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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남구 성형외과의 의료공급자의 입지요인과 의료소비자의 방문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측의 상호연 

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중 47’b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 55%가 강남구에 밀 

집되어 있어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구 내에서도 5개 동인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논현 

통， 역삼동에 강남구 성형외과의 92.7%7} 집중되어 있으며， 그 확산시기도 1999년부터 2003년 4월 26일 현재까지의 신규개 

원이 148개소로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 206개중의 약 3/4올 차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 특정시기에 강남구에 빠르게 성형외과 

가 개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성형외과 의료공급자가 개원시 고려하는 입지요인으로는 ‘지역의 인지도’와 ‘지역 이 

미지’ 와 같은 지역적 측면올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 성형외과의 의료소비자가 방문시 가장 고려핸 방문요인은 

‘의료진의 경력과 경험’ , ‘최신 의료기술과 장비 구축’ , ‘의사의 명성’ 순으로 나타나 강남구 성형외과의 의료공급자와 의료 

소비자가 고려하는 요인간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통합된 관점에서의 경험적인 연구방법올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이혜를 증진시켜 의료서비스 시설의 입지에 개선접올 

줄것으로사료된다. 

주요어: 성형외과 입지요안 내원객 방문요인， 상호연관성. 

Aa따aà : 까1is study is aoout the location of plastic surgety facilities and visitation factors affecting medical consumers in 

Gangnam-Gu , Seoul-Si. Using the results as a foundation , correlation of these two considerations are simultaneously 

analyzed. 47 percent of plastic surgety clinic openings in Korea occuπed in Seoul and 커 percent of the plastic surgety clinic 

openings within Seoul occurred in Gang nam-Gu. 92.7 percent of plastic surgety clinic openings in Gangnam-Gu were 

agglomerated in 5-Dongs, so as to Apgujung-Dong , Shinsa-Dong , Chungdam-Dong , Nonhyun-Dong , Yuksam-Dong. 1n 

addition , The opening rate of plastic surgety clinics inGangnam-Gu is the rapid increase of the plastic surgety clinic 

openings from 1999 to 2003.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dical supplier and consumer of plas디c surgety in Ga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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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was as follows: the supplier not only decided the clinic site because of district recognition and the image of Gang-nam , 

but also because he/she thought that consumers were affected by that image. In contrast, the consumers chose a clinic 

according to the doctor’ s reputation, career and expe디ence and modern skills and equipment as opPOsed to district image.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supplier' s considerations and the consumers’ considerations. As a result ,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supplier’ s considerations and the consumers' considerations. It is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 using the integrated empirical methodology of this study could promote the understanding between supplier and 

consumer and improve the site development of clinic service facilities. 

뼈words: location of Plastic surgery, Medical consumer visitation tàctor , correlation. 

I . 서 론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와 병원에 대한 수요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 

며， 이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수의 엄청난 양적 증 

가를 초래하였다. 이와 동시에 의료계는 여러 환 

경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의 노령화， 의료수요의 다양화， 건강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둥올들수 있으며 국가정책적 · 제도 

적 차원에서는 복지국7}를 지함}고 전 국민 의료 

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병원에 대한 수요 

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요구되는 의료수요에는 미용성형1) 수술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미용성형외과 학회지， 

1996). 삶의 가치기준이 다양하게 변화한 현대에 

서 미용성형 수술은 보다나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의료행위로 칸주된다. 또한 미용 성형수 

술의 증가추세는 의료목적보다 미용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어 현대인의 미에 대한관심과몸의 인위 

적인 변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의 전환 둥을 

대변하고있다. 

현대인의 미에 대한 관심은 자본주의 시장원리 

와 결합되어 성형수술의 확장을 가져왔다. 특히 아 

름다움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능력이나 

자본의 영역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성형 

수술에 대한 거부감도 적어지고 있다. 성형수술이 

단지 자기 만족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면 

접 둥 원활한 사회생활 즉，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3) 하지만 아직까 

2) 성형수술은 크게 재건성형파 미용성형으로 구분한다. 재건성형수술은 사고에 의한 외상이나 기형 둥에 의한 신체의 변형올 펴 
는 것이고， 미용성형수술은 현재의 형태를 더욱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이태권， 1988). 다시 말해서 미용성형은 
관찰자플이 정상범위 안에 있다고 지각하는 신체척 결함을 고치기 위한 것이고， 재건성형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에 7}깝게 하기 
위한 수술이대Goin & Goin, 1986). 본 연구에서는 성형수술의 의미를 미용성형으로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3) 외모의 중요성은 연구문현에서도 뒷받침된다. 신체척으로매력이 있다고간주되는사랍들은교육， 취업， 의료행위， 법척 절차， 배 
우자의 선돼 동의 모든 실제적 상황에서 우선적인 사회적 대우롤 받는다고 보고되었다(Bul1 & Rurnsey, 1988). 또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랍들은 자신감올 갖고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으며， 풍부한 사회적 경 
험을 하게 되므로 행복한 삶올 살 수 있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변금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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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성형수술에 대해 선돗 밝히기를 꺼리고， 성형외 

과에서도 정확한 집계를 내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성형외과 개원 전문의의 수로부 

터 이러한경향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씨 

이처럼 해마다 중가하고 있는 성형외과 개원의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2어1년 현재 전체 성형외 

과 개원의의 47%가 서울에 개원했으며， 이들 중 

55%는 강남구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UR에 따른 의료시장의 개방， 병원간 경쟁의 심 

화， 전문화， 고도화， 대형화， 재벌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둥으로 인해 의료시장에도 자유경쟁 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경영에 있어 그 어려웅 

이 더해가고 있는 오늘날， 병원입지 선정에 관한 

문제는 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병원의 

입지문제는 단기간에 변경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고정 · 고액 투자이므로 의원경영에 앞서 매우 중 

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된다. 따라서 병원입지는 매 

우중요한의미를가지며，이에대한 연구도각분 

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의료의 공간행위 

와 관련된 분야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올 위한 의 

료시셜 입지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국 지리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분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의료시설입지와 관련된 연구는 

중심지 이론에 기초하여 의료서비스 시설입지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공간적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진료권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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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올 바탕으로 의료시설의 입지인자를 밝 

히고 의료권을 셜정함으로써 의료수급에 있어서 

지역적인 불균형올 최소화하려는 최적입지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리적 관점에서 구급 

체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해결(Achabal ， 

1978: Eaton, 1986)하려는 시도들도 행해졌다. 

