 계산하기 해 

인구,의사 자료를 첩한다.

(3)(2)에서 산출한 인구수  의사수를 이용하여 원내 인구 비 의

사수 비율을 계산하고 해당 값을 해당 센서스 트랙에 부여한다.

 


(2)

여기서 은 센서스 트랙에 한 인구  비 의사수 비

를 의미한다.

(4)(1)~(3)의 과정을 반복하여 나머지 센서스 트랙내의 인구 비 의

사수 비를 산출한다.

(5)센서스 트랙별로 계산된 값을 합산한다.

13) 인구조사 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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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이동권역분석법

자료: Luo, 2004 

를 들면,센서스 트랙 2의 심  기 으로 한 원에서 해당 원

내 인구는 총 7명,의사는 1명,따라서 해당 센서스 트랙내 인구

비 의사수 비율은 1/7이 된다.센서스 트랙 3의 심 의 경우,인

구는 5명,의사는 2명으로 인구 비 의사수 비는 2/5가 된다.그러

나 실제 계산에서는,원내에 심 을 포함하는 지역은 지역의 일부

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지역내 모든 의사수를 포함하며 인구수 

한 심 이 치한 지역내 인구수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동권역분석법은 두 가지 장 을 가진다.첫째,카운티내 

공간  변이성을 보다 구체 으로 표 하며 둘째,행정구역 경계14)

14) 여기서 행정구역 경계는 카운티 경계를 의미한다(<그림 3-2> 참고). 



- 22 -

내 교차성을 고려한다.즉,행정경계에 이웃한 잠재  환자의 이동

성을 고려한다15).그러나 이동권역분석법은 여 히 권역내 의료서비

스 근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에서 여 히 한계를 있

다16).

3.2단계 이동권역분석법(Thetwo-step floating catchmentarea

methods,2SFCA)

2단계 이동권역분석법(2SFCA)은 력모형을 보완한 모형으로 

2000년 Radke& Mu에 의해 제안되었고,2003년 Luo& Wang에 

의해 수정되어 사용되다,2009년 Luo& Qi에 의해 다시 보완된 모

형이다.2단계 이동권역분석법은 공 자의 치에서 그리고 잠재  

수요자의 치에서 이동권역분석 차를 반복 용했다는 에서 2

단계 이동권역분석법이라 한다.

2단계 이동권역분석법의 첫 번째 단계(Step1)에서는 모든 의료기

()에 해서,의료기  에서 역치이동거리(thresholdtraveltime,

)내,즉 의료기  의 권역에 있는 모든 인구()를 찾은 후 의료기

 별로 인구 비 의사비()를 산출한다.

 
∈≤ 




(3)

여기서 는 권역 에 포함되어 있는 센서스 트랙 의 인구수를 

의미하며,는 의 의료기 의 서비스 공 력인 총 의사수를,는 

와 사이의 이동시간 는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15) 이동반경(이동권역)을 기반으로 인구 비 의사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인  행정구역의 의사수

와 인구수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웃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환자의 이동을 고려한다.

16) 같은 권역내에도 환자의 거주지에 따라 의료기 까지의 근성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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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단계 이동권역분석법

자료: Luo & Wang, 2003

두 번째 단계(Step2)에서는 모든 센서스 트랙 에 해서,센서스 

트랙 (센서스 트랙 심 )에서 역치이동거리()내의 있는 모든 의

료기  를 찾은 후,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인구 비 의사수비

()을 합산한다.이를 
,즉  지역에서의 서비스 근성이라 하

며,값이 클수록 잠재수요자의 거주지에서 의료기 까지의 근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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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2단계 이동권역분석법은 력모형에서 생되었지만 보다 직

인 분석방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2SFCA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의료기 별로 수요를 측하고,서비스 공 력과 지역의 수요에 따

라 인구수 비 의사수비를 산출한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인구

에 해 가장 인 한 의료기 에서의 인구 비 의사수비를 합산한

다.이때 <그림 3-3>과 같이 권역간 첩 부분(R=1/8+1/4=3/8)

이 고려되어 이 권역분석법에서 간과되었던 의료기  첩으로 인

한 서비스 근성을 반 한다.그러나 이 방법 한 권역내 모든 사

람들이 동일한 의료서비스 근성을 가진다는 과 권역내 거리 

항값을 간과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Luo&Wang,2003).

4.향상된 2단계 이동권역분석법(The enhanced two-step floating

catchmentareamethods,E2SFCA)

2009년 Luo & Qi는 E2SFCA(the enhanced two-step floating

catchmentarea)방법을 제시하여 기존 2SFACA의 한계를 보완하

다.즉,E2SFCA는 권역내 구역을 세분화하여 첫 번째,두 번째 단계 

모두에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거리감소효과를 반 한다.

E2SFCA 한 2단계의 계산과정을 거치는데 Luo&Qi(2009)는 첫 

번째 단계에서 분석권역을 30분내 권역으로 설정하고 해당권역을 

0-10분,10-20분,20-30분의 하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식(5)에 따라 

각각의 의료기 에 해,인 즉,가 치를 고려한 인구 비 의사

수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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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여기서 는 의료기  의 공 력(총 의사수)을,는 권역 

(∈)내에 치한 센서스 트랙  인구수를 의미하며 은 에 

한 가우시안 가 치를 의미한다.두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센서

스 트랙 별로 1단계에서 산출한 가 치가 부여된 인구 비 의사수

비인  값을 합산하다.

 
 

∈∈ 



 
∈∈ 

  
∈∈ 

  
∈∈ 



(6)


는  지역에서의 서비스 근성을 의미하며,는 권역내의 

의료서비스 기  의 인구 비 의사수비를,은 에 한 가우시

안 가 치를 의미한다.2SFCA와 마찬가지로 
는 값이 크면 클수

록 잠재 수요자의 거주지에서 의료기 까지의 근성은 높다.

E2SFCA는 권역내 거리 항값을 고려함으로써 이동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서비스 근성이 감소함을 반 한다.2SFACA는 기존의 

근법들의 한계를 가장 많이 보완한 방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Wan등,2012).첫번째 한계는 특정서비스 기 에 한 

의료수요를 과  추정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그림 3-4>처럼 의 

주 에 한 개의 의료기 이 있는 경우(시나리오 Ⅰ)와,의 주 에 

세 개의 의료기 이 있는 경우(시나리오 Ⅱ),E2SFCA 방법과 력

모형을 이용한 방법은 의 주 에 의료기 이 한 개가 있던 여러 개

가 있던 의료기 에 한 수요는 모두 동일하다고(0.6)가정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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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실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 이 많아지면 특정 의료기

의 수요는 시나리오 Ⅱ에서처럼 낮아진다.이러한 과 수요 문제

는 특히 의료기 이 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심각한데,이러한 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한다(Wan 등.

2012).

<그림 3-4>주변 의료기 수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

주: 는 특정 사람의 치, a, b, c는 의료기 의 치, 화살표는 의료기 까지의 거리 항값17) 을 말함
자료: Wan 등, 2012

두번째 한계는,거리 항값 계수(impedancecoefficient)인 18)에 

한 연구자들의 임의 인 설정이다.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공간  

근성 산출시 거리 항값을 사용하고 있으나 재 항값 계수가 

공간  근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즉,

정 항값 계수가 무엇인지,공간  근성에 미치는 항값 계수

의 향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한 연구는 무하다.따라서 항

값 계수 결정시 신 함이 필요하며 민감도 분석을 통한 다양한 

근이 필요하다(Wan등.2012).

17) E2SFCA에서의 을 의미한다.

18) 역검정력함수   
  , 지수함수   

  , 가우시안 함수   
  등

의 거리 항값 산출식에서의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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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환자 이동거리  이동행태  

제1  세부 연구목

의료자원이 얼마나 균 되어 있는지 악하기 해서는 일반 으

로 의료 수요요인과 공 요인을 반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의

료이용을 한 환자 선택권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지역내 수요요인

과 공 요인 외,환자의 이동성을 고려해야 한다.지역내 의료수요

와 공 만을 고려할 경우,지역의 의료수요가 여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는 을 간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의

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에 앞서 환자가 의료이용을 해 얼마나,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자이동 국내연구는 부분 지역환자구성비(이 성,1996;

박수경,2004,2010,2011;윤희숙,2006;김경애 등,2009)나 지역친

화도(이 성,1996;박수경,2006,2010,2011;김선희 등,2006;윤희

숙,2006;김경애 등,2009;문연옥 등,2006), 는 내의료이용여부

(문연옥 등,2006;이상주・박재용,2010;박일수․이동헌,2010)를 기

으로 환자의 이동여부만을 살펴보았다.그러나 지역환자구성비,

내의료이용여부 등과 같이 행정구역내 의료이용과 행정구역외 의

료이용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이동정도를 정확히 악하기 

어렵다.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환자가 행정구역을 넘어 인 행정구

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행정구역 경계내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 한 행정구역에서 의료이용을 할 

경우 타 지역 의료이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 부분의 연구

가 환자이동을 역시도 행정구역 분류를 기 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럴 경우 같은 시도내의 환자이동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확한 환자이동 악이 어렵다.특히 시도 단 보다 훨씬 작은 생

활반경을 심으로 의료이용을 하는 외래에서는 환자이동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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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이외 기존의 지역환자구성비,지역친화도,

내의료이용 등의 연구는 지역을 분석단 로 하기에 이동행태 

악에 있어 환자 개인  특성을 반 하지 못한다.

본 논문의 궁극 인 목 이 환자이동을 고려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임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

에 앞서 환자이동  이동행태를 악한다.환자의 이동행태는 개인

을 분석단 로 환자의 실제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살펴본다.분석

상은 당뇨병과 고 압 외래 환자이며,환자이동거리는 네트워크 분

석법(Network Analysis)을, 환자 이동행태는 CART(Categorical

AnalysisRegressionTree)분석법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제2  선행연구

환자이동행태에 한 국내연구는 지역간 의료이용 는 진료권 설

정 연구 등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부분이다. 한 지역환자

구성비,지역친화도, 내의료이용률 등을 이용한 행정단  연구로 

지역내 의료이용량의 유출입정도 수 에서 환자이동을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성(1996)은 암환자의 진료권 선정을 해 입원 암환자를 상

으로 진료권19)별 지역친화도와 지역환자구성비를 산출하여 환자의 

이동정도를 기술하 고,박수경(2004)은 응 의료서비스 진료권과 그 

결정요인 연구에서 지역친화도  지역환자구성비를 이용하여 응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응 환자의 시․군 단 간 이동정도를 악

하 다.박수경 등(2010)은 다시 지역친화도와 지역환자구성비를 이

용하여 응 환자의 시군구별 유출입 황을 살펴보았으며 2011년 의

료서비스 이용  공  등에 한 의료권 설정 연구에서 총 의료량

에 한 시군구별 지역친화도와 지역환자구성비를 산출20)하여 지역

19) 경인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북권, 남권, 경북권, 경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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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입원환자의 유출입 정도를 악하 다.윤희숙(2006)도 1996,

1996,2002년 환자조사를 바탕으로 총의료이용에 한 지역친화도를 

산출,산출한 지역친화도를 이용하여 권별21)환자 이동양상을 살

펴보았으며,이외 문연옥 등(2006)도 시도별 암환자의 자체충족도와 

지역암환자의 타지역 소재 의료기  이용비율(%)을 산출하여 환자

이동행태를,김경애 등(2009)은 입원,외래 환자의 총 의료이용에 

한 지역환자구성비를 산출하여 시도별,지역별 환자이동행태를 살펴

보았다.

한편,2009년도 환자조사 심층분석 연구에서 남정모(2011)는 고

압 환자의 의료이용 분석의 일환으로 의료이용을 한 고 압 환자

의 지역간 이동양상을 분석하 는데,지역간 이동 측정지표로 2009

년 환자조사 퇴원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시도별 자체충족률과 환

자이동 비 추정 값22)을 이용하 다.기존의 지역친화도,지역환자

구성비,자체충족도로는 지역의 환자 유출입 정도는 알 수 있으나,

환자가 어느 지역에서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는 알 수 없다.이에 반

해 환자이동 비 추정 값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환자 이

동정도를 악할 수 있는데,남상모(2011)는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이동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이외 경기도 소재 한 학병원 

입원환자의 지리  근성을 연구한 김선희 등(2006)은 상병원을 

심으로 지역환자구성비와 지역친화도 외에 입원환자의 통행시간

을 산출하여 성별,연령,다빈도상병군에 따른 통행시간 별 거주지 

분포를 악하 다.김선희 등(2006)연구는 의료이용을 한 환자의 

이동행태만을 다룬 논문이자 지역단 분석과 함께 개인단  환자 

이동행태를 살펴본 연구이기도 하다.

문진홍(2008)은 서울의 한 종합 문요양기 을 상으로 KTX 개

통 ·후(2003년 3월~2004년 2월,2005년 3월~2006년 2월)1년간의 

20) 분석자료로 2005-2009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이용하 다. 

21) 경인 권, 강원 권, 충북 권, 충남 권, 북 권, 남 권, 경북 권, 경남 권, 제주 권

22)  칭성(Quasi-Symmetry) 모형에 근거하여 산출된 지역의 기 환자수를 두 지역간 비로 나

타낸 지표로서 보다 자세한 지표 설명은 남정모(2001) 연구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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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의 증감비율을 산출하여 의료이용을 

한 지방환자의 이동행태를 살펴보았다.김진  등(2010) 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상 종

합병원 암환자를 상으로 연도별 지역23)별,암환자의 진료건수,입

원일수,내원일수,진료비를 산출하여 KTX 개통으로 인한 지역간 

환자의 이동행태를 살펴보았다.문홍진(2008)과 김진  등(2010)의 

연구 모두 KTX 개통에 따른 지방입원환자의 서울로의 이동양상을 

보여 으로써 교통의 발달이 입원환자의 공간  근성과 련이 

있음을 보여 다.

2006-2009년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암환자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박일수․이동헌(2010)연구에서는 16개 시도별 

내․외 총 진료비  의료이용량을 이용하여 환자의 지역  이동정

도를 살펴보았다.이외 구․경북 거주환자의 서울지역 의료이용 

변화를 연구한 이상주․박재용(2010)연구에서는 2002,2005,2008년 

환자조사 자료  구․경북 거주 환자이면서 의료이용지역이 

구․경북․서울인 입원환자만을 상으로 구, 는 경북거주 지역 

외 의료기  이용자들의 성,연령,진료비지불유형,이용의료기 종

별유형,주진단명별 비율(%)을 이용하여 타 지역 의료이용자의 특성

을 살펴보았다.이상주․박재용(2010)연구는 지역 의료량의 변화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동환자의 개인  특성 악에 을 

두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환자의 개인  특성 악은 여 히 

제한 이다.

반면 국외연구는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 까지의 실제 이동거리 

는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진료목 별,지역(도시,농 )별 환자이동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부분이다.따라서 분석 상에 따라 환자의 

이동거리를 악하고 이동거리에 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들

이 많았다.가령,Tsuji등(2012)은 65세이상 도쿠시아  거주 노인의 

23) 서울, KTX 향권 내 도시(부산, 구, , 주), kTX 향권외 도시(제주도, 춘천, 청주, 

주, 마산,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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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의료이용자를 상으로 주요 진료과목별,질환별에 따른 이동거

리를 악하고,상 분석을 통해 질환별 이동거리와 사회경제  요

소와의 련성을 살펴보았다.Arcury등(2005)은 정기검진과 만성질

환, 성질환 치료에 따라 지리 ,공간  요인이 의료이용에 향

을 미치는지를 다변량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이외 

Jordan 등(2004),Chan 등(2005),Zgibor등(2011),Awoyemi등

(2011),Bello등(2012),Stephen등(2013)은 지역(도시와 농 )에 따라 

환자이동행태이 다름을 살펴보았고,Nemet& Bailey(2000)는 농  

지역내 노인환자의 이동거리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정도를 악하

다.

제3  연구 상  자료

환자의 이동행태 악을 해 분석자료로 한국의료패  자료를 이

용하 다.한국의료패 은 국의 8,000여 가구를 상으로 의료이

용과 의료비지출에 해 2년에 3회 정도 조사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패 조사이다.본 장에서 사용한 패 자료는 2008년 4월부터 10월까

지 총 7,866가구,24,616명의 가구원을 상으로 한 상반기 자료(1차 

조사자료)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7,201가구를 상

으로 한 하반기 자료(2차 조사자료),그리고 2009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6,432가구를 상으로 한 자료(3차 조사자료)이다.

분석 상은 30세이상 당뇨병과 고 압 환자의 방문건수이다.한국

의료패 조사는 의료기  방문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상병명을 3

개 이내로 기입하되 주상병을 제일 먼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상병이 당뇨병 는 고 압인 방문건수로 입원,외래 

 외래이용만을 분석 상으로 하 다.분석단 를 환자가 아닌 방

문건수로 한 이유는 특정 개인이라도 질병의 종류와 상황 등에 따

라 의료이용을 한 환자의 이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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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거주지에서 의료기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해서는 일

차 으로 환자의 주소와 의료기  주소를 지도상에 좌표화해야 한

다.이를 지오코딩(Geocoding)이라 하는데 정확한 지오코딩을 해

서는 환자  의료기  주소가 명확해야한다(<그림 4-1>.그러나 본 

연구의 지오코딩 과정에서 불확실한 환자  의료기  주소로 인하

여 일부 자료가 락되었다.따라서 1,2,3차 조사기간 동안 당뇨병 

는 고 압으로 인한 총 외래 방문건수24)  본 분석에서 사용한 

방문건수는 41,408건이며 이  당뇨병으로 인한 방문건수는 8,953건,

고 압으로 인한 방문건수는 32,455건이다.

<그림 4-1>강원도 일 의 분석 상 가구와 병원 치 도로망

 주: 료 ;    상 개 ;    도 망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 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해서는 한국의료

패 자료 외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자료와 교통자료가 필요하다.본 

장에서는 행정구역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센서스용 행

정구역경계자료를, 교통자료로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24) 총 44,685건  당뇨병으로 인한 방문건수는 9,732건, 고 압으로 인한 방문건수는 34,953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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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  교통망 자료를 이용하 다.교통망(도로망)자료는 국 

교차로 명칭,노드유형,회 제한,도로등 ,차로수,최고속도,도로

번호,도로등 ,일방통행유무, 용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다.본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의 체차로수는 평균 2.8차로로 최소 

1차로에서 최  16차로이며,상행최고속도는 최소 10㎞/h,최  110

㎞/h이며,하행최고속도는 최소 0㎞/h,최  100㎞/h이다.

제4  연구방법 

진료를 한 환자의 이동행태를 악하기 해서 일차 으로 환자

의 거주지와 이용의료기 간의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환자의 거주

지와 이용의료기 간의 거리는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일반 으로 두 지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와 도로망을 기 으로 한 

네트워크 거리로 측정가능하다.직선거리는 주로 평면에서의 거리측

정 방식이 아닌 구형의 거리측정에서 표  방식으로 사용되는 

Haversine방식으로 계산된다(Sinnott,1984).Haversine방식은 지구

의 지름을 6,371㎞이며 구형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두 지 간의 거

리를 측정하는데(Pineda-Krch,2011:USCensusBureau,2011;신호

성・이수형,2011)구체 인 측정식은 아래와 같다.

    
    

 sin 


  cos  ×cos × sin 




  ×min 
  

  ×

여기서 는 측정하려는 두 지 간의 직선거리이며 은 지구의 반

경이다.과 는 두 지 의 경도 좌표값이며,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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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 의 도 좌표값이다.

직선거리는 평면상의 거리값이 아니며 구형상의 두 지 간 거리이

기 때문에 실제 평면상의 지리  항값을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이란 연결된 일련의 선형 형상물과 경로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크게 탐색(pathfinding),배분(allocation),추 (tracing),

상호작용(spatialinteraction),그리고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의 

5가지 기능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네트워크 분석은 실세계를 지

도와 같은 모양과 크기로 나타내는 벡터(vector)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기법으로(송희종,2011) 근성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며 다

른 분석방법에 비해 한 장소의 근 으로부터 실제 인 거리를 평

가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 까지의 최단거리 (시)

주: 료      거주지  

료: Open Source Opportunities in GIS. Summer School, Girona, Spain, 06/28-07/07, 2011 

http://elogeo.nottingham.ac.uk/xmlui/bitstream/handle/123456789/24/lesson6_grass_network_an

alysis.pdf?seque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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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거주지와 이용의료기 간의 거리는 도로망을 기 으로,시

작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를 찾아 최종노드까지 최단거리 측정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즉,환자의 거주지와 특정 의료

기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해 ①일차 으로 환자의 거주지 

는 의료기 에서 도로(진입로)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②도로망을 

따라 거주지 치에서 의료기 까지 갈수 있는 길을 찾아 거리를 

측정한 후 ③이  최단 거리를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 다(<그림 

4-2>참고).

