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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의료 취약 지역이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지역 보건자
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여건 등이 취약
하며, 건강수준 또한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국내 도서 지역은 경제적 열
악성, 지리적 고립성,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도서 의료 취약 지역의 경우 공공 의료 서비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 의료 서비스의 경우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입지가 가
능한데, 적은 인구수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부족하고, 
병원 운영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많이 드는 도서 지역의 경우 민간 
의료 시설이 입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시스템 설계를 통해 도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건 의료 기관, 응급 의료 헬기, 원격 의
료, 병원선(病院船)으로 구성된다. 특히 병원선은 무의 도서(無醫島嶼) 주
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공공 의료 서비스로 도서 지역 의료 서
비스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선을 통한 도서 지역의 정기적 의
료 서비스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전라남도 지역
의 경우 병원선 방문 횟수가 연 4회에 그쳐, 고령의 나이가 다수인 섬 주
민의 높은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그 공급 횟수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병원선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개선한 병원선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병원선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병원선 운영의 문제점으
로는 병원선 경로 선정의 임의성, 병원선 서비스 구역 선정의 임의성, 타 
지역과의 의료 형평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 최적화적 관점의 공
간 모델링을 통해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뉘며 이는 각각 기존 병원선 운영
의 문제점을 개선한 운영 방안과 대안적 병원선 운영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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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기존 병원선의 문제점을 개선한 운영 방안에서는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이동 효율성을 고려한 병원선 이동을 통해 병원선 운영을 개선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병원선 이동 체계를 바꾸지 않고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을 이룰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안적 방안의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
뉘며 이는 각각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과 병원선 
신규 건조와 최적 모항 입지 도출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으로 나
뉜다.
 첫 번째 대안적 방안인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에서는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병원선 방문 횟수를 줄였으며 이를 통해 
전체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대안적 방안에서는 병원선 신규 건조를 가정하고, 이를 정박할 모항
의 최적 입지를 도출하여 병원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필요성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병원선을 소재로 한 연구이
다. 병원선은 도서 지역에 대한 공공 의료 서비스의 핵심 수단 임에도 불
구하고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진하였다.
 둘째, 의료 취약 지역 보건사업에 대한 정책적 기여가 가능하다. 공간 최
적화 관점의 연구는 그동안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모델
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향의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병원선 운영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
을 모델에 반영하고 예상 되는 결과를 얻어 보건 정책의 예측성과 완성도
를 높일 수 있다.

주요어 : 병원선, 도서 의료 취약 지역, 공간 최적화, 입지 할당 모델, 차
량 경로 선정 문제, 공간 모델링
학  번 : 2015-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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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서해와 남해에 걸쳐 많
은 도서들이 분포하고 있다. 서해와 남해 지역의 도서는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산봉우리와 같은 고지대 지역이 고립
되면서 섬이 되었다(홍선기, 2012). 이러한 지형 형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 
도서 지역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고립성을 갖게 되어 선박이나 헬기를 
이용해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은 육지와 달리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 차이점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 인구적 지표
에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신선미·변병설, 2012; 심승희, 2013).
 먼저 도서 지역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수산업, 관광업에 
몰려 있어 육지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 연령
층 인구가 섬에 정착하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육지로 나가게 되
는 현상을 야기하였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김영성, 
2004). 결과적으로 도서 지역은 노년 인구만 육지에 남게 되어 육지에 비
해 높은 노인 구성 비율을 갖게 되었다. 즉,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으
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적 지표가 육지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한 경제적 · 인구적 환경의 특
수성은 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급 여건 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의료 취약 지역
이란 보건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지역 보건자원에 대한 접
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여건 등이 취약하며, 건강수
준 또한 열악한 지역이다(국립중앙의료원, 201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조순영 외, 2010). 즉, 노년 인구가 많아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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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높으나,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보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지고, 낙후된 경제력을 가진 도서 지역은 전형적인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식 외, 2010; 오영호, 2013).
 이러한 도서 의료 취약 지역의 경우 공공 의료 서비스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민간 의료 서비스의 경우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입지가 가능한데, 
도서 지역은 적은 인구수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부족
하고, 병원 운영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 의료 시설이 
입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익적 성격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도서 지
역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지역의 자연 · 인문 환경
적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시스템 설계를 통해 도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크게 보건 의료 기관, 응급 의료 헬
기, 원격 의료, 병원선으로 구성되며, 각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만의 고유
한 기능 및 특징이 존재한다.
 이 중 병원선(病院船, hospital ship)은 의료 시스템이 전무한 도서 지역
인 무의 도서(無醫 島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도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로,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에서 큰 축을 담당하
고 있다. 병원선은 육지의 모항(母港)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권역
에 속해 있는 각각의 무의 도서를 순회하며 의과, 한방과, 치과 등의 기초
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의 도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병원선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정기적 · 순환적 성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 노년 인구 위주의 무의 도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병원선은 무의 도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일한 수단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도서 지역의 정기적 의료 서비스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 병원선 방문 횟수
가 연 4회에 그쳐, 고령의 나이가 다수인 섬 주민의 높은 의료 서비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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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비해 그 공급 횟수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신정동, 2011; 이강·안
미애, 2011).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원의 확충을 통한 병원선 서
비스 공급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서비스 자원의 확충 방안으로는 보건 의
료 기관의 추가 설치, 원격 의료 진료 확대 등의 병원선에 대한 대안적인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법과 병원선 추가 건조, 병원선 운영 인력 증대 
등의 직접적인 병원선 서비스 증대 방안들이 있다. 하지만 대안적 방안이
나 직접적인 병원선 서비스 증대 방안 모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병원선 서비스 공급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각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현재 가용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
용하여 병원선 서비스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이건학 외, 2010).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분은 병원선의 공간 의사결정으로, 병원선이 방문 진료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때 진료 대상 섬을 효율적으로 이동하여 적은 예산
으로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김감영 외, 2009; 이건학 
외 2010). 이는 효율적인 병원선 공간 의사결정을 통해 병원선 항해 시간
을 단축시켜, 전체적인 병원선 업무 시간을 줄여 추가적인 병원선 진료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선 서비스 공급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
여, 공간 최적화 접근을 통해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병원선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한다. 병원선 공간 이동에 대한 공간 최적화 
접근은 병원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 확보로 이루어지며, 부족한 병원
선 서비스 증대를 위한 기반이 된다. 이때, 기존에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공간 모델링에 반영하여 개선된 병원선 의료 서비스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주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
존 병원선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낸다. 다음으
로 기존 병원선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병원선 의
료 서비스를 위한 공간 모델링을 제시한다.



- 4 -

 첫 번째 주제인 기존 병원선 운영 현황 파악의 경우 병원선 운영 개선안
을 제시하기 위한 시발점이 된다. 이에 병원선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며 이를 실제 공간 모델링에 적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병원선 운영에 대한 공간 최적화 접근
을 통한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
공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통해 기존 병원선의 공간 의사결정을 평가한다(김규식, 2015; 이건학 외, 
2010; 양병윤·황철수, 2005). 평가 결과는 향후 병원선 공간 모델링 작성
시 반영하여 병원선 운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인 효율적 공공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병원선 공간 모델링 제
작의 경우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연구 목적을 달성한다. 이는 
각각 기존 문제점 개선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대안적 병원선 운영 개
선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세부 연구 목적에서는 기존 병원선 공간 의사결정 평가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를 
설계한다.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별 병원선 서비스 공급 형평성, 각 병원
선별 업무량 형평성,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체계보
다 합리적인 병원선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부 연구 목적인 대안적 병원선 운영 개선 부분에서는 두 가지
의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첫 번째 방안은 새로운 병원선 방문 경로 선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두 번째 방안은 추
가 재원 투입을 가정한 병원선 신규 건조를 통해 병원선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때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효용성을 증명한다.



- 5 -

제 2 절 연구 지역

 임송미 외(2016)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수도
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를 대
표하는 상징요소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자연환경으로는 다도해, 주요 산
업으로는 수산업, 대표 농·수산물로는 홍어가 각각 1순위로 선정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남도는 바다 및 섬에 대한 이미지
가 강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 도서에 대한 각종 통계
를 살펴보면, 그 세부 지표를 통해 전라남도가 섬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첫째, 전라남도 지역의 섬은 총 1,965개로 전국 도서 대비 약 62%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유인도서는 276개로 전국 유인도서의 57%를 
차지하고 있다(김선명·김대성, 2009). 둘째, 전라남도 완도군, 진도군, 신안
군은 행정 구역 전체가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전라남도는 도서 
지역의 특성이 강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라남도는 시 ·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긴 해안선 길이(6,743km)를 보유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2014).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넓은 범위에 걸
쳐 섬이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에는 가거도, 홍
도, 흑산도와 같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장거리 항해가 필요한 섬들이 
존재한다. 이는 먼 바다에 위치한 섬이 연안에 위치한 섬에 비해 육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짐을 의미하고, 육지와 먼 바다에 위치한 섬을 연결하기 위
해 많은 비용이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라남도 지역의 도서는 규모, 
분포, 구성의 특수성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라남도 도서 지역의 자연 환경 조건들은 병원선을 운영하는 것
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인력, 예산, 재원을 필요하게 한다. 먼저 
지역에 섬이 많다 보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병원선 진료 대상 섬의 
수가 많으며 거주하는 주민 역시 많다. 또한 먼 바다에 위치한 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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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평균 항해 거리도 타 지방자
치단체에 비해 긴 편이다. 이렇게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은 타 지방자치단
체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두 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표 1-1>.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은 많은 진료 대상 도서 및 주민 수에 비해 부족한 
병원선의 수로 인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의료 형평성 문제와 노동 형평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표 1-2>. 먼저 의료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
보면, 전라남도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진료 대상 섬과 진료 대상 주
민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해 두 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지
만 그 공급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병원선 당 평균 진료 대상 섬 
수와 병원선 당 평균 진료 주민 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병원선 서비스 방문 횟수를 통해 드러나는데, 전라남도
는 연 4회의 병원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상남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연 12회의 병원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
라남도 도서 주민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선
운영 지역

진료 대상 섬 주민 수
운영 대수(척)개 비율(%) 명 비율(%)

전라남도 168 69.2 10,468 56.5 2
경상남도 36 14.8 2,728 14.7 1
충청남도 29 11.9 3,938 21.3 1

인천광역시
옹진군

10 4.1 1,387 7.5 1

합계 243 1 18,521 1 5
* 병원선 담당관과의 전화 인터뷰 및 홈페이지 지료 취합

** 2016년 기준

<표 1-1> 병원선 운영 지역별 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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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형평성 측면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병원선 선원들의 업무 강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음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의료 
형평성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전라남도 병원선은 병원선 당 진
료 대상 섬과 진료 대상 주민이 많다보니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동
의 투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크다. 또한 전라남도 도서의 경우 먼 
바다에 위치한 섬이 있어 해당 도서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간 
거점 항구에서 2일 이상 머무는 병원선 출장 업무도 행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 여건은 타 지방자치단체 병원선 선원들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로 이
어지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병원선 공간 이동의 복잡성은 병원선의 공간 의사결정에 
있어 많은 경우의 수를 갖게 한다. 두 척의 전라남도 병원선은 160개의 
섬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방문하기 위한 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많다. 많은 경우의 수는 결국 인간의 주
관적인 판단 정확성을 떨어트리게 되고, 형평성의 결여와 효율성의 부재를 
야기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수치 기반의 공간 모델링을 통
한 합리적 공간 의사결정이 중요할 것이다.
 즉, 전라남도 지역 병원선 운영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수의 병원선
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활동 반경과 많은 진료 대상 섬, 진
료 대상 주민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 공급

병원선 운영 지역
병원선 당 평균
진료 대상 섬 수

병원선 당 평균
진료 주민 수

(개/척) 비율(%) (명/척) 비율(%)
전라남도 84 52.8 5,234 39.4
경상남도 36 22.7 2,728 20.5
충청남도 29 18.2 3,938 29.6
인천광역시 옹진군 10 6.3 1,387 10.5