국내의 병원 입지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 

시지역 보건지소의 설립에 있어서 입지할당모형 

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리적인 접근성을 최대 

화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합리적인 지점(이건세， 

19%)이라는 연구결과와 중심지이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시 ·군지역 의사의 분포가도시지역 일 

수록 경쟁적으로 중심화 경향올 보인다(김춘배， 

1996)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중심지 이론은 

도 · 소매업， 교통， 행정， 교육， 기타서비스업 둥의 

3차 산업에서의 입주 패턴올 셜명하는 이론으로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능한 한 지리적으로 유리한 

공간상에 인접하려 하며 소비자의 수요가 입지결 

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하지 

만 환자들의 병원선태 기준에 있어서 향상 지리적 

인 접근성만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 

는다는 연구결과들(Lane， 1988 : 조우현 외 , 1992 : 

김용란， 2000 : 김지형， 200(5))이 제시되고 있어 특 

정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종류에 따른 의료기관 선 

태동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아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의료소비자의 행동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병원입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병원경영에도 최 

4) 대한의사협회에 풍록된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수를 살펴보면， 1980년에 11명， 1990년 117명， 2000년411명으로 36.4% 중가하여 
다른 진료과목들에 비해 가장빠른중가를 보였다. 

5) 안검 미용 성형수술(일반적으로 쌓꺼풀 수술올 말함) 환자의 병원선택 기준파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안검 미용수술의 경험이 
없는 사랍운 친지 및 이웃의 권유에 따라 병원올 선돼하고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랍은 우수한 의료진을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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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익을산출할수 있는지역올선정할수 있어 

야 함올 의미하므로 의료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는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의 입장과 의료혜돼을 

받는수요자의 입장올동시에고려해야만한다.하 

지만 지금까지의 의료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 

료공급자나 의료소비자의 한 쪽 측면만올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연구가 각각 독립된 입장 

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각자의 입장에서 이론올 펴 

나가고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왜 성형외과가 강남구에 밀집분 

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강남 

구에 개원한 성형외과 의료공급자의 입지요인과 

이곳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의 방문요인에 대해 

동시에 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 

로， 양측이 어떠한 상호 연관성올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극히 한정적이지만， 

의료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연구하여 의료서비스 

시설의 입지에 개선점올 수립하는데 도움올 주고 

자 이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마케팅에 대한 인식은 전 

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올 띠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상업적 

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마케팅은 서로 양립할 수 없 

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을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는 의료기관에서도 기업에서 사 

용하는마케팅 활동이 유용함올보여준다. 이처럼 

6) 김영진， 1979 ， 부동산학범론， 동정 : 동정법경학원출판부，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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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료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도 의료 경영환경 변화에 적 

웅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1) 의료 서비스 시설의 입지 이론 

일반적으로 입지Oocation)란 경제활동의 주체가 

점하는 장소로써 , 특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설비와 

건물을 위치시킬 물리적 · 자연적 · 공간척 장소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지조건은 입지주 

체가 무엇인가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며 

경제활동이 전문화됨에 따라 입지주체의 요구조 

건이 다양화 · 복잡화되므로 입지선정은 높은 전 

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6) 더욱이 의료시설 입지 

(hospital location)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함과 동시에 병원경영에도 최대의 이익올 

산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일련의 전문화된 

입지선정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무엇보다도 현대화， 효율성， 형평성 

올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올 선정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구기준을 필요로 한다. 첫째，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요구기준이다. 질병양상의 변 

화와 함께 그에 따른 진단 및 치료의 변화 · 발전은 

병원 입지 선정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 

장질환· 암동의 질병이 증가하고 인간의 수명연 

장에따라노년충도증가하게됨에따라이와비례 

하여 만성질환자가 크게 중가하고 있다. 또한 미래 

의 의학은 대기 및 수질오염 도시생활로 인한 스 

트레스 및 정신병환자7)둥의 질병이 중심을 이룰 



것이며 이러한 질병의 변화는 병원입지에도 큰 영 

향올 미치게 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수배， 

1994). 둘째， 의학기술 및 의료기구의 발달로 인한 

요구기준을 말한다. 오늘날 의학은 관련 첨단과학 

의 도입으로 생명과학 · 유전공학을 창출할 만큼 

의학분야에 현저한 변화 · 발전을 가져 왔다. 특히 

컴퓨터나 우주과학에 웅용되었던 전자원격계측 

둥이 의학기구에 적용되어 인체내부의 정밀한 검 

사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기기를 보급시켜 활용케 

하였다. 이는 주로 진단용 기계와 방사선 기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김종성， 1993). 셋째， 병 

원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라는 현실적인 요구기준 

이다. 사회여건과 의학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 

그리고 의학분야의 진보는 대다수 나라에서도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병원환경 

의 변화에 병원시설이나 병원입지도 적웅하여 지 

속적인발전을해야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입지적 대웅은 날 

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병원시설 및 설비를 포함하 

여 점차 건축비가 증가추세에 있는 시점에 「환자 

를 위한 병원」， 「사용하기 편리한 병원」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적정투자에 의한 효율 

적인 병원입지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地理學論훌훌 제42호 (2003.9) 

2)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구매행동 이론 

소비자 구매행동 연구는 지리학에서 계량 혁명 

이 진행되는 도중에 중심지이론을 재검토하는 과 

정에서 파생(한주성， 2()()3:239)되었고 이는소비자 

의 공간입지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선호패턴을 이 

해하기 위한 행동과학적 또는 사회정책 지향적 관 

심의 증대로 인한 것이었다(이수동， 1987:16이. 이 

러한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동향은 크게 

1960년대 전반까지(제1단계)，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제2단계)， 1970년대 후반 이후 

(제3단계)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3 

단계는 심리학적 분석과 더불어 의사결정의 수식 

모텔，근대 경영학의 소비자행동이론둥이 도입되 

어 분석방법의 다양화가 진전된 시기라 할 수 있다 

(한주성 , 2003:239-240). 

소비자 선택은 반드시 논리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 

학， 인류학 및 지리학의 분야와도 관련이 있다. 소 

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는 그 복잡성을 타파하기 위 

해 프로이트(S. Fæud)로부터 파블로프(Pavlov) ， 

마살(Marshall) , 맥루한(McLuhan)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의 여러 이론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 

다((표 II -1) 참조). 