당뇨병과 고 압 환자의 의료기  이동행태는 의사결정나무방법

(RegressionTree)  CART(Breiman등.1984)을 이용하여 분류한 

후 각 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의사나무결정방법은 데이터마이닝(DataMining)방법  하나로 

의사결정규칙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측을 수행하는 분

석방법이다.의사나무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세분화 작업,

분류  측과 같은 모형화,변수 선택  교호작용 효과 악,범

주의 병합 는 연속형 변수를 이산화하는 데이터의 탐색 과정 등

을 실행할 수 있는데( 경,2010),본 장에서는 데이타를 비슷한 특

성을 갖는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여 각 그룹별 특성을 발견하는 

데이터 세분화 방법을 이용하 다.

의사나무결정방법은 분류 는 측을 목 으로 하는 어떤 경우에

도 사용될 수 있으나 분석의 정확도보다는 분석과정의 설명이 필요

한 경우에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최종후·서두성,1998).특히,각 분

리단계에서 분리기 으로 선택되는 변수의 순서가 종속변수에 한 

각 변수의 요도를 반 한다.즉,분리 단계의 반부(뿌리 부분)에 

나타나는 변수일수록 종속변수에 해 요도가 높은 변수이며,종

속변수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은 분리기 으로 선택되지 

않는다.이처럼 종속변수에 한 각 독립변수의 요도를 시각 으

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의사나무결정방법의 장 이다(정동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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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의사나무결정 방법

주: (1) node : 원  시, 계  가 루어짐. 
 (2) terminal node: 사각  시,  상  가 없  마지막 드
 (3) root node: 료 체  나타냄, 뿌리 드라고 함
 (4) 할(split):  사한 개체들끼리  
 (5) 가지 (pruning): 사한 드끼리 다시 합함
 (6) (parent) 드 : X2,,,,
 (7) 식(child) 드: X4, X5,....

료: 신  등(2012), http://delab.cju.ac.kr/lecture/dm/ch2_3.pdf

의사나무결정방법은 <그림 4-3>과 같이 마디(node)라고 불리는 구

성요소로 구성되며 나무구조 형태를 이룬다.의사나무결정방법을 수

행하기 해서 즉,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갖는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기 해서는 첫째, 한 분리기 (split)과 정지규칙을 지정

하여 자료를 분류하며,분류오류를 크게 할 험이 높거나 부 한 

추론규칙을 가진 가지를 제거하는 가지치기(pruning)단계를 거친다.

분류나 가지치기를 결정할 때는 방법에 따라 카이제곱 통계량,지

니계수,엔트로피,F-test통계량,분산 등의 다양한 통계 검정방법 

등이 용된다.

의사나무결정방법을 실행하기 하여 다양한 분리기 ,정지규칙,

가지치기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사나무결정방법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 표 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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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은 CHAID(Chi-squaredAutomaticInteractionDetection,Kass,

1980),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Breiman 등,

1984),QUEST(Quick,Unbiased,Efficient,StatisticalTree,Loh&

Shih,1997)이다.본 연구에서는 CART를 기반으로 환자의 이동거리

를 유형화하 다.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 까지의 거리는 GRASS6.4.1.과 R2.10.2.

버 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환자이동행태는 R 2.10.2.버 과 

STATA11.1버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제5  연구결과

1.분석 상의 일반  특성

해당질환의 방문건수를 기 으로 분석 상의 일반  특성을 살펴

보면 <표 4-1>과 같다.당뇨병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의한 방문

건수는 체의 47% 으며,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졸이하의 학

력소지자에 의한 방문이 64% 다.당뇨병 환자의 가구 월평균 균등

화소득은 125만원이었으며 총 방문건수  13%가 의료 여 환자에 

의한 방문이었다.구지역(도시)거주 당뇨병 환자에 의한 방문은 

48%,시지역( 소도시)거주 환자에 의한 방문은 33%,군지역(농 )

거주 환자에 의한 방문은 19%으로 방문건수의 반이상이 시․군지

역 거주자에 의한 것이었다.총 방문건수  의원이용 방문건수는 

66.3%,보건기 은 7.1%,한방병의원은 0.3%,병원은 6.4%,종합병원

은 12.7%,상 종합병원은 7.3%으로 당뇨병 환자의 73%가 보건소를 

포함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상 종합병원에 의한 방문

은 7.3%,한방병의원에 의한 방문은 거의 없었다.분석기간 동안 당

뇨병 환자가 당뇨병으로 의료기 을 이용한 횟수는 평균 8회 으며 

환자 1인당 평균 2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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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N=8,953)

고 압 

(N=32,455)

연

30-44 484 (5.4%) 1,786 (5.5%)

45-64  4,270 (47.7%) 13,261 (40.9%)

65-74 2,870 (32.1%) 11,769 (36.3%)

75  상 1,329 (14.8%) 5,639 (17.4%)

별
남 4,552 (50.8%) 13,836 (42.6%)

여 4,401 (49.2%) 18,619 (57.4%)

학 863 (9.6%) 4,138 (12.8%)

하 4,896 (54.7%) 17,242 (53.1%)

고 (고재 포함) 2,154 (24.1%) 7,441 (22.9%)

재 상 1,040 (11.6%) 3,634 (11.2%)

득 월평균 가  균등 득(SD)/만원 124.7 (121.1) 123.8 (113.3)

료보
건강보험 7,775 (86.9%) 29,830 (92.0%)

료 여 1,169 (13.1%) 2,589 (8.0%)

거주지

(도시) 4,339 (48.5%) 15,572 (48.0%)

시( 도시) 2,918 (32.6%) 11,027 (34.0%)

( ) 1,696 (18.9%) 5,855 (18.0%)

료

원 5,932 (66.3%) 22,676 (69.9%)

보건 † 632 (7.1%) 4,513 (13.9%)

한 병 원 26 (0.3%) 90 (0.3%)

병원 576 (6.4%) 1,379 (4.3%)

고 압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에 의한 방문건수는 당뇨병보다 높아 

체 방문건수의 54%를 차지하 으며 당뇨병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

다 많았다.학력의 경우 졸이하 학력 소지자에 의한 방문은 66%

로 당뇨병의 64%에 비해 다소 많았고 의료 여 환자에 의한 방문건

수는 8%로 당뇨병 환자보다 었다.방문의료기 에서도 다소 차이

를 보 는데,고 압의 경우 총 방문건수  의원이용 방문건수는 

70%,보건기  방문건수는 14%로,무려 84%가 보건기 을 포한한 

의료기 에 의한 진료 으며 상 종합병원에 의한 진료는 4%에 불

과했다.그러나 월평균 가구 균등화 소득,고 압 환자의 거주지 

황,고 압 환자 1인당 평균 질환 개수는 당뇨병과 유사하 다.

<표 4-1>분석 상의 일반 특성

(단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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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N=8,953)

고 압 

(N=32,455)

합병원 1,137 (12.7%) 2,445 (7.5%)

상 합병원 650 (7.3%) 1,352 (4.2%)

료 용
평균  건수 ( , ) 8.3 (1, 73) 6.9 (1, 71)

평균 복합질  개수 ( , ) 2.4 (1, 14) 2.4 (1, 14)

질 N 평균 동거리 Std. Dev. 수
당뇨병 8,953 8,818 23,327 14 2,741 371,654

고 압 32,455 6,984 21,116 14 2,036 380,671

주: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의료기 까지의 이동거리 

환자이동거리 측정결과,당뇨병 환자의 평균 이동거리는 9km,고

압 환자는 7km로 당뇨병 환자가 의료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함

을 알 수 있었다.평균값은 극단값에 향을 받기 때문에 수를 

기 으로 이동거리를 살펴보면,당뇨병은 약 3km,고 압은 2km이

며,평균 이동거리와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가 고 압 환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해 좀 더 멀리 이동하고 있었다.

<표 4-2>질환별 환자이동거리

 (단 : m)

시군구 지역에 따라서도 의료기 까지의 거리는 확연한 차이를 보

다(<표 4-3>).당뇨병의 경우 구지역 평균 이동거리는 6km,시지

역은 10km,군지역은 13km 으며,고 압은 구지역 5km,시지역 

8km,군지역 9km 다.당뇨병,고 압 모두 환자의 평균이동거리는 

시지역이 구지역에 비해,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길었으며,당뇨병 

환자가 고 압 환자보다 시군구 모두에서 이동거리가 길었다.이러

한 상은 수 기  이동거리에서도 마찬가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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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 압

(도시) 시( 도시) ( ) (도시) 시( 도시) ( )
N 4,339 2,918 1,696 15,573 11,07 5,855

평균 동거리 6,273 10,214 12,929 5,263 8,276 9,128

Std. Dev. 20,500 26,317 23,864 18,841 24,913 18,525

25q (1 ) 868 1,255 1,045 725 1,079 1,171

수 2,113 3,434 6,287 1,500 2,335 4,310

75q (4 ) 5,416 8,149 12,474 4,084 6,051 10,232

<표 4-3>질환 시군구별 환자이동거리

 (단 : m)

의료기 별 환자이동거리는 당뇨병,고 압 모두 의원까지의 이동

거리가 가장 짧았고,상 종합병원까지의 이동거리가 가장 길었다

(<표 4-4>). 체 으로 의료기 까지의 이동거리는 의료기  종과 

상 없이 당뇨병 환자가 고 압 환자보다 길었다.단,당뇨병의 경

우 한방병의원까지 이동거리가 긴 이유는 0.3%에 불과한 한방병의

원 환자의 외 인 이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4>질환 의료기 별 환자이동거리

 (단 : m)

 료
당뇨병 고 압

 평균 ( 편차)  수  평균 ( 편차)  수 
 원 5,728 (17,521)  1,785 5,408 (18,417)  1,518 

 보건 † 6,719 (25,871)  2,386 5,876 (14,373)  2,866 

 한 병 원 64,448 (78,051)  10,446 9,959 (15,537)  12,395 

 병원 10,420 (15,757)  3,510 8,650 (17,451) 2,458 

 합병원 15,238 (26,392)  6,021 12,616 (21,484) 5,489 

 상 합병원 24,197 (42,994)  7,608 25,047 (52,289) 8,919 
  주: †보건 , 보건지 , 보건진료 , 보건 료원 
    

Boxplot을 이용하여 시군구-연령-교육 수 별 환자 이동거리 분포

를 살펴보면(<그림 4-4>참고),당뇨병의 경우 구지역은 학력수 이 

재이상 집단(4,8,12,16)에서 환자이동 거리가 길었으나 시,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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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학력과 연령에 따른 향을 크지 않았다.반면,고 압은,구

지역에서는 재이상 학력집단의 이동거리가 컸으며,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 다.그러나 시,군지역에서는 

교육수   연령의 차이는 집단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4>시군구-연령-교육수 별 환자 이동거리 분포 (당뇨병,고 압)

당

뇨

병

시

고

압

시

주: 1. (1)30-44 , 학; (2)30-44 , 하; (3)30-44 ,고 하; (4)30-44 , 재 상; (5)45-64
, 학; (6)45-64 하; (7)45-64 ,고 하; (8)45-64 , 재 상; (9)65-74 , 학; 

(10)65-74 , 하; (11)65-74 ,고 하; (12)65-74 , 재 상; (13)75 상, 학; 
(14)375 상, 하; (15)75 상,고 하; (16)75 상, 재 상

    2. 단 : 미 (m),   3. : 1km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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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이용을 한 환자의 이동행태 

1)당뇨병 외래환자의 이동행태

당뇨병 외래환자의 이동  의료이용 행태를 살펴보기 해 지역

(시군구),연령,교육변수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형화하 다25).

분석결과 당뇨병은 총 7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그림 4-5>).먼  

환자는 지역변수에 의해 구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군(4,339건)과 시와 

군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군(4,614건)으로 구분되고,구지역에 거주하

는 환자는 다시 재이상군(720건)과 그 미만군(3,619건)으로 구분된

다.마지막으로 구지역에 거주하고 재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연령변

수에 의해 75세이상인군(56건)과 그 미만인군(664건)으로 구분된다.

반면,시와 군지역 거주 환자는 교육변수에 의해 교육수 이 재이

상군(320건)과 그 미만군(4,294건)으로 구분되고 제이상 학력소지

자는 다시 군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군(227건)과 시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군(93건)으로,시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연령변수에 의해 30-65

세미만/75세이상군(61건)과 65-74세군(32건)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해석의 편의상 방문건수가 일정수  이상인 그룹에 국한하

여 기존 7개 그룹을 4개인 그룹인 구지역 거주 고졸이하 그룹(1그

룹),구지역 거주 재이상 그룹(2그룹),시군지역 거주 고졸이하 그

룹(3그룹),시군지역 거주 재이상 그룹(4그룹)으로 구분하 다.그

룹별 건수는 3,619,720,4,294,320건이며 그룹별 특징은 <표 4-5>와 

같다.

25) 지역, 연령, 교육변수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형화한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 의

료자원이 도시에 집 되어 있어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농 지역 거주자의 의료서비스 근

성이 낮을 것이라 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연령, 사회경제  수 에 따라서도 의료이용을 

한 환자의 이동비용  시간비용이 다를 것으로 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앞 의‘분석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도 거주지, 연령, 교육수 에 따라 환자이동거리가 다름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시군구, 연령, 그리고 표 인 사회경제  변수인 교육변수를 이용하여 이동거

리를 유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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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당뇨병 CART분석

주: factor(sigun3)=a :구지역, factor(sigun3)=bc :시군지역, factor(edu)=abc :무학/ 졸이하/고졸이하 
학력, factor(edu)=d : 재이상학력,  factor(agegp)=abc :30~44/45-64/65-74세연령, factor(agegp) 
=d :75세이상연령, factor(sigun3)=c :군지역, factor(sigun3)=b :시지역  factor(agegp)=abd 
:30-44./45-64/75세이상연령, factor(agegp)=c:65-74세연령

의료기 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1그룹 5.3km,2그룹 11.3km,3그룹 

10.6km,4그룹 19.1km로 시군지역이 구지역보다 이동거리가 길었으

며,같은 구,같은 시군지역이라 할지라도 졸이상 학력소지자가 

고졸이하 학력소지자 보다 의료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하 다.그

러나 평균값이 극단값에 향을 받음을 고려하여 각 그룹의 이동거

리  3/4분  이내(75quantile)에 해당하는 방문건수만을 상으로 

이동거리를 살펴보면,평균 이동거리와 달리 학력으로 인한 이동거

리는 그룹간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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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 지역 거주 

고 하)

(N=3,619)

2그룹

( 지역 거주 

재 상)

(N=720)

3그룹

(시 지역 

거주 고 하)

(N=4,294)

4그룹

(시 지역 

거주 재 상)

(N=320)

합계

(N=8,953)

연

30-44 169 (4.7) 121 (16.8) 164 (3.8) 30 (9.4) 484 (5.4)

45-64  1,897 (52.4) 429 (59.6) 1,804 (42.0) 140 (43.8) 4,270 (47.7)

65-74 1,059 (29.3) 114 (15.8) 1,575 (36.7) 122 (38.1) 2,870 (32.1)

75  상 494 (13.7) 56 (7.8) 751 (17.5) 28 (8.8) 1,329 (14.8)

남 1,643 (45.4) 635 (88.2) 1,962 (45.7) 312 (97.5) 4,552 (50.8)

여 1,976 (54.6) 85 (11.8) 2,332 (54.3) 8 (2.5) 4,401 (49.2)

월평균 가 균등  

득(만원) (SD)

128 208 98 261 125 

(100.5) (193.7) (85.1) (266.2) (121.1)

경

동

비경 동 2,110 (58.3) 275 (38.2) 2,112 (49.2) 150 (46.9) 4,647 (51.9)

경 동( 업) 94 (2.6) 8 (1.1) 1,122 (26.1) 28 (8.8) 1,252 (14.0)

경 동( 업 ) 1,415 (39.1) 437 (60.7) 1,060 (24.7) 142 (44.3) 3,054 (34.1)

료

원 2,488 (68.8) 448 (62.2) 2,784 (64.8) 212 (66.3) 5,932 (66.2)

보건 † 155 (4.3) 21 (2.9) 453 (10.6) 3 (0.9) 632 (7.1)

한 병 원 22 (0.6) - 3 (0.01) 1 (0.3) 26 0.3)

병원 155 (4.3) 8 (1.1) 365 (8.5) 48 (15.0) 576 (6.4)

합병원 502 (13.8) 108 (15.0) 496 (11.6) 31 (9.7) 1,137 (12.7)

상 합병원 297 (8.2) 135 (18.8) 193 (4.5) 25 (7.8) 650 (7.3)

동 

수단

가차량 626 (17.3) 276 (38.3) 1,024 (23.8) 173 (54.1) 2,099 (23.4)

택시 153 (4.2) 4 (0.6) 181 (4.2) - 338 (3.8)

통 1,032 (28.5) 144 (20.0) 1,192 (27.8) 30 (9.4) 2,398 (26.8)

차/비행 - 3 (0.4) 9 (0.2) - 12 (0.1)

도보  1,747 (48.3) 272 (37.8) 1,606 (37.4) 98 (30.6) 3,723 (41.6)

타 61 (1.7) 21 (2.9) 282 (6.6) 19 (6.0) 383 (4.3)

평균 동거리(미 ) 5,264 11,347 10,625 19,091 8,819

동거리(3/4  내) 2,130 3,125 2,596 2,362 2,414

동 시  료 용 2,387 (66.0) 363 (50.4) 3,545 (82.6) 199 (62.2)  6,494 (72.5)

거주지 경 3km 내 
료  용

2,394 (66.2) 307 (42.6) 1,873 (43.6) 113 (35.3) 4,687 (52.4)

<표 4-5>의료기 방문거리 유형화 그룹별 인구사회학 특성 (당뇨병)

  (단 : 건수, %)

주: †보건 , 보건지 , 보건진료 , 보건 료원 
   ※ 각 변수에 한 체   5  4  참고할 것

동일시군구 의료기  이용률은 1그룹 66%,2그룹 50.4%,3그룹 

82.6%,4그룹 62.2%로 시군지역 환자가 구지역 환자에 비해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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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시군지역이라 할지라도 고졸학력 소지자가 재이상 학력

소지자에 비해 동일시군구 의료이용이 높았다.즉,도시에 거주할수

록,교육수 이 높을수록,타 지역 의료기  이용이 높았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수 이동거리인 3km를 기 으로(<표 

4-2>참고)의료기  이용여부를 보면,오히려 구지역 거주자가 시

군지역 거주자에 비해 동일지역내 의료이용이 높았다.

당뇨병으로 인한 방문건수  의원에 의한 방문이 66.2%로 가장 

많았고 상 종합병원에 의한 방문은 7.3%에 불과했다.이를 그룹별

로 살펴보면,그룹과 상 없이 체 으로 의원  의료기  이용이 

많았으며,구지역 거주자에서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 이용이,시

군지역 거주자에서 보건기   병원 이용이 많았다. 한 같은 지

역이라 할지라도 재이상 학력소지자가 고졸학력 소지자에 비해 

상 종합병원 이용이 많았다.

의료기 까지의 주요 이동수단은 시군구 모두 도보, 교통,자

기차량이었다.그러나 도보와 교통 이용율은 구지역이 시군지역

에 비해 많았고 자기차량 이용비율은 시군지역이 구지역에 비해 많

았다.반면,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장거리 이동수단으로 인한 의료

기  방문은 시군구 모두 드물었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구지역에 비

해 시군지역에서 높았고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고졸이하 학력에

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았다.성별은 고졸이하 그룹(1,3)에서 남녀 차

이는 크지 않았으나, 재이상 그룹(2,4)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히 많았다.그룹별 가구 월평균 소득은,1그룹 128만원,2그룹 

208만원,3그룹 98만원,4그룹 261만원으로 시군지역 재이상 그룹

이 가장 높았다. 체 으로 시군지역에 비해 구지역의 소득이,같

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고졸이하 학력소지자에 비해 재이상 학력

소지자의 소득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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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 압 외래환자의 이동행태

고 압 한 총 7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고(<그림 4-6>)각 구분

에 사용된 변수의 우선순 도 지역,학력,연령 변수로 당뇨병과 동

일하 다.다만 학력 구분에 있어 구지역은 당뇨병과 동일하나 시군

지역은 졸이하 학력소지자와 재이상 학력 소지자가 동일그룹으

로,무학과 고졸이하 학력소지자가 동일그룹으로 구분되어 당뇨병과 

달라지게 된다.

<그림 4-6>고 압 CART분석

주: factor(sigun3)=a :구지역, factor(sigun3)=bc :시군지역, factor(edu)=abc :무학/ 졸이하/고졸이하 
3학력, factor(edu)=d : 재이상학력, factor(edu)=bd : 졸이하/ 재이상학력, factor(edu)=ac :무
학/고졸이하학력, factor(agegp)=bcd: 45-64/65-74/75세이상 연령, factor(agegp)=a:30-44세연령,  
factor(sigun3)=c : 군지역, factor(sigun3)=b : 시지역, factor(agegp)=bd:45-64/65-74세연령, 
factor(agegp)=c:75세이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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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7그룹으로 구분되지만 해석의 편의상 4개 그룹으로 구분하면 

1그룹은 구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들에 의

한 의료기  방문(13,041건),2그룹은 구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이상 

학력 소지자들에 의한 의료기  방문(2,526건),3그룹은 시군지역에 

거주하면서 졸이하와 재이상 학력소지자들에 의한 의료기  방

문(10,778건),4그룹은 시군지역에 거주하면서 무학과 고졸 학력소지

자들에 의한 방문(6,104건)으로 구분된다.각 그룹별 특성은 <표 

4-6>과 같다.