* 병원선 담당관과의 전화 인터뷰 및 홈페이지 지료 취합
** 2016년 기준

<표 1-2> 병원선별 담당 섬 및 주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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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노동 형평성 문제와 의료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의료 형평성 
문제로 귀결되었다. 또한 전라남도의 많은 진료 대상 섬으로 인해 효율적
인 공간 의사결정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의 문제점을 공간 최적화 방식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병원선 이동 경로 효율성을 달성하여 전라남도 도서 주민
의 의료 형평성과 전라남도 병원선 선원의 노동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으
며, 공간 모델링을 통한 병원선 방문 경로 스케줄 작성을 통해 이동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1. 연구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크게 기존 병원선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분
석과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각 부분의 연구 
방법 또한 다른 접근 방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병원선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부분에서는 병원선 선원 
및 병원선 담당 주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선 운영과 관련된 세부 정
보를 수집한다. 또한 각종 병원선 운영 자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선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병원선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두 가지 세부 
연구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크게 기존 문제점 해결을 통한 병원선 운
영 개선, 대안적 병원선 운영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대안적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은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뉘며 이는 각각 도서 클러스터링을 
활용하는 방법과 신규 병원선을 추가 건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분석을 진행하게 되며 이는 각각 1)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병원선 운영 방안, 2)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
영 개선 방안, 3) 병원선 신규 건조와 최적 모항 입지 도출을 통한 병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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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개선 방안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병원선 서비스 구역 선
정 –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도출 단계를 통해 병원선 공간 최적화를 달
성하게 된다.
 먼저 1)번 방안의 경우 기존의 병원선 운영 방식은 그대로 승계하되, 업
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이동 경로의 효율성을 고려한 스케줄링이 이루어진
다. 2)번 방안의 경우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여러 섬을 한 개의 노드로 
묶어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 3)번 방안의 경우 신규 재원 
투입을 가정한 신규 병원선 건조시, 해당 병원선을 상시 접안하고 유지·관
리 할 수 있는 모항의 최적 입지를 찾고자 한다. 
 각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은 병원선 단위별 서
비스 권역 설정 단계와 각 서비스 권역별 최적 병원선 방문 경로 도출로 
이루어진다. 먼저 병원선 단위별 서비스 권역 설정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
를 통해 확인된 기존 병원선 공간 의사결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선
형정수계획법 작성 및 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병원선 운영의 문제
점을 반영한 공간 최적화 풀이를 통해 병원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
이고 지역간 의료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도출 문제에서는 각 병원선별 구획된 지역을 바
탕으로 차량 경로 선정 문제(Vehicle Routing Problem) 해결을 통해 병
원선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병원선 방문 경로를 VRP모델 풀이를 
통해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한 컴퓨터 연산을 통해 최적 방문 경로를 도출
하기 때문에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2. 연구 자료 및 분석 도구

 병원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각각 현재 병원선 운영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문헌 자료 
및 인터뷰 자료와 병원선 운영에 대한 공간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 
자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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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현재 병원선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홈페이지
에 게재된 병원선 연간 계획 자료와 주간계획 자료를 수집하였다. 병원선 
연간계획 자료는 병원선의 1년 단위 종합 스케줄로 진료 대상 섬 및 진료 
대상 주민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 본 자료를 통해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간 
진료계획 자료의 경우 각 병원선 별 공간 이동 스케줄이 기입되어 있어, 
병원선의 실질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자료는 병원선의 세부적인 
공간 의사결정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선 운영 현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기 위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구체적으로 병원선 운영에 대한 행정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
남도 보건복지국 소속의 병원선 담당 주무관과 수 차례 전화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또한 병원선 항해와 관련한 세부 변수값을 파악하기 위해 목포
항에 정박한 전남 512호를 방문하여 병원선 선원과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인터뷰를 통해 병원선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공
간 모델링을 위한 각종 변수 및 상수값을 얻을 수 있었다.
 공간 자료의 경우 병원선 공간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선정한 후 
이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공간 자료는 크게 병원선이 주요 정
박하는 모항, 장거리 항해 시 병원선이 접안하게 되는 중간 거점 항구, 병
원선이 방문 하는 진료 대상 섬에 대한 점 자료와 각 노드를 연결하는 선 
자료 마지막으로 각 도서 지역과 육지를 나타내는 면 자료로 나눌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선 운영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심화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공간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은 QGIS 2.14를 이용하였다. 다
음으로 병원선 서비스 영역을 구획하기 위한 최적화 툴로는 LINGO 9.0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적 병원선 방문 경로를 도출하기 위한 VRP 해
결을 위해 Güneş Erdoğan가 개발한 Vrp_Spreadsheet_Solver_v2.2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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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이는 [그림 1-1]과 같다. 
 우선 2장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소재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먼저 연구 소재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시작점인 도서 지역 보건 · 
의료 환경을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하고 한다. 다음으로 
연구 소재인 병원선에 대하여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는 크게 의료 서비스 구획화와 최적 경로 도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나
눠 선행 연구를 진행한다. 의료 서비스 권역 선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병원선 서비스 구획을 획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약 조건 요소에 대해 집
중적으로 살펴본다. 차량 경로 선정 문제의 경우 그 제약 조건에 따라 다
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 유형의 차량 경로 선정 문제 탐색을 통
해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병원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
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본다. 먼저 도서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살펴
보고 다른 의료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병원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
음으로 병원선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자료, 문헌 자료, 법 조
항 등을 종합한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자료를 기반으로 병원선의 공간 의
사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형평성 및 효율성 개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4장에서 전개할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단계에서 고
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파악한 병원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병원선 
운영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도출한다. 이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병
원선 운영 방안과 대안적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
한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문에 대한 한계점과 의의를 정리
하며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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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구성



- 13 -

제 2 장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서 지역의 보건 · 의료 환경에 대해 알아
보고, 연구 소재인 병원선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인하며, 병원선 공간 모
델링을 위한 방법론들을 살펴본다. 먼저 1절에서는 병원선이 활동하는 도
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현황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도서 지
역 의료 환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본다. 2절에서는 병원
선을 대상으로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을 위한 방법론을 살펴본다. 이는 크게 병원선 서비스 권역 선정 방법
론과 차량 경로 선정 문제(VRP)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
존 병원선 공간 의사결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병원선 서비스 
구역 설정과 병원선 경로 설정 문제 해결 방법론을 찾아낸다.

제 1 절 도서 지역의 보건 · 의료 환경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정부는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
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충남리포트, 2015). 이는 보건의료기
본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인 보
건 서비스를 보장해야하며 형평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초
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종 법령과 조항을 근거로 의료 형평성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료 여건에서는 여전히 지역마다 의료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도서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조성식 외, 
2010). 도서 지역 의료 실태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의료 취약 지역”의 
정의를 통해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의료 취약 지역은 의료 서비스의 수
요와 공급의 불균형, 지역의 취약한 경제력, 의료 시설에 대한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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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해당 개념을 중심으로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면 도서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 취약 지역의 정의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
한 도서 지역 의료 환경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도서 지역의 보건 · 의료 
환경을 살펴본다.

1.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수요 · 공급 불균형

 먼저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연구는 다
음과 같다(임정수·김창엽, 2002; 조성식 외, 2010; 조유향·정영해, 2011; 
서제현 외, 2011; 이혜숙 외, 2013).
 임정수·김창엽(2002)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보건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
한 연구에서 도서 지역은 의료 자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 의료 시스
템을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 부문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함을 지적하였
다. 이에 두 부문간 유연한 연계에 기반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
장한다.
 조성식 외(2010)는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의 324명 주민을 대상으로 의
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의료 개념
을 통해 도서 지역의 의료 실태를 살펴보았다.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노화도의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있어서 
육지 의료 기관 이용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은 227명(70.1%)이었으며, 이 
중 30명(13.2%)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화도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섬으로, 본 연
구에서 다루고 있는 무의 도서 또는 취약 도서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가 나온 것은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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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향·정영해(2011)는 신안군 섬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보건 의료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신안군은 민간 의료 자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수의 주민들이 공공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공공 
의료 기관은 기능적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임정수·김창엽
(2002)이 주장한바와 같이 민·관 통합을 전제한 소규모 다기능 형태의 노
인보건·의료·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제현 외(2011)는 도서 지역의 응급 진료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 도서 
지역은 민간 의료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
건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공중보건 의사가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로 
귀결되는데,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공중보건 의사들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양질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도서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에 큰 결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혜숙 외(2013)는 흡입 알레르겐 감작률과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 연
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도서 지역 주민이 전국 평균보다 4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도서 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의 부족
하여 전문의의 진단 없이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하여 치료한 경우
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수요 · 공급 불균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
바, 숙련 의료 노동력의 부족, 의료 환경의 열악성 등 절대적인 의료 서비
스 공급 부족에 의한 의료 수요의 미충족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도서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과 의료 서비스 환경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과 이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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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다음과 같다(조형두, 2001; 김진구, 2011; 임남구, 2013; 김준우·
안영진, 2014). 단, 연구 지역을 도서 지역으로 한정한 선행 연구가 부족
하여,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력과 의료 서비스 이용률 간의 관
계를 알아본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형두(2001)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의 신안군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기관 이용 감소와 그 이유에 대한 연구에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인해 의료 기관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졌
음을 밝혀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경제력이 의료 서비스 이용률과 연결되
며, 결국 특정 지역의 의료 수준으로 귀결됨을 의미한다.
 김진구(2011)는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노인의 빈곤화가 의료 서비스 이용률 저하로 이어졌으며 전체적인 의
료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
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임남구(2013)는 질병관리본부의 퇴원손상환자조사 자료를 통해 소득수준
이 낮을수록 연령 표준화 입원율과 표준화사망률이 증가하며, 응급 경유 
입원이 증가하고, 평균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밝혀냈다. 이는 환자의 
경제력이 의료 서비스 이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준우·안영진(2014)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이 암 
치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지역의 병원이 좋은 
의료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경험이 많은 인적 자본을 보유함을 통해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의료 서비스 품질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며, 경제력이 어려운 지역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소득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지표와 의료 서비스 이
용률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는 상대적
으로 소득이 낮은 전라남도 도서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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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과 의료 서비스 환경

 마지막으로 의료 취약 지역을 지리적 고립성 또는 접근성과 연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정재호, 2008; 조순영 외, 2010; 김하나, 2014; 문종윤 외, 
2013). 단, 연구 지역은 도서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농 · 어촌, 군사분
계선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교통 취약지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선행 연구
를 진행하였다.
 정재호(2008)는 의료 자원 분포의 집중화 현상을 지적하며 의료 소외 지
역의 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의료 시장이 의료 소외 지역에 유
입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의료 시설은 수익을 창출하며, 의료 소회 지역의 주민은 의료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순영 외(2010)는 의료 시설과 의료 서비스 수요지 간의 거리가 3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을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정의하며, 의료 취약 지역이 발
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보았다.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 및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통
해 전방부대로의 가족전입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료 시설 이용
의 어려움’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시설에 대한 접
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하나(2014)는 수도권 지역의 공공 보건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연구
에서 공공 보건 의료는 지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만, 실제로는 불균등한 분포로 인한 접근성 차이로 의료 시설의 이용이 어
려워지는 의료 취약 계층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문종윤 외(2013)는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한 적합성 연구에서 도서 지역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짐을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 진료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격 진료는 지리적 고립성을 해결
할 수 있어 도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황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의료 
취약 계층이 첨단기기에 대한 원활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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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한 선행 연구를 통해 지리적 고립성 역시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제
약 조건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료 취약 지역과 상관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도서 지역은 제한된 운송 수단으로 인해 이
동성에 제약이 커 다른 지리적 특성을 지닌 지역에 비해 지리적 고립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 지역은 대체적으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
동의 제한으로 인한 상대적인 지리적 고립성은 더욱 클 것이다.

4. 소결

 앞선 연구들을 통해 도서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도서 
지역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 공급 불균형으로 적시에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 증대를 통해 수요 ·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
로 경제력과 의료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기존의 연구를 통해, 경제력
이 낮은 도서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함을 짐
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은 의료 시설에 대
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도서 지역의 인구 구
조 특성상 상대적인 의료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앞선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병원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병원선은 의
료 서비스 체계로 도서 지역의 부족한 의료 시스템을 보충할 수 있다. 다
음으로 병원선은 무료 의료 서비스로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선 의료 서비스는 찾아가는 방
문 의료 서비스로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을 해결하고, 노인들의 부족
한 이동력을 해결할 수 있다. 즉, 병원선의 고유한 특성은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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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병원선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병원선은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핵
심 수단이며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하지만, 수단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관점의 병원선 연구가 필요하다(김순
기, 1993; 신정동, 2011; 이강·안미애, 2011).
  김순기(1993)는 전라남도 지역의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병원선 운영 현황을 나열하고, 그에 따른 단편
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
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신정동(2011)은 충청남도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병원선 
서비스 만족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
하여 병원선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 먼저 방문목적
의 경우 “질환”과 “건강상담”이 주요 목적으로 선정되어 병원선 운영 목
적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병원선 진료 횟수와 관련하
여, 현행 월 1회 방문에서 월 2회 방문으로 증대를 원하는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다.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의 경우 연 4회 방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의료 서비스 공급량이 절대적
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강·안미애(2011)는 병원선 이용 환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병원
선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병원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자는 병원선이 도서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을 강조하
며, 도서 주민들의 삶의 수준 제고를 위해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선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도
서지역 주민들이 병원선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병
원선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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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 서비스가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해주긴 하였지만, 여전히 각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병원선 서비스에 대한 양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위에서 다룬 
선행 연구의 경우 대부분 인터뷰를 기반한 병원선 서비스의 만족도를 묻
는 연구이다. 이는 병원선 서비스의 질적 · 양적 향상에 대한 필요성은 논
할 수 있으나, 현 상황을 수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병원선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 중요한 만큼 병원선에 대한 양적인 연구를 통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병원선에 대한 양적 방법론 접근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병원
선을 바다 위의 섬을 연결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았을 때는 이를 공간
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 공간적 의사결정에는 지리적
으로 분포하는 진료 대상 섬을 확인하고, 각 섬을 연결하는 병원선의 서비
스 제공 순서와 이동경로를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모두 공간의 차원을 
포함한다(김감영, 2007).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병원선 경로 탐색의 효율성
을 높여 보건 서비스의 양적 공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병원선 공
간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인정된다.