최근 소비자의 행동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데， 

소매환경의 변화와는 별도로 소비자 속성의 차이 

기 양浩夫， 2002/精神科앓癡所η立地t:. i.>1tε大都市集中@意味J (經濟地理學年報 第48卷 第3)는 정신파 진료소가 점차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사회정책에 의해 정신파 진료소는 대도시의 외곽에 위 
치하여 격리되어 있었는데， 의료제도의 변화로 상업지구내의 대도시，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갱신과 병원이 입지하고 있음올 셜 
명하였다. 이는 병원의 입장에선 환자의 첩근성이 좋아지게 되고， 환자측면에선 정신병이라는 사회적 편견에서부터 벗어나 진료 
를받을수있다는장점을지니게 된다. 
또한 저자는 현대인의 스트레스해소와 정신과 병원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정신과 병원의 대도시 진입은 더 수월했다고 밸}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대도시의 정신과 병원의 확산과 홉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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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소비자 행동의 접근방법 

프로이트 ‘잠재의식’ 

파블로프 ‘조건붙임’ 

이 론 경제인 의사결정의 문헌 

베브렌(Veblen) ‘현시적 소비’ 

레윈(Lewin) ‘미시적 행동’ 

맥루한 ‘매개기술’ 

피아저I(Piaget) ‘아동의 학습’ 

리스만(Riesman) ‘내적 · 다른 사람지항’ 
마스로우(Maslow) ‘요구의 계층구조’ 

정보(인지) 완전정보 현실의 인식공간 선택적으로， 선호에 의해 좌우됨 

공간적 
중력모델，최소거리 현실적거래 

상호작용(활동공간) 
주요시안함 

서~ 호 효용적소비 현실의 인식공간 선택된 이론에 따라다름 

결 과 중심지이론 
현실의 소매업 
지역과유행 

자료 : 한주성， 2003, p.240. 

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구매행동이 본래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자는 개인의 경 

험과 도시지역의 청보를 바탕으로 상점을 방문하 

는데 공간에 관한 지식의 양이나 개인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올바탕으로행동또한차이가나 

게 된다. 사회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 

행동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보다 정확히 햄면 

사회나 경제의 발전이 사람들의 생활방식 스타일 

이나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소비 행태에 영향 

을 미쳐 결국은 구매행동의 변화와 연결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측과 소비자측의 양쪽 측면 

탐색， 광고와 디자인에 의함. 

에서 입지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이런 의미에 

서 중요성을 갖는다(한주성 ,2()()3:246-247). 

3) 연구동향 

지리학에서의 의료기관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의료지리략)의 한분야이다. 

의료지리학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분류하면 첫 

째， 질병， 사망의 지도화， 둘째， 전염성 질환에 관 

8) R.J. ]ohnston and Gregoty(2000, hurnan g'∞graphy)은 의료지리학을 건강과 의료판리에서 지리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청의하였다. 
A. W빼m(1999)은 보건 지리학(health g∞Igraphy)내의 확대된 영역으로써 특정 장소 혹은 경관과 관련하여 병원 수익의 중대를 
위한 연구를 하였다. 이는 신 문화지리학(new αltural geography)파 보건지리학(health g'앵raphy)의 7}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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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셋째， 만성질환에 관한 연구， 넷째， 질병 

의 공간 확산에 관한 연구， 다섯째， 의료에 관한 연 

구로분류할수있다. 

이 중 의료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의료의 공간 

행위와 관련된 분야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 

한 의료시셜 입지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분야로 미국 지리학자들에 의해 연구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의료시설입지와 관련된 입 

지는 중심지 이론에 기초하여 의료서비스 시설입 

지의 기농적 측면에 대한 공간적 전개과정을 분석 

하여 진료권올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올 바탕으로 의료시설의 입지인자 

를 밝히고 의료권을 설정함으로써 의료수급에 있 

어서 지역적인 불균형올 최소화하려는 최적입지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허수진， 1m). 

국내의 연구동향올 살펴보면 의료 혹은 의료시설 

과 관련된 연구는 의료권에 관한 연구， 병원입지 

관련연구， 병원경영과마케팅에 관한 연구， 병원서 

비스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부 

동산학， 도시계획학， 경영학， 보건학， 행정학 둥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입지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이 

익을 산출해야 하며， 동시에 의료소비자에게도 최 

고의 서비스로 질병올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기관 

으로써 역할올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시 

설의 입지를 고려할 때는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의 입장과 의료혜택을 받는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 

地理學說훌홉 제42호 (2003.9) 

에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의료관련 연구는 의료 

공급자의 입장과 의료 소비자의 입장올 각각 독립 

된 입장에서 다루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서로의 견 

해를 달리하여 주장을 펴 나가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의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입지 관련 연구나 의 

료소비자의 이용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강남구성형외과의 입지요인 

을 실중적， 경험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곳 

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의 병원 방문요인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시설의 입지요인과 의 

료 서비스 소비자의 구매요인올 동시에 조사하여 

두 입장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분석올 시도하였다. 

3. 전체 개원의와 성형외과 개원의의 
시·공간적 변화 

1) 전체 개원의 분포와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계속적인증가추세에 있 

다(표 ill-l). 2001년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수는 

1985년의 2.7배 인 총 40 ，287개소로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1985년 1837ß소에서 268개소로 1.5 

배 증가했고， 병원은 1985년 317개소에서 2001년 

Gesler(199l)는 최초로 ‘병원 경관’ (therapeu디c landscapes)이란 용어를 지리학자들에게 소개 하였는데， 장소와 상정적 정판을 연 
구하는 품화지리학적 특성과의 이론적 철합을 시도하였다. 이후 보건지리학자들은 상징적 체계(symlx>lic system)로써 ‘병원 입 
지’ Oocation of healing)롤 연구하기 시작하였다.1991년 Gesler가 처음으로 병원 경관의 개념을 소개한 。l후， 많은 보건 지리학자 
들은 건강과 장소와의 상호 관계롤 이해함으로써 이와 같이 용용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Allison Williarns 
(버.>，; u띠versity Press of Ame뼈， New York, 1999, p.243. , B∞k review ， H없Ith & Place 7 (2001), pp.345-348J. 이처럽 병원의 
입지와 그 입지로 인환 경판의 연구는 신 문화지리학파 보건지리학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황홍섭， 1987 ， 의료의 공간행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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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개소로 1. 9배， 의원은 1985년 8 ，069개소에서 

2001년 20.819개소로 2.6배 증가하여 병의원 중 의 

원의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는 수익증대를 최대화하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고 

자 하는 의사들의 수가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특히， 치과 병 · 의원 및 한방 병 · 의원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치과병원은 통일 기간인 1985 

년 4개소에서 2001년 60개소로 15배나 증가했으 

며， 치과의원은 1985년 2 ，994개소에서 2001년 

1O，5567ß소로 증가하여 3.5배 중가하였다. 한방병 

원은 1985년 17개소에서 2001년 7.7배 증가된 131 

개소이다. 