고 압 환자의 평균 이동거리는 1그룹 4.6km,2그룹 8.6km,3그룹 

8.0km,4그룹 9.5km로 시군지역이 구지역보다 이동거리가 길었다.

구지역에서는 졸이상 학력소지자가 고졸이하 학력소지자 보다 의

료이용을 해 멀리 이동하는 반면,시군지역에서는 무학/고졸이하 

학력소지자가 졸이하/ 재이상 학력소지자보다 의료이용을 해 

멀리 이동하 다.이러한 행태는 3/4분  이내에 해당하는 방문건수

만을 상한 이동거리에서도 마찬가지 다.

동일시군구 의료기  이용율은,1그룹 75.0%,2그룹 66.1%,3그룹 

85.5%,4그룹 87.2%로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시군지역 환자가 구지역 

환자에 비해 높았다.그러나 구지역은 재이상 학력소지자,시군지

역은 무학/고졸이하 학력소지자가 동일시군구 의료이용이 높았다.

한편,거주지역 반경 2km를 기 으로 동일반경내 의료기  이용률

을 살펴보면,동일시군구 의료기  이용여부와는 달리 구지역 환자

에서 동일반경내 의료기  이용이 높았다.

고 압 환자의 83.8%가 보건기 을 포함한 의원  의료기 을 이

용하고 있었으며(의원 69.9%,보건기  13.9%)상 종합병원 이용은 

4%에 불과했다.이를 그룹별로 살펴보면,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그룹

과 상 없이 체 으로 의원  의료기  이용이 많았으며,구지역 

거주자에서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 이용이,시군지역 거주자에서 

보건기   병원 이용이 많았다.그러나 구지역은 재이상 학력소

지자에서,시군지역은 무학/고졸이하 학력소지자에서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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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 지역 거주 

고 하)

(N=13,047)

2그룹

( 지역 거주 

재 상)

(N=2,526)

3그룹

(시 지역 

하, 

재 상)

(N=10,778)

4그룹

(시 지역 거주 

학, 고 하)

(N=6,104)

합계

(N=32,455)

연

30-44  364 (2.8) 523 (20.7) 452 (4.2) 447 (7.3) 1,786 (5.5) 

45-64  5,786 (44.3) 1,357 (53.7) 4,238 (39.3) 1,880 (30.8) 13,261 (40.9)

65-74 4,904 (37.6) 446 (17.7) 4,360 (40.5) 2,059 (33.7) 11,769 (36.3)

75  상 1,993 (15.3) 200 (7.9) 1,728 (16.0) 1,718 (28.2) 5,639 (17.4)

남 4,772 (36.6) 1,953 (77.3) 4,452 (41.3) 2,659 (43.6) 13,836 (42.6)

여 8,275 (63.4) 573 (22.7) 6,326 (58.7) 3,445  (56.4) 18,619 (57.3)

월평균 가 균등  

득(만원) (SD)

129 

(115.0)

225 

(158.2)

102 

(90.3)

110 

(100.5)

124.0 

(113.2)

경

동

비경 동 8,156 (62.5) 954 (37.8) 4,849 (45.0) 2,710 (44.4) 16,669 (51.4)

경 동( 업) 386 (3.0) 9 (0.4) 3,156 (29.3) 1,624 (26.6) 5,175 (15.9)

경 동( 업 ) 4,505 (34.5) 1,563 (61.9) 2,773 (25.7) 1,770 (29.0) 10,611 (32.7)

료

원 9,853 (75.5) 1,842 (72.9) 7,210 (66.9) 3,771 (61.8) 22,676 (69.9)

보건 † 952 (7.3) 138 (5.5) 2,049 (19.0) 1,374 (22.5) 4,513 (13.9)

한 병 원 59 (0.4) 12 (0.5) 19 (0.2) - 90 (0.3)

병원 507 (3.9) 38 (1.5) 498 (4.6)  336 (5.5) 1,379 (4.3)

합병원 1,015 (7.8) 243 (9.6) 722 (6.7) 465 (7.6) 2,445 (7.5)

상 합병원 661 (5.1) 253 (10.1) 280 (2.6) 158 (2.6) 1,352 (4.2)

동

수단

가차량 1,520 (11.6) 768 (30.4) 2,275 (21.1) 1,455 (23.8) 6,018 (18.5)

택시 351 (2.7)  21 (0.8) 443 (4.1) 195 (3.2) 1,010 (3.1)

통 3,022 (23.2) 381 (15.1) 3,220 (29.9) 1,663 (27.2) 8,286 (25.5)

차/비행 3 (0.02) 4 (0.2) 24 (0.2) 21 (0.3) 52 (0.2)

도보 7,863 (60.3) 1,307 (51.7) 4,143 (38.4) 2,312 (37.9) 15,625 (48.1)

타 288 (2.2) 45 (1.8) 673 (6,2) 458 (7.5) 1,464 (4.5)

평균 동거리(미 ) 4,617 8,602 8,029 9,528 6,976

동거리(3/4  내) 1,629 1,737 1,852 2,112 1,786

동 시  료  용 9,788 (75.0) 1,669 (66.1) 9,216 (85.5) 5,322 (87.2) 25,995 (80.1)

거주지 경 2km 내 

료  용
7,791 (59.7) 1,186 (46.9) 4,826 (44.8) 2,324 (38.1) 16,127 (49.7)

상 종합병원 이용이 많았다.

<표 4-6>의료기  방문거리 유형화 그룹별 인구사회학  특성 (고 압)

(단 : 건수, %)

주: †보건 , 보건지 , 보건진료 , 보건 료원 

    ※ 각 변수에 한 체   5  4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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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까지 이동수단으로 구지역 거주자는 주로 도보(1그룹 

60.3%,2그룹 51.7%)를,시군지역 거주자는 도보와 교통을 이용

하 다.구지역의 경우 재이상 학력소지자가 고졸이하 학력소지자

에 비해 자가차량 이용률이 높았고,고졸이하 학력소지자는 교

통  도보 이용률이 높았다.한편,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장거리 

이동수단에 의한 의료방문은 시군구 모두 드물었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시군지역이 

구지역에 비해 높았고 이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무학/고졸이하 학

력소지자에서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았다.성별은 당뇨병과 달

리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이러한 경향은 1,3,4그룹 모두 유사하나 

구지역이면서 재이상 학력소지자 그룹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히 많았다.

가구 월평균 균등화 소득은 1그룹 129만원,2그룹 225만원,3그룹 

102만원,4그룹 110만원으로 구지역 거주 재이상 그룹이 가장 높

았고 체 으로 구지역 거주자의 소득이 시군지역 거주자에 비해 

높았다.경제활동비율은 당뇨병과 만찬가지로 구지역 졸이상 그룹

이 가장 높았고 구지역 고졸이하 그룹이 가장 낮았다.그러나 당뇨

병과 달리 구지역에서는 학력간 경제활동 차이가 확연한데 반해 시

군지역에서는 학력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제6  소결  논의 

본 장은 의료이용을 한 환자의 이동행태를 살펴보기 해 일차

으로 환자의 거주지에서 의료기 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이동

거리에 향을 주는 주요변수인 지역(시군구),연령,교육변수를 

심으로 환자의 이동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의료이용을 한 당뇨병 외래환자의 평균이동거리는 고

압 환자의 이동거리보다 길었다.이러한 상은 시군구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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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했는데,이처럼 당뇨병 환자의 이동거리가 고 압 환자보다 긴 

이유는 첫째,당뇨병 환자에서 상 으로 이동거리가 긴 병원  이

상 의료기  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실제 당뇨병 환자의 병원  

이상 의료기  방문건수는 총 방문건수  26.4%인 반면 고 압 환

자는 16%에 불과했고,이  병원보다 이동거리가 2.5배나 긴 상

종합병원 방문건수는 1.7배 많았다26).

둘째,당뇨병,고 압 모두 지속  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이

다.그러나 당뇨병은 사망확률이 높고,당뇨질환 그 자체보다 질환

에 의해 야기되는 합병증에 의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이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2011).우리나라 말기신부 증 환자의 56.7%에서 당

뇨병이 동반되며,신 체요법을 시작한 환자의 70.5%에서 당뇨병이 

동반된다고 한다. 한 백내장,망막병증,녹내장을 포함한 체 안

구질환의 유 경험률은 당뇨병환자가 비당뇨인에 비해 1.9배 높으며 

당뇨병환자의 성 뇌졸  발병률은 일반인구보다 5.2배 높다고 한

다(박이병,2007).본 연구는 진,재진,수술경험 유무와 상 없이 

모든 방문 외래건수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사망 험이 높은 당뇨

병 합병증 치료를 해 병원  이상 의료기 에서 입원치료 후 여

히 해당 기 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가 많을 것으로 

단된다.윤경일・도세록(2007)은 상 종합병원을 이용한 입원환자

가 퇴원 후 지역사회 내 병원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 다.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이동거리가 고 압 환

자의 이동거리보다 긴 것으로 단된다.

그룹별 당뇨병의 평균 이동거리는 1그룹 5.3km,2그룹 11.3km,3

그룹 10.6km,4그룹 19.1km으로 시군지역 거주자의 이동거리가 구

지역 거주자보다 길었으며 같은 시군,같은 구지역이라 하더라도 

재이상 학력소지자의 이동거리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시

26) 물론 무려 64.4km나 되는 한방병의원 이용 환자의 이동거리로 인해 평균 이동거리가 길어 

졌을 거라 단할 수 있다. 그러나 총 방문건수  0.3%에 불과한 한방병의원 환자의 이동거

리를 제외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방병의원 방문건수를 제외한 후 당뇨병의 

평균이동거리는 8,657m, 고 압은 6,971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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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거주자의 이동거리가 구지역 거주자보다 긴 이유는 의료자

원의 양과 분포와 련이 있다.우리나라의 의료자원은 국 으로 

경제수 이 높은 도시지역에 유리하게 분포되어 있어 상 으로 

의료자원이 은 농 지역 환자는 의료이용을 해 멀리 이동해야 

한다. 한 농 은 도시에 비해 인구 희박지역과 집지역이 극명하

게 구분된다.농 이 인구 비 의료자원수가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

도 의료기 이 시내,읍내 등 인구 집지역에 몰려 있기에 인구 집

지역과 떨어져 있는 거주자의 이동거리는 길 수 밖에 없다.반면 도

시지역은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인구분포에 따라 의료자원

이 분포되어 있어 의료기 까지 이동거리는 농 에 비해 짧다27).

동일시군구 의료이용 비율은 1그룹 66%,2그룹 50.4%,3그룹 

82.6%,44그룹 62.2%으로 시군지역이 구지역에 비해 고졸이하 학력

소지자가 재이상 학력소지자에 비해 높았다.이는 구지역 거주자

일수록, 재이상 학력소지자일수록 타지역 의료이용을 많음을 의미

한다.그러나 행정구역이 아닌 거주지 반경 3km이내를 기 으로 살

펴보면 오히려 시군지역 거주자의 타지역 의료이용이 높았다.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이 많을수록 주민의 외래의료이용  내 

이용비 이 높으며(강암구,2007)도시는 농 에 비해 의료자원이 집

되어 있다(이재용,2005).따라서 구지역 거주자들의 내 의료이

용률은 시군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상되나 시군구 행정단  기

 시 오히려 구지역 거주자들의 내의료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농 지역은 의료자원이 시내,읍내를 심으로 집되어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농 에 비해 의료자원이 지역 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의료자원의 지역  분포상 도시지역 거주

자는 농 지역 거주자에 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며 의료이용

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구지역 거주자의 내이용은 낮아

지게 된다.따라서 행정구역을 기 으로 내의료이용량을 살펴볼 

27)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고루 분포되

어 있다는 것은 농 에 비해 상 인 차원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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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환자의 이동성을 고려해야 하며,오히려 

거주지로부터 3km이내 등의 진료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이용을 살

펴보는 것이 내이용  환자이동행태를 정확히 악할 수 있다.

동일 시군구 는 거주지역내 의료이용 결과에서 한 가지 특이한 

은 내 의료이용률은 지역과 상 없이 재이상 학력소지자에서 

높다는 이다.즉,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던,진료생활권을 기 으로 

하던 재이상 학력소지자들은 이동거리에 큰 향을 받지 않는다.

당뇨병의 경우 약 73%가 보건기 을 포함한 의원  의료기 에 

의한 방문이었고,상 종합병원으로 인한 방문건수는 7%에 불과했

다.즉 응답자의 부분이 의원  의료기 에서 외래 의료이용을 하

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역,거주자의 학력수 에 따라 

달랐는데,구지역 거주자가 시군지역 거주자에 비해,같은 구,같은 

시군이라 할지라도 재이상 학력소지자가 고졸이하 학력소지자에 

비해 상 종합병원 이용이 많았다.실제 구지역 거주 재이상 학력

소지자의 상 종합병원 이용은 무려 18.8%인데 이는 같은 구지역 

고졸이하 학력소지자의 8.2%에 비해 2.3배 많은 수치이다.일반 으

로 학력수 이 높은 사람은 상 종합병원 이용이 높은데다(이정찬 

등,2012,유창훈・권 ,2012)우리나라 상 종합병원 44개  

반(24개)가량이 수도권에 치(보건복지부,2011)하기 때문에 구지

역 거주자가 시군지역 거주자에 비해, 재이상 학력소지자가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에 비해 상 종합병원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 수단으로 구지역 거주자들은 시군지역 거주자에 비해 도보나 

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컸다.특히 도보이용률이 많았는데 이

는 걸어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 이 주 에 있다는 것

을 말한다.그러나 재이상 학력소지자들은 지역과 상 없이 주로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 을 방문하 다.이동 수단에서 재미있

는 사실은 기차/비행기 등의 장거리 이동수단을 이용한 의료이용은 

거의 없다는 이다.일각에서는 KTX개통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한 지리  근성이 향상되었다고 하나(문홍진,2008,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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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기존 연구는 암이나 입원이 필요한 증질환에 국한된 연구결

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증도가 낮은 외래이용에서는 

KTX개통 등으로 인한 교통의 편리성은 외래이용에 큰 향을 주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이동거리 패턴을 보이는 환자를 유형화 하면,고 압 환자

는 구지역 거주 고졸이하 그룹(1그룹),구지역 거주 재이상 그룹(2

그룹),시군지역 거주 졸이하, 재이상 그룹(3그룹),시군지역 거

주 무학,고졸이학 그룹(4그룹)으로 구분된다.당뇨병과 달리 시군지

역에서는 졸이하, 재이상이 한 그룹으로 묶이고 무학과 고졸(고

졸 퇴)이 한 그룹으로 묶인다.이는 시군지역의 경우 응답자  

졸이하 학력소지자 비율은 시지역 68.8%(이  무학이 13.6%),군

지역 81.7%(이  무학이 20.6%)인 반면 재이상 학력소지자 비율은 

시지역 7.7%,군지역 4.4%로 시군지역에서 재이상 특성을 반 할 

만큼 재이상 학력소지자 비율이 높지 않거나 시군지역에서는 학

력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고 압의 경우 의료기 까지

의 환자이동거리는 당뇨병과 같이 시군지역이 구지역에 비해 긴 것

으로 나타나나 같은 구지역이라 할지라도 재이상 학력소지자의 

이동거리가 고졸이하 학력소지자에 비해 길었다.그러나 시군지역에

서의 학력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동일시군구 의료이용과 거주지 기  2km 이내 의료이용 결과 

한 시군지역의 학력에 따른 결과를 제외하면 당뇨병과 같이 시군지

역에서의 타지역 이용률이 구지역에 비해 높았고 구지역의 경우 

재이상 학력소지자의 타지역 의료이용률은 고졸이하 학력소지자보

다 높았다.

의료기  종별에 따른 이용행태의 경우 고 압 환자는 무려 

83.8%가 보건기 을 포함한 의원  의료기 을 이용하는데 반해 상

종합병원 이용은 4.2%에 불과했다.이는 2008년 환자조사 결과인 

81%와 2.6%와 유사한 비율이며(윤경일,2012)당뇨병 환자의 73%보

다 높은 수치이다.의료기  이용에 있어서 특이한 은 시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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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들의 보건기  이용률이 높고 상 종합병원의 이용률은 낮다

는 이다.당뇨병과 고 압 환자는 체 으로 연령,소득,학력수

이 비슷하나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구지역 거주자들이 시군

지역 거주자에 비해 65세 이상 연령층은 고,소득수 은 높았다.

즉 시군지역 거주자의 사회경제  수 이 구지역 거주자에 비해 낮

기 때문에 의료기  이용에서도 보건기  의료이용이 더 많은 것으

로 보인다.

이동수단 한 시군지역에 학력수 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면 당뇨

병 환자의 이동수단과 같은 양상을 보 다.다만 구지역 도보이용 

비율이 1그룹 60.3%,2그룹 51.7%로 당뇨병 환자에 비해 훨씬 높았

다.이 한 도보를 이용할 만큼에 거리에 의료자원이 충분히 치

함을 보여 다.

기존 연구는 행정구역을 기 으로 환자의 유출입 정도만을 살펴보

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을 가진 환자가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반면 본 연구는 개인수 에서 실제 환자가 이동한 거

리를 측정하여 유사한 이동거리를 가진 환자를 유형화하여 이동행

태를 악하 다.따라서 환자의 사회경제 ,지역  특성에 따라 

이동의 정도와 이동행태를 악할 수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는 환

자의 이동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시군구,연령,교육변수를 

심으로 이동행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소득수  는 그 외 변수

에 의해 달라지는 이동행태를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외 분석 

시 시 의료패  샘  가 치가 공개되지 않아 가 치를 반 하지 

못한28)한계가 있다.

28) 의료패  자료는 국규모 자료로 일반인들의 의료이용행태와 의료비수 을 조사한 자료

이다. 따라서 특정질환을 상으로 할 경우 표성의 문제로 잘못된 분석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한 샘 링 자료이다 보니 특정지역, 특히 군지역에서의 샘 수

가 어 해당지역의 지역  특성을 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샘

가 치를 고려해야하나 본 분석 당시 샘  가 치가 공개되지 않아 가 치를 고려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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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자이동거리 결정요인 

제1  세부 연구목

당뇨병,고 압 외래 환자의 이동거리  이동행태 분석한 4장에 

이어 본 장에서는 환자 이동거리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부분의 기존연구는 행정구역을 벗어났는지 여부로 환자이동을 규

정한 후 환자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그러나 행정구역을 이동

기 으로 삼을 경우 행정구역만 넘으면 이동거리와 상 없이 타지

역 의료이용,즉 원거리 의료이용으로 간주되며,행정구역내 모든 

이동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이럴 경우 상 으로 이동거리가 

짧은 외래에서는 이동에 따른 특성을 제 로 악하기 어렵다.이에 

윤희숙(2006)은 행정구역 단 가 아닌 다양한 층 에서 환자이동과 

특히 생활권을 심으로 한 환자이동 연구가 필요함을 언 하고 있

다. 한 기존의 연구는 지역단  연구이다 보니 이동거리에 미치는 

개인의 임상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 다.