제 3 절 분석 방법론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선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설정하며 병원선 
이동에 대한 최적 방문 경로 도출을 통해 병원선 운영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는 상기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단계의 방법론적 검
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병원선 서비스 권역 설정을 통해 각각의 병원선이 담당할 서비스 
구역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도출을 통해 
설정된 서비스 구역 내에서 각각의 병원선이 진료 대상 섬을 효율적으로 



- 21 -

이동할 수 있도록 세부 경로를 설정해주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의료 서비
스 권역 설정과 차량 경로 선정 문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하고 방법론적 발전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한다.

1. 의료 서비스 제공 권역 설정

 권역 설정(districting problem)이란, 최소 공간 단위들을 일정한 기준으
로 묶어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몇 개의 구역으로 구획하는 문제이다
(Camacho-Coddaos et al., 2015; 김감영 외, 2009; 김명진, 2015). 즉, 
기본 공간 단위를 특정 기준으로 묶어 상위의 공간 단위로 재편하여 위계
를 갖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전라남도 병원선 진료 대상 섬
을 각각의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 권역에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권
역 설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격적인 권역 설정에 앞서 다음의 사항들이 사전적으로 정리되어
야 한다. 먼저 권역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은 다양하며, 어떤 방법론을 
통해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선
이 주요 정박하는 모항과 진료 대상 섬이 존재하는데, 이를 면이 아닌 점 
단위로 보고 공간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 대상 섬을 
나타내는 점 자료를 특정 모항을 나타내는 점 자료로 할당하여 병원선 서
비스 권역을 설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입지 할당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권역 설정에 대한 선행 연구는 두 단계
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보건 및 의료 서비스 권역 선정에 대한 선행 연
구를 통해 의료 서비스 권역을 선정하는데 고려해야할 변수 및 조건을 살
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입지 할당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반영한 병원선 공간 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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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서비스 권역 설정에 대한 고려 요소

 권역 설정에 대한 문제는 경찰 순찰 구역(D’Amico et al., 2002; 
Camacho-Coddaos et al., 2015), 선거구(Bozkaya et al., 2003; 김명
진·김감영, 2013; 김명진·김감영, 2016), 쓰레기차 관할 구역(이희연·임은
선, 2001), 학군(서태열, 1987), 유통(Manatkar et al., 2015; Liu and 
Xu, 2011), 산업의 가치사슬(Manatkar et al., 2015), 보건·의료 서비스
(Blais et al., 2003; Hertz and Lahrichi, 2009; Benzarti et al., 2013; 
양병윤·황철수, 2005; 김감영 외, 2009)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 권역 설정은 어떤 주제를 다루냐에 따라 그 제약 변수와 조건이 
달라진다. 이에 보건 · 의료 서비스에서는 어떠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서비
스 권역을 구획 또는 재 구획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의료 서비스 권역 설정을 위한 각종 연구에서는 크게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업무 균형성, 환자의 이동 효율성, 의료 서비스 구역의 연속성, 병
원의 환자 수용 능력 부분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의
료 서비스 권역 설정시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사항들인데, 각 요소들은 효
율성을 추구하는 개념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업무 균형성과 병원의 환자 수
용성을 고려한 연구들은 형평성에 초점을 두어 의료 서비스 권역을 설정
한 연구들이라면, 환자의 이동과 의료 서비스 구역의 연속성을 고려한 연
구들은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의료 서비스 권역을 설정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Blais et al.(2003)은 몬트리올 지역의 방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구획화를 
진행하였다. 구획화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치구 경계 유지, 연결성, 방문 
인력의 이동성, 업무 균형성을 추구하였다.
 Tanser et al.(2006)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차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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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토대로 의료 유역(clinic catchment)을 설정하였다. 특히 모델을 정
교하게 작성하기 위해 도로 네트워크와 자연 장애물을 고려한 GIS모델링
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에 제한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
자 수용의 균형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Hertz and Lahrichi(2009)는 가정 돌봄 서비스 환자에게 간호사를 할당
하는 문제와 관련해 업무 균형량과 간호사의 이동거리 제약을 통한 환자 
할당을 혼합정수계획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enzarti et 
al.(2013) 역시 가정 건강 돌봄 서비스(home health care)를 시행하는 것
에 있어 혼합정수계획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때 환자의 
지리적 위치, 응집성, 업무량의 균형성을 고려하였다.
 김감영 외(2009)는 방문의료서비스 구획 설정 문제에서 의료 서비스 제
공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차량의 구역 내 
이동성, 구역 간 업무량 균형, 구역간 연속성을 충족하는 방문의료서비스
의 구획화를 실시하였다.
 의료 서비스 권역 설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특성에 
따라 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적으로 적용하여 의료 서비스 권
역 구획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선 연구들이 제시한 공간 
모델링은 기존에 인간의 단순 작업으로 계획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을 객
관적인 컴퓨터 연산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연구는 
기존 의료 서비스 구역에 대한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를 반영한 공
간 모델링을 통해 현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
선의 공간 의사결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도 반영해야할 점으로 
병원선을 공간 최적화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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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 할당 모델(location-allocation model)

 입지 할당 모델은 점의 형태로 분포한 재화 또는 인력을 다수의 시설에 
할당하는 것이다(Ghosh and Rushton, 1987; Church and Murray, 
2009). 이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각 재화 또는 인
력을 가장 가까운 시설에 할당하게 된다. 입지 할당 모델은 의료 시설 입
지 문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Cromley and Mclafferty, 2012; Ko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입지 할당 모델을 이용해 병원선 진료 대상 
섬을 모항에 할당하여 병원선 의료 서비스 권역을 구획하고자 한다. 이에 
보건 · 의료 서비스 분야의 입지 할당 모델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모델링에 반영하고자 한다(Achabal et al., 1978; Bennett, 1981; Zhang 
etal., 2016; Liu and Xu, 2011; Yasenovskiy and Hodgson, 2007; 
Zarrinpoor et al., 2017; 양병윤·황철수, 2005).
 Achabal et al.(1978)은 입지 할당 모델을 통해 지역의 환자를 각 병원
에 할당하여 병원의 의료 서비스 권역을 설정하였다. 이때 병원의 서비스 
권역 반경을 6km로 제한하여 이동에 대한 환자의 부담 최소화 하고자 하
였으며, 각 병원별 환자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환자 수용 상태가 과포화 
되지 않도록 하였다.
 Bennett(1981)는 의료 서비스 제공 권역 밖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의료서비스 입지를 선정하였다. 비록 설문
조사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와 모델링 완성도에 대한 방법론적 한계가 있
지만,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실질적 수요 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입지 후보지를 평가하고 할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Zhang etal.(2016)은 홍콩 공공 의료기관 침상에 대한 수요・공급관리 
모델링 연구를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부 조건으로는 병원의 입지와 서비스 
분배를 고려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존 병원 서비스 구역의 재구획화를 최
종 목적으로 하였다.
 Yasenovskiy and Hodgson(2007)는 입지 할당 문제 해결에 있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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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부 제 3세계에서는 고차 
의료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저차 의료 기관을 이용하
지 않고 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본 사례
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입지 할당 문제 해결에 있어 거리뿐만 아니라 위계
적 개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시설의 크기, 
거리, 인접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위계적 입지 할당 모델을 개발을 
통해 가나의 의료 시스템에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Zarrinpoor et al.(2017)는 Liu and Xu(2011)에서 고려한 임의성 개념
과  Yasenovskiy and Hodgson(2007)에서 도입한 위계 개념을 모두 사
용하여 입지 할당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때,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
확실성과 병원의 환자 수용력을 고려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높였다.
 양병윤·황철수(2005)는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의료 취
약 지역을 찾아내고, 입지 할당 모델을 이용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 인구
를 응급 시설에 할당하였다. 특히 입지 할당 모델 작성시 최단 거리 할당
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각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분포를 고
려하여 의료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입지 할당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양한 현실 상황을 모
델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지 할당 모
델은 근접성을 기반으로 모델링 구축이 이루어지는데, 위계, 불확실성, 복
잡성, 형평성 등 연구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방법론
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입지 할당 모델에 현실적인 문제를 최
대한 반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공간 모델링을 통한 공
간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이다.

2. 차량 경로 선정 문제(Vehicle Routing Problem : VRP)

  차량 경로 선정 문제란 차량(vehicle)이 창고(depot)를 출발하여 미리 
알고 있는 수요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다시 창고로 돌아오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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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거리 최소화를 통해 이동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Laporte, 
1992).
 병원선의 공간 이동은 차량 경로 선정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모항(창
고)에서 병원선(차량)이 출항하여 미리 알고 있는 진료 대상 섬을 순차적
으로 방문하고 다시 모항으로 돌아오는 공간 이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병원선의 공간 의사결정은 차량 경로 선정 문제에 대한 최적해 도출을 통
해 최적의 병원선 방문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 

1) 차량 경로 선정 문제 풀이

 [그림 2-1]은 차량 경로 선정 문제 풀이에 대한 개념도로, 이미 알고 있
는 노드와 링크를 바탕으로 최적의 차량 경로를 도출하여 창고와 수요지
를 연결하는 4개의 최적 경로를 작성한 그림이다. 각 수요지는 하나 혹은 
다수의 차량에 의해 방문되어진다.

 
 차량 경로 선정 문제는 대표적인 NP hard문제에 속한다. 이는 차량 경
로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산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
이며, 특정 라우팅이 최적이다 아니다를 말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로, 현실 세계에 대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백에서 수

[그림 2-1] 차량 경로 선정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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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수요 지점을 고려해야 하며, 다수의 복잡한 제약식에 대한 조건을 연
산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의 크기가 증가하면 최적해를 도출하기 위한 계
산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전역적 최적해를 계산하기 쉽지 않으며, 문제에 
따라 휴리스틱 기법 또는 매타휴리스틱 기법을 활용한 근사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Groër et al., 2010; 이건학 외, 2010).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실 기반의 차량 경로 선정 문제 해결은 많은 경
우의 수로 인해 그 연산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병원선 최적 경로 도출 문제
의 경우 예외적으로 노드의 수가 많지 않고 제약 조건이 많지 않아 전역
적 최적해를 도출하는 과정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2) 차량 경로 선정 문제 유형

 차량 경로 선정 문제는 Dantzig and Ramser(1959)에 의해 처음으로 소
개되었으며, 문제의 정의가 다양해지고 상황에 맞는 제약 조건들이 모델에 
추가됨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전하였다(Laporte, 1992; Laporte, 
2009).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차량 경로 선정 문제를 탐색하고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차량 경로 선정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2-1>는 차량 경로 선정 문제에 대한 하위 유형 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량 경로 선정 문제 유형 제약 조건
CVRP(Capacitated VRP) 차량 용량 제한 문제
DVRP(Distance VRP) 거리·시간 제한 문제
VRPTW(VRP with Time Window) 특정 방문 시간 제한 문제
MDVRP(Multiple Depot VRP) 다중 창고 문제
VRPPD(VRP with Pick-up and Delivering) 수령·반품 가능 문제
SDVRP(Split Delivery VRP) 분산 방문 가능 문제
SVRP(Stochastic VRP) 랜덤 변수 차량 유형 문제