특수병원10)은 결핵병원이 감소된 반면에 정신병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속병원과 조산원은 각각 

1985년 279개소에서 2001년 169개소로， 1985년 

504개소에서 2001년 110개소로 상대적으로 감소 

하는추세이다. 

지역적인 분포는 종합병원이 시부에 94.0%, 군부 

에 6. (1)/0, 치과병원의 시부에 100. (1)/0, 한방병원은 

96.9010, 시부에 3.1%, 부속병원은 시부에 97.6%, 군 

부에 2.3%가 분포하고 있어 시부의 집중현상을 매 

우 두드려졌다. 이를 통해 병원은 공공서비스 기관 

의 하나로써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외에 특수 

병원을제외한 치과 병 · 의원， 한방 병 · 의원， 부 

속병원， 조산원이 모두 시부에 90% 이상 분포하고 

있어 이들 역시 시부에 집중되어 있다. 군부에 위 

치한 비율이 17.30/0.:로 높게 나타난 특수병원은 일 

반인이 기피하는 병원이므로， 군부와 같이 한적하 

고동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진료과목별 개원율을 보면， 이비인후과 71.6%, 

가정의학과 66. (1)/0, 피부과 66.4%, 소아과 65.3%, 

안과 64. (1)/0, 비뇨기과 63.9%, 성형외과 ω.4%로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진료과목은 평균을 훨씬 상회 

하는 %。이상의 개원율을 보였다. 개원율이 높은 

전문과목들 중에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진료과목들은 사람의 생명 

과 직결된 위험성이 높은 진료나 치료보다는 미용 

을 위한 진료와 치엎 많고 옆보혐의 적용이 많 

이 되는 진료과목이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핵의학과 0.0%, 해부병리과 4.9%, 

임상병리과 11.7%의 개원율을 보여， 다른 진료과 

목에 비해 가장 낮은 개원율을 보였다. 이 중 핵의 

학과는 1996년에 신설된 과목으로 아직 개원의를 

내지못하고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96년도에 신셜된 핵의 

학， 웅급의학과(강원도에서 6명 개원으로 최다) 둥 

의 전문과목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개원전문 

의를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학과의 

경우 역시 신설전문과목이고 과목의 특성상 개원 

전문의가 적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나타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개원전문의 중 가정의학과 

의 경우， 전북， 전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분포비율이 높았으며， 반면에 강원， 충북， 제 

주도둥의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낮은 

분포를보였다. 

지역에 따라 개원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한 전문 

10) 특정 장기나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하는 병원올 말한다(유숭홈 외， 1990 ， 병원행정강의， 서울 : 수문사， pp.l용19.). 
• 특청 장기-안과병원 동 
• 특정 질병-나병원， 결핵병원， 갱신병원 둥 
· 특정 집단보훈병원， 재활병원， 아동병원， 노인병원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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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도 있는데 치료방사선과 개원전문의는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제주퉁 6개 지역에서 아직 

없으며， 해부병리과 개원전문의도 전문과목의 특 

성상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둥 여러 지역에 

서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구에는 

재활의학과 개원전문의가 계속 없다가 올해 1명이 

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과목별로 개원전문의 분포를 보면 내과， 일 

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둥 기본 4개 과는 지 역 

에 상관없이 개원전문의의 거의 절반(49.7%)을 차 

지하고있다. 

2) 전문과목별 개원전문의의 연도별 변화 양상 

1980년 개원전문의 숫자는 3 ，249명에 불과하였 

으나 2000년 현재 17 ， 118명에 달하여 5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 

인 과목은 성형외과로 37.4배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26.3배로 마취과였다. 그리고 가장 적 

은 증가율을 보인 과목은 예방의학과 1.4배와 방사 

선과 1.6배로 집계되었다(대한의사협회， 2000). 

성형외과 개원전문의는 1980년 11명에서 1985년 

38명， 1990년 117명， 1995년 214명， 2에0년 411명 

으로 1980년에 비해 각각 250%, 960%, 1850%, 

3640Vo 증가하여 같은 시기의 진료과목에 비해 월 

동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었다. 특히 %년대에서 

들어서면서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수는 급격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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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심리 

적， 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 

회 전반에 성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 

문으로해석되어 진다 11) 

그 다음 많은 증가를 보인 과목은 마취과로 1980 

년에 17명 , 1985년 57명 , 1990년 117명 , 1995년 

186명， 2000년 447명으로 1980년에 비해 각각 

2.4%, 5.9Vo, 9.9Vo, 25.3%의 증가를 보여 근래 들어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진료과목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마취과 개원전문의가 증가한 데에는 성 

형외과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성형외과 홈페이 

지와 직접 방문했던 성형외과만을 두고 봤을 때， 

많은 수의 성형외과에서 마취과 전공의를 고용하 

여 함께 병원운영을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마취 

과는 산부인과， 내과 둥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수술 

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전문과목으로 그 수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5년에 신설된 재활의학과는 1985년에 

2명에서 2000년엔 115명이 개원을 하여 56.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개설연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른 개원의 증가를 보인 전문과 

목이라고할수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전문과목에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개원의가 증가하 

고있음을알수있다. 

11) 고도화된 의료기술의 발달파 삶의 질에 대한 욕망은 “성형수술(Plastic Surgely)이라는 독특한 방법올 고안해 내게 되었다. 오직 
인간만01 새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미용행태의 시도 및 외형의 변형 이라는 극단척인 방법으로 재}를 변 
화시키고자 한다(박찬석 ,2(01), 

-41-



성형외과의 입지와 방문요인에 관한 연구 

3) 성형외과 개원의의 분포와 현황 

여타의 진료과목에 비해 성형외과 개원의는 가 

장 빠른 중가율올 보인 전문과목이며， 지역적으로 

도 매우 편중되어 있음올 알수 있었다. 

1991년까지 서울에 절반이상인 59%가 밀집되어 

있었으나，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기도 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경기 지역의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의 수는 1985년 2명， 1991년 8명에서 1995년 29명， 

2001년 5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올 차지한 지역은 부산과 대구로 이들 모 

두 광역시로써 대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성형외과 개원의들이 중심 대도시 

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는 1985년， 1991년， 1995년， 2001년 전국 시도의 

성형외과개원전문의의 중감율을 비교한표이다. 