그러나 환자의 이동거리는 의료서비스 근성의 산물이기에 환자의 

개인  특성,거주지 특성,거주지내 가용 의료자원의 양과 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장은 기존 연구의 한계 을 보완하여 당뇨병,고 압 외래 환

자의 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환자이동거리에 기반한 진료생활권 개념을 용하여 진

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환자이동거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환자이동거리란 근성의 결과임을 고려하여 거주지내 

의료자원 요인 외 환자의 개인  특성,거주지 특성 등 다양한 요소

를 통제한 후 환자의 이동거리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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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선행연구29)

기존의 환자이동 결정요인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첫째,지역친화도,지역환자구성비, 내외 의료이용 등

의 변수를 이용하여 환자의 이동여부를 규정한 후 이동의 결정요인

을 분석한 연구이다.즉,행정구역을 벗어났는지 여부로 환자이동을 

규정한 후 이동요인을 살펴본 연구인데,국내 부분의 연구가 여기

에 속한다. 표 으로 이 성(1996)은 암 입원환자의 진료권별 자체

충족률과 지역환자구성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유출입 정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고,박수경(2004)은 응 의료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

른 지역별 의료이용 유출입 원인을 지역친화도와 지역환자구성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윤희숙(2006) 한 시군구별 내 의료이용 여

부를 기 으로 환자의 이동요인을 살펴보았으며,강암구(2007)은 입

원  외래 내의료이용 비 을 이용하여,박일수・이동헌(2010)은 

암 환자의 외 총의료이용량을 이용하여 환자이동요인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기 으로 환자이동을 규정할 경우 환자의 

이동정도와 이동방향을 알 수 없으며,4장에서도 언 했듯이 행정구

역경계 부근에 거주하는 환자가 인 행정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행정구역내 환자가 행정구역내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 이동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의료이용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같은 행정구역내 환자이동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하는 문제가 있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윤희숙(2006)은 이동

기 을 거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시군구별 내 의료이용 여

부)와 거주행정지역 외 인 지역까지 포함하는 경우,거주 행정구역

29) 국외연구는 부분 의료이용 차원에서 의료기 까지의 환자이동거리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이다(Nemet & Bailey(2000), Arcury 등(2005), Billi 등(2007), Liao(2010), 

Awoyemi 등(2011), Sanz-Barero 등 (2012), Tsuji 등(2012)). 환자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직

인 요인분석에 한 연구는 드물어 선행연구 정리시 국내 선행연구를 심으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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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통행량의 3%이상을 차지하는 지역30)을 포함하는 경우로 구분하

여 이동기 에 따른 환자 이동요인을 살펴보았으나 여 히 같은 행

정구역내 환자이동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환자가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환자의 개인  특성을 비롯해 의료기

의 특성,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향을 

미친다.따라서 다양한 요인을 히 통제한 상태에서 결정요인을 

살펴 야 한다.그러나 행정구역 기 으로 이동여부를 규정한 후 이

동요인을 악한 기존 연구는 부분 지역내 의료자원 변수나 인구

사회학  변수를 심으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있다.가령,박수경

(2004)는 지역별 인구십만명당 응 의료기  체 의사수, 체 응

의료기   종합병원 구성비, 체 의료기   권역・지역응 의

료센터 구성비,지역구분(특별시  역시,시,군)변수 등 주로 지

역내 의료자원을 심으로 지역간 환자의 유출입 원인을 악하

고,강암구(2007)은 지역내 성비,인구수, 아인구율,노인인구율,지

역구분 등의 인구사회학  변수와 지역내 의료인력  의료장비와 

같은 의료자원 변수를 심으로 입원  외래 환자의 이동요인을 

악하 다.암 련 외 의료이용률을 기 으로 환자 이동요인을 

살펴본 박일수・이동헌(2010)연구 한 연령,직장가입여부,건강보

험료와 같은 인구사회학  변수와 지역내 의료인력,의료장비,병상

수 등의 의료자원 변수를 이용하여 환자 이동요인을 살펴보았다.물

론 지역내 인구사회학  특성과 의료자원 특성 외 인 지역 향을 

보정하기 해 친화지역 변수31)를 용한 연구(이 성,1996)나 환자

거주지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역시 는 서울까지의 거리 변수를 

고려한 연구(윤희숙,2006)도 있으나 여 히 거주지 특성  개인의 

임상 ,사회경제  특성 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환자이동 결정요인에 한 연구로,환자이동을 실제 환자가 

30) 윤희숙(2006) 연구에서 통행량 기  3%이상 지역이란 기 지역을 출발지로 했을 때 발생한 

총 통행량 에서 도착지에의 비 이 3%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31) 진료권별 자체충족률이 모두 70%이상인 11개 지역을 모형의 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4

개 지역 (서울・과천 진료권 부산・ 권, 구・ 주 진료권, 기타권)으로 구분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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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까지 이동한 거리나 시간으로 규정한 후 이동요인을 악

하는 경우이다.환자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을 이동기 으로 삼을 경

우 환자 이동정도와 이동방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행정

구역을 기 으로 한 연구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이동시간 는 이동거리를 이용한 연구는 재까지 환자의 거주지

와 의료기 까지의 거리를 산출하여 외래 환자의 이동요인을 분석

한 신호성・이수형(2011)연구와 의료기 을 가기 해 소요된 시간

을 이용하여 입원  외래 환자의 이동요인을 분석한 정재호(2008)

의 연구뿐이다.그러나 신호성・이수형(2011)은 실제 의료기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환자 이동요인 악하 다는 ,개인의 성,연령,

소득,교육수 ,직업 등의 인구,사회경제  변수와 지역의 결핍수

과 지역규모 등의 거주지 변수 등을 고려하여 환자 이동요인을 

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환자이동에 있어 주요 요인인 

지역내 의료자원 특성을 반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의료기 에 가기 해 소요된 시간을 기 으로 원거리의료이용 여

부를 정의하고 성,연령,교육수  등의 인구,사회경제  변수와 지

역내 의료자원 변수(인구단 당 병상수,의료기 수,상근의사수),그

리고 도시/농  구분변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환자 이동원

인을 살펴본 정재호(2008)연구 한 주  건강상태 변수와 지난 

2주간 이환일수 등을 이용하여 질환의 증도를 반 하 다는 ,

다양한 이동기 32)을 용하여 입원과 외래의 원거리 의료이용요인

을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의료기 까지의 이동시간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한 주  시간이라는 에서 실제 이동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 고려하지 못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기존 연구는 행정구역을 기 으

로 환자의 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각 인 측면에서 환자이동 요인을 악하려 했다.그러나 환자이

동결정요인 연구는 여 히 행정구역을 기 으로 한 연구에 그치고 

32) 외래의 경우 30분, 60분, 입원의 경우 30분, 60분, 120분을 원거리 의료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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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또  

료

변수
(거리변수)

독립변수 결과

(1996)

1993 말 
암 원 

( 민건강
보험공단)

진료 별 
체충 , 

지역 비

진료 내 수, 
당 합병원 

병상수, 체 
사   

비, 지역, 
지역 지  
거리

-[ 체충 ] 진료 내 수, 
당 합병상수, 사수가 가할

수  체충  가,  
비 가시 체충  감 , 
지역과 수  체충  가.

- [지역 비] 수  가, 
합병원 병상수 가할수  

 가, 합병원 비, 체
사   차지하  비  
수  지역 비 낮

수경
(2004)

2002  
말 

민건강
보험공단 
청 건별 

지역 도, 
지역 비

십만당 
료  

체 사수, 
체 

료   
합병원 비, 
역・지역

료  비, 
지역 (특별시

역시/시/ )

- [지역 도] 체 사수, 체 
료   합병원 비, 

역・지역 료  비가 
수  지역 도 .

- [지역 비] 체 사수, 지
역내 료   합병원 

비가 수  타지역   
많아짐

희숙
(2006)

2002  
사 

퇴원 사 
료

내 료 용 
여 (행 역 

탈 여 )
①시  

탈여 , 
② 지역 지 
포함한 지역 

탈 여 , 
③통행 3% 지 

지역포함 
탈여

, 연 , 
내원경 , 

원경 , 천 당 
병상수, 만 당 

수, 당 
동차등 수, 

65 상 비 , 
가  가 운 
역시 지 거리, 
울 지  거리, 

지역 미변수, 

동 에 라 동  변
시   할  보다 통행
량 3% ,  생  고 할 경
우 독립변수  향  뚜 함

있으며 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한 주로 환자의 인구학  

특성,지역내 의료자원 특성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환자이동이

란 단순히 물리  거리 개념을 넘어 환자의 특성과 지역내 의료자

원 특성,사회문화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함을 고려하여 이

상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환자이동 결정요인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한 입원/외래,질환 특성에 따라,환자이동 목 에 따라 

환자 이동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보다 심층

인 연구가 필요가 것으로 보인다.

<표 5-1>환자이동거리 결정요인 선행연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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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질

강암
(2007)

2004 말 
민건강

보험공단 
청 료

시  내 
료 용 비

료 , 
료 비, 비, 

수, 
아 , 

, 
지역 (도시,

), 보험료

- [ 래] 여 비  수 , 
가 많 수 , 가 낮 수 , 

보다 도시에 , 료 과 
료 비가 많 수  내 용 비  

- [ 원] 여 비가 수 , 아
 비 ,  비  낮 수
, 보다 도시지역에 , 

수가 수 , 료   비
가 많 수  내 원 용 비  

재
(2008)

2005  
5  

민건강
양 사

료 지 
동시간

연 , 별, , 
주거 , 주  
건강상태, 2주간 

수, 지역내 
료 수, 

병상수, 사수, 
지역 (시, )

- [ 동시간 30 - 래] 지역 
거주  경우, 나 가 많 수 , 주

 건강상태가 나 수 , 2주간 
수가 많 수  원거리 용

-[ 동시간 60 - 원] 지역내 사
수가 수 , 병상수가 수  
원거리 원 용. 지역 거주  
경우, 아픈 사람  경우 원거리 
용

수・
동헌

(2010)

2006  
암등

 
료

암   
료 용량

연 , 지역가  
여 , 건강보험료, 

10만 당 
상 합병원수, 

병원  상 
병상수, 병원  

상 수, 
병원  상 

PET수, 병원  
상 료 비수

건강보럼료가 가할수 ,  용
량 가, 연  가할수 , 지역가

수  용량 감 . 거주지
내 병원  상  병상수  한 

든 료 원량  많 수   
료 용량 감

재희 
등

(2011)

비수도  
지역 주민 

203
( 사)

울지역 
료  용 

여

료 용 목 , 
득, 결 여 , 

수 , 연 , 
울 

척거주여 , 
민간 료보험 

가 여

- [ 원] 진찰, 질병상담, 수술 
목  경우,  경우, 

 하  학 지  경우, 40
상 연  경우 울  동 
.

- [ 래] 민간 료보험에 가 하지 
않  경우, 여  경우 울  

동 

신 ・
수

(2011)

한 료
 

2008  
상,한  

료

 래  
(

건수)  
료 지

동거리

연 , , 직업, 
, 득, 

지역변수(시 ), 
지역 결핍지수, 

질병(당뇨, 
고 압, , 

타다빈도질 , 
비다빈도질 )

-19 하 연 에 비해 45-64  
과   리 동

- 여 에 비해 남   리 동, 
학에 비해 고 , 재 상 학

가  리 동
- 지역 거주 가 시지역 또  
지역 거주 보다  리 동
- 타 다빈도질 에 비해 당뇨
가  리 동
- 규직에 비해 비 규직   
게 동. 그러나 비생산 동  

 리 동
- 득  가할수  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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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 상  자료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 상은 당뇨병 는 고 압으로 인한 

외래방문건수이며 분석자료 한 1~3차 한국의료패 자료이다.그러

나 본 장에서는 분석자료로 한국의료패 자료 외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2008년~2009년 의료자원실태조사 자료  인력자료를 이용하

다.

한국의료패 자료는 국민의 의료이용  의료비 실태를 조사한 

표 인 자료이지만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

지 않다.물론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 종류와 의료기 의 국공립 여

부는 알 수 있지만 해당 변수만으로 의료기 의 특성을 악하기 

어렵다.본 장의 목 은 당뇨병,고 압 외래환자의 이동 결정요인

을 환자의 인구,사회경제  특성,이용 의료기  특성,지역내 의료

자원 특성,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악하는 것이

다.따라서 실제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 의 특성  지역내 의료자

원 특성을 반 하기 해 한국의료패  자료 외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의료자원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 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최종 분석 상수는 당뇨병 8,953건,고 압 

32,455건이다.

제4  변수설정  연구방법

환자이동거리 결정요인 분석시 종속변수로는 4장에서 측정한 환자

이동거리 값을 이용하 으며 이동거리값이 극단 으로 치우쳐 있는 

을 고려하여 이동거리에 log값을 취하 다.

환자이동거리 결정요인 분석을 한 독립변수는 2장 이론  모형

에 근거하여 선정하 다.독립변수로는 환자의 개인  특성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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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교육,소득,경제활동유무,복합질환개수 변수와 지역특성 

변수인 시군구지역,지역의 사회경제  수 을 나타내는 지역 통합

결핍지수(CompositDeprivationIndex,CDI2010)33),이용 의료자원 

특성변수인 의료기 종별,이용 의료기  질 변수,진료생활권내 의

료자원 분포 변수인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과 질 변수로 하

다.여기서 복합질환개수는 질환의 증도의 리변수로 사용한 것

이며 시군구지역 변수와 CDI는 지역의 사회  규범  문화의 리

변수로 사용하 다. 한 직장의 리변수로 경제활동 변수를 사용

하 다.이는 모든 환자가 의료이용을 할 때 거주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직장인의 경우 경증 질환으로 의료기  이용

시 오히려 직장지역에서 가까운 의료기 을 찾는다.이러한 을 고

려하여 직장의 리변수로 경제활동유무 변수를 고려하 다.

변수정의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독립변수인 연령

은 2008년을 기 으로 만 연령으로 계산하 고 교육수 은 미취학

을 포함하여 무학, 졸이하,고졸(고재 포함), 재이상으로 구분하

다.소득은 가구원수를 고려한 월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 다.이

때 가구소득은 근로소득이며 소득구분은 4분 로 하 다.

경제활동유무 변수는 크게 비경제활동자와 경제활동자  농업34)

에 종사하는 자,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구분하 다.직

업변수를 이 게 분류한 이유는 응답자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당뇨병은 47%,고 압은 54%에 달하는데다 비경제활동 비율은 당뇨

병,고 압 모두 52%에 달해 직업을 세분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

이었다.

지역특성 변수는 지역의 물리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  결핍정도

를 반 하는 CDI를 이용하 고 통합결핍지수는 4분  CDI값  상

33) 지역의 사회경제  수 을 나타내는 지표로 단순히 지역의 물질  배제개념을 넘어‘사회  

배재’개념을 고려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지표를 말한다. 지수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신호성 등(2014)‘지역사회 통합결핍지수 CDI 2010’논문(발간 정)을 참고한다.

34) 한국의료패 에서 직업을 조사할 때에는 농어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분석의 농업에는 

어업종사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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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결핍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하  2,3분 ,하  4분 로 

구분하 다.

의료기 종별 변수에는 의원,병원,종합병원,상 종합병원만을 

포함하 고,한방병의원,요양병원,조산소,기타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의료의 질을 고려한 의료기  인력 규모 변수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의료자원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들었다.즉,의료기

의 인력변수는 의료직종간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산출하 는데,이

때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이며 보다 정확한 의료기  질을 반 하기 

해 의사를 문의와 일반의로 세분화하 다.직종간 업무난이도는 

문의,일반의,간호사를 각각 1:0.7:0.3으로 하 으며35)진료과목 

구분없이 의료기 의 모든 의료인력을 포함하 다.

거주지역내 의료기  변수는 시군구 단 가 아닌 진료생활권 기

으로 하 다.일반 으로 외래 환자는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치한 의료기 을 이용함(조우 ・김한 ,1992,박균제,1994)을 고려

하여 행정단 가 아닌 거주지를 기 으로 진료생활권을 정의하 다.

진료생활권은 4장에서 측정한 환자이동거리의 값을 이용하여 

당뇨병은 반경 3km(환자 거주지를 기 으로 6km),고 압은 반경 

2km(환자 거주지를 기 으로 4km)로 하 다36).

환자이동에 있어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과 질의 향을 살펴

보기 해 의료자원 변수를 진료생활권내 의료기  의사인력을 단

순히 합한 경우와 의료인력의 업무 난이도를 고려한 경우로 구분하

다.의사인력 단순 합 변수는 당뇨병,고 압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문의,가 의학 문의,일반의가 있는 의료기 을 합하여 산

출하 다.의료인력의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의료자원 질 변수는 의

사인력외 간호사인력을 포함하며 인력별 업무 가 치를 용하여 

35) 직종간 업무난이도는 실제 의료인력의 경험치이다. 선행연구 결과 직종간 업무난이도에 한 

연구결과를 찾을 수 없어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을 상으로 업무난이도를 조사하 다. 따라

서 표성 있는 값이 아님을 언 한다. 향후 과학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직종간 업무난이

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36) 4장에서 측정한 평균 환자이동거리는 특정값에 의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을 감안

하여 진료생활권 반경 설정시 평균값 신 앙값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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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료 처

변수
거주지에  료 지  거리 log  (단 : m)

1~3차 
한 료  

료

독립
변수

특

학  
특

별
1. 남  ( 집단)
2. 여

연

1. 30-44  ( 집단)
2. 45-64
3. 65-74
4. 75 상

사 경
 특

1. 학 ( 집단)
2. 하
3. 고 하
4. 재 상

월 평균 
가 균등  

득

1. 득 하  1  ( 집단)
2. 2
3. 3
4. 4

경 동
1. 비경 동  ( 집단)
2. 어업 사
3. 어업 사

상  
특

복합질 갯수

1. 0개 ( 집단)
2. 1-2개
3. 3-4개
4. 5개 상

지역특

시
1.  ( 집단)
2. 시
3.

지역결핍수
1. 지역결핍지수(CDI) 상  

1  ( 집단)†
2. 2-3

2010  
스

료 등

산출하 다.이때 가 치는 ‘이용의료기 의 인력규모 변수’에서 사

용한 가 치와 동일하다.

분석의 편의상 환자를 심으로 진료생활권내 의사수의 총합과,

의료인력 가 치를 고려한 의사수의 총합을 범주화하 다.범주화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값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을 고려하여 

log값을 취한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를 4분 한 후,각각의 4

분  값을 지수화(Exponetial)하여 log값을 취하기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과 질 변수에 용하여 구분하 다.

<표 5-2>변수정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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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용 료  
특

료 별

1. 원 ( 집단)
2. 보건
3. 병원
4. 합병원
5. 상 합병원

1~3차 
한 료  

료
질  고 한 

료  
규 1)

1. 료  1 하 ( 집단)
2. 1.1-49
3. 50-99
4. 100 상

진료생 내 
료  포 

특

진료생 내 
료  양2)

1. 료  상  1  
( 집단)‡

2. 2
3. 3
4. 4

2008~2010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료 원실태
사 료진료생 내 

료  질3)

1. 료  상  1  
( 집단)‡

2. 2
3. 3
4. 4

주: 1) 업무난이도를 반 한 의사, 간호사의 합

    2) 진료생활권내 의사수

       (진료생활권 : 당뇨병 -> 거주지로부터 3km 반경, 고 압 -> 거주지로부터 2km 반경)

    3) 업무가 치를 고려한 진료생활권내 의료기  의사수와 간호사수의 합

    † : 지역의 결핍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 즉 사회경제  수 이 낮은 지역

    ‡ :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분석방법으로 다수 분석법(Multilevelanalysis)을 이용하 다.본 

장의 분석단 는 방문건수이다.의료패 에서 방문건수는 상  개념

인 환자에 속한다.이런 경우 방문건수는 각 환자에 속하게 되는 

계  구조를 갖는다. 한 같은 환자내 방문건수들 간에는 상호종속

인 반면 다른 환자의 방문건수와는 독립 인 계를 갖는다.이러

한 계  계를 갖는 자료 분석에서는 하 집단과 상 집단의 

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환자를 2수 으로 하고 방문건수를 1수 으로 하는 

다수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모형으로는 로그혼합모형(Loglinear

MixedEffectModel)을 이용하 다.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

은 집단의 특성이 아닌 개인의 특성임을 고려하여 분석결과는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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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설명하 다. 한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이 환

자이동거리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

수가 있는 모형과 없는 모형을 구분하여 분석하 고,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의료자원의 

향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최종 분석모형은 진료생활권내 의료

자원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모형 1),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질 

변수를 고려한 모형(모형 2),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양 변수를 고려

한 모형(모형 3)으로 하 다.

본 분석은 STATA11.1버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제5  연구결과

1.당뇨병 환자의 이동거리 결정요인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에서 모든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 당뇨병 환자의 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변

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교육,월평균 가구 균등화소득,경제활동유

무,복합질환개수,시군구,이용 의료기  종류,의료기  인력규모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성과 지역의 사

회경제  결핍정도를 보여주는 CDI는 당뇨병 환자의 이동거리와 

련이 없었다(<표 5-3>).

구체 으로 살펴보면,75세 이상 환자는 30-44세 환자의 비해 이

동거리가 짧았으며(Exp(coef):0.88)37), 졸이하 는 고졸이하 환자 

한 무학 환자에 비해 이동거리가 짧았다(Exp(coef):0.70,0.70).월

평균 가구 균둥화소득의 경우 소득하  1분  환자에 비해 2분 ,3

분 ,4분  환자의 이동거리가 짧았다(Exp(coef):0.89,0.83,0.87).

37) 환자이동거리인 종속변수의 선형성을 해 log를 취한 후 해석상의 편의를 해 exponetial을 

취하 다. 이 경우 결과값은 거리 비(Length ratio: LR)가 되어 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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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직업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자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환자의 

이동거리가 길었으며(Exp(coef):1.3),농업외 종사자 한 비경제활

동자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었다(Exp(coef):1.1).그러나 농업외 종사

자의 경우 멀리 이동할 비율은 1.1배에 불과하여 이동의 의미는 크

지 않았다.

복합질환개수의 경우 당뇨병만 있는 환자에 비해 복합질환이 1-2

개 있는 환자의 이동거리가 짧았다(Exp(coef):0.93).그러나 복합질

환개수 한 이동수 이 매우 미미하여 실제 환자이동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았다.

시군구 지역의 경우 구지역에 비해 시지역 환자의 이동거리가 1.7

배 길었으며,군지역 환자 한 구지역 환자에 비해 이동거리가 2.2

배 길었다.이는 상 으로 의료자원이 은 시 는 군지역 환자

가 구지역 환자에 비해 좀 더 멀리 이동함을 보여 다.