<표 2-1> 차량 경로 선정 문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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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수용 제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Capacitated VRP : CVRP)는 모든 
차량의 수송 능력이 동일하며 탑재할 수 있는 화물량이 정해진 차량 경로 
선정 문제이다(Wang and Lu, 2010; Dechampai et al., 2015). 따라서 
각 차량은 탑재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의 양
에 비례하여 차량 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거리 제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Distance or time constrained VRP : 
DVRP)는 차량의 총 이동 거리에 제한을 두는 차량 경로 선정 문제이다
(Laporeta et al., 1984; Almoustafa et al., 2012). 거리 제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에서 거리(distance)는 시간(time)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타임 윈도우 차량 경로 선정 문제(VRP with Time Window : VRPTW)
는 특정 방문지에 정해진 특정 시간에 방문해야 하는 문제이다(Solomon, 
1987). 따라서 타임 윈도우 차량 경로 선정 문제는 차량 이동 시간 최소
화를 전제로, 각 방문지마다 정해진 방문 시간에 따른 방문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하고 정해진 방문 시간보다 일찍 도착 했을 때를 대비한 대기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한다.
 다중 창고 차량 경로 선정 문제(Multiple Depot VRP : MDVRP)란 물건
의 공급자가 여러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차량 경
로 선정 문제이다(Salhi and Nagy, 1999). 본 차량 경로 선정 문제는 창
고를 기준으로 각 수요지를 할당한 후, 정해진 서비스 권역을 기반 내에서 
차량 경로 선정 문제해결을 통해 최종적인 차량 이동 경로를 확정한다.
 배송 · 반송 차량 경로 선정 문제(VRP with Pick-up and Delivering : 
VRPPD)는 기존 차량 경로 선정 문제에서 차량의 기능이 배송 또는 반송 
에 한정된 점을 개선하고자, 배송과 반송 기능이 모두 가능하게 한 차량 
경로 선정 모델이다(Min, 1989). 따라서 본 모델은 현실적인 택배 상하차 
조건을 모델에 반영하여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중 차량 유형 경로 선정 문제(Split Delivery VRP : SDVRP)는 모든 
수요지가 차량에 의해 한번 방문된다는 조건이 없는 VRP모델로, 특정 수
요지의 수요량이 여러 차량에 의해 분산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D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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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l., 1994). 따라서 각 수요지는 1회 이상 차량에 의해 방문되며 방문 
횟수는 수요지의 수요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
 확률적 차량 경로 선정 문제(Stochastic VRP : SVRP)는 수요지의 숫자
나 수요량, 운송 시간 등 각 변수가 시시각각 변한다는 전제 하에 모델링 
변수를 랜덤으로 설정하여 동적으로 변하는 차량 경로 선정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차량 경로 선정 문제를 시작으로 이로부터 파생된 여
러 유형의 차량 경로 선정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차량 경로 선정 문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차량 경로 
선정 문제 유형을 개별적으로 탐색하여 본 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평
가하고자 한다.
 먼저 수용 제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Capacitated VRP : CVRP)의 경우 
병원선에 승선한 인력과 탑재된 의료 기기 및 물품의 경우 부피의 제약이 
크지 않고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아 무제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용량에 대한 제한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 제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Distance or time constrained VRP : 
DVRP)의 경우 병원선의 업무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 모델에 적
용해야 한다. 단, 진료 시간과 이동 거리의 단위를 맞추기 위해 시간을 단
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타임 윈도우 차량 경로 선정 문제(VRP with Time Window : VRPTW)
의 경우 진료 대상섬에 특정 시간에 방문하는 경우가 없어 모델링에 직접
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병원선 업무 시간을 큰 틀에서의 타임 윈도우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개의 모항을 가진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공간 모델링을 진
행하기 때문에 다중 창고 차량 경로 선정 문제(Multiple Depot VRP : 
MDVRP)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차량 경로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병원선 서비스 권역 설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일 창
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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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 반송 차량 경로 선정 문제(VRP with Pick-up and Delivering : 
VRPPD)의 경우 병원선이 의료 서비스의 공급 기능만 하기 때문에 반영하
지 않으며 는다. 다중 차량 유형 경로 선정 문제(Split Delivery VRP : 
SDVRP)의 경우 병원선은 1회 진료시 필요한 모든 수요량을 공급할 수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확률적 차량 경로 
선정 문제(Stochastic VRP : SVRP)의 경우 병원선 진료 환경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일수가 많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거리 제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Distance or time 
constrained VRP : DVRP) 반영을 통해 병원선의 업무 시간을 설정하여 
병원선이 업무시간 내에서만 활동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부분적으로 타임 윈도우 차량 경로 선정 문제(VRP with Time 
Window : VRPTW)를 모델링에 반영하여 병원선 업무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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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병원선의 중요성과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번 장에서는 병원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운영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자 한다. 병원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도서 지역 의료 시스
템에서 병원선이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1절에서는 도
서 지역 의료 시스템에서 병원선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고 중요성을 
파악한다. 2절에서는 연구 지역인 전라남도의 병원선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 현황을 알아본다.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논의한다.

제 1 절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 유형 및 병원선의 중요성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서 지역은 민간 의료 시스템이 적극 
입지하기 어려운 요건을 갖추고 있어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한 의료 서비
스 공급이 중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도서 지역 의료 시스템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 의료 서비스가 어떠한 시스템 구성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여러 의료 서비스 주체 중 병원선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탐색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1.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

 도서 지역의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 크게 보건 의료 기
관, 응급 의료 헬기, 원격 의료, 병원선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각각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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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 의료 기관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은 그 위계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된다(임정수·김창엽, 2002).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에 위치하게 되며, 
보건지소의 경우 읍·면·동 단위에 위치하게 된다. 한편 보건진료소의 경우 
특수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
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가 설
치 · 운영하는 시설이다.
 도서 지역은 대부분 읍·면·동 단위이기 때문에 보건소급의 보건 의료 기
관이 설치한 지역은 드물다. 이에 도서 지역에는 보통 보건지소 또는 보건
진료소급의 보건 의료 기관이 위치한다. 또한 보건 의료 기관이 없는 도서 
역시 상당히 존재하여 보건 의료 기관이 모든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

2) 응급 의료 헬기

 도서 지역의 경우 지리적 고립성과 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 환
자 발생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서 지역 응급환자를 위
한 응급 의료 헬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임정수 외, 2012). 응급 의료 
헬기는 응급 환자 발생시 즉각적인 출동을 통해 환자를 빠른 시간에 병원
으로 이송할 수 있다(최연철, 2011). 또한 헬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
승하여 헬기에 탑재된 응급 의료 장비를 통해 신속한 초동 조치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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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 의료

 원격 의료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학 정보나 의료 서비스를 원격
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Martinez et al,, 2008; Hesse, 2005). 국내
에서는 개정된 의료법 34조(원격 의료)를 근거로 원격 의료가 가능하게 되
었으며, 이를 근거로 섬 ·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원격 의
료가 가능해졌다(김현주·허정식, 2015).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원격 의료와 
관련 각종 정책 및 보도 자료를 꾸준히 발표하며, 원격 의료의 저변을 넓
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신안군, 진도군, 보령
시 등의 도서 지역 11개소 주민 253명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4) 병원선

 앞서 언급했듯이 도서 지역에는 기본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는 무의도서를 위한 병원선 방문 순회 진료를 통해 예방, 진단, 치료 위주
의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선 의료 서비스를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의도서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2. 병원선의 중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 주체에 대한 정리 및 평가는 다
음과 같다. 먼저 공공 의료 기관의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가 내륙에 한정되어 있으
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경우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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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 또한 부족하다. 실제로 전라남도 유인 도서 공공 의료 기관 현황
을 살펴보면[그림 3-1], 총 296개의 유인 도서 중 115개의 섬에만 보건지
소 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육지의 경우 다양한 이동 수단을 활
용해 인접 공공 의료 기관에 방문할 수 있지만, 도서 지역은 이동의 제약
성이 커 타 지역의 보건 의료 기관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림 3-1] 전라남도 유인 도서 공공 의료 기관 현황

* 전라남도(2015) 재구성

 응급 의료 헬기의 경우 도서 지역 응급 환자의 지리적 고립성을 해결한
다는 점에서 운영 취지 및 설치 목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응급’
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그 기능이 제
한적이다(최연철, 2011). 따라서 응급 의료 헬기는 응급 상황을 위한 수단
일 뿐, 주민의 정기 의료검진이나 진단, 보건 교육에는 활용될 수 없기에 
특정 상황일 때만 유의미하다.
 원격 의료 역시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을 해결하며, 양질의 의료 서
비스를 공간적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영상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진
료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원격 의료를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가 설
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단기간에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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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더 나아가 원격 의료 관련 법률적인 문제 해결, 관련 기술 발
전, 환자의 원격 의료 활용 방안 숙지 등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윤영한, 2011). 이에 원격 의료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
황이다.
 즉, 보건 의료 기관, 응급 의료 헬기, 원격 의료는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 수단이 필요하며 병원선 의료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
서 지역 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첫째, 병원선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인 무의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일한 의료 수단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
다(신정동, 2011).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병원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적이며, 이는 병원선이 무의 도서의 의료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위한 핵
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병원선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병원이 환자를 찾아가는 의료 시
스템이다. 따라서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고령의 
노인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느끼는 이동에 대한 부담감을 지울 수 있
다.
 셋째, 병원선은 보건 의료 기관처럼 특정 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
만,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기도 하다. 특히 도서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상 많은 수의 노년층 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데,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넷째, 병원선은 공공 의료 서비스로 환자는 무료로 진찰 및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도서 지역의 열악한 경제력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처럼 병원선은 무의 도서 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도
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의료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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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선을 
통한 의료 서비스 공급에 지속적인 투자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한 상황이다.

제 2 절 병원선 운영 현황

 1절에서는 도서 지역 의료 서비스 수행에 있어 병원선의 역할과 중요성
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연구 지역인 전라남도 병원선이 어떻게 운영되
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병원선 일반 현황

1) 병원선의 기능

 병원선은 각 섬을 돌며, 도서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주
요 기능으로 한다. 이 외에도 상비의약품 지원, 폐의약품 수거, 문화 공연 
등의 부수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선의 핵심적인 기능은 진료 환자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병원선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과, 한방과, 
치과 총 3개의 분야별 공중보건의가 탑승을 하여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
다. 또한 병원선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정기 점검 및 예방활동에 초
점을 두기 때문에, 이를 위한 X-선 촬영, 방사선 검사, 임상병리 검사, 초
음파 심전도 검사 장비 등을 갖춰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의약품을 즉각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150개의 무의 도서를 
대상으로 상비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의약 지원 품목은 10종으로 일반
의약품(감기약, 소화제, 진통·해열제), 파스류(한방파스, 맨소래담), 연고류
(후시딘, 카네스텐크림), 외상치료제(물파스, 대일밴드, 포비돈요오드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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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 깨끗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의약
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선은 매 분
기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관내 보건소나 약국을 통해 이를 일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약품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
여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크게 
문화 공연과 치매 예방 및 조기 검진 서비스로 구성된다. 먼저 전라남도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이라는 사업명 아래,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이를 통한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움직이는 예
술정거장은 병원선이 진료 대상 섬에 정박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동시에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치매 예방 및 조기 검진 서비스의 경우 광역 
정신보건센터와 광역 치매 센터와 연계한 서비스로 진료 대상 섬에 거주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 및 정신건강 개선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병원선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기초 상비 의
약품 제공, 환경 정화 사업,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역
할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병원선 인력 구성

 병원선의 인력 구성은 선장을 중심으로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
과 항해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 인력으로 나뉜다<표 3-1>. 먼저 병원선
에는 공중 보건의가 탑승 하여 환자를 돌보고 있다. 병원선 공중 보건의는 
전문의를 마치거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병역의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중 보건의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을 통해 1년 동안 활동한다. 공중 보건의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탑승하여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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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 인력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채용한 선박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주
기적 전근을 통해 관공선 배치가 이루어진다. 선박직 인력은 항해·기관·기
계·전기·통신 등 각자의 전문 영역을 갖추고 있으며, 선장을 중심으로 병
원선 항해 업무를 수행한다.

3) 병원선 운항 일수 및 진료 일수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병원선운용 조례 시행규칙 9조에 의거하여 일정 일
수 이상의 병원선 진료 일수 충족을 명시하고 있다. 병원선의 진료 일수는 
크게 운항 일수와 진료 일수로 나눈다. 운항 일수란, 진료 일수를 포함하
여 청소나 정비와 같은 배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날을 의미하며, 진료 일
수란, 병원선의 가장 큰 임무인 진료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는 날을 의미
한다. 각 병원선은 월 18일, 연 216일의 운항 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진료 
일수로는 월 15일, 연180일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해 월 18일 이상의 운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간 진료 계획에 이를 반영
하여 운항 일수와 진료 일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각 섬별 진료 일수의 경우, 의료 수준에 따른 차등을 주어 섬의 방문 횟
수를 달리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이 전무한 무의도서의 경우 연 4회를 
방문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만 설치되어 있는 취약도서는 연 1회 방문하
고 있다.