전국 성형외과 신규 개원전문의의 수를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1980년에 11명， 1985년 38명， 1990 

년 117명， 1995년 214명， 1996년 246명， 1997년 

264명， 1998년 294명， 1999년， 358명， 2000년， 411 

명， 2001년 469명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2). 전국 시도별， 언도별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현횡단위 : 명. %) 

、 λ[< .6표 I.>.A~ 1991 
l ‘J ‘’‘’ 

서 울 21 55.3 69 59.0 121 

부 산 4 10.5 8 6.8 23 

대 구 2 5.3 7 6.0 16 

인 천 2.6 5 4.3 7 

E「1i -?「〈* 0.0 4 3.4 9 

대 전* 0.0 4 3.4 8 

울 산** 

경 기 2 5.3 8 6.8 29 

강 원 O 0.0 0.9 4 

충 북 2 5.3 0 0.0 4 

충 남 2 5.3 0 0.0 3 

전 북 0 0.0 2 1.7 4 

전 남 2 5.3 2 1.7 3 

겨。.，; 닙특 0 0.0 0.9 3 

경 남 2 5.3 5 4.3 10 

제 주 0 0.0 0.9 2 

짧 

*1995년 3월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둥 5개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칭. 
**1998년에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개칭. 
자료 : 대흔뺑원협회，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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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220 46.9 

9.3 44 9.4 

6.5 29 6.2 

2.8 13 2.8 

3.7 13 2.8 

3.3 15 3.2 

12 2.6 

11.8 58 12.4 

1.6 10 2.1 

1.6 6 1.3 

1.2 8 1.7 

1.6 10 2.1 

1.2 5 1.1 

1.2 11 2.3 

4.1 11 2.3 

0.8 4 0.9 

‘짧 펴10.0 



(대한의사협회， 2(02). 

서울시의 성형외과 개원전문의의 비율은 1980년 

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5(1)Á> 안팎의 높은 비 

율올 보이고 있으며， 1995년 121명에서 2001년 

220명으로 81%의 높은 중가율올 보였다. 

서울시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현황올 구별로 자 

세히 살펴보면， 1995년과 2001년 모두 강남구가 

가장 높은 비율인 41.40/<빼 55. (1)/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수의 성형외과 개원의가 모인 지역올 유지하 

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그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명동이 위치하고 있는 

중구가 1995년 18.2%에서 2001년1O.9Vo.로 감소추 

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2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나머지 구는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두 10명 미만의 

개원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동구 

는 각 연도 모두 한 명의 개원전문의도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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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집계되었다. 

10명의 중가를 보인 서초구는 강남 다음으로 성 

형외과 의사수가 많은 중가를 보인 구이다. 서초구 

는 1988년 1월 1일부터 강남구의 일부 동을 분리 

하여 서초구를 신셜하였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강 

남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생활권에 있어서도 여전 

히 강남권에 많은 부분이 귀속되어 있어， 강남구 

성형외과의 급속한 확산은 서초구의 성형외과 확 

산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1995년과 2001년의 서울시 구별 성형외과 개원 

의의 증감 정도를 보기 위해 1995년 성형외과 개원 

의와 2001년 성형외과 개원의 수를 각 구별로 빼 

보았다. 그 결과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1-3의 범위 안에서 수적 변동을 하였고， 

서초구는 +10, 강남구는 +71로 그 수에 있어서 다 

른 구와 매우큰 격차를 보였다. 

〈표-3> 서울시 각 구별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현황 (단위 : 명， %) 

T 1995 영6 2합01 1% 시 뚱 겨& 
y 

종로구 2 1.7 2 0.9 마포구 5 4.1 7 3.2 

중 구 22 18.2 24 10.9 강서구 0.8 2 0.9 

용산구 0 0.0 0.5 양천구 2 1.7 2 0.9 

성동구 10 0.0 O 0.0 구로구 0 0.0 0.5 

광진구 0.8 0.5 금천구 0 0.0 0.5 

동대문구 0.8 0.5 영등포구 7 5.8 8 3.6 

중랑구 0.8 0 0.0 동작구 2 1.7 5 2.3 

성북구 4 3.3 3 1.4 관악구 0.8 0.5 

강북구 0.8 2.5 강남구 50 41.3 121 55.0 

도봉구 0 0.0 0.5 서초구 9 7.4 19 8.6 

노원구 0 0.0 0.5 강동구 4 3.3 6 2.7 

서대문구은평구 0.8 0.5 송파구 3 2.5 4 1.8 

서대문구 4 3.3 7 3.2 겨| 121 100.0 220 100.0 

자료 : 대한의사협회，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 (1995년.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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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구 성형외과의 밀집요인과 
방문요인 

1) 강남구 성형외과의 확산과 분포현황 

강남구청 의약과에 둥록된 성형외과 개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1981년 3월에 최초로 강남구 논현 

동에 성형외과가 개원을 한 것을 시작으로， 1981 

년부터 1998년까지 약 18년간 매해 10개 미만의 

성형외과가 개원을 하였으나 1999년 21개 성형외 

과가 개원을 한 것을 필두로， 2000년에 29개， 2001 

년 43개， 2002년 49개로 4년 동안 142개의 성형외 

과가 개원을 하여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의 약74% 

가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4월 16일 현재， 약 4개월 동안 6개의 성형 

외과가 강남구청에 개원 퉁록신고를 하였으나， 1 

년 동안의 집계가 아닌 관계로 2002년까지 둥록 · 

신고된 성형외과 수치만으로 집계를 내었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표-4) 이다. 

〈표-4)에서 보듯이， 81년 대비 각 연도별 중가율 

올 보면， 1999년 2800Vo, 2001년 4200% ， 2002년 

480UVo.로 매우 큰 폭으로 강남구 성형외과 개원의 

〈표-4) 강남구 성형외과 언도별 신규개원현황 (단우1: 개소， %) 

(H~월판!ë. 병혔(채소} 월li~“‘ 듀:현행훌추(78:칩 

1981년 0.5 

1983년 0.5 2 

1985년 3 1.5 5 

1986년 0.5 6 

1987년 0.5 7 

1988년 3 1.5 10 

1989년 0.5 11 

1990년 6 3 17 

1991년 6 3 23 

1992년 5 2.5 28 

1993년 6 3 34 

1994년 2 36 

1995년 7 3.5 43 

1996년 5 2.5 48 

1997년 3 1.5 51 

1998년 7 3.5 58 

1999년 21 10.5 79 
------------------ ---------------------------------------------------------

-44-



地理學論흙 저142호 (2003.9) 

---------------------------------------------------------,-------------------
2000년 

2001년 

잉
 -
때
 

IJ 

F‘
U 

M
-
-…ι
 

뻐
 -
띠
 2002년 49 24.5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홉 껴 200 100.0 200 

자료 : 강남구청 의약과 

수가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성형외과의 동별 분포를 보면， 압구정동 

56개소(27.2%)12)，신사동 49개소(23.8%)로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의 절반이 넘는 104개소의 성형외과 

가 이 두 개의 동에 밀집 ·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청담동 41개소(19. 9Yo) , 논현 

동 25개소(12.1%) ， 역삼동 20개소(9.7%)， 삼성동과 

대치동이 6개소(각각 6%) 도곡동 3개소(1.5%) 순 

으로 나타나 강남구 북쪽에 위치한 동들을 중심으 

로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다. 