이용의료기 의 경우 의원에 비해 보건기 을 이용할 경우 이동거

리는 1.4배 길었으며,병원은 1.3배,종합병원 1.9배,상 종합병원 

1.7배 길었다.상  병원으로 갈수록 환자이동거리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이용 의료기 의 규모 한 의료인력규모가 1인이하인 기

이 비해 인력규모가 1.1-50미만인 기 에서 이동거리는 1.2배 길었

고,50-100미만의 기 을 이용할 경우에는 2.9배,100이상의 기 을 

이용할 경우 4.5배 길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가 추가될 

경우(<모형 2>,<모형 3>)다소 달라지게 된다.기존에 유의했던 교

육변수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가 추가될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으며,시군구 지역변수 한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 변수와 련이 없게 된다.다만 시군구 변수는 진료생활권내 의

료자원 질 변수가 추가될 시 <모형 1>과 달리 오히려 구지역에 비

해 군지역 환자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 다(Exp(coef):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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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진료생 내 
료 원 변수 

미포함 Coef (exp)

진료생 내 
료 원 질 변수 

포함 Coef (exp)

진료생 내 
료 원 양 변수 

포함 Coef (exp)

Fixed part

상수항 7.6861 (2,178)*** 7.2707 (1,437)*** 7.3314 (1,527)***

별(ref; 남 ) -.1216 (0.886) -.1105 (0.895) -.0990 (0.906)

연 (ref: 
30-44 )　

45-64 -.0162 (0.984) -.0016 (0.998) .0089 (1.009)

65-74 -.01945 (0.981) -.0177 (0.982) -.0052 (0.995)

75+ -.4263 (0.653)*** -.4134 (0.661)*** -.3982 (0.672)***

(ref: 학)

하 -.3504 (0.704)** -.2548 (0.775) -.2568 (0.774)

고 하 -.3540 (0.702)** -.2002 (0.819) -.1817 (0.834)

재 상 -.0070 (0.993) .0691 (1.072) .0712 (1.074)

월가 균등
득(ref:하  

1 ) 

2 -.1145 (0.892)*** -.1057 (0.900)*** -.1065 (0.899)***

3 -.1760 (0.839)*** -.1640 (0.849)*** -.1636 (0.849)***

4 -.1363 (0.873)*** -.1263 (0.881)** -.1224 (0.885)**

경 동
(ref:비경 동)

업 .2802 (1.324)*** .1829 (1.201)** .1641 (1.178)**

업 .1071 (1.113)** .1082 (1.114)** .1111 (1.118)**

복합질
개수(ref:0)

1-2 -.0720 (0.930)*** -.0752 (0.927)*** -.0753 (0.927)***

3-4 -.0214 (0.979) -.0272 (0.973) -.0272 (0.973)

5+ -.0483 (0.953) -.0537 (0.948) -.0532 (0.948)

시
(ref: )

시 .5511 (1.735)*** -.0795 (0.923) -.0150 (0.985)

.7908 (2.205)*** -.3536 (0.702)** -.2579 (0.773)

지역결핍수
(ref:상 1 )†

2-3 -.1702 (0.843) -.1415 (0.868) -.1846 (0.831)

4 -.0217 (0.979) .05858 (1.060) -.0129 (0.987)

료 별
(ref: 원)

보건 ‡ .3461 (1.414)*** .3384 (1.403)*** .3374 (1.401)***

병원 .2322 (1.261)*** .2259 (1.254)*** .2269 (1.255)***

합병원 .6560 (1.927)*** .6370 (1.891)*** .6360 (1.889)***

상 합병원 .5028 (1.653)*** .4887 (1.630)*** .4883 (1.630)***

료
규 (ref:1  

하)

1.1-49 .2351 (1.265)*** .2545 (1.290)*** .2543 (1.290)***

50-99 1.058 (2.883)*** 1.0793 (2.943)*** 1.088 (2.969)***

100+ 1.5149 (4.549)*** 1.5503 (4.713)*** 1.5501 (4.712)***

진료생 내 
료 원(ref: 

상  1 ) §

2 - .1931 (1.213) .1960 (1.217)

3 - .6566 (1.928)*** .5074 (1.661)***

4 - 1.6507 (5.211)*** 1.6338 (5.124)***

Random part

Level 2 : 가 원 .4161 (1.516)*** .4161 (1.516)*** .4161 (1.516)***

<표 5-3>환자이동거리 결정요인 추정결과 (당뇨병)

주: †지역  사 경  수  낮  지역, 지역  결핍수   지역  
   ‡보건 /보건지 /보건진료  포함
   §거주지  경 3km 내에 용가 한 사수가 많  지역 
   ** p < .05 단 검   *** p < .001 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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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경우,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가장 많

은 상  1분 지역에 비해 그 보다 은 3분 지역 환자의 이동거

리가 1.9배 길었으며,4분 지역의 환자의 이동거리는 5.2배 길었다.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을수록 환자는 더 멀리 이동함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경향은 진료생활권내 의료기 의 단순 양 변수를 고려

했을 때나 질 변수를 고려했을 때 모두 같았다.그러나 이동정도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만을 고려했을 때 보다 인력 가 치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컸다.

2.고 압 환자의 이동거리 결정요인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에서 모든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 고 압 환자의 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변

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지역의 사회경제  결핍정도를 나타내는 

CDI를 제외한 성,교육,월평균 가구 균등화소득,경제활동유무,복

합질환개수,시군구,지역결핍지수,이용 의료기  종류,의료기  

인력규모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당뇨병과 달리 남자에 비해 여성 환자의 이

동거리가 짧았고 (Exp(coef):0.87),교육의 경우 졸이하,고졸이하 

환자의 이동거리는 무학에 비해 짧았다(Exp(coef):0.75,0.69). 재

이상 학력소지자는 무학에 비해 이동거리가 1.2배 긴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 균둥화소득의 경우 소득 하  1분  환자에 비해 2분

 환자의 이동거리가 짧았으나(Exp(coef):0.97)회귀계수가 크지 않

아(기 집단과 이동거리 차이가 매우 미미하여)실제 환자이동에 미

치는 향은 었다.

직업의 경우,비경제활동자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환자의 이동

거리가 1.2배 긴 반면(Exp(coef):1.2)농업외 종사자는 비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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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비해 이동거리가 짧았다(Exp(coef):0.96).그러나 농업외 종

사자의 이동거리 역시 회귀계수가 크지 않아(기 집단과 이동거리 

차이가 매우 미미하여)실제 환자이동에 미치는 향은 었다.

복합질환개수의 경우 당뇨병과 달리 고 압만 있는 환자에 비해 

복합질환이 1-2개 있는 환자의 이동거리가 1.05배 길었으며

(Exp(coef):1.05),복합질환이 3-4개 있는 환자의 이동거리 한 1.06

배,복합질환이 5개 이상 있는 환자의 이동거리도 1.07배 길었다.그

러나 이동수 이 매우 미미하여 실제 복합질환개수가 환자이동거리

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아 복합개수와 환자이동과는 련성이 없

다고 할 수 있다.

시군구 지역의 경우 당뇨병과 같이,구지역에 비해 시지역 환자의 

이동거리는 1.5배 길었으며 군지역 환자의 이동거리는 2.1배 길었다.

이용의료기 의 경우 당뇨병과 같이 의원에 비해 보건기 을 이용

할 경우 이동거리는 1.06배 길었으며,병원은 1.5배,종합병원 1.9배,

상 종합병원 1.6배 길었다.이용 의료기 의 규모 한 의료인력규

모가 1인이하인 기 이 비해 인력규모가 1.1-50미만인 기 을 이용

할 경우 이동거리는 1.12배 길었으며,50-100미만의 기 을 이용할 

경우에는 2.4배,100이상의 기 을 이용할 경우 3.7배 길었다.

당뇨병과는 달리 진료생활권내 의료기  변수가 추가될 경우(<모

형 2>,<모형 3>),기존에 유의했던 지역변수와 지역결핍지수를 제

외하고는 분석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즉,기존에 통계 으로 

유의했던 시군구 지역변수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질변수가 추가

되면  유의하지 않게 되며,의료자원 양변수가 추가되면 군지역

의 환자이동거리는 오히려 구지역에 비해 짧아지는 경향을 보 다

(Exp(coef):0.84).지역결핍지수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질 변수가 

추가되면 지역의 결핍정도가 높은 1분  지역에 비해 2-3분  지역 

환자의 이 동거리가 1.1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동정도가 

매우 미미하여 지역결핍지수가 실제 환자이동에 주는 향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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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진료생 내 
료 원 변수 

미포함 Coef (exp)

진료생 내 
료 원 질 변수 

포함 Coef (exp)

진료생 내 
료 원 양 변수 

포함 Coef (exp)

Fixed part

상수항 7.4061 (1,646)*** 7.0277 (1,127)*** 7.1696 (1,299)***

별(ref;남 ) -.1372 (0.872)** -.1238 (0.884)** -.1253 (0.882)**

연 (ref:30-
44 )　

45-64 -.0053 (0.995) -.0117 (0.988) -.0208 (0.979)

65-74 -.0460 (0.955) -.0494 (0.952) -.0652 (0.937)

75+ .1832 (0.907) -.1058 (0.900) -.1200 (0.887)

(ref: 학)

하 -.2820 (0.754)*** -.2293 (0.795)*** -.2297 (0.795)***

고 하 -.3586 (0.699)*** -.2564 (0.774)*** -.2437 (0.784)***

재 상 .1832 (1.201) .2549 (1.290)** .2687 (1.308)**

월가 균등
득(ref:

하 1 ) 

2 -.0281 (0.972)** -.0263 (0.974)** -.0259 (0.974)**

3 -.0166 (0.983) -.0142 (0.986) -.0125 (0.988)

4 -.0029 (0.997) -.0002 (1.000) .0029 (1.003)

경 동 (r
ef: 비경 동)

업 .2123 (1.237)*** .1568 (1.170)*** .1514 (1.164)***

업 -.0384 (0.962)** -.0421 (0.959)** -.0389 (0.962)**

복합질 개
수(ref: 0)

1-2 .0520 (1.053)*** .0512 (1.053)*** .0511 (1.052)***

3-4 .0599 (1.062)*** .0589 (1.061)*** .0587 (1.061)***

5+ .0674 (1.070)*** .0665 (1.069)*** .0664 (1.069)***

시  
(ref: )　

시 .4301 (1.538)*** -.0066 (0.993) -.0710 (0.931)

.7381 (2.092)*** -.0448 (0.956) -.1663 (0.847)**

지역결핍수 (re
f:상 1 )†

2-3 .1034 (1.109) .1105 (1.117)** .1000 (1.105)

4 .1058 (1.112) .0976 (1.103) .0219 (1.022)

료
별(ref:

원)

보건 ‡ .0609 (1.063)** .0419 (1.043) .0390 (1.040)

병원 .3845 (1.469)*** .3856 (1.471)*** .3831 (1.467)***

합병원 .6451 (1.906)*** .6441 (1.904)*** .6459 (1.908)***

상 합병원 .4947 (1.640)*** .5046 (1.656)*** .5067 (1.660)***

료  
규 (ref:

1  하)　

1.1-49 .1159 (1.123)*** .1295 (1.146)*** .1297 (1.139)***

50-99 .8873 (2.429)*** .8963 (1.586)*** .8960 (2.450)***

100+ 1.3041 (3.685)*** 1.305 (3.916)*** 1.3030 (3.681)***

진료생 내
료 원(ref:

상 1 )§

2 - .1364 (1.146) .1597 (1.173)**

3 - .4613 (1.586)*** .4311 (1.539)***

4 - 1.365 (3.916)*** 1.3583 (3.890)***

Random part

Level 2 : 가 원 .4042 (1.498) .4043 (1.498)*** .4042 (1.498)***

<표 5-4> 환자이동거리 결정요인 추정결과 (고 압)

주: †지역  사 경  수  낮  지역, 지역  결핍수   지역 

   ‡보건 /보건지 /보건진료  포함

   §거주지  경 3km 내에 용가 한 사수가 많  지역  
   ** p < .05 단 검   *** p < .001 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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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경우,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가장 많

은 상  1분 지역에 비해 그 보다 은 3분 지역 환자의 이동거

리는 1.6배 길었으며,4분 지역의 환자의 이동거리는 1분 지역 환

자의 이동거리에 비해 3.9배 길었다.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을

수록 환자는 더 멀리 이동함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경향은 진료생활

권내 의료기 의 단순 양 변수를 고려했을 때나 질 변수를 고려했

을 때 같은 양상을 보 다.그러나 이동정도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

원의 양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인력 가 치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컸

다.

제6  소결  논의

본 장에서는 환자 이동거리에 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기

존 연구와 달리 환자 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

려하 으며 진료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과 질이 환자이동거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환자 개인  특성,지역특성 등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당

뇨병과 고 압 모두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은 환자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이 

을수록 환자는 의료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하 다.이러한 경향

은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 변수를 이용한 경우나 질 변수를 

이용한 경우 모두 같았으나,환자이동 거리는 의료인력 업무난이도

를 고려한 질 변수를 고려할 때 보다 컸다.즉 환자는 동일한 조건

의 진료생활권이 주어졌을 때 질 으로 우수한 의료기  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함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양 인 의료자원 확충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질  리가 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다소 달랐다.정재호(2008)는 입

원과 달리 외래 원거리 이용에 있어서 지역의 의료자원은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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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는다고 하 다.강암구 연구(2007) 한 내 외래 의료이용

에 있어 지역의 의료자원은 향을 주나 그 향은 입원이용에 비

해 미미하 다.그러나 정재호(2008)의 연구나 강암구(2007)의 연구 

모두 총외래이용에 있어서의 결과 값인데다 통제된 독립변수 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무엇보다 기존 연구는 행정구역내 의료자원

을 기 으로 한 연구로 연구결과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한 당

뇨병,고 압은 표 인 노인성 만성질환이다.상 으로 노인층

에서의 발병이 높고,노인들은 비노인에 비해 사회경제  취약하며 

의료이용에 있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Brundisini등,2013).이러

한 을 고려할 때 질환 특성상 당뇨병,고 압 외래환자의 이동은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모형 1에 의하면,당뇨병,고 압 모두 구지역 거주자에 비해 시지

역 거주자,구지역 거주자에 비해 군지역 거주자의 이동거리가 길었

다.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eedasy,2010,

Stephens등,2013).그러나 당뇨병,고 압 모두 진료생활권내 의료

자원 변수가 추가될 경우 기존의 유의미했던 행정구역 변수가 통계

으로 무의미하거나 일부 군지역 환자의 경우 오히려 구지역 환자

에 비해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상이 나타났다.이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동일하다면 오히려 군지역 환자가 구지역 환자에 비해 

더 게 이동함을 의미한다38).환자의 선택 의료기 까지의 이동거

리는 환자의 거주지를 심으로 동일반경에 있는 의료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시군구 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모든 환자가 거주지를 기 으로 의료기 까지 이동하는 것은 아니

38) 군지역이 구지역에 비해 이동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군지역내 의료자원의 분포가 구지역(기

집단)내 의료자원(의료기 ) 분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지역에 비해 구지역은 의료

기 이 동일반경 내 보다 넓게, 그리고 고르게 퍼져 있어 환자의 이동거리가 보다 길어질 가

능성이 있다. 반면 농 은 의료자원이 시내, 는 읍내 등 특정 지역에 집 되어 있어 의료기

까지의 이동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 이런 의료자원의 분포양상이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

수가 추가할 경우 군지역 환자의 경우 오히려 구지역 환자에 비해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상

이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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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직장인은 거주지보다 직장과 가까운 의료기 을 방문하는 경향

이 크다(신호성・이수형,2011).이러한 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

는 직장의 리변수로 경제활동유무 변수를 고려하 다.분석결과 

모든 모형에서 비경제활동자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자의 

이동거리가 길었다.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직업의 특성이기 보다 지

역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농업에 종사하는 농 지역 환자의 이

동거리가 군지역 거주 환자의 이동거리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반면 

농업 외 종사자의 이동거리는 질환에 따라 길거나 짧았으나 그 크

기가 미미하여 실제 환자이동에 있어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결국 당뇨병과 고 압에 있어서 직업으로 인한 이동거리 향

은 크지 않았다.

당뇨병과 고 압 모두 복합질환개수와 환자이동거리와는 련이 

없었다.물론 당뇨병의 경우 복합질환개수가 많은 환자가 고 압만 

있는 환자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었으나 이동정도가 매우 미미하여 

그 의미는 크지 않았다.정재호(2008)는 외래이용이라 하더라도 아  

사람일수록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상  의료기 을 이용할 가능

성이 높고 상 의료기 이 지역 으로 게 분포하기 때문에 원거

리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 으나 본 분석결과 당뇨병,고 압 외

래 이용에 있어 복합질환개수는 환자이동에 큰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 과 소득수 에 따른 환자이동거리는 질환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 다.당뇨병은 환자이동에 있어서 교육수 과 련은 없었

으나39)소득수 과는 강한 련성을 보 다.소득수  하  1분  

환자에 비해 2분  환자의 이동거리가 짧았으며 3분 ,4분  환자 

한 소득수  하  1분  환자에 비해 이동거리가 짧았다.즉,소

39)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양 등을 고려하여 환자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계 으로 

분석한 결과로, 4장의 교육수 에 따른 환자이동행태에 한 기술  분석결과와는 다른 개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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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수 이 낮은 집단이 의료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하 다.기존연

구(Allison,2005,Stephens등,2013)에 의하면 소득수 이 낮은 집

단은 지리 으로 의료서비스 근성이 낮은 지역,가령 농 이나 도

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농  등 취약지역의 거주자

들은 의료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을 한다.본 연구결과는 기존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고 압 환자는 당뇨병과는 달리 소득수 과 환자이동거리

와는 련이 없었으며 오히려 교육수 과 환자이동거리와 련이 

있었다.교육수 의 경우 무학에 비해 졸,고졸이하 환자의 이동

거리가 짧았으나 재이상 환자는 무학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어지

는 등의 양상을 보 다. 재이상 환자를 제외한다면 학력수 이 낮

을수록 의료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함을 알 수 있다.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Allision,2005,Beedasy,2010).

분석결과 환자의 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질환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고,인구,사회경제학  변수보다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가 외래환자 이동거리에 보다 큼을,따라서 의료이용

을 한 외래환자 이동에 있어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가 요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환자이동거리에 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지역특성,이용의료기 특성,진료생활권내 의료기  분포 특

성 변수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후 이동거리의 결정요인을 분석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의료

기 의 질  변수 설정상의 문제이다.본 연구는 의사와 간호인력의 

업무난이도를 이용하여 의료기 의 질  변수를 정의하 다.의료의 

질은 의료인력 외 의료기 의 구조,과정,결과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가용자료의 한계로 의료인력 비 만을 고려하 는데 향후 보다 

정확한 질 변수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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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생활권 설정상의 문제이다.본 장에서는 진료생활권을 실제 환

자가 의료이용을 해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설정하 다.물론  환자

의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한 진료생활권이 틀리다 말할 수 없다.그러

나 진료생활권은 단순 이동거리만으로 정의 할 수 없다.향후 보다 

정교한 진료권 설정하에 의료자원 분포가 반 되어야 한다.



- 77 -

제6장 환자이동을 고려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제1  세부 연구목

보건의료에 있어 의료자원 분포의 문제는 요하다.의료자원 분

포에 따라 공간  의료서비스 근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과도한 

의료자원의 지역  집 은 의료기 간 과다한 경쟁과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반면 취약한 의료자원의 분포는 의료이

용을 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함과 불필요한 거리 는 시간비용

을 래한다.따라서 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와 이를 조정할 

정부의 역할이 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등 해소를 해 다양

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 으나 여 히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

등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등 해소를 

해서는 장기 이고 합리 인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 수립이 필요

하며,이를 해서는 재의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등양상을 정확

히 악이 필수 이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는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결정하는 수

요와 공  특성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한채 행정단 내 의료자원의 

양과 인구( 는 환자)규모만을 고려하여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물론 일부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환자의 이동성을 고려

한 연구도 있으나(이 성,1996,박수경,2004,윤희숙,2006)여 히 

환자의 다양한 이동행태나 공 특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장은「잠재  공간  근성」40)차원에서 의료자원의 지역  

40) 본 장에서 이용한 이론  틀에 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그림 2-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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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의료취약지를 악하고자 한다.‘잠재  공간  근성’은 

보건의료자원 배분 정책차원에서 잠재수요에 한 가용 의료자원의 

성과 의료이용을 한 수요와 공 간의 공간  분포를 시한

다.

4,5장 연구결과에 의하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환자의 이동행태 

 이동거리 결정요인이 다르며,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환자이동

거리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진료생활

권 개념을 용하여 진료생활권내 잠재수요에 한 의료자원 공  

정도를 측정한다. 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환자의 이동성을 고려

하며,당뇨병과 고 압,질환별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료

취약지를 악한다.