구분 의료 인력 선박직 인력 합계공중 보건의 간호사 의료기사 선박직 취사원
전남 511호 3 3 2 6 1 15
전남 512호 3 3 2 6 1 15

합계 6 6 4 12 4 30

* 전라남도(2015) 재구성

<표 3-1> 전라남도 병원선 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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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선 모항과 병원선 서비스 제공 권역

 전라남도는 현재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 두 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각 병원선은 모항을 중심으로 병원선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데, 전남 511호는 여수시 신월동항(이하 여수항), 전남 512호는 목포항 관
공서부두(이하 목포항)를 모항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항은 병원선 임무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자 임무를 마친 병원선이 돌아오는 종착점으로 병원선
을 유지, 관리, 운영하는데 중심이 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선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출·퇴근, 의약품 조달, 유류 보충, 기본적인 선
박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병원선은 전라남도 병원선운용 조례 시행규칙 5조를 근거로 모항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권역을 갖고 있으며 각 진료권역은 병원선 진료 대상 
시 · 군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 511호는 여수항을 중심으로 여수
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완도군 총 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남 512호는 목포항을 중심으로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해남군 총 6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3-2].



- 40 -

[그림 3-2]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 권역

 구획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각 병원선별 진료 대상 도서 및 주민수는 
다음과 같다<표 3-2>. 전라남도 병원선은 11개 시·군에 분포하는 168개의 
도서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 대상 인원은 
10,468명이다. 진료 대상 도서와 주민 수 측면에서 전남 512호가 다소 많
은 업무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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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선의 공간 이동

(1) 거시적 공간스케일에서의 병원선 운영

 병원선은 각 모항을 중심으로 진료 대상 섬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시 모항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 
병원선 운영 시간에 맞춰 하루에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여섯 개 정도의 섬
을 방문하게 된다. 이러한 병원선의 진료 스케줄은 선장에 의해 2주 단위
로 작성되며 이를 공고한다. 공고된 운항 스케줄을 통해 선원들은 당일의 
스케줄을 알 수 있으며, 진료 대상 섬의 주민들은 병원선 의료 서비스 이
용 가능 시간을 가늠하게 된다. 해당 내용은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홈페이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는 [그림 3-3]과 같다. 

비고 도서(개) 가구(가구) 인구(명)

전남
511호

여수시 31 1,362 2,687
고흥군 15 506 972
보성군 3 209 421
강진군 1 20 53
완도군 3 442 844
소계 80 2,539 4,987

전남
512호

목포시 5 306 642
부안군 1 28 48
영광군 4 21 27
진도군 32 650 1,100
신안군 42 1,776 3,412
해남군 4 93 252
소계 88 2,874 5,481

합계 168 5,413 10,468

* 전라남도(2015) 재구성

<표 3-2> 전라남도 시 · 군별 진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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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전남 511호 병원선 순회 진료 주간계획

* 전라남도(2015)

 [그림 3-3]의 전남 511호 병원선 스케줄을 보면, 11월 2일 수요일에 모
항인 신월동항(여수항)을 출항하여 여수시 남면 수항도에 도착하여 3명의 
주민들에게 병원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시 신월동항에 입항하는 
스케줄을 볼 수 있다. 한편 11월 3일 목요일의 경우, 출항지는 마찬가지로 
신월동항에서 출항하였지만, 비견도와 허우도를 지나 모항인 신월동항이 
아닌 녹동항에 입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루 업무 시간(오전 9
시 ~ 오후 18시)내에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신월동항에 다시 입할 할 수 
없어 중간 거점 항구인 녹동항에 입항한 모습이다. 다음날 4일은 녹동항
에서 출항하여 고흥군 도화면 죽도를 방문한 후 다시 모항인 신월동항에 
입항하는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병원선은 모항을 출항하여 다
시 모항으로 회귀하는 스케줄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하루에 모든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중간 거점 항구에 입항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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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병원선의 공간 이동은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유형의 차량 경로 선정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에서 DVRP(Distance or 
time constrained VRP), VRPTW(VRP with Time Window), 일반 VRP
의 변형된 모습이 혼합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병원선은 9시부터 18
시까지의 운영 시간이 존재하여 거리 요소가 시간 요소로 대체된 변형된 
거리 제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Distance or time constrained VRP : 
DVRP)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타임 윈도우 차량 경로 선정 문제
(VRP with Time Window : VRPTW)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방문 
시간이 9시에서 18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미시적 공간스케일에서의 병원선 운영

 앞서 언급했듯이 모항을 출항한 병원선은 진료 대상 섬에 방문하여 환자
를 진료하게 된다. 하지만 병원선 진료는 진료 대상 섬의 항구에 접안하지 
않고 진료 대상 섬의 앞바다에 정박한 후 해상에서 병원선 진료를 실시하
게 된다. 이는 진료 대상 섬에 접안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병원선 담당 주무관과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511호가 방문하는 80개 섬 
중 5개의 섬만이 접안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512호가 방문하는 88개의 
섬에는 정박 시설이 아이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부분의 경우 [그림 3-4]와 같이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섬의 앞바
다에 닻을 내려 정박한 후, 모터보트[그림 3-5]를 이용해 섬과 병원선을 
연결하여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선 선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병원선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 대상 섬에 최대한 접근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모터보트를 이용한 병원선과 섬간의 이동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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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미시적 공간 스케일에서의 병원선 운영 

[그림 3-5] 병원선에 탑재된 모터보트

* 2016. 10. 16. 김지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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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병원선 운영 문제점

 앞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원선은 공공 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공
급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간 
최적화 관점에서 병원선의 공간 이동을 살펴보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의적 병원선 서비스 권역 구획

 앞서 언급했듯이, 전남 511호는 여수항을 중심으로 여수시, 고흥군, 보성
군, 강진군, 완도군 총 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고, 전남 512호는 목포항
을 중심으로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해남군 총 6개 시·
군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각 병원선의 구획을 설정
할 때, 업무량의 균형이나 병원선의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공간 의사결정의 
문제를 거치지 않고 모항 중심의 행정 편의적 구역설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병원선 선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구획화의 문제점은 각 섬과 모항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구획
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병원선 간의 업무 분배의 불균형으로 특정 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편중되거나 특정 병원선 선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병원선별 담당 섬 및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3-6]. 전남 511
호의 경우 64개의 무의도서와 16개의 취약도서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남 
512호의 경우 73개의 무의도서와 15개의 취약도서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 
주민 수의 경우 전남 511호는 총 4,987명의 주민을, 전남 512호의 경우 
총 5,48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남 512호의 업무 비중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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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전라남도 병원선별 담당 도서 및 주민 수

* 전라남도(2016) 재구성

 특히 연 4회 방문하는 무의도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질 연 방문 인
원은 더욱 편차가 커지게 된다<표 3-3>.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공
간 의사결정이 결여된 구획화로 인해 전남 512호는 더 많은 업무 가중을 
받고 있다.

연간 섬 방문 횟수 연간 진료 대상 주민 수

전남 511호
64개*4회 + 16개
= 272회

1,937명*4회 + 3,050명
= 10,798명

전남 512호
73개*4회 + 15개
= 307회

2,535명*4회 + 2,946명
= 13,086명

업무량 비교 전남 511호 < 전남 512호 전남 511호 < 전남 512호

* 전라남도(2015) 재구성

<표 3-3>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의 업무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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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적 병원선 방문 스케줄 작성

 다음으로 병원선 스케줄 작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병원선 선원
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병원선 진료 일정은 전적으로 선장에 의해서 결정
된다[그림 3-7]. 이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각 병원선이 
최적의 방문 경로로 병원선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
다. 특히 병원선은 응급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 정기
적 점검 및 진찰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큰 틀에서 공간 모델링을 통한 최
적의 스케줄을 도출한 후 문제점 발생시 상황에 맞는 유연적인 대처를 취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3-7] 전남 512호 2016년 10월 항해 계획표

* 2016. 10. 16. 김지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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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지역과의 병원선 진료 형평성

 병원선의 운영 주체는 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에 따라 각 
무의 도서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병원선 이용 횟수가 
달라진다. 이는 서론에서 지적했던 부분으로 전라남도를 제외한 경상남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월 1회, 연 12회에 걸쳐 각 섬을 돌
며 병원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의 경우 취약 도서
는 연 1회, 무의 도서는 연 4회의 방문에 그치고 있어 방문 횟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청남도 지역의 병원선 운영을 연구한 신정동(2011)은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병원선 서비스의 양적인 증대를 원하고 있음을 
밝혀낸 만큼, 충청남도보다 더 적은 병원선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라남도는 
병원선 서비스 공급 증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병원선 방문 경로 최적화를 통해 기존 방문 횟수를 증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병원선 공간 이동에 대한 공간 최적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전라남도 지역의 병원선 이동 효율성 증대가 전라남도 병원선 의료 서비
스 제공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의료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4. 소결

 공간 최적화 측면에서 바라본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는 행정 편의적 구획 설정, 선장 자의적 판단에 의한 방문 스케줄 작성, 
타 지역과의 병원선 진료 형평성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데이
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간 모델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업무량 불균등의 경우, 앞선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방
법론을 통해 업무량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원선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
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병원선 서
비스가 소홀해지거나, 지나친 업무 편중으로 인해 병원선 선원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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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량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방문 스케줄링 문제의 경우 첫 번째 문제인 구획화 문제가 해
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차량 경로 선정 문제 해결을 통한 병원선 최적 방
문 경로를 도출하여 병원선 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병원선 경
로가 최적화 된다는 것은 병원선 선원의 업무량이 경감되며, 유류비와 같
은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병원선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과의 병원선 진료 횟수 차이 극복을 위해 병원선 이
동에 대한 공간 최적화를 통해 진료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추가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면 기존 병원선과 연
계한 효율적 병원선 운영 방안도 찾을 수 있다. 앞선 세 가지를 요약하면, 
공간 의사결정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병원선 운영의 효율성을 증
대하고 이를 통해 타 지역과의 의료 형평성 편차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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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기존 병원선 공간 의사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
기 위한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설정하고 병원선 방문 경로의 공간 최적화
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이동 효율성을 고려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안적 방안의 병원선 운영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병원선 운영 방안

 앞서 3장에서는 전라남도 병원선을 운영하는데 있어 업무량 형평성 문제
와 병원선 이동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체 
병원선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들로, 이를 개선함을 통해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병원선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공간 최적화 접근을 통해 기존 병원선 운영의 문제점들을 해
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그림 4-1].
 먼저 입지 할당 모델을 통해 병원선 서비스 제공 구역을 재구획화 한다. 
다음으로 특정 진료 대상 섬의 업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한다. 이
때 업무 시간이란 모항과의 왕복 항해 시간과 특정 진료 대상 섬의 진료 
시간의 합이다. 업무 시간이 9시간 이하인 지역은 당일 업무 지역으로 해
당 섬끼리 그룹을 만들고, 업무 시간이 9시간이 초과하는 지역은 출장 대
상 섬으로 해당 섬끼리 그룹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섬의 분배가 이루어지
면 각 항구를 기준으로 차량 경로 선정 문제를 해결하여 하루 단위의 스
케줄에 대한 집합이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각 항구별로 연산된 스케줄을 
합치면 병원선의 전체 스케줄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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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이동 효율성을 고려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1. 병원선 단위별 서비스 권역 설정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의 
서비스 권역 설정은 행정 편의적 구획화로 인해 병원선간 업무량 불균등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량 불균등 문제는 입지 할당 모델을 통한 
병원선의 서비스 권역을 구획할 때 추가적인 제약식 구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병원선 인력을 구성하는 의료 인력과 선박직 인력에 대한 
업무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의 업무량을 최대
한 동등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반영한 입지 할당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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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함수는 진료 대상 섬이 모항에 할당하는 값을 최소화 하는 입지 할
당 문제의 목적함수이며 제약식 (1) ~ (6)은 모델에서 요구되는 제약조건
식들이다. 제약 조건 (1)은 모든 진료 대상섬은 한 개의 모항에만 할당될 
수 있게 하는 제약 조건이다. 제약 조건 (2)는 모항 가 선택되었을 때 방
문 진료 섬 의 할당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제약 조건 (3)은 전체 무의 도