연도별 분포를 보았을 때 강남구에 성형외과는 

두 번의 증가 시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표-5> 강남구 성형외과의 연도별， 동별 분포현황 

(j 1딴98겨1l~ : 도19입8g7l) {2 t딴99챔G5 :4 할9쳤98자) " .. (~단99체g~ : 급20중〔〕73i} % 

신사동 6 12 31 49 23.8 

청담동 8 32 41 19.9 

사CJ서o도o 2 4 6 2.9 

논현동 2 4 19 25 12.1 

압구정동 13 43 56 27.2 

역사CJ도o 2 6 12 20 9.7 

대치동 5 6 2.9 

도곡동 2 3 1.5 

겨| 11 47 148 206 100.0 

~ 신사동 압구정동 
압구정동 

압구정동 
청담동 

자료 : 강남구청 의약과，(2003년 2월 10일 현재) 

12) 강남구 신샘은행정동과법정동 명칭 까지를모두 À}-용하고 있다 아래의 지번에 의해 신샘은압구정1동과압구정2동표도사 
용된다. 본 연구에서는압구정동의 명칭이 일반적으로더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행정동의 명칭인 “압구정동”올사용하도록하겠다 . 
• 순수 신사동 : 501-586번지 
• 신사 587-629번지 -압구정1동 
• 신사 630-“6번지 -압구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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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1990년으로 성형외과 개원의 수가 한 해에 

평균 5명을넘는수준이 된시기를말하며，두번째 

증가시기는 1999년으로 한 해 개원의 수가 20명을 

넘는 수준이 된 시기를 말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임의로 강남구 성형외과 개원의 수를 세 개의 단계 

로 구분하여 1981년부터 1989년까지를 1단계로 하 

여 성형외과의 도입기， 1990년부터 1998년을 2단 

계로하여 성형외과의 확산기， 1999년부터 현재까 

지를 3단계로 하여 성형외과의 급증기로 구분하고 

이를 3단계로나누어 정리해보았다〈표，-5 참조) . 

성형외과가 도입된 1980년대는 신사동에 6개소 

로 다수의 성형외과가 입지하고 있었으며， 성형외 

‘해←‘ 
‘ ~ 1',,, 

.... ‘""""""‘--

• 엉현 수(JtI) 

{1단겨1: 1981년 -1989년〉 

·뿌， 

’ I!!‘~ 

과가 확산되는 1990년대는 압구정동으로 그 수가 

확산되어 갔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2단계 시 

기에 비해 압구정동이 30개소， 청담동이 24개소가 

중가하여， 압구정동은 그 수가 더욱 확대되어 성형 

외과의 확실한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청담 

동은 근래에 새로운 성형외과의 밀집지역으로 급 

부상했음을알수있다.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는 동들의 특정을 살펴 

보면， 대부분 고밀도 아파트 지역일 뿐만 아니라 

증권， 빌딩 밀집지역으로 유명 백화점 둥의 상업지 

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신사동은 강남의 관 

문으로 교통과 인구의 집결지이며 아파트， 단독주 

• 명핸 수(깨) 

”뿔· 
‘ ，，~ 

!!!!IÕiI톨-

(2단계 : 1990년-1998년〉 

• 엉원 .;.(JtI) 

(3단계 : 1999년-2003년〉 

〈그림-1) 강남구 성형외과의 시기별 확산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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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상가지역이 균형올 이루고 있다. 한강시민공원 

이 있어 생활공간이 넓고 체육활동으로 활용하기 

에 좋으며， 패션， 화랑， 도예점 밀집지역으로 문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청담2동의 경우， 1963년 

서울시로 편입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부의 급 

속한 경제 정책으로 말미뺨} 공업 위주의 개발 정 

책으로 이농현상과 함께 도시 인구 집중현상이 대 

두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도심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주위 인근동과 함께 청담동도 기름진 전 

답이 모두 군소 빌딩과 고혐파트 자리로 그 모양 

올바꾸어 일반주태， 연립，아파트，상가의 혼합지 

역으로 재정비되었다. 특히 패션， 화량가 둥의 집 

중으로신상권형성 및 예술의 거리로유명하다 13) 

이는 성형외과의 입지가 문화생활권， 교통과 인 

구의 집결지， 업무중심지구， 상업지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는 3단계로 나눈 강남구 성형외과의 확 

산 분포를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 지도를 보면， 

1단계에서는 성형외과가 강남구의 북쪽을 중심으 

로 확산되다가 2단계에서 강남구의 북쪽이 약간의 

포화 상태를 보이고， 3단계에서는 강남구 북부에 

는 성형외과의 완전한 포화상태로 인해 남쪽으로 

그 분포가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강남구 성형외과 개원의의 입지요인 

地理學뚫훌훌 저142호 (2003. 9) 

구에 성형외과를 개원할 때 고려했던 입지 요인들 

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입지요인의 선정은 연구 

자가 기존 연구와 병원 입지관련자료를 토대로 25 
개의 입지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연구자가 제시한 

항목 외의 입지요인을 기입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입지요인의 선정은 성형외과라는 진료과목상의 

특성，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연구주제 

와 관련이 있거나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입지요인 

들을추출하였다. 

연구자가 정리한 입지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3개 

의큰범주로나뉘어진다. 

먼저 강남구 성형외과 입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으로 지역적 측면올 들 수 있다. 성형외과와 

같이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진료 

과목의 경우， 지역의 이미지와 인지화 필수적인 

요인으로작용한다.특히 지역의 이미지를결정하 

는 중요한 변수인 지역 주민에 대한 특성 파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지역의 발전가능성， 지역 

의 상업시설의 유무， 교통 수단，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지역의 인구수및세대수，지역주민의소비 

행태， 지역의 인지도， 지역의 이미지 둥을 요인으 

로선정했다. 