제2  선행연구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에 한 연구는 주로 보건학 분야와 의료

지리학 측면에서 다루어진다.보건학 분야에서는 인구 도,인구수 

비 의료인력,병상수 분석,의료기 수 분석 등 의료자원의 지역

간 격차에 한 연구나 지니(Gini)계수,의료비 분석을 통한 의료자

원의 지역  불평등의 연구41)가 부분이다.이에 반해 의료지리

41) 최용(1994)은 인구 유율과 의료기 수를 이용하여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 황을 살펴보

았고, 김정화․이경원(1997)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인구만명당 의료인력과 병상을 조사하여 

농어 의 의료 근성이 열악함을 살펴보았다. 윤순정(2003)은 동별, 유형별, 인구 비별 의료

기 의 공간  분포를 살펴 으로써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등을 살펴보았고, 이 숙(1998) 

한 인구수 비 병상수, 문의 수, 의료기  수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명지 ․문옥륜(1995)은 의료이용에 한 실증 연구에서 지니계수와 Lorenz 곡선 이용하여 의

료자원의 지역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 으며, 이용재(2005)는 의료자원의 집 곡선  집

지수를 이용하여, 오 호 등(2007)은 지니계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일차진료의사를 심

으로 지역간 불균형의 정도와 원인을 분석하 다. 한편, 보  등(2012)는 시군구 행정단 를 

기 으로 지역의 경제수 에 따른 의료자원의 분포가 평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통

인 집 지수와 지역의 의료필요도를 간 표 화한 집 지수를 이용하여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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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42)측면에서의 연구는 시설 입지의 기능  측면에 의료시설의 입

지 인자를 밝히고 의료권을 설정함으로써 의료 수 에 있어서 지역

인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는 입지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안

록,2010).

본 장에서는 의료지리학 측면에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안 록(2008)은 천안시를 상으로 인

구 심  수요데이터 처리 방식에 질  가 치인 유병률을 용하

여 기존의 의료자원 분포에 따라 수요와 공 의 격차를 살펴보고,

격차 지역으로 확인된 읍,면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 향상

을 해 입지-배분 모델의 p-median을 용하여 의료서비스 수 정

도를 살펴보았다.그러나 안 록(2008)의 연구는 행정구역 경계 지역

에서 타 시군과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하 다.

박성아(1996)는 강원도 진료권을 상으로 각 읍,면 소재지로부

터 2차 의료기 과 3차 의료기 까지의 최단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입지-배분 분석을 이용하여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자원의 입지를 분석하 다.박정아(1996)연구는 지역  편재 

상이 심각한 강원 진료권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재 의료

이용 향상과 의료서비스 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지역별 잠재수요를 산출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지역별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다.

김흥순․정다운(2010)은 서울시내 의료시설의 편 도,의료시설 부

족지역 등을 도출하여 지역별로 어떤 문의료기 (내과,소아청소

년과,외과,산부인과)이 특화 는 부족한지 악하고자 하 다.이

를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료기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의

료자원 분포를 악한 후,입지계수(locationquotient:LQ)를 이용하

여 구별 특화도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서울시 의료기 의 경

42) 의료 지리학이란 건강과 의료 리에서 지리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Johnston 등, 2000) 

이  의료에 한 연구는 1970년  의료의 공간행 와 련된 분야와 의료 달체계의 확립

을 한 의료시설 입지와 련된 분야를 연구 상으로 하는 새로운 분야로 미국 지리학자들

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 다.(안 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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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양 으로는 서비스가 부족한 곳은 없으나 질 인 측면에서는 일

정한 공간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한다. 한 1차 의료기 입지의 

경우 부분의 진료과목이 사회 인 요인보다는 경제 인 요인에 

의해 향을 받아 주로 수요가 많고 지불능력이 높은 지역에 의료

자원이 편 되어 있다고 한다.

양병윤․황철수(2005)는 강원도 동 권역을 상으로,응 의료자

원의 근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이동시간과 이동거

리에 한 서로 다른 가 치를 주어 응 의료자원의 취약지역을 분

석하 으며 취약지역에 한 효과 인 입지배분을 이루기 하여 

GIS공간분석을 기반으로 한 입지-배분 모형을 용하여 응 의료자

원에 한 공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색하 다.

이상의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에 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첫째, 부분의 연구의 의료자원분포 측정단 는 시도 

는 시군구 다.그러나 행정동이나 읍․면․동 단 는 게는 몇

천명에서 많게는 몇만명에 가까운 인구규모로,하나의 동질 인 지

역개념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강 옥․장세진,2008).특

히 지역에 기반한 일차의료나 외래진료에 있어 정확한 지역의 의료

수요  공  악을 해서 의료자원분포 측정단 를 집계구 는 

생활권 등으로 등의 소지역 단  분석이 필요하다.둘째,지역내 잠

재수요자의 의료 필요와 의료공 자의 공 력을 고려하지 못한채 

부분 ‘의료의  양’만을 고려하고 있다.의료자원의 지역  분

포는 개인의 사회경제  요인,개인의 지불능력,공 자요인,지역내 

가용 의료자원,의료기 까지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여 결

정된다.향후 이러한 변수들이 고려된 심층 인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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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 동 집계

역시 5 77동 2,594

경 도 시 - 23 (동 10) 879

경상남도진주시 - 21동 603

경상 도 천시 - 16 (  1,  10, 동 5) 173

라 도순창 - 11 (  1,  10) 49

제3  연구 상  자료

본 연구의 분석질환은 당뇨병과 고 압이며 분석지역은 지역규모

를 고려하여 구지역은 역시,시지역은 경기도화성시/경상남도

진주시/경상북도 천시,군지역은 라북도순창군이다.

분석시 은 2010년이며,주 분석단 는 진료생활권이며 기  분석

단 43)는 집계구이다.집계구44)는 기 단 구를 몇 개씩 묶어 일정

한 인구규모(500여명)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으로 비슷한 사람들

이 모일 수 있도록 확정한 경계로 보통 1.1㎞ 정도의 면 45)을 가진

다.이는 평균 기 단 구 0.3㎞보다 크고 행정구역(읍면동)28㎞보

다 작은 면 이다.본 분석에서 사용된 집계구는 총 4,298개이며 분

석지역별 집계구 황은 <표 6-1>과 같다.

<표 6-1>분석지역 집계구 황1)

주: 2008년 기

43)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시 분석단 는 ‘집계구에 기반한 진료생활권’이다. 따라서 진

료생활권은 주 분석단 라 하고 집계구는 기  분석단 라 한다. 

44) 통계청에  재 통계 료   공 단  행 동 단 ( 지역  ㆍ 단 )  사용하

고 다. 그러나 행 동 나 ㆍ  단  게   천 에  많게   만 에 가 운 

규 , 하나  동질  지역개  보 에  여러 가지 어 움  다. 사 가 복

해지고 할수  보다 하고 한 통계   도시  지역계  수립과 책  

립에 필수 , 행 동 단  하게 공  재  통계 체  어나  지

역 통계  수 에 충 히 하지 못하고 다(Martin 1998a, 1998b; Puderer, 2001). 

러한 실   식하여 통계청에  통계 료 공  단 가  통계집계공

역( 하 집계 )  하여   통계 료  수집․공 한다(강 , 진, 

2008). 

45) 이는 국평균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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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단 의 이해를 돕기 해 본 분석에서 사용된 집계구  

시 집계구를 도식화 하면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역시 집계구 도식화

역시 시 동

집계

잠재  근성 차원에서 의료자원 지역  분포 악을 해서는 

잠재수요와 공 력을 정의해야 한다.본 분석에서 잠재수요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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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별 성,연령을 고려한 질환별 기 환자수46)이며,공 자는 당뇨

병,고 압 치료가 가능한 내과 문의,가정의학과 문의 는 일

반의이다.

잠재수요자와 공 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분석은 집계구별 

수요자의 치와 공 자의 치를 심으로 한다.집계구내 모든 잠

재수요자의 치를 지도화 할 수 없고,공 자의 치를 지도화 할 

경우 한곳에 치하기 때문이다.이에 잠재수요자의 치는 집계구

의 인구 심 으로 하며 공 자의 치는 집계구내 의료기  치

로 한다.

<그림 6-2>2단계 이동권역분석법 용을 한 분석단

46) 질환의 특성을 반 하기 해 집계구별 성, 연령 기 인구수에 질환별 유병률을 고려하 다. 

그러나 국민건강 양조사 보고서는 당뇨병  고 압의 경우 국 30세이상 성, 연령별 유병

률(분율)만을 제시한다. 지역별 성, 연령에 따른 유병률을 구할 수 없어 지역 구분없이 30세이

상부터 유병률을 고려하 으며 30세미만 유병률은 0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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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압 당뇨병　

남 여 남 여

30-39 12.6 1.6 3.3 2.3

40-49 22.4 11.6 8.4 4.8

50-59 41 33.7 17.7 8.6

60-69 52.5 58.3 16 19.1

70+ 50.1 86.2 24.5 22.7

분석에 사용한 총 집계구수는 4,298개이며,의료기 수는 11,720개

이다.그러나 실제 분석을 해서는 인구 심 에서 의료기 까지 

의 거리를 측정해야 하며47) 따라서 최종 분석 상자수는 

50,372,560개 (4,298×11,720)이다.기 환자수 산출을 한 국의 성,

연령별 유병률은 <표 6-2>와 같다.

<표 6-2>성,연령별 당뇨병,고 압 유병률 (국)

(단 : %)

료: 2010 민건강통계, 민건강 양 사 5  1차 도(2010), 보건복지 ·질병 리본 , 2011

분석자료로는 통계청의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2010년 의료자원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잠재수요를 산

출하기 해서 당뇨병,고 압 환자의 유병률이 필요한데 유병률 자

료로는 2011년 질병 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국민건강

양조사 제5기 1차(2010)국민건강통계 자료를 이용하 다.본 분석은 

R.2.10.2버 과 STATA11.1버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제4  연구방법 

분석방법으로 향상된 2단계 이동권역분석법(E2SFCA)을 이용하

다.E2SFCA는 공 자 치에서 그리고 잠재수요자 치에서 생활반

47) 진료생활권 범주를 설정하기 해 인구 심 에서부터 모든 의료기 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야 한다.



- 85 -

경을 심으로 이동권역을 형성한 후 권역내 인구 비 의사수 비를 

산출하는 이동권역분석을 반복 용함으로써 기존의 이동권역분석

법이 간과했던 첩으로 인한 진료생활권의 서비스 근성을 보완

한 방법이다.

본 장에서는 E2SFCA48)을 기본으로 하여 진료생활권내에서도 거

리가 멀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근성이 낮아짐을 고려하 다.이

는 진료생활권내 의료서비스 근성이 모두 동일하지 않음을 반

한 것이다.실제 진료생활권내 잠재수요자의 의료기 까지의 근성

은 의료기 의 특성  잠재수요자와의 치에 따라 다르다.따라서 

같은 진료생활권이라 하더라도 인구 심 에서 멀어질수록 의료서

비스 근성은 낮아진다.

진료생활권은 4장에서 측정한 질환별 환자 이동거리에 기반하여 

설정하 다.진료생활권 설정하는 방법은 규범 ,행정 ,실증  방

법,공간분석법에 기반한 방법 등 다양하나 본 장에서는 공간분석법

에 기반하여 측정한 환자의 이동거리를 이용하여 설정하 다.

잠재수요자의 의료필요를 보정하기 해 집계구별 성,연령별 유

병률을 고려한 기 환자수를 산출하 으며 지역(시군구)규모에 따라 

환자이동거리가 다르다는 4장의 연구결과를 반 하여 시군구별 환

자이동거리를 고려한 진료생활권과 진료생활권 하부권역 설정을 

한 가 치(거리 항값)를 산출하 다.

질환별, 지역별 하부 진료생활권 반경설정을 한 이동거리

(Threshold)는 4장의 연구결과를 이용하 다.<표 4-2>과 <표 4-3>

처럼 당뇨병의 국 평균 이동거리는 9km,고 압은 7km이며,시군

구로 구분할 경우 당뇨병은 10km,13km,6km,고 압은 8km,9km,

5km이다.그러나 실제 평균값은 최 값의 향에 크게 좌우되기 때

문에 본 분석에서는 수를 기 으로 하부 진료생활권 반경을 설

정49)하 다.진료생활권내 거리 항값은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하여 

48) 분석방법에 한 자세한 설명은 3장을 참고한다.

49) 하부 진료생활권 설정을 한 이동거리  첫 번째 값은 환자이동거리의 수값을, 세 번

째 값은 이동거리의 75quantile에 해당되는 값을 기 으로 산출하 다. 두 번째 값은 수값

과 75quantile값 사이값을 용하 다. 단, 당뇨병의 경우 거리 가 치 간격을 하여 수치를 

약간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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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당뇨병 고 압

진료생  경 가 진료생  경 가

시 3/5/8 0.66, 0.30, 0.04 2/4/6 0.57, 0.31, 0.12

5/8/12 0.87, 0.12, 0.01 4/7/10 0.83, 0.16, 0.01

2/4/6 0.57, 0.31, 0.12 2/3/4 0.43, 0.33, 0.24

3/5/8 0.66, 0.30, 0.04 2/4/6 0.57, 0.31, 0.12

산출하 으며(<표 6-3>참고)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1)

<표 6-3>지역별,질환별 하부 진료생활권 반경설정을 한 이동거리 가 치

(단 : km)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을 한 분석 단계는 아래와 같다.

1단계 :하부 진료생활권 설정을 한 이동거리를 기 으로 질환

별,지역별로 진료생활권을 세분화하여(sub-zone)각각의 의료기 에 

해,인 즉,가 치를 고려한 인구 비 의사수비를 산출한다.

 
∈∈ 








∈∈ 

  
∈∈ 

  
∈∈ 





(2)

여기서 는 의료기  의 공 력(총 의사수)을,는 진료생활권

내 (∈)내에 치한 집계구  인구수를 의미하며,은 에 

한 가우시안 가 치를 의미한다.

2단계 :각각의 집계구 별로 1단계에서 산출한 인구 비 의사수

비인  값을 합산한다.2단계에서도 이동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서

비스 근성이 낮아짐을 고려하기 해 하부 진료생활권별 가 치

를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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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는  진료생활권에서의 서비스 근성을 의미하며,는  진

료생활권내의 의료기  의 인구 비 의사수비를,은 에 한 

가우시안 가 치를 의미한다.
는 값이 크면 클수록 잠재  수요

자 거주지에서 의료기 까지의 근성은 높다.

제5  연구결과

1.구지역: 역시 

<그림 6-3>은 시내 의사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의 경

우 의료기 이 시가지( 앙)에 집 으로 몰려 있는 반면,  인

 지역에는 상 으로 의료기 이 음을 알 수 있다.즉, 의 

경우 인 지역 주민들은 생활반경을 기 으로 할 때,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에 비해 의료서비스 근성이 낮을 것으로 상된다.

진료생활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의료자원의 지역  분

포50),즉 공간  의료서비스 근성은 달라진다.이러한 을 고려

하여 진료생활권 반경과 진료생활권내 거리 항값을 결정하는 환

자이동거리를 국 수 값을 이용한 경우와 지역별 수 값을 

이용한 경우로 나눠 용해 보았다.

50)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 근성은 포 인 의미의 의료서비스 근성이 아니라‘잠

재  공간  근성’을 의미한다. 편의상 의료서비스 근성이라 칭한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2장 이론  배경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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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역시내 의사(내과,가정의학과 문의,일반의)분포

주: 동그라미 크  사수  미함. 사수가 많 수  동그라미 크  커짐.

<그림 6-4> 국 진료생활권 반경(3/5/8) 거리 가 치 고려시 의료서비스 근도

(당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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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는 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그림 6-5>

는 구지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당

뇨병의 서비스 근성 결과이다.생활반경을 3/5/8km로 할 경우와 

2/4/6km로 할 경우 의료서비스 근성이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진료생활권을 좁게 설정했을 때보다 넓게 

설정했을 때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

단순히 의료기  분포를 보았을 때에는  외곽에 있는 구지역

의 의료서비스 근성이 낮을 것으로 상되었으나 실제 인 지역

의 의료기 의 향으로 외곽지역 일부의 서비스 근성은 높게 나

타났다.

<그림 6-5>구지역 진료생활권 반경(2/4/6) 거리 가 치 고려시 의료서비스 근성

(당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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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1)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2)

상위
　

유성구 온천2동 350.59 서구 관저2동 324.18

서구 갈마2동 360.98 중구 문화1동 371.08

서구 도마2동 399.01 서구 내동 382.81

서구 내동 405.71 서구 갈마2동 396.58

서구 탄방동 427.71 중구 태평2동 435.55

중구 태평2동 509.09 서구 탄방동 457.77

서구 둔산2동 540.78 서구 둔산2동 598.89

하위

(취약
지역)

서구 기성동 17.59 동구 대청동 8.27

대덕구 석봉동 47.78 서구 기성동 10.12

대덕구 목상동 53.88 대덕구 목상동 45.35

동구 판암1동 66.07 대덕구 석봉동 49.50

중구 문창동 70.57 대덕구 회덕동 72.28

동구 판암2동 78.06 동구 판암1동 73.57

대덕구 회덕동 79.78 중구 문창동 78.13

동구 대청동 81.99 중구 유천1동 79.42

일반 으로 집계구는 읍면동보다 작기 때문에 집계구 단 에서 정

책  함의를 도출하기는 힘들다.따라서 최소 행정단 인 읍면동 수

에서 의료서비스 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6-4>는 의료

서비스 근성이 상․하  10%로 해당되는 지역을 정리한 표이다.

구지역 진료생활권 반경  가 치를 고려할 때 지역내에서 의

료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역은 2동,문화1동,내동,갈마2동,

태평2동,탄방동,둔산2동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료서비스 근

성이 낮은 지역(의료취약지역)은 청동,기성동,목상동,석 동,회

덕동, 암1동,문창동,유천1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상․하 10%당뇨병 의료서비스 근성 - 역시

주: 1):  진료생  경  가  용값 

   2):: 지역 진료생  경  가  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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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국 진료생활권 반경(2/4/6) 거리 가 치 고려시 의료서비스 근성

(고 압, )

<그림 6-7>구지역 진료생활권 반경(2/3/4) 거리 가 치 고려시 의료서비스 근성

(고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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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1)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2)

상위

서구 관저2동 862.69 유성구 온천2동 890.59

중구 문화1동 1001.27 유성구 진잠동 903.94

서구 내동 1023.43 서구 내동 1082.81

서구 갈마2동 1057.36 서구 관저2동 1093.77

중구 태평2동 1170.50 중구 태평2동 1204.33

서구 탄방동 1225.32 서구 탄방동 1243.96

서구 둔산2동 1596.33 서구 둔산2동 1412.16

하위

동구 대청동 22.52 서구 기성동 15.93

서구 기성동 27.53 동구 대청동 32.035

대덕구 목상동 119.42 대덕구 회덕동 124.96

대덕구 석봉동 130.86 대덕구 석봉동 139.54

대덕구 회덕동 191.99 대덕구 목상동 150.97

동구 판암1동 199.49 대덕구 법1동 161.16

중구 문창동 211.62 유성구 전민동 181.60

중구 유천1동 213.62 동구 판암1동 187.44

<그림 6-6>과 <그림 6-7>은 고 압에 한 의료서비스 근성 결

과이다.고 압 한 당뇨병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즉,  심

지역을 심으로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으나 일부 외곽지역의 경

우 인 한 지역의 의료기 의 향을 받아 외곽지역  일부는 상

으로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았다.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역 10%와 낮은 지역 10%를 정리한 결과(<표 6-5>),서비스 근

성이 높은 지역은 유성구온천2동,유성구진잠동,서구내동,서구

2동, 구태평2동,서구탄방동,서구둔산2동이었으며 상 으로 서

비스 근성이 낮은 지역,즉,의료취약지역은 서구기성동,동구 청

동, 덕구회덕동, 덕구석 동, 덕구목상동, 덕구법1동,유성구

민동,동구 암1동이었다.

<표 6-5>상․하 10%고 압 의료서비스 근성 - 역시

주: 1):  진료생  경  거리 가  용값 

   2): 지역 진료생  경  거리 가  용값



- 93 -

2.시지역:경기도 화성시,경상남도 진주시,경상북도 천시

도농복합시인 경기도 화성시와 경남진주시,경북 천시에 한하여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6-8>경기도 화성시내 의사(내과,가정의학과 문의,일반의)분포

주: 동그라미 크  사수  미함. 사수가 많 수  동그라미 크  커짐.

<그림 6-8>은 경기도 화성시내 의사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 3개의 읍,10개의 면,10개의 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남양동을 제외한 동은 시내지구 형태로 몰려 있으며 시

내지구는 수원시와 용인시에 인 해 있다.

<그림 6-8>에서처럼 화성시의 의료기  분포는 시내지구에 집

으로 분포되어 있다.분석지역인 진주시와 천시와는 달리 화성시

는 의료기 이 많이 분포하는 수원시와 용인시에 인 해 있어 시내

지구를 포함한 인 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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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9>시지역진료생활권반경(3/5/8)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당

뇨병,화성시)

<그림6-10>시지역진료생활권반경(2/4/6)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고

압,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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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구

당뇨병 고혈압

읍면동 접근성 읍면동 접근성

상위
화성시 진안동 2961.24 진안동 11733.90

화성시 반월동 5878.20 반월동 19527.90

하위

화성시 서신면 9.77 서신면 27.01

화성시 팔탄면 18.21 팔탄면 44.94

화성시 송산면 20.83 송산면 37.41

<그림 6-9>와 <그림 6-10>은 시지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51)를 고려한 당뇨병,고 압의 의료서비스 근성 결과이다.분

석결과 수원시와 용인시에 인 해 있는 시내지구에서의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았으며 시내지구가 아니더라도 용인시,수원시,오산시

에 인 해 있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았다.고 압의 한 

당뇨병과 유사한 분포를 보 다.