 = 진료 대상 섬 인덱스

 = 모항(seed) 인덱스

 = 방문 진료섬 와 모항 와의 항해 시간

 = 방문 진료 섬 의 인구

 = 
  = 시간당병원선진료가능인구

섬인구  = 방문 진료섬 의 진료 시간

 = 구획할 구역의 수

 = 진료 시간 균형을 위한 상수

 = 모항 에 할당되는 방문 진료 섬 와 모항 와의 거리 제약 상수

 









 섬 가 모항에할당된경우
 그렇지않은경우

목적 함수 : 








제약 조건 : 



    ∀  (1)
 ≤  ∀,  (2)



   ∀ (3)






 ≤ ∀ (4)
 ≤ ∀,  (5)
 = {0,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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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눌지에 대한 제약식으로, 전라남도는 두 척의 병
원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 2의 값을 갖는다. 제약조건 (4)는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간에 진료 시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 두 병원선 간 진료시간의 편차에 절댓값을 씌웠고, 진료시간 균형을 
위한 상수 값을 36으로 설정하여 두 병원선 간 진료 시간 편차를 줄이
고자 하였다. 제약 조건 (5)는 각 항에 할당된 섬과 모항과의 거리가 보
다 작게 하여, 밀집성을 보장하지 않는 입지 할당 모델에서 최소한의 밀집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약 조건 (6)은 결정변수가 0 또는 1의 이진 정
수를 갖도록 하는 제약식이다.
 위의 모델을 연산한 결과 기존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 권역은[그림 4-2] 
입지 할당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그림 4-3]. 구체적인 병원
선 서비스 권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전남 511호가 방문하였던 완도
군 구룡도, 대정원도, 죽굴도, 양도는 전남 512호 구역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기존의 전남 512호가 맡았던 해남군의 상마도, 중마도는 전남 511호 
권역으로 재편되었다. 병원선 커버리지가 재편된 지역은 전남 511호와 전
남 512호의 서비스 권역이 서로 쟁탈하는 지역인 완도군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일대이다.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설정하기 위한 입지 할당 모델의 목적 함수는 
(방문 진료섬 와 모항 와의 항해 시간), (방문 진료섬 의 진료 시간), 

(섬 가 모항에 할당 되었는지에 대한 이진 변수)의 곱으로 구성된다. 

입지 할당 모델의 목적 함수에서 는 결정 변수로만 작용한다고 할 때, 

목적 함수 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와 가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는 상대적으로 큰 값을, 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에 따라 서비스 권역 구획의 결과가 큰 틀에서 결정될 것이며, 각 병원

선의 경계가 접하는 병원선 서비스 권역 쟁탈 지역에서는 가 비슷하여 

에 따라 최종적인 병원선 서비스 권역이 정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선 서비스 쟁탈 지역에서 각 병원선별 서비스 권역의 중첩이 일어난다.



- 54 -

[그림 4-2] 기존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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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방문 효율성을 고려한 병원선 서비스 권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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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선 서비스 권역 변경에 따른 각 병원선별 항해 시간 거리 합의 변화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1>. 먼저, 서비스 권역 변경을 통해 각 병
원선별 시간 거리 합의 편차가 줄어들었다. 이는 기존에 두 병원선의 항해 
시간 거리에 대한 편차가 커 선박직 인력의 업무 불균형이 존재하였지만, 
입지 할당 모델을 적용을 통해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재설정함에 따라 그 
편차가 줄어들어 권역별 업무 불균형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병원선 서비스 권역 변경을 통해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간의 항
해 시간 거리 합계도 줄어들었다. 즉,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새로 설정함
에 따라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의 전체적인 항해 시간이 줄어들어 전
체 전라남도 병원선 이동 효율성이 증대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입지 할당 모델을 통해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재설정 한 결
과 각 병원선의 항해 시간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었으며, 전라남도 병원선
의 이동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즉, 선박직 인력에 대한 병원선 별 
업무 형평성을 추구하였고,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 추구를 통해 전체 선박
직 인력의 노동 강도가 완화되었다.

시간 거리 합(시간/연)
기존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 권역
신규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 권역
전남 511호 577.59 542.59
전남 512호 464.09 484.53

편차
(전남 511호 – 전남 512호)

113.50 58.06

합계
(전남 511호 + 전남 512호)

1041.68 1027.12

<표 4-1> 신규 병원선 서비스 권역 설정을 통한 병원선별 시간 거리 합의 변화 

 또한 병원선 서비스 권역 변경에 따른 각 병원선별 진료 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2>. 먼저 병원선 서비스 권역이 변경된다 하
여도, 전라남도 진료 대상 섬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진료 대상 
섬에 대한 진료 시간의 합은 3588.6시간으로 같다. 따라서 기존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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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서비스 권역일 때와 신규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 권역일 때의 병
원선 별 진료 시간 합의 편차를 확인함을 통해 본 입지 할당 모델의 유의
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병원선 서비스 권역일 때는 전남 511호와 전
남 512호가 –74.85시간의 진료 시간 편차를 보였지만, 신규 병원선 서비
스 권역을 진행한 결과에서는 –32.37시간의 진료 시간 편차를 보이고 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지 할당 모델을 통해 병원선간의 진료 시
간 편차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의료직 인력에 대한 업무량 
형평성이 달성되었음을 뜻한다.

진료 시간 합(시간/연)
기존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 권역
신규 전라남도

병원선 서비스 권역
전남 511호 361.22 382.46
전남 512호 436.07 414.83

편차
(전남 511호 – 전남 512호)

-74.85 -32.37

<표 4-2> 신규 병원선 서비스 권역 설정을 통한 병원선별 진료 시간 합의 변화

2. 분기별 병원선 서비스 권역 설정

 전라남도 병원선은 전라남도 병원선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운항 일
수와 진료 일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 대상 섬에 대한 방문 시기 
또는 방문 주기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병원선 스케줄 작성시 
이를 고려할 의무는 없다. 실제로 병원선 항해 일지를 통해 일정 기간 동
안 특정 섬을 집중 방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선 운영 
목적이 정기적인 진료 · 검진 및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고려했
을 때, 진료 주기성을 갖고 진료 대상 섬을 방문하는 것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병원선의 스케줄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병원선 진
료에 대한 주기성을 자연스럽게 보장하고자 한다. 먼저, 무의 도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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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회에 걸쳐 진료 대상 섬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 분기당 1회씩 방문을 
할당하였다. 취약 도서의 경우 연 1회 방문하기 때문에 각 분기별 할당을 
통해 병원선의 분기별 업무량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섬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분기별로 진료 대상 섬을 분배하였으며 이에 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3>.

 이렇게 각 분기별로 할당된 취약 도서들은 무의 도서와 함께 특정 분기
의 방문 대상 섬 그룹을 이루며, 각 분기와 병원선 단위별로 차량 경로 문
제 해결을 통해 최종적인 병원선 스케줄을 제시하게 된다.

전남 511호 전남 512호

1분기

여수시 송도
여수시 대횡간도

여수시 낭도
고흥군 득량도
보성군 장도

진도군 대마도
진도군 관사도
신안군 우이도
신안군 옥도

2분기

여수시 대두라도
여수시 하화도
여수시 여자도
여수시 손죽도
고흥군 연홍도

진도군 가사도
신안군 선도

신안군 수치도
신안군 가란도

3분기

여수시 적금도
여수시 월호도
고흥군 시산도
고흥군 사양도

신안군 병풍도
신안군 마진도
신안군 자라도
신안군 당사도
신안군 반월도

4분기
여수시 제도
여수시 동도

신안군 대둔도
신안군 다물도

<표 4-3> 분기별 취약 도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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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도출

 각 병원선 · 분기별 서비스 권역 설정을 통해 도출한 8개 그룹의 진료 
대상 섬들을 대상으로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를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역시 8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작성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병원선 · 분기별 최적 방문 경로 도출은 출장 대상 
섬 그룹과 당일 방문 대상 섬 그룹으로 나뉘어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진료 대상 섬 그룹에 속해있는 개별 섬들을 
업무 시간 9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출장 여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스케줄
을 작성하게 된다. 특정 섬의 업무 시간이 9시간이 초과하면 병원선은 해
당 섬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간 거점 항구에서 정박하며 
출장 업무를 행하게 된다[그림 4-4]. 이러한 섬은 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당일에 진료 업무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거나, 먼 바다에 섬이 위치해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항해 일지를 살펴보면 짧게
는 1박 2일, 길게는 3박 4일간의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병원선 출장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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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출장 스케줄은 병원선 선원들에게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다. 병원선 선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원들은 모항 근
처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장기 스케줄로 인해 집을 비워야 함을 
부담스러워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선 선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의 전제 조건을 세웠다.

1. 진료 대상 섬에 대한 업무 시간이 9시간 이하인 경우 무조

건 당일 근무로 임무를 수행한다.

2. 진료 대상 섬에 대한 업무 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여 부득이

하게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최대 3일을 넘지 않고 모항으로 

복귀한다.

 위의 전제 조건은 병원선 선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자 제시한 방안이
다. 이를 전제하여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를 도출하게 되며, 전체 병원선 
스케줄은 당일 근무 가능한 지역의 스케줄과 출장 업무 스케줄을 합쳐서 
구성하게 된다.

1) 당일 병원선 임무 수행 최적 방문 경로 도출

 먼저 당일 근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설정을 위
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 방문 진료 섬 집합 {0, 1, 2 ... }, 0=출발지(모항)
  = 병원선 단위 집합{1, 2, ... }, (각각의 서비스 단위는 1일 단위
로 할당)
  병원선 단위 수



- 61 -

 = 방문 진료 섬  사이의 이동 시간
 = 방문 진료 섬 의 인구

 = 
  = 시간당병원선진료가능인구

섬인구  = 방문 진료섬의 진료 시간

(시간)
  = 두 개 이상의 방문 진료 섬으로 구성된 의 부분 집합 의 개
수
 = 진료 시간 제한을 위한 상수

 









 방문진료섬가병원선단위에의해방문될경우
 그렇지않은경우

 









 연결 가병원선단위의경로에포함될경우
 그렇지않은경우

목적 함수 : 










제약 조건 : 


∈

 









   

 을제외한모든  ∀  (1)


∈
   ∀  (2)


∈
   ∀  (3)


∈

   (4)


∈∈

 ≤ [ ]-1,⊂을제외한, [ ] ≥2, ∀ (5)






   ≤  ∀ (6)
 = {0, 1} ∀,  (7)
 = {0, 1}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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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함수는 병원선이 각 진료 대상 섬을 방문할 때 운행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식이다. 제약 조건 (1) ~ (3)은 하나의 방문 대상 섬은 반드시 
한 대의 병원선에 의해 방문됨을 의미한다. 제약 조건 (4)는 모항을 지나
는 모든 병원선 단위 의 개수는 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선
이 모든 진료 대상 섬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날짜인를 최소화하여 자연 
현상에 의한 결항 및 기타 돌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일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 제약 조건 (5)는 개별 병원선 단위의 이동 경로가 모항
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형태의 하위경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
약식이다. 제약 조건 (6)은 본 모델을 위해 추가적으로 기입한 제약식으로 
병원선 최대 업무 시간 9시간에 대한 제약 조건이다. 즉, 거리 제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Distance or time constrained VRP : DVRP)에 대한 제
약 조건이다. 제약 조건 (7) ~ (8) 은 결정변수가 0 또는 1의 이진 정수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2) 출장 병원선 임무 수행 최적 방문 경로 도출

 다음으로 하루 업무 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여 당일 임무 수행이 불가능
한 지역들을 모아 병원선의 최적 경로 도출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
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장 근무가 필요한 섬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한 섬을 입지 할당 모델을 통해 중간 거점 항구에 할당한다. 셋째, 입
지 할당 모델을 통해 중간 거점 항구에 할당된 방문 대상 섬을 대상으로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각 중간 거점 항구별로 계
산한 스케줄을 합역하여 전체 출장 병원선 임무 수행 스케줄을 작성한다.
 이때 중간 거점 항구는 현재 병원선이 이용하고 있는 2개의 모항(여수항, 
목포항)과 8개의 중간 거점 항구(초도항, 손죽도항, 나로도항, 녹동항, 완
도항, 소안도항, 마량항, 흑산도항)로 구성되어 있다. 추출한 섬을 각 거점
항구에 할당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사용한 입지 할당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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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지 할당 모델은 특별한 제약 조건 없이 거리를 기반으로 각 진료 
대상 섬을 중간 거점 항구에 할당한 모델이다. 이는 병원선별 서비스 권역 
설정과 분기별 서비스 권역 설정을 통해 업무량의 형평성은 이미 달성되
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동 시간 단축
을 통한 병원선 경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본 모델을 
바탕으로 출장 대상 섬을 중간 거점 항구에 할당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출장 대상 섬을 중간 거점 항구에 할당한 결과 여수항, 목포항, 초도항, 
손죽도항, 나로도항, 녹동항, 완도항, 소안도항, 마량항, 흑산도항 총 10개
의 항구 중 여수항, 목포항, 초도항, 손죽도항, 나로도항, 완도항, 소안항, 
흑산도항 만이 출장 대상 섬을 할당 받았으며, 녹동항과 마량항은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입지 할당 모델을 통해 각 중간 거점 항
구별 방문 대상 섬이 할당되었으며, 이를 차량 경로 선정 문제 해결을 통
해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섬 인덱스
 = 거점항구(seed) 인덱스
 = 방문 진료 섬 와 거점 항구 와의 항해 시간(시간)