두 번째인 의료적 측면은 후보지역의 시장성과 

수요량올 결정하는데 영향올 미치는 요인올 검토 

하게 된다. 그 대상이 진료권， 의료기관 실태， 의료 

수요， 의료수요의 가변성， 지역내 적정 의료시설의 

설문조사는 강남구에 개원을 하고 있는 성형외 규모 둥이 포함된다 14)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익률 

과 의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강남 중대에 필요한 땀구조의 입지비용， 주변 병원들 

13) 강남구 통계연보 홈혜이지， htφ://때W.벼51띠e. co. kr/map/seou뼈n맑amlkan맑am-oκhtm， 2003년 1월 24일 검색 
14) 김병장， 2003 ， 개훤의 길잡이 rOpen Guide Book, Mega Medical,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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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 병원 주변의 동태와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성형외과의 경우 이와관련지어서는동종 

의원들과의 경쟁력， 병원이전의 가농 여부， 병원 

앞의 통행 차량 수， 병원 앞의 통행 인구수， 예상진 

료권， 지역의 의료기관수， 주변 의원들과의 (비)공 

식적 교류， 임대료 및 지가， 건물의 주차공간 퉁이 

입지요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환경적 측면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개인적 특성올 고려할 때， 삶의 질적 측 

면이 무시될 수 없올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개원 

을 하게 된 통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개 

원을 결정하는 데에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곳에 개원하게 된 본인 

자신이 개원시 고려했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되어 

내렸던 환경적 측면의 입지요인올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과 도시의 쾌적함은 전문 

직 근로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 

며， 이러한 요인변수들은 성형외과의 입지선태에 

영향올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 변수들은 

개인적 선호， 본인의 출퇴근 시간， 지역의 친화도， 

지역에 대한 연고성， 개완 전 예상수입청도， 업무 

공간의 쾌적성， 교육환경이나 주변 환경(공원， 녹 

지， 유흥가 둥) 둥을 들 수 있다. 입지결정 요인들 

올 3개의 범주로나누어 정리하면 〈표 6)과같다. 

셜문에 웅답한 강남구의 21개 성형외과들이 입지 

시 고려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전체 웅답수 63개 

(복수웅답'-1인당 3가지 요인을 중요도 순으로 선 

태)중에서 16개를 차지한 “지역의 인지도”가 1위 

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25.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의 이미.지”가 157ß 

로전체 웅답수의 23.8%σ를차지해 1위인지역의 인 

지도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고려 

된 입지요인 2가지가 모두 지역적 측면올 가장 고 

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한 것으로는 “통행인구수” 또는 유동인구”라고 답 

하였으며， 이는 127ß로 전체 웅답수의 19.<Y/o를 차 

지했다. “교통수단” 혹은 “접근성”은 5개로 7.9Vo, 

“지역의 발전가농성과광고(홍보)의 용이성”은모 

두 4개씩 얻어 각각 6.3%를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의 의료기관수， 주변 의료기관과의 경쟁력， 주 

위병원의 도움이라고 답한 의사도 있었다. 

논현동의 “H" 병원 원장의 경우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꼽았다. 왜냐 

〈표-6) 강남구 성형외과 개원시 고려하는 입지요인 

지역의 발전가능성 

지역의 상업시설 유무 

교통수단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역의 인구 및세대수 

지역 주민의 소비 형태 

지역의 인지도 

지역의 이미지 

출처 : 관련 문헌을 토대로 작성. 

임대료 및지가 

건물의 주차공간 

동종 의원들과의(비)공식적 교류 

지역의 의료기관수 

예상진료권 

병원 앞의 통행 인구수 

병원 앞의통행차량수 

병원 이전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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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선호 

교육환경 

본인의 출퇴근시간 

지역의 친화도 

지역에 대한연고성 

업무공간의 쾌적성 

주변환경(공원， 녹지， 유흥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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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강남구 성형외과 입지시 고려 요인 

지역의 인지도 

2 지역의 이미지 15 23.8 

3 통행인구수(유동인구) 12 19.0 

4 교통수단(접근성) 5 7.9 

5 지역의 발전가능성 4 6.3 

6 광고(홍보)의 용이성 4 6.3 

7 지역주민의 수준 3 4.8 

8 지역의 의료기관수 2 3.2 

9 켠ζ그재o려-， 1.6 

10 주위병원의 도움 1.6 
------------~-~----------------------~-----------------------~--------------

| 계 63 100.0 

자료:설문조사 

하면 H병원의 개원연도는 1981년으로 강남구 개 

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로， 그 당시 강남구에 

성형외과를개원한두번째 의사라고하였다.하지 

만 1980년에 처음으로 강남에 성형외과를 개원했 

던병원 의사는오래 전에 병원을정리하고뉴질랜 

드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현재 이 병원이 강남구 

에서 가장 오래된 성형외과로 기록되어 있다. 입지 

만족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자기 병원 

을 찾는 고객들의 수준이 높은 점이라고 답하였으 

며， 이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대화 

내용은다음과같다. 

“성형외과를 전공한 대학동기들 중에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 

개원을 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환자 수준이 낮아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병원을 찾는 손님들과 

의 rapport(관계)형성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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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손님 중 40-50%는 강남 지역 거주민으로 알고 있는 

데， 대부분 수준이 높은 편은 편이라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 

리고 제 병원을 찾는 손님들은 거의 100%가 소개를 받고 

오기 때문에 따로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현동의 “H"성 

형외과 원장의 입지요인은 지역의 발전가능성으 

로 지역적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했으며， 개원 후 

입지 만족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수준이 높은 점을 

지적하였다는 것이다. 1991년에 신사동에 개원을 

한 “K"성형외과의 실장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답 

변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 병원은 IMF때에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병원을 찾는 손님들은 경제적으로 워낙 여유 있는 분들이라 

서 경기를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자신이 최 

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성형외과도 최 

고의 지역에 위치한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당연 



성형외과의 입지와 방문요인에 관한 연구 

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워낙 의사 선생님께서도 유 

능하시지만 병원 위치가 좋아서 더 손님이 많다고 생각합니 

다.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 

습니다. 압구정동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은 

압구정역도 가깝고 현대백화점과 상점들이 근접해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 근처에 사는 분들이 병 

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오시기도 편합니 

다. 성형외과 성격상 압구정동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 

다 

이상의 설문조사와 심충인터뷰를 통해 강남구 

성형외과의 입지요인과 입지 만족도에 대한 의사 

측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원 시 가 

장 중요하게 고려한 입지요인은 지역인지도와 지 

역 이미지라고 답하였고， 개원 후 현재의 병원 입 

지에 대한 평가는 병원을 찾는 실수요자인 환자에 

의해 내려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입지 선정시 가 

장 중요하게 고려된 지역적 측면이 의미하는 것은 

의료공급자에게 있어서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 소 

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즉 최적의 병원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병원 경영에 있어 최대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므로， 이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와 질적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 

이다.또한성형외과라는진료과목이 갖는특성이 

의료와동시에미용의목적도가지고있어，지역의 

인지도나 이미지와 같은 지역성이 환자의 구매행 

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인 

식되고있음을알수있다. 