읍면동을 기 으로 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역 10%와 낮은 지역 

10%를 추출한 결과,당뇨병의 경우 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역은 

진안동,반원동인 반면,서비스 근도가 낮은 의료취약지역은 서신

면,팔탄면,송산면이었다.고 압 한 동일 지역에서 서비스 근

성이 높고 낮았다.

<표 6-6>상․하 10%의료서비스 근성(화성시,당뇨병,고 압)

주: 시지역 진료생  경  거리 가  용값 

아래 <그림 6-11>은 경남 진주시내 의료기  분포를 도식화한 것

이다.도농복합시인 진주시의 경우 시내지구(신안동,성지동, 앙동,

안동,강남동 등)를 심으로 의사수가 집 으로 분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화성시와는 달리 진주시 인 지역에는 의료자원이 

집 으로 몰려 있지는 않았다.

51) 시지역의 진료생활권 반경  가 치 값은 국값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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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경남 진주시내 의사(내과,가정의학과 문의,일반의)분포

주: 동그라미 크  사수  미함. 사수가 많 수  동그라미 크  커짐.

<그림 6-12>와 <그림 6-13>은 시지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를 고려한 당뇨병,고 압의 의료서비스 근성 결과이다.분

석결과 의료자원이 집 으로 몰려 있는 시내지구를 심으로 의

료서비스 근성은 높았으며 수곡면,정 면, 곡면일부 지역과 같

이 외곽의 몇몇 지역에서도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이는 서비스 

근지역이 높은 외곽지역 인 지역의 의료기 의 향인 것으로 

보인다.

고 압 한 당뇨병과 유사한 양상을 보 으나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 다(고 압의 경우 외곽지역의 경우 수곡면,명석면,정

면일부에서 상 으로 높은 근성을 보 음).

이를 읍면동 단 로 살펴보면 <표 6-7>과 같다.의료서비스가 상

 10%에 해당하는 지역은 당뇨병의 경우 망경동,가호동,평거동,

하  10%에 해당하는 취약지역은 미천면, 평면,사 면,집 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압의 경우 상  10% 지역은 순  변동이 있

을뿐 당뇨병과 같았으나 하  10%에 해당되는 지역은 이반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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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미천면,지수면으로 다소 달랐다.

<그림6-12>시지역진료생활권반경(3/5/8)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당

뇨병,진주시)

<그림6-13>시지역진료생활권반경(2/4/6)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고

압,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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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구　
당뇨병 고혈압

읍면동　 　접근성 　읍면동 　접근성

상위
진주시 망경동 269.57 가호동 729.35

진주시 가호동 341.33 평거동 841.77

진주시 평거동 387.86 망경동 855.59

하위
　

진주시 미천면 4.01 이반성면 7.68

진주시 대평면 5.31 대평면 8.90

진주시 사봉면 8.45 미천면 11.48

진주시 집현면 9.61 지수면 14.61

<표 6-7>상․하 10%의료서비스 근성(진주시,당뇨병,고 압)

주: 시지역 진료생  경  거리 가  용값 

<그림 6-14>경북 천시내 의사(내과,가정의학과 문의,일반의)분포

주: 동그라미 크  사수  미함. 사수가 많 수  동그라미 크  커짐.

<그림 6-14>는 경북 천시내 의사수 분포를 도식화한 것이다.도

농복합도시인 천시 한 진주시와 만찬가지로 시내지구( 앙동,

서부동,남부동,동부동,완산동)를 심으로 의료자원이 집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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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인 의료자원량은 었다.다만,경

산시 인 지역에 의료자원이 다소 분포되어 있어 해당지역을 심

으로 서비스 근성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6-15>시지역진료생활권반경(3/5/8)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당

뇨병, 천시)

 <그림 6-15>와 아래 <그림 6-16>는 시지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를 고려한 천시 당뇨병,고 압의 의료서비스 근

성 결과이다.분석결과 천시 한 시내지구를 심으로 의료서비

스 근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산시 인 지역과 북안면,자양면,

화남면,신냉면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근성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인 지역의 의료기 과 해당 지역의 잠재수요자의 향으로 보인다.

고 압 한 시내지구와 경산시 인 지역을 심으로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냉면,북안면일부 지역에서도 높은 서

비스 근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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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구
　당뇨병 고혈압

읍면동 접근성 읍면동 접근성

상위 영천시 금호읍 212.31 금호읍 212.31

하위
영천시 화북면 0.43 화북면 0.96

영천시 임고면 4.81 자양면 4.51

<그림6-16>시단 진료생활권 반경(2/4/6)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고

압, 천시)

의료서비스 근성을 읍면동 단 로 살펴보면,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역은 당뇨병,고 압 모두 호읍인 반면 서비스 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역은 당뇨병의 경우 화북면,임고면이었으며 고 압

은 화북면,자양면이었다.

<표 6-8>상․하 10%의료서비스 근성(천시,당뇨병,고 압)

주: 시지역 진료생  경  거리 가  용값 

본 연구에서 산출한 의료서비스 근성 지표는 지역내 상  비

교지표이다.따라서 지역을 벗어난 지역과의 비교시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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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진주시 A면의 지표값이 천시 B면의 지표값보다 높다고 해

서 진주시 A면의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역규모가 유사한 화성시,진주시, 천시간의 의료서비스 근성

을 비교하기 해 본 연구는 화성시,진주시, 천시의 의료서비스 

근성 값을 합산한 후 이를 다시 5분 로 나 어 3개 지역의 서비

스 근성을 살펴보았다52).당뇨병의 경우,화성시는 남양동일부 지

역과,동탄면일부 지역을 비롯한 수원시,용인시 인 지역과,오산시 

일부 인 지역에서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반면 진주시는 시내인 

곡면 일부지역에서, 천시는 호읍, 창면,북암면 일부지역에

서 약간의 서비스 근성을 보 으나 체 으로 서비스 근성이 

낮았다(<그림 6-17>참고).특히 화성시와의 비교시 진주시와 천시

의 의료서비스 근성은 월등히 낮았다.

고 압 한 당뇨병과 유사한 의료서비스 근성을 보 다(<그림 

6-18>).분석결과 진주시, 천시 일부지역에서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다 하더라도 화성시와의 비교시 두 지역의 서비스 근성은 낮았

다.

52) <그림 6-17>과 <그림 6-18>내 a) 그림은 3개 시의 근성 값을 합치기 의 각 시에 해당되

는 의료서비스 근성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통합값과 개별값 비교를 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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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진주시 천시

 a)  a)  a)

<그림6-17>화성시,진주시, 천시의의료서비스 근성비교 (당뇨병)

    

            a) 각 시별 의료서비스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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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진주시 천시

 a)  a)  a)

<그림6-18>화성시,진주시, 천시의의료서비스 근성비교 (고 압)

         a) 각 시별 의료서비스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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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지역: 라북도 순창군  

<그림 6-19>는 북 순창군내 의사수 분포를 도식화한 것이다.순

창군은 농 지역으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노인인구수가 많고 의료기

이 은 지역이다.<그림 6-19>과 같이 순창군의 의료기 은 읍내

를 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림 6-19> 북 순창군내 의사(내과,가정의학과 문의,일반의)분포

주: 동그라미 크  사수  미함. 사수가 많 수  동그라미 크  커짐.

<그림 6-20>은 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그림 

6-21>은 군지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당뇨병의 서비스 근성 결과이다.생활반경을 3/5/8km로 할 경우

와 5/8/12km로 할 경우 의료서비스 근성이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단순히 의료기  분포를 보았을 때에는 순창군 읍내를 심으

로 서비스 근성이 높을 것으로 상되나 분석결과 외곽지역 일부

(동계면, 과면,풍산면,복홍면,구립면 일부지역)에서도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이는 해당 지역의 잠재수요자가 은데다 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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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기 의 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6-20> 국진료생활권반경(3/5/8)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당뇨

병,순창군)

<그림6-21>군지역진료생활권반경(5/8/12)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당

뇨병,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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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1) 　읍면동 접근성2)

상위 순창군 금과면 114.98 동계면 254.80

하위
순창군 팔덕면 4.25 팔덕면 7.83

순창군 적성면 5.06 인계면 8.27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에 따라서도 의료서비스 근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진료생활권을 좁게 

설정했을 때보다 넓게 설정했을 때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그림 

6-21>참고).

분석결과를 읍면동 단 로 살펴볼 경우,의료서비스 근성이 높

은 지역은 동계면인 반면,의료서비스가 낮은 지역은 팔덕면과 인계

면이었다(군지역 진료생활권  거리 가 치 용시).

<표 6-9>상․하 10%당뇨병 의료서비스 근성 -순창군

주: 1):  진료생  경  거리 가  용값 

   2): 지역 진료생  경  거리 가  용값

<그림6-22> 국진료생활권반경(2/4/6)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고

압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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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1) 읍면동　 　접근성2)

상위 순창군 순창읍 206.90 금과면 324.44

하위
순창군 팔덕면 9.53 팔덕면 17.18

순창군 구림면 12.26 인계면 19.89

<그림6-23>군지역진료생활권 반경(4/7/10) 거리가 치고려시의료서비스 근성(고

압,순창군)

<그림 6-22>와 <그림 6-23>은 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와 군지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를 고려한 의료서비

스 근성 결과이다.고 압 한 당뇨병과 유사한 서비스 근성을 

보 으며 진료생활권을 넓게 설정할 경우 좁게 설정한 경우보다 동

일지역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

읍면동으로 서비스 근성을 살펴보면,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

역은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과면인 반면,낮은 지역은 팔덕면과 인

계면이었다(군지역 진료생활권 반경  거리 가 치 용시).

<표 6-10>상․하 10%고 압 의료서비스 근성 – 순창군

주: 1):  진료생  경  거리 가  용값 

   2): 지역 진료생  경  거리 가  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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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소결  논의

역시의 경우 당뇨병,고 압 모두 단순히 의료기  분포를 

보았을 때에는  외곽지역에서 의료서비스가 낮을 것으로 상

되나 일부 외곽지역에서도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았다.이는 인

지역의 의료서비스 기 의 향으로 보이며,인 지역내 환자의 이

동성이 반 되었음을 보여 다.

의료서비스 근성이 상・하  10%에 해당되는 지역을 뽑아 살펴

보면 국 진료생활반경  거리 가 치를 용했을 때 서비스 

근성은 높았다.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모든 동에서 나타나지 않았

다.행정동에 따라서 오히려 구지역 푯값을 용했을때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부표 1>참고).즉,서비스 근성은 국값을 사용

하느냐 구지역 값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따라서 진료생활 

반경  거리 가 치는 질환과 지역의 특성을 반 하여 산출해야 

하며 정 의료서비스 근성 악을 해 진료생활 반경  거리 

가 치를 다양하게 용해 볼 필요가 있다.Luo& Wang(2003)은 

이러한 을 고려하여 잠재  공간  근성 측정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하며,본 연구는 국 진료생활 반경  거리가 치 

값과 시군구별 값을 구분하여 용해 보았다.

분석결과 지역내에서 잠재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

역53)은 서구 2동, 구문화1동,서구내동,서구갈마2동, 구태평

2동,서구탄방동,서구둔산2동으로 주로 구와 서구내에 치한 동 

지역인 반면,의료서비스 근성이 낮은 지역은 동구 청동,서구기

성동, 덕구목상동, 덕구석 동, 덕구회덕동,동구 암1동, 구

문창동, 구유천1동으로 주로 덕구내에 치한 동이었다.고 압 

한 당뇨병과 유사한 경향을 보 으며 주로 서구와 유성구내 동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았고 덕구내에 치하는 동 지

53) 구지역 진료생활반경  거리 가 치 용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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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밀도

(명/㎢)

고령화

지수(%)

지자체 

재정자립(%)

인구 천명당 

병상수

인구 천명당 

의사수

대전광역시 10.0 42.9 61.2 11.8 2.6

동구 9.7 66.4 17.8 8.6 1.5

중구 9.3 61.2 21.4 18.6 4.5

서구 9.5 36.0 26.7 10.8 3.2

유성구 12.8 26.7 39.1 10.4 1.7

대덕구 9.4 39.9 18.0 11.0 1.6

역에서 의료서비스 근성이 낮았다.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역인 구,서구는 타 구에 비해 재

정자립도가 높고,인구 1,000명당 병상수와 의사수가 높다(<표 

6-11)>.반면,의료취약지역이 치한 덕구는 타 구 는 역시 

평균에 비해 경제  수 이 낮고 의료제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는 지역내 의료제반시설과 경제  수 이 서비스 근성과 련

이 있음을 보여 다.

<표 6-11> 역시 행정구 사회경제 수 (2008년)

자료: KOSSDA 주요통계시트(2005-2011), 시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http://www.kossda.or.kr/) 

도농복합시인 화성시는 인구1만명당 의사수가 10.554)인 지역이다.

화성시의 경우,의료자원이 몰려 있는 시내동지구(동탄면)와 용인시

기흥구(9.9),처인구(9.7),수원시팔달구(34.5), 통구(35.8)인 지역내 

면지역(매송면,비 면, 담읍,동탄면55))등 행정경계 인 지역에서 

서비스의 근성이 높았다.용인시,수원시 인 지역에서 서비스 

근성이 높은 이유는 화성시내 자체 의료자원에서라기 보다 인 지

역내 의료기 의 향인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진주시는 인구1만명당 의사수가 22.7인 지역으로 화성시에 

비해 인구1만명당 의사수가 많은 지역이다.진주시의 경우,의료자

54) 2009년 기  인구1만명당 의사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 매송면은 인구 비 의사수가 34.5인 수원시 팔달구와 인 해 있고, 시내동지구는 로는 인구

비 의사수가 35.8인 수원시 통구와 아래로는 10.3인 오산시와 인 해 있다. 동탄면는 인구

비 의사수가 9.9인 용인시 기흥구와 9.7인 처인구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양동은 의료자원이 

풍부한 수원시 팔달구와 인 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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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시내지역과 외곽 지역 일부에서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지역으로 보면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역은 

당뇨,고 압 모두 망경동,가호동,평거동이었으며 의료서비스가 낮

은 지역은 당뇨병은 미천면, 평면,사 면,집 면,고 압은 이반

성면, 평면,미천면,지수면이었다.

인구1만명당 의사수가 13.8인 천시 한 다른 지역과 유사한 양

상을 보 다. 천시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높은 지역은 당뇨병,고

압 모두 호읍이었으며,의료서비스비 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은 

당뇨병은 화북면,임고면,고 압은 화북면,자양면이었다.특히 

호읍은 경산시(12.5)와 인 한 지역이면서 천시내 번화가로 의료시

설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자체 의료기 과 인 지역 의료기  

향으로 서비스 근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인구1만명당 의사수가 15.6인 순창군 역시 읍내외 외곽지역 일부

에서도 높은 서비스 근성이 높았다.이는 해당 지역의 잠재수요자

가 은데다 인 지역의 의료기 의 향에 의해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순창군의 경우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은 지역은 동계

면,의료취약지역은 팔덕면과 인계면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시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환자의 이동행태를 반 해야 하며 행정단 가 아닌 진료

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악해야 함을 시사

한다.

본 장은 4장에서 악한 환자이동거리  이동행태를 고려하여 의

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료취약지역을 악하 다.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측자료 분석을 통하여 (1)집계구에 기반한 진료생활권 개념

을 도입하 으며 (2) 첩되는 진료생활권 역에 치한 잠재수요자

의 높은 서비스 근성을 고려하 다. 한 (3)같은 진료생활권이라 

하더라도 의료기 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근성

이 감소함을 고려하 고 (4)지역의 성,연령,유병률을 고려하여 잠

재수요자의 의료필요를 보정하여 가능한 실을 반 한 의료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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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포를 악하 다.

기존의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는 행정구역인 시도, 는 시군군 

단 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행정구역 단 로 나와 같은 

시군구라 할지라도 어느 지역이 취약한 지역인지,어느 지역이 서비

스 근성이 좋은지 악할 수 없었다.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그림 

6-24>과 같이 동일지역내에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한 에 악이 가

능하다.따라서 보다 정교한 보건의료사업 실행을 한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 6-24>인구 천명당 의사수 2SFCA값 비교 ( 역시-당뇨병)

 천 당 사수 (내과, 가 학 , )1) 본 결과2)

주: 1) 2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 별 료 원실태 사  료  2010  스 료  용하여 산

   2)  진료생  경(3/5/8)  가  고 한 비스 근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첫째,잠재수요자

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하 다.잠재수요자의 의

료필요를 보정하기 해서 본 연구는 질환별로 국 성,연령별 유

병률을 사용하 다.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단 는 집계구이기 때문

에 엄 히 말하면 집계구별 성,연령 유병률을 용해야 한다.그러

나 실 으로 집계구별 성,연령별 유병률은 산출할 수 없어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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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성,연령별 유병률만을 반 하 다.

둘째,공 자 요인의 질  요인을 반 하지 못하 다.의사수의 크

기만으로 공 력을 반 하 으나 의원  평균 의사수가 1명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의사수만으로는 의료기 의 특성을 제 로 반 할 

수 없다. 한 의사수만을 고려하다보면 의사가 없는 농 ,산간지

역에서 요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는 보건지소 등이 분

석 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의료기 이 한 개 있던,여러개 있던 의료기 에 한 수요

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그러나 실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 이 많아지면 특정 의료기 의 수요는 낮아지게 된다.이러

한 과 수요 문제는 특히 의료기 이 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심각

하며 결국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는데,본 연구는 이러한 부

분을 고려하지 못하 다.

마지막으로 진료생활권 설정상의 문제이다.4,5장과 마찬가지로 

본 장에서도 진료생활권을 환자의 이동거리에 기반하여 설정하 다.

환자의 진료생활권은 거리와 시간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의료이용을 한 환자의 이동반경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향후 진료생활권에 한 보다 정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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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함의

보건의료자원의 균등배분은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자원의 효율  

활용을 담보하여야 한다(Morrill& Symons,1977;Kleczkowski등,

1984).이를 확보하기 해서는 투입되는 보건의료자원이 상 보건

의료 문제 즉,보건의료 수요는 매우 구체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보건의료자원과 하게 결합할 수도 있어야 한다.왜냐

하면 투입되는 보건의료 자원이 보건의료 문제인 질병의 속성에 

합하게 응할 수 있을 때 의료이용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

고,결과 으로 건강수 의 향상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Bigman&ReVille,1978;Nimo,1981;김경애 등,2009).

본 논문은 보다 실 인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을 하여 

의료이용을 한 환자의 이동행태를 반 한 집계구 단 의 진료생

활권을 선정한 후 진료생활권을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료취약지역을 악하 다.

연구결과 실성 있는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악을 해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진료생활권 개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실제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시군구 행정단

가 환자이동에 향을 미치는 상은 명확했다.그러나 진료생활

권내 의료자원 변수를 고려할 경우 시군구 행정단 의 향이 없어

지거나 오히려 군지역의 거주자의 이동거리가 구지역 거주자에 비

해 짧았다.이는 환자의 의료기 까지의 이동거리는 환자의 거주지

를 심으로 동일반경에 있는 의료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시군구 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

다.

진료생활권을 심으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악하는 것이 

요함은 6장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다.화성시의 경우 수원과 용인

에 인 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근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물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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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의료 공 력의 향도 있겠지만 인 지역의 의료자원의 향에 

결과이기도 하다.행정단 를 기 으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악할 경우에 이러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를 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실성 있는 보건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수립하기 해

서는 진료생활권에 기반한 의료자원의 지역  분포  의료취약지

역 악이 요하다.

일반 으로 노인,농  거주자는 비노인,도시 거주자에 비해 의료

이용을 해 더 멀리 이동하며(Nemet& Bailey,2000,Chan 등,

2006,Zgibor등,2011,Awoyemi등,2011,Bello등,2012,Bello등

(2012))건강상태가 나쁘며(McCarthy& Blow,2004)상 으로 의

료이용이 낮다(Goodman등,1997,Netmet& Bailey,2000,Arcury

등,2005)56). 한 공간  의료서비스 근성이 낮아57) 한 치료

를 받지 못한다.당뇨병과 고 압은 표 인 노인성 질환이며 노

인,농  거주자에서 발생확률이 높다58).즉,당뇨병,고 압 환자들

은 동일한 범 내에 동일한 의료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이용을 

해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따라서 당뇨병,고 압 외래

환자를 한 인구학  특성에 한 배려가 없다 하더라도 의료이용

을 한 근의 균등은 정책 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

다.첫째,당뇨병,고 압은 평생 지속  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56) Chan 등(2006)은 농  거주자들은 도시 거주자보다 암, 심 계질환,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

기 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한다고 하 다. McCarthy & Blow(2004)는 의료기 까지 거리가 멀

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하 다.  Netmet & Bailey(2000)는 캐나다 농어  지역 노인의 경

우 의료기 까지 거리가 1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1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의료이용이 낮았고, Goodman 등(1997)은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사

람일수록 입원률이 낮다고 하 다. Arcury 등(2005)은 농 지역의 경우 의료기 이 멀수록 정

기 인 의료이용 횟수가 감소한다고 하 다.