 









 섬가거점항구에할당된경우
 그렇지않은경우

목적 함수 : 








제약 조건 : 



   ∀  (1)
 ≤  ∀  (2)
 = {0,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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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분기 할당 대상 항구 진료 대상 섬 개

전남
511호

1분기

소안항

노록도
마안도
어룡도
예작도

백일도
서화도
당사도

대장구도
흑일도
구도

14
완도항 상마도 중마도
여수항 장도

나로도항 낭도

2분기

소안항

노록도
마안도
어룡도
예작도

백일도
서화도
당사도

대장구도
흑일도
구도

13
완도항 상마도 중마도

손죽도항 손죽도
여수항 여자도

3분기
소안항

노록도
마안도
어룡도
예작도

백일도
서화도
당사도

대장구도
흑일도
구도 13

완도항 상마도 중마도
손죽도항 시산도

4분기
소안항

노록도
마안도
어룡도
예작도

백일도
서화도
당사도

대장구도
흑일도
구도 13

완도항 상마도 중마도
초도항 동도

전남
512호

1분기 흑산도항 상태도 1

2분기 흑산도항 상태도 3목포항 선도 가사도

3분기 흑산도항 상태도 3목포항 자라도 병풍도
4분기 흑산도항 상태도 다물도 대둔도 3

<표 4-4> 출장 대상 섬에 대한 중간 거점 항구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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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및 해석

 당일 병원선 임무 수행 최적 방문 경로 도출 결과와 출장 병원선 임무 
수행 최적 방문 경로 도출 결과를 합친 각 분기별 병원선 최적 경로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4-5],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
 또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각 
날짜마다 할당된 진료 대상 섬에 대한 병원선의 이동은 각 노드들의 외곽
선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노드의 숫자와 상관없이, 
각 노드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병원선이 이동하는 것이 이동 시간을 최소
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병원선 이동은 모항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다. 이는 섬 간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려면 가장 가
까운 섬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셋
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 모델은 거리 제한 차량 경로 
선정 문제(Distance or time constrained VRP : DVRP)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짧은 가까운 바다에서는 하루에 많은 지역을 방
문하고,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먼 바다에서는 소수의 진료 대상 섬만 
방문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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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방문 효율성을 고려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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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방문 효율성을 고려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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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방문 효율성을 고려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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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방문 효율성을 고려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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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안적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4장 1절에서 살펴본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은 업무량 형평성을 고려한 
입지 할당 모델을 통해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재구획화하고, 병원선 이동 
효율성을 위한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설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을 개선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간 모델링은 업무량 형평성과 이동 경로의 효율성
을 추구하여 병원선 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을 야기하였다. 
 본 절에서는 1절에서 반영했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이를 발전시킴을 
통해 한층 개선된 병원선 운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크게 기존 
방문 시스템을 변형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추가 재원 투입을 통해 진행하
는 방법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본 방안들은 모두 시나리오에 기반한 병원
선 운영을 전제로 한다.
 또한 본 절에서는 병원선 공급의 양적 공급 증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무의 도서와 취약 도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진료 
대상 섬을 동일한 횟수로 방문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1.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병원선은 방문 대상 섬 근처에 닻을 내려 정박한 
후, 모터보트를 이용해 섬에 있는 환자를 병원선으로 수송하여 각종 의료 
장비가 비치된 병원선 안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병원선 정박지
와 섬과의 거리는 통상 10분 안팎으로 이동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자 한다. 한편, 전라남도 섬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웃한 섬 간의 거
리가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이웃한 섬과의 이동 시간이 크지 않으며, 
대형 선박이 아니어도 무리 없이 항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였을 때, 병원선을 특정한 위치에 정박시킨다면 한
번 정박할 때 여러 진료 대상 섬을 동시에 진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선 정박 지점을 원의 중심점으로 놓고, 모터보트가 10분 동안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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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거리를 반지름으로 설정하여 버퍼(buffer)를 설정하게 되면 병
원선이 정박했을 때의 진료 가능한 커버리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웃 섬 간
의 거리가 가까운 전라남도는 버퍼 안에 다수의 진료 대상 섬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선 정박을 특정 지점으로 설정하게 되면 커
버리지 안에 여러 개의 진료 대상 섬을 포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체적
인 병원선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회 정박 시 버퍼 
안에 두 개 이상의 도서가 묶여 1회 정박시 여러 도서를 동시에 진료할 
수 있을 때 이를 도서 클러스터링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림 4-9]는 병원선이 두 섬의 중앙에 위치함에 따라 1회 정박 시 두 
개의 진료 대상 섬을 동시에 진료하는 것에 대한 모식도이다. 이와 같이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두 개의 섬을 동시에 진료하게 된다면 진료 대상
섬의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진료 시간은 동일할 것이나, 병원선의 항해 시
간이 짧아져 전체적인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9]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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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선 서비스 권역 설정, 도서 클러스터링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역시 먼저 각 병원선별 
진료 권역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본 모델에서는 1절에서 제시한 모델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역시 모항의 수가 두 개이며, 업무량의 형평성과 각 병원
선 서비스 구역에 대한 최소한의 지리적 근접성은 그대로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다.
 도서 클러스터링의 경우 병원선 정박 지점을 기준으로 버퍼의 반지름을 
600m로 설정하여 두 개 이상의 도서가 버퍼 안에 포함될 경우 이를 묶어 
도서 클러스터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웃한 섬 간의 거리가 1,200m 
이상일 경우 개별적인 진료 대상 섬을 유지하게 된다. 600m라는 버퍼의 
반지름 거리는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병원선과 진료 대상 섬 간의 시간 
거리 10분을 네트워크 거리로 바꾼 값으로 환자를 이송하는데 무리가 가
지 않으며 이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댓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병원선의 진료 대상 섬들에 대한 도서 클러스터
링을 진행한 결과 35개의 섬을 17개의 도서 클러스터링으로 묶을 수 있었
다<표 4-5>. 대부분의 도서 클러스터링은 경우 2개의 섬이 한 개의 노드
로 할당 되었으며, 나발도, 소두라도, 대두라도의 경우 3개의 섬이 1개의 
병원선 정박 노드로 할당 되었다.



- 73 -

2)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도출 및 종합

 방문 시스템 변경을 통한 병원선 공간 최적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그림 4-10].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도출의 경우 앞서 4장 1절에서 
사용한 VRP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산하였다.
 새로운 방문 시스템의 경우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노드의 수가 18개 
감소하여 병원선 이동에 대한 공간 의사결정이 간결해졌으며 이는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이 증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병원
선 최적 방문 경로를 도출한 결과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 모두 21일/1
회전 스케줄의 병원선 방문 스케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도서 클러스
터링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가 각각 24일/1회전
의 스케줄이 나온 것과 비교했을 때, 각 병원선별로 3일의 스케줄이 감소
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앞서 예상했듯이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노드
의 개수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병원선의 이동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번호 구성 섬 간 거리(km) 비고
1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0.396
2 중마도, 하마도 0.435
3 황마도, 마산도 0.445
4 장좌도, 우도 0.452
5 초란도, 당사도 0.505
6 평사도, 고사도 0.588
7 상화도, 하화도 0.791
8 상태도, 중태도 0.871
9 나발도, 소두라도, 대두라도 0.836, 1.12, 0.686 3개 섬 통합
10 달리도1, 달리도2 0.940
11 소마도, 관사도 0.964
12 죽도, 곽도 0.978
13 애도, 사양도 1.046
14 성남도, 소성남도 1.104
15 송도, 가사도리 혈도 1.112
16 섭도, 부도 1.132
17 추도, 사도 1.162

<표 4-5> 도서 클러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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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에서는 무의 도서와 
취약 도서의 구분 없이 모든 도서를 동일 횟수를 방문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무의 도서와 취약 도서와의 차등을 둔 1절에서 진행한 분석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진행할 수 없었다.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은 병원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
서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비용 절감 
문제와 병원선 서비스 증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 방안
은 무의 도서와 취약 도서의 방문 횟수 차이가 존재하여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정책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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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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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선 신규 건조를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선행연구를 통해 도서 지역은 지리적 고립성과 경제적 열악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전라남도 도서 지역의 
의료 환경은 한정된 자원과 많은 수요 인원으로 인해 더욱 열악함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을 통
해 운영의 효율성 추구를 통한 병원선 진료 서비스 확대를 이루고자 하였
다. 이때 제시한 방안들의 공통점은 추가 제원 투입 없이 공간 모델링을 
통한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을 높여 병원선 운영 횟수 증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에 비해 효율적인 병원
선 공간 이동을 이루어 이를 통한 병원선 서비스 증대를 이룰 수는 있었
지만,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은 불가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신규 서비
스 수단 투입 없이 의료 서비스 현황을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전라남도 도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재원 투입을 통한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추가 재원 투입을 통한 신규 병원선 건조를 가정하여 공간 최적화 
관점의 보건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병원선이 추가 건조 된다면 기존의 
부족한 의료 서비스 자원을 충당할 수 있어 병원선 서비스의 양적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병원선을 추가 건조 하게 된다면, 이를 어떤 모항
에 위치시키는 것은 병원선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의료 시설은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 및 효
율성이 달라지는데(Marianov and ReVelle, 1996), 병원선 모항은 병원선
이 출발하는 시작점이자 도착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항의 위치에 따
라 병원선의 이동 거리 및 이동 효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선 신규 건조를 가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최적 모항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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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신규 모항 입지 후
보지를 색출한다. 다음으로 각 병원선 별 의료 서비스 제공 권역을 나누기 
위한 입지 할당 모델의 목적 함수를 각 후보지 모항별로 연산한다. 이때 
입지 할당 모델의 목적 함수는 비용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값이 작을수록 
좋다. 따라서 목적 함수 값이 가장 작은 모항 입지 후보지를 신규 모항 입
지 적합지로 판단하고, 여수항, 목포항, 신규 모항 세 축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모항과 할당된 진료 대상 섬
을 대상으로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를 도출하여 최종적인 병원선 진료 스
케줄을 확정한다.

1)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 선정

 먼저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1번 조건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간 거
점 항구를 모항으로 용도만 전용하고자 한다. 중간 거점 항구는 기존에 선
원들이 출장 업무를 나갈 때 하루 이상을 정박하며 배를 접안하는 곳으로 
중간 거점 항구를 모항으로 전용 하여도 기능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번 조건의 경우 모항의 주요 기능인 물자 보급의 원활성에 주안점을 두

1.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의 경우, 신규 모항 건설에 대한 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중간 거점 항구로 한정한다.

2.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의 경우, 보급품의 원활한 공급과 병

원선 직원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육지 또는 

연육교로 이어진 섬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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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모항은 필요한 보급품을 보충하고 선박의 유류 보충과 기본적인 정
비를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활한 물자 보급이 중요하다. 이에 모항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위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간 거점 항구를 탐색한 결과 나로도항, 녹
동항, 마량항, 완도항 총 4개의 항구가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로 선정되었
다[그림 4-11].

[그림 4-11]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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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최적 모항 입지 선정과 병원선 서비스 권역 설정

 신규 모항의 경우 세 항구에 할당된 진료 대상 섬에 대한 업무량 균형성
을 보장하면서, 진료 대상 섬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그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4장 1절에서 제
시한 입지 할당 모델의 목적 함수를각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별로 연산하
였다.
 연산 과정은 특정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가 모항으로 선정된다는 가정하
에 각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와 여수항, 목포항을 모항으로 두고 필요한 
변수를 연산하여 입지 할당 모델의 목적 함수 값을 계산하였다.
 입지 할당 모델을 각 신규 모항 입지 후보지별로 연산한 결과 완도항이 
목적 함수에 대한 최솟값을 나타내었다<표 4-6>. 이는 신규 모항으로 완
도항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근거로 
완도항을 신규 최적 모항 입지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모항 최
적 입지로 선정된 완도항과 기존의 여수항, 목포항을 중심으로 병원선 서
비스 제공 권역을 나눌 수 있었다[그림 4-12].