57) 이 주 등(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생활환경에 한 불만  교통 불편정도는 

도시 8.1%, 소도시 17.3%, 농  35.8%로 농 지역 거주자들이 교통의 불편함을 상

으로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8) 본 연구의 분석 상자  응답자  65세이상 노인은 당뇨병 47%, 고 압은 54% 으며 농  

거주자  65세이상 노인 비율은 당뇨병 60%, 고 압 66%로 농 에서 당뇨병, 고 압 환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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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리를 해서는 당뇨병,고 압 환자의 기본 인 공간  

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59).이를 해서 생활권 심의 의료자원 배

분  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며,더불어 의료이용에 있어 장애가 

되는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60).

둘째,당뇨병,고 압 환자 모두 사회경제  특성을 보정하더라도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이 을수록 더 멀리 이동한다.이러한 경향

은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양  변수를 고려한 경우나 질  변수

를 고려한 경우 모두 동일했다.그러나 환자이동 정도는 의료인력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질 변수를 고려할 때 더욱 컸다.이는 단순히 

의료자원의 양  확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질  리가 요함

을 시사한다.

셋째,의료취약지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

면 의료취약지역은 지자체내 진료권 인구 25만 이하이고,병원  3

개 이하,종합병원 1개 이하인 지역을 뜻한다.그러나 이 분류기

은 행정구역단  병상을 기 이다.공간  잠재  근성을 구성하

는 핵심  요소는 서비스 공 력과 잠재수요,그리고 지리  항값

이다.이 세가지 요소가 얼마만큼 잘 측정되었느냐에 따라 의료자원

의 지역  분포와 의료취약지역의 정확도가 결정된다.따라서 향후 

의료취약지 개념은 환자의 이동과 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의 분포 

 의료수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한 공간  잠재  

근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질환의 증도,질환의 특성,입

원/외래 등 분석 상의 특성  의학기술의 발 ,서비스 질에 따라 

달라진다.공간  잠재  근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의 고려와 더

59) Liao(2010)은 일반의가 충분한 PCSA(primary care service areas)내 환자들이 평상시 일반의로

부터 방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일반의가 충분한 PCSA내 환자들이 그 지 않은 PCSA내 환

자들 보다 외래이용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 다.

60) Corcoran 등(2012)은 만성질환 노인이 일상 인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 

 하나가 교통의 불편함 는 의료이용을 한 이동수단 부재라고 하 으며, Humphreys & 

Wakerman(2008)는 농 지역 거주자들이 일상 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교통수단 부재가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편, 이 주 등(2006)은 우리나라 농 지역 거주자들이 교통의 

불편함을 도시, 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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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의료의 문화  기술의 발 을 반 하여 질환에 따라 의료

의 질이 보장되며,진료생활권 범주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지 유무에 따라 의료취약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진료생활권내 의료자원 변수를 통제하 다 하더라도 학력과 

소득은 여 히 환자이동거리에 향을 다.당뇨의 경우 소득이 낮

은 집단이 그러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었으며 고 압 

한 학력수 이 낮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었다.따라서 서비스 근성 향상을 해서는 공간  근성 향상 

정책과 더불어 경제  근성 향상을 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환자이동을 고려한 진료생활권 개념을 용하여 의료자

원의 지역  분포  의료취약지역을 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기존 행정구역(시도 는 시군구)단  분석이 아니라 소

지역 분석(집계구,읍면동)을 통하여 읍면동 는 지자체 단 에서의 

보건의료자원 정책 수립시 용이한 결과값과 의료취약지도를 도출하

다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

의료자원 배분의 문제는 체계 인 공공보건의료 공 체계 마련,

의료취약지역 선정,환자 심의료체계구축,의료자원의 효율  리 

등의 문제와 직결된다.2012년 2월 ‘공공보건의료에 한 법률’개정

에 따라 주기 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의 분포를 

평가하여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5개년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러한 시 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

후 의료취약지 지정 기 으로 활용 가능하며,공공보건의료 공 체

계 마련시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한 지자체 각종 보건의료사

업에 활용 가능하며 특히,의료사각지역 는 취약계층에 한 만성

질환 리 제도,맞춤형방문사업,노인장기요양사업 등의 보건의료사

업에 활용 가능하다.무엇보다 본 연구는 정 의료서비스(right

time,rightplace,rightquantity),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자원의 효율  리를 한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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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기성동 17.59 10.13 동구 대청동 22.52 32.04 

대덕구 석봉동 47.78 49.50 서구 기성동 27.53 15.93 

대덕구 목상동 53.88 45.36 대덕구 목상동 119.42 150.98 

동구 판암1동 66.07 73.58 대덕구 석봉동 130.86 139.54 

중구 문창동 70.57 78.14 대덕구 회덕동 192.00 124.97 

동구 판암2동 78.07 81.05 동구 판암1동 199.49 187.45 

대덕구 회덕동 79.78 72.28 중구 문창동 211.62 220.16 

동구 대청동 82.00 8.28 중구 유천1동 213.62 214.97 

대덕구 신탄진동 82.03 81.92 대덕구 신탄진동 216.81 230.94 

중구 대사동 82.16 92.35 동구 판암2동 219.59 234.69 

중구 부사동 83.74 88.05 대덕구 대화동 235.41 222.79 

대덕구 대화동 86.48 87.99 중구 부사동 238.52 253.16 

중구 유천1동 95.04 79.42 동구 산내동 240.23 215.37 

동구 중앙동 97.26 98.35 중구 대사동 249.83 250.84 

대덕구 덕암동 101.04 98.19 대덕구 덕암동 258.89 310.75 

유성구 노은1동 104.40 109.73 동구 중앙동 265.87 283.40 

대덕구 법1동 107.36 106.59 대덕구 법1동 285.83 161.17 

유성구 전민동 114.25 119.00 유성구 노은1동 285.83 258.21 

동구 산내동 117.80 87.51 대덕구 비래동 292.78 199.67 

동구 가양1동 121.03 125.34 동구 대동 293.47 343.47 

동구 대동 121.93 108.41 유성구 전민동 312.48 181.61 

유성구 관편동 122.40 121.70 유성구 관편동 316.41 293.13 

동구 자양동 125.43 124.80 동구 자양동 337.61 385.70 

대덕구 비래동 129.60 108.56 동구 가양1동 338.34 370.38 

대덕구 법2동 137.60 150.04 중구 석교동 346.85 397.24 

서구 월평1동 140.04 152.70 동구 성남동 380.95 435.76 

중구 대흥동 141.96 163.86 대덕구 법2동 402.58 206.06 

중구 석교동 142.42 127.95 서구 월평1동 404.71 369.77 

유성구 구즉동 154.97 162.73 동구 홍도동 418.14 464.76 

동구 성남동 160.86 141.25 유성구 구즉동 427.42 315.74 

중구 오류동 161.50 182.81 중구 대흥동 442.99 429.88 

중구 용두동 163.23 175.79 유성구 신성동 444.09 523.63 

동구 신인동 164.32 173.79 유성구 노은2동 447.10 552.43 

유성구 노은2동 172.84 173.05 동구 신인동 470.63 503.75 

대덕구 송촌동 174.21 209.27 중구 용두동 473.95 462.17 

동구 홍도동 174.66 155.20 동구 가양2동 476.91 447.44 

서구 관저1동 175.08 195.75 동구 용운동 478.94 498.86 

부록

<부표 1>질환별,지역별 의료서비스 근성 -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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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용운동 175.58 176.85 중구 오류동 492.75 437.28 

서구 가수원동 178.52 192.07 중구 문화2동 497.21 483.28 

동구 가양2동 179.50 176.55 서구 가장동 498.28 520.07 

서구 정림동 190.67 239.75 서구 만년동 508.66 501.26 

유성구 온천1동 191.99 206.31 서구 가수원동 511.52 625.36 

서구 만년동 195.32 191.99 서구 관저1동 520.89 631.80 

서구 월평2동 199.05 211.31 유성구 온천1동 544.42 393.04 

서구 가장동 199.74 185.76 대덕구 중리동 554.74 431.14

중구 목동 203.40 209.48 서구 월평2동 560.30 544.59 

동구 용전동 207.45 210.37 대덕구 송촌동 562.32 307.99 

중구 은행선화동 210.90 223.58 중구 목동 564.41 605.25 

중구 문화2동 218.27 184.55 동구 용전동 566.48 515.94 

동구 효동 219.83 216.32 중구 유천2동 569.93 527.40 

중구 유천2동 229.72 211.52 동구 효동 586.21 646.74 

서구 변동 229.97 267.62 서구 용문동 588.80 667.28 

대덕구 중리동 231.77 206.67 서구 괴정동 598.85 577.64 

서구 용문동 233.14 219.37 중구 은행선화동 603.78 580.14 

서구 괴정동 248.51 223.77 서구 복수동 608.76 614.16 

중구 중촌동 251.87 235.28 중구 중촌동 632.72 770.95 

중구 태평1동 252.03 243.06 서구 정림동 640.74 636.91 

서구 도마1동 253.09 280.96 중구 태평1동 653.69 659.80 

중구 산성동 266.71 299.23 유성구 진잠동 664.70 903.94 

서구 갈마1동 269.15 303.12 동구 삼성동 677.53 758.09 

대덕구 오정동 269.30 259.32 대덕구 오정동 696.19 792.11 

동구 삼성동 274.87 251.34 서구 변동 716.23 750.88 

서구 복수동 277.72 227.37 서구 도마1동 753.01 761.43 

서구 월평3동 280.42 290.66 서구 월평3동 770.01 772.60 

유성구 신성동 282.59 170.49 유성구 온천2동 786.96 890.59 

중구 문화1동 305.40 371.09 서구 둔산1동 792.60 777.83 

서구 둔산1동 309.61 296.84 중구 산성동 804.07 763.42 

서구 둔산3동 311.47 303.53 서구 갈마1동 806.43 677.63 

서구 관저2동 311.70 324.19 서구 둔산3동 811.60 841.90 

유성구 진잠동 317.56 246.49 서구 도마2동 820.70 856.66 

유성구 온천2동 350.59 299.00 서구 관저2동 862.70 1,093.77 

서구 갈마2동 360.99 396.59 중구 문화1동 1,001.27 886.99 

서구 도마2동 399.03 306.87 서구 내동 1,023.43 1,082.81 

서구 내동 405.71 382.81 서구 갈마2동 1,057.36 864.97 

서구 탄방동 427.71 457.77 중구 태평2동 1,170.50 1,204.33 

중구 태평2동 509.09 435.55 서구 탄방동 1,225.32 1,243.96 

서구 둔산2동 540.78 598.89 서구 둔산2동 1,596.33 1,412.16 

주: 1):  진료생  경  가  용값 

   2): 지역 진료생  경  가  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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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당뇨병 경상남도 고혈압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

진주시 미천면 4.01 진주시 이반성면 7.69

진주시 대평면 5.32 진주시 대평면 8.91

진주시 사봉면 8.45 진주시 미천면 11.48

진주시 집현면 9.61 진주시 지수면 14.62

진주시 이반성면 10 진주시 집현면 18.36

진주시 진성면 11.13 진주시 사봉면 23.45

진주시 대곡면 11.18 진주시 진성면 32.73

진주시 지수면 11.42 진주시 대곡면 34.34

진주시 수곡면 14.66 진주시 일반성면 38.24

진주시 일반성면 14.79 진주시 수곡면 39.29

진주시 명석면 16.6 진주시 명석면 43.44

경기도 당뇨병 경기도 고혈압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

화성시 서신면 9.78 화성시 서신면 27.01

화성시 팔탄면 18.21 화성시 송산면 37.41

화성시 송산면 20.84 화성시 양감면 42.12

화성시 마도면 22.89 화성시 팔탄면 44.94

화성시 장안면 39.79 화성시 마도면 61.89

화성시 우정읍 62.15 화성시 장안면 86.8

화성시 향남읍 130.33 화성시 동탄면 145.09

화성시 양감면 132.03 화성시 우정읍 152.32

화성시 정남면 153.88 화성시 비봉면 212.52

화성시 비봉면 162.86 화성시 향남읍 305.86

화성시 동탄2동 317.6 화성시 정남면 321.28

화성시 화산동 375.38 화성시 화산동 397.06

화성시 동탄면 441.96 화성시 병점1동 471.9

화성시 병점1동 666.22 화성시 남양동 668.29

화성시 봉담읍 910.78 화성시 병점2동 774.12

화성시 기배동 911.19 화성시 동탄1동 839.06

화성시 매송면 974.87 화성시 동탄3동 844.62

화성시 남양동 1,011.92 화성시 기배동 853.54

화성시 동탄1동 1,404.43 화성시 동탄2동 1,031.93

화성시 동탄3동 1,483.70 화성시 봉담읍 1,208.94

화성시 병점2동 1,664.38 화성시 매송면 1,361.17

화성시 진안동 2,961.24 화성시 진안동 11,733.92

화성시 반월동 5,878.20 화성시 반월동 19,527.86

<부표 2>질환별,지역별 의료서비스 근성 -경기도 화성시

<부표 3>질환별,지역별 의료서비스 근성 -경남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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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당뇨병 경상북도 고혈압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

영천시 화북면 0.44 영천시 화북면 0.96

영천시 임고면 4.82 영천시 자양면 4.52

영천시 화산면 6.42 영천시 임고면 15.5

영천시 고경면 7.57 영천시 화남면 18.68

영천시 화남면 8.32 영천시 고경면 19.78

영천시 자양면 8.54 영천시 화산면 21.48

영천시 남부동 10.85 영천시 남부동 28.1

영천시 완산동 18.9 영천시 청통면 36.37

영천시 신녕면 19.28 영천시 신녕면 44.66

영천시 청통면 20.78 영천시 완산동 46.58

진주시 내동면 29.84 진주시 금곡면 69.12

진주시 문산읍 37.92 진주시 내동면 92.61

진주시 금곡면 39.82 진주시 문산읍 97.87

진주시 중앙동 57.6 진주시 봉수동 152.93

진주시 봉수동 65.26 진주시 중앙동 181

진주시 판문동 71.83 진주시 금산면 184.68

진주시 정촌면 73.13 진주시 판문동 185.72

진주시 금산면 75.62 진주시 상봉동동 220.5

진주시 상봉동동 88.46 진주시 봉안동 221.64

진주시 성지동 88.94 진주시 성지동 224.05

진주시 강남동 91.54 진주시 정촌면 250.36

진주시 봉안동 97.49 진주시 강남동 294.04

진주시 옥봉동 99.18 진주시 옥봉동 310.13

진주시 하대2동 134.04 진주시 상봉서동 369.67

진주시 상봉서동 150.19 진주시 초장동 410.47

진주시 초장동 152.06 진주시 이현동 421.46

진주시 이현동 153.42 진주시 하대2동 433.88

진주시 칠암동 173.56 진주시 상대2동 474.15

진주시 상평동 181.35 진주시 하대1동 503.27

진주시 상대2동 189.96 진주시 상평동 524.55

진주시 상대1동 214.08 진주시 칠암동 553.19

진주시 하대1동 219.76 진주시 신안동 597.64

진주시 신안동 239.66 진주시 상대1동 656.87

진주시 망경동 269.58 진주시 가호동 729.36

진주시 가호동 341.34 진주시 평거동 841.77

진주시 평거동 387.87 진주시 망경동 855.59

<부표 4>질환별,지역별 의료서비스 근성 -경북 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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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당뇨병 전라북도 고혈압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1) 접근성2) 시군구 읍면동 접근성1) 접근성2)

순창군 팔덕면 4.26 7.83 순창군 팔덕면 9.53 17.18

순창군 적성면 5.07 9.74 순창군 구림면 12.26 25.51

순창군 인계면 5.93 8.28 순창군 적성면 12.99 20.85

순창군 구림면 10.52 10.84 순창군 인계면 15.95 19.89

순창군 유등면 18.7 25.83 순창군 쌍치면 52.37 131.79

순창군 쌍치면 19.81 72.4 순창군 동계면 52.39 253.08

순창군 풍산면 19.82 25.68 순창군 복흥면 52.4 155.61

순창군 동계면 20.2 254.81 순창군 금과면 53.92 324.44

순창군 복흥면 33.25 131.51 순창군 유등면 55.99 75.87

순창군 순창읍 76.8 70.48 순창군 풍산면 75.42 57.57

순창군 금과면 114.98 151.17 순창군 순창읍 206.9 205.73

영천시 서부동 29.66 영천시 북안면 74.65

영천시 대창면 38.01 영천시 서부동 83.61

영천시 중앙동 38.83 영천시 대창면 83.97

영천시 북안면 53.35 영천시 중앙동 100.43

영천시 동부동 118 영천시 동부동 324.9

영천시 금호읍 212.31 영천시 금호읍 576.21

<부표 5>질환별,지역별 의료서비스 근성 - 북 순창군

주: 1):  진료생  경  가  용값 

   2): 지역 진료생  경  가  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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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NationalUniversity

The aim ofthis study was to betterunderstand the travel

behaviorofthe diabetic and hypertensive outpatient,and to

identifyfactorsaffectingoutpatienttraveldistance.Furthermore,

this research grasped healthcare resource distribution and

identifiedphysicianshortageareasbasedonafloatingcatchment

method.

Firstly,patienttraveldistanceandbehaviorwasanalyzedusing

thedatafrom theKoreaHealth PanelSurvey(KHPS).Patient

traveldistance wascomputed using network analysis.Patient

travelbehaviorwasclassifiedusingCARTandthenexaminedfor

majorcharacteristicsofeach group.The resultsrevealed that

diabeticand ruraloutpatientstended totravellongerdistances

than hypertensive urban outpatients.Moreover,patienttravel

behaviorwasdifferentaccordingtothetypeofdisease.

Secondly,astudywasconductedtoestimatethefactorsaffecting

traveldistancetohealth carefacilitiesusingKHPSand health

resourcesdatafrom theHealthInsuranceReview andAssessment

Service(HIRA-HRD).Multilevelanalysiswasconductedus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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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linearmixedeffectmodel.Thefirstlevelwasthenumberof

visitsandthesecondlevelwasthepatient.Theresultsshowed

thatthequalityandquantityofavailablehealthresourceswithin

acatchmentareawerefoundtohaveastrongereffect(thanthe

demographic,socioeconomic,andresidencefactors)onthetravel

distance ofdiabetic and hypertensive outpatients.The region

variable(geographicalclassificationdividedintocounty,city,and

district),whichwasstatisticallysignificant,wasnotsignificant,or

contrarily,residentsinruralareastraveledshorterdistancesthan

thepeopleliving in urban districtswhen anew variablefor

adjusting health care resourceswithin a catchmentarea was

introduced.Thismeantthatthetraveldistancewasgenerally

influencedbythequantityandqualityofhealthresourcesrather

thanthecharacteristicsofthegeographicalregion.Thelengthof

traveldistance was longer in areas with inadequate health

resources,andwascomparablyextendedwhenaqualityvariable

(considering the difficulty and intensity of the job) was

introducedoveraquantityvariable.

Lastly,atwo-stepfloatingcatchmentareamethodwasutilizedto

measure potentialspatialaccess based on traveldistance to

healthcarefacilities.Thethreshold oftraveldistancefrom the

demand(residential)locationwereselectedbasedonpriorstudy

findings.Thestudy utilized the2010Population and Housing

CensusandHIRA-HRD.Theunitofanalysiswascensustracks.

Theresultsrevealedthatthegeographicareasthatshowedhigh

accessibility to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outpatients

were central or boundary regions. However, the health

resources-to-population(thenumberofpotentialpatients)ratioof

eachgeographicareadisplayeddifferentspatialdistributio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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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Hwasung in theGyeonggiprovince,which had both

characteristicsofruralandurbanareas,showeduniquepatterns

of high accessibility,such as a narrow centralregion and

boundaryareaswithSuwonand Yongin city,buttheratioin

mostareaswererelativelyverylow.Thisreflectedthehealthcare

utilizationpattern,andmanypatientscrossedthebordersofthe

citytoseekhealthcare.

Theseresultsshowed theimportanceofspatialaccessibility in

healthcareutilizationfordiabeticand hypertensiveoutpatients.

Even though South Korea,wherepeoplehavefreechoicein

health facilities,was equipped with a modern transportation

system,thisstudyrevealed thatspatialaccessibilityin medical

serviceforthevulnerableorforthoseincertainareas(especially

inruralareas)wasstillinadequate.Thesefindingssuggestedthat

specialattention should begiven to ameliorateuneven spatial

accessibilityfordiabeticandhypertensiveoutpatients.Toensure

that health resources are allocated in the interest of the

population,healthplannersandthegovernmentshouldconsider

astrategyforimprovingequaldistributionofhealthresources.

Keywords:PotentialSpatialAccess,HealthProvideShortageArea,Patient

TravelBehavior,DeterminantsofPatientTravelDistance

StudentNumber:2005-3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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