나로도항 녹동항 마량항 완도항
값 497.165 487.665 479.854 467.641

<표 4-6> 신규 최적 모항 입지 선정 모델의 목적 함수에 대한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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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신규 병원선 건조를 가정한 병원선 서비스 권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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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신규 모항인 완도항이 추가됨에 따라 권역이 세 곳으로 나눠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 513호의 권역은 기존의 전남 511호와 전남 512
호의 권역이 접하는 지역을 흡수하여 생성되었다. 이는 전남 513호의 모
항이 여수항과 목포항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
며,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설정할 때 진료 대상 섬의 인구수 보다 거리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선 별 진료 대상 주민수는 진료 대상 섬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자연
스럽게 줄어들었다. <표 4-7>은 병원선 추가에 따른 각 병원선 별 진료 
대상 주민 수와 진료 대상 섬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존에 병원선을 
두 대 운영할 때보다 업무 부담량이 줄어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실제 병원선이 추가로 건조 된다면 도서 지역에 병원선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료 대상 섬의 분포는 그대로이나 모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병원
선의 이동 거리 역시 기존 병원선 진료 권역에 비해 짧아졌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기존 여수항과 목포항이 진료 대상 섬들의 양 극단에 위치하여 
서비스 구역의 접점인 완도군 노화읍 일대까지 병원선이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신규 모항인 완도항이 여수항과 목포항의 중간에 위
치함에 따라 이동 시간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병원선별 출장 대상 섬 역시 5개씩 할당되어, 기존 병원선 
서비스 구역에서 전남 511호에 집중되었던 병원선 출장 업무도 균등하게 

병원선(모항) 진료 대상 주민(명) 진료 대상 섬(개) 출장 대상 섬
전남 511호

(여수항)
3,413 42

여자도, 손죽도, 시산도, 
낭도, 장도

전남 512호
(목포항)

3,667 44
대둔도, 다물도, 자라도, 

병풍도, 선도
전남 513호

(완도항)
3,398 84

가사도, 중태도, 상태도, 
우이도, 동도

<표 4-7> 신규 병원선 서비스 구역의 속성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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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장 업무의 경우 병원선 선원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업무량 형평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규 건조 병원선인 전남 513호(가칭)의 경우 진료 대상 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병원선 서비스 권역을 설정
하기 위한 입지 할당 모델을 구축할 때 섬의 개수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3)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도출 및 해석

 병원선 최적 이동 경로 도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은 앞서 1절에서 
사용한 병원선 최적 방문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한 신규 병
원선 서비스 구역에 대한 병원선 최적 이동 경로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
다[그림 4-13].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1장에서의 분석 결과와 같이 모항을 중심으
로 하루 단위의 스케줄이 방사형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접한 도서를 위주로 방문해야 이동 거리 최소화를 이
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남 513호의 병원선 방문 경
로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전남 513호의 모항인 완도항의 경우 진료 
대상 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병원선 스케줄이 방사형으로 뻗
어나가는 모습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신규 병원선 추가에 따른 세부적인 스케줄 일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4-8>. 먼저 각 병원선당 할당된 도서 지역을 모두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
간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전남 513호의 경우 전남 
511호와 전남 512호에 비해 8일 더 많은 진료 일수를 수행해야 한다. 이
는 앞서 지적했듯이, 전남 513호의 모항인 완도항이 진료 대상 섬들에 의
해 둘러 싸여 있어 병원선 라우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 511호의 경우 약 120도, 전남 512호의 경우 약 100도의 각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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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대상 섬들이 위치하여 병원선 이동에 대한 방향성이 존재하지만, 전
남 513호의 경우 진료 대상 섬이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이동 효율성이 매
우 떨어진다.

비고 전남 511호 전남 512호 전남 513호

1회전당 진료 일수(일 / 회) 11일 / 1회 11일 / 1회 19일 / 1회

진료 대상 섬(개) 42 44 84
모항 기준 진료 대상 섬

분포 각도
약 120° 약 100° 360°

<표 4-8> 각 병원선 별 진료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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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신규 병원선 건조를 가정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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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병원선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다. 먼저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이동 효율성을 고려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에
서는 기존 방문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
적으로 업무량 균형성을 전제한 입지 할당 모델 구축을 통해 기존 병원선 
서비스 구역을 재구획화 하였다. 다음으로 병원선 경로 선정 문제 해결을 
통해 병원선의 효율적 이동을 추구하였다. 
 다음으로 대안적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에서는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과 병원선 신규 건조와 최적 모항 입지 도출을 통
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에서는 도서 클러스
터링을 통해 35개의 도서를 17개의 노드에 각각 할당하여 병원선 방문 대
상의 수를 줄였다. 이를 통해 전체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방법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병원선 신규 건조와 최적 모항 입지 도출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
에서는 신규 재원 투입을 가정한 병원선 건조를 통해 병원선 운영 시스템
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병원선 운영에는 모항이 어디에 입
지하느냐가 중요한데, 기존의 중간 거점 항구를 대상으로 모항 최적 입지
를 탐색한 결과 완도항이 가장 합리적인 신규 최적 모항 입지임을 밝혀내
었다. 또한 추가 재원 투입시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가능함을 각
종 수치를 통해 증명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은 모두 기존 병원선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던 업무량 형평성 문제, 합리적인 병원선 이동, 타 지역간의 의료 형
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 최적화적 접
근을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4절에서 제시한 병원선 운영 방안들은 모두 병원선 운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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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효율적인 병원선 이동은 병원선 운영 시간 단축으
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단축된 병원선 운영 시간은 병원선 서비스 공급의 
증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즉,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의료 형평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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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의료 취약 지역이란 보건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지역 보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여건 등이 취
약하며, 건강수준 또한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국내 도서 지역은 경제적 
열악성, 지리적 고립성,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도서 의료 취약 지역의 경우 공공 의료 서비스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민간 의료 서비스의 경우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입지가 가능한데, 
적은 인구수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부족하고, 병원 운
영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많이 드는 도서 지역의 경우 민간 의료 시
설이 입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익적 성격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도
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
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지역의 자연 · 인문 환경
적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시스템 설계를 통해 도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건 의료 기관, 응급 의료 헬기, 원
격 의료, 병원선으로 구성된다. 특히 병원선은 무의 도서(無醫島嶼) 주민
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공공 의료 서비스로 도서 지역 의료 서비
스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응급환자를 제외한 
정기적, 순환적 성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선을 통한 도서 지역의 정기적 의
료 서비스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전라남도 지역
의 경우 병원선 방문 횟수가 연 4회에 그쳐, 고령의 나이가 다수인 섬 주
민의 높은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그 공급 횟수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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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병원선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개선한 병원선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전라남도 병원선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기존에 병원선이 
운행했던 항해 정보와 관련 법령을 수집하였다. 또한 병원선 선원 및 병원
선 담당 주무관과의 대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
다. 분석 결과 기존 병원선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병원선 경로 선정의 임의
성, 병원선 서비스 구역 선정의 임의성, 타 지역과의 의료 형평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 최적화적 관점의 공
간 모델링을 통해 병원선 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공간 모
델링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뉘는데 먼저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병원
선 운영 방안에서는 업무량 형평성과 병원선 이동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
존 방문 시스템에 업무량 불균등 문제와 병원선 이동 경로의 비효율성 문
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업무량 균형성을 전제한 입지 할당 
모델 구축을 통해 기존 병원선 서비스 구역을 재구획화 하였다. 다음으로 
차량 경로 선정 문제 해결을 통한 최적 병원선 방문 경로를 도출하여 병
원선의 효율적 이동을 추구하였다. 
 다음으로 대안적 방안의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
뉘며 이는 각각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과 병원선 
신규 건조와 최적 모항 입지 도출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으로 나
뉜다.
 먼저 도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에서는 도서 클러스
터링을 통해 35개의 도서를 17개의 노드에 각각 할당하여 병원선 방문 대
상의 수를 줄였다. 이를 통해 전체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 병원선 이동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방법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병원선 신규 건조와 최적 모항 입지 도출을 통한 병원선 운영 
개선 방안에서는 신규 재원 투입을 가정한 병원선 건조를 통해 병원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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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병원선 운영에는 모항이 
어디에 입지하느냐가 중요한데, 기존의 중간 거점 항구를 대상으로 모항 
최적 입지를 탐색한 결과 완도항이 가장 합리적인 신규 최적 모항 입지임
을 밝혀내었다. 또한 추가 재원 투입시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가
능함을 각종 수치를 통해 증명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필요성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병원선을 소재로 한 연구이
다. 병원선은 도서 지역의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병원선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이동 수단인 병원선에 대한 공간 의사결정
론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의미성에 비해 미진했던 분야를 연구
하여 학문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둘째, 의료 취약지역 보건사업에 대한 정책적 기여가 가능하다. 먼저 4장 
1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병원선 경로 최적
화를 통해 시간 거리 절약 및 병원선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가능함을 증
명하였다. 또한 4장 2절에서 제시한 대안적 방안의 경우, 병원선 방문 방
법을 변경하거나 일정 수준의 재원 투입을 통한 병원선을 추가 건조를 가
정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적 방안은 향후 병
원선 정책을 새롭게 제시할 때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해상에 대
한 특수성을 모델링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배의 경우 바람, 태풍 등의 자
연환경 변수가 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예비일수 확보를 통해 대체 하는 것에 그쳤다.
 병원선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는 측정 방식에 한계가 있어 네
트워크 거리가 아닌 유클리디언 거리로 연산하였다. 따라서 실제 병원선 
이동 거리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에 사용한 이동 거리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바다의 경우 육지에 비해 장애물이 많지 않아 이동의 
제약이 크지 않으며, 병원선 같은 소형 선박은 정해진 항로가 따로 없기 



- 90 -

때문에 네트워크 거리와 유클리디언 거리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한계점을 종합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발전 방향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병원선 공간 모델링에 자연 환경 변수를 
반영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모델에 반영할 수 있
는 자연 환경 변수는 해류, 조차와 같은 해양 환경 변수와 태풍, 풍향, 퐁
속과 같은 바람에 대한 변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선의 이동 경로를 
좀 더 정밀하게 설정하여 병원선 이동 시간에 대한 계산 정확도를 높여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전라남도에 적용한 병원선 최적 방문 경로 분석을 타 지역에도 응
용 및 적용하여 전국의 도서 지역에 대한 병원선 의료 서비스 공급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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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ling Spatial Accessibility to 
Public Healthcare Services in 

Undeserved Areas:
A Spatial Optimiza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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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l service undeserved areas refer to geographical areas 
where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service is out of balance. 
Those areas, in terms of socio-economic condition, are relatively 
underdeveloped and resided by medically vulnerable population. 
Specifically, islands of Korea is typical due to their economic 
inferiority, geographical isolation and aging population. It means 
that public health service has much more importance in medical 
service undeserved islands. Private hospitals tend not to locate 
themselves in those regions because of the huge early investment 
and high operat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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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poor conditions of island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provided public health services including 
medical institutions, helicopters for emergency use, telemedicine, 
hospital ships, etc. In particular, hospital ships are the only 
public health service offered to medically vulnerable islands.
 Despite the significance, medical supply of hospital ships is not 
enough. For instance, the hospital ships visits islands of South 
Jeolla Province only four times an year. There should be more 
visits of the hospital ships to meet high medical demand of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hospital ships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Current issues of the hospital ships are 
arbitrary ship routing, randomness of service area selection and 
medical service fairness issues. 
 This study utilizes spatial optimization technique to resolve those 
problems. It suggests three ways. First, improving the hospital 
ships routing problem based on the amount of work and 
efficiency of routes of each hospital ships. It enhances entire 
efficiency of the hospital ships operation without major revision 
on current system. Second, reorganizing the hospital ships' 
routes by spatial clustering of the islands. It reduces the number 
of visits and travel times of each hospital ships. Third, adding a 
new hospital ship and finding an optimum location for home 
port.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eds light on the relatively under-researched subject, 
the hospital ship. Though the hospital ship is at the he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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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service within medically undeserved islands, there 
haven't been much studies on it.
 Second, it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public health service 
regarding medically vulnerable islands. By utilizing spatial 
optimization technique, the study can take the present issues into 
account and come up with more rational way of operating the 
hospital ship. It substantially improves the predictability and 
quality of public health policy.

Keywords : hospital ship, medical service undeserved areas, 
spatial optimization, location-allocation model, Vehicle Routing 
Problem, spatial modeling
Student Number : 2015-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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