심충인터뷰를 통해 본 결과， 강남구 성형외과 의 

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역적 장점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의사들은 내원객의 수준이 높은 점뿐만 아니라 이 

들 중 상당수가 강남에 살고 있다고 답하였다J;J 따 

라서 지리적인 접근성이 환자들의 방문요인에 변 

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충 인터뷰에 웅한 

의사들은가지고있다. 

그 외에 병원의 예상 수익률에 대한 질문에서 심 

충인터뷰에 웅한 병원이 모두 lW/o라고 답해 만족 

도는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병원 간 협력이나 

network형성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단 

지 강남 의사회와 같은 작은 모임을 통해 서로의 

얼굴올 알리는 정도라고 답하여 병원간의 교류와 

친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3) 강남구 성형외과 내원객의 방문요인 

강남구 성형외과를 방문시 고려한 요인들에 대 

한 항목 선정은 기존 문헌과 연구자료들16)올 토대 

로 연구자가 새롭게 작성하였다. 

또한 “강남 이외 지역의 성형외과 방문 경험의 

여부”에 대한 질문과 “강남과 다른 지역과의 비 

교 “강남의 병원 이전에 따른 병원의 방문 여부” 

에 대한 질문은 설문에 웅하는 사람들이 강남이라 

는 지역성에 영향올 받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15) 심충 인터뷰를 실시한 병원의 수가 많지 않아 이롤 속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가 만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섬충 인터뷰 
결과이므로 이 점을참고하여 해석하기 바란다. 또한 성형외과에 따라 내원객의 거주지 분포도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만， 이에 대한 청확한통계자료가 없는 관계로본 연구에서 셜문한소비À~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결론을 내리파하였다. 

16) r정명숙， 1999 ， 병원이미지가 병원채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p14-16j ， r한영회， 1999 ， 병원의 의료서 
비스마케팅에 관한 실중척 연구 : 특히 충남서천군올중심으로， 군산대 석사논문， 부록갤문지」， 「오경근， 2001 ， 의료서비스품 
질의 철청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청충영， 병원고객 만족요인에 관한 분석， Joumal of Business Research , Vol. 15. 
No.2 (2뼈)， pp.31-50, Korean Association ofln血strial Administrationj 풍의 내용을 중심으로 셜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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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 의도에서 문향을 만들었다. 

(1 ) 방문요인의 분석 

@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강남구 4개의 성형외과에서 셜문을 실시하여 웅 

답한 114명 중， 여성이 78.1%, 남성이 21.9%':로 여 

성의 비율이 월동히 높았으며， 결혼여부에서도 미 

혼이 84.2’h로 높은 비율올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8%, 20대가 80.7%, 30 

대가 14. (Jl/O, 40대가 3.5%굶 나타나 20대의 비율이 

월둥히 높아 주 고객충이 20대 임올 알 수 있다. 

최종학력은 중졸 0.9% , 고교생이 1. 8%, 고졸 

9.6%, 대학생 19.3%, 대졸은 68.4%':로 대졸이상이 

높은 비율을차지해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16.7%, 150만원에서 300 

만원 사이는 31.6%,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는 

30.7%, 500만원 이상은 21. 1%로 2002년 하반기의 

도시근화 평균소득17)인 280만원과 비슷한 수준 

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구성에 있어서는 임직원/관리직은 2.6%, 

전문직 20.2%, 기술직 5.3%, 사무직 28.1%, 서비 

스/판매직 11.4%, 학생 22.8%, 주부 4.3%, 기타 

5.4%로 사무직， 학생， 전문직의 순으로 높은 비율 

을보였다. 

거주지 분포를 보면， 거주시는 서울 76.3%, 인천 

5.3%, 경기 17.5%, 기티{).9Vo.:로 서울지역 거주자가 

월둥히 많았고， 거주구는 강북권 35.1%, 동남권 

20.2%, 서남권 21.1%, 수도권 22.8%, 기타 0.9Vo.:로 

서울시 내에서 권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올 

17) 통계청， 2003， h뼈:/ /WWW. fl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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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방문객도 상당수가 강 

남구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것으로드러었다. 

소재지 분포를 보면， 회사시는 서울 82%, 인천 

2.7%, 경기 10.8%, 기타 4.5%굶， 회사구는 강북권 

36.4%, 동남권 36.4%, 서남권10. (Jl/o, 수도권13.6%， 

기타 3.6%로 회사시에 있어서는 거주시와 마찬가 

지로서울이 월둥하게 높은비율올차지했으며， 회 

사구에 있어서는 강북권과 동남권이 같은 수치를 

보이며，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면이었다. 직장 혹 

은 학교 소재지의 표본의 수가 110명언 것은 주부 

가 4명이 제외된 수치로 이 사항에 기재하지 않았 

기때문이다.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연령은 20대가， 학력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소득은 300만원 안팎의 소득자가， 직엽은 주로 사 

무직과학생이， 거주지와 직장은모두서울인 사람 

이성형을많이하였다. 

@병원 방문요인에 대한분석 

강남구의 성형외과를 방문시 고려한 요인들간의 

상호독립적인 차원을 발견하고자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방문시 고려한 23개 항목들은 6개의 

Factorl8)로분류되었고， 이들 6개 Factor의 방문시 

고려한 요인들에 대한 설명력은 64.3%인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1의 설명력은 15.2%, Factor2는 13.1 %, 

Faαor3은 12.2%, Factor4는 8.9%, Faα06는 7.7%, 

Faαor6은 7. (Jl/o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actor1에는 ‘예약제도’ , ‘진료시간’ , ‘수속절차 

의 간편성’ , ‘다양한 수술과목’ , ‘수술비’ 의 5개의 

18) Factor의 분류는 청충영， 2000:37의 〈영향요인의 구성〉을 참고하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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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고려요인으로 분류되어， 이를 「제도적 요인」 

으로명명하였다. 

Factor2에는 ‘교통수단’， ‘집과병원과의 거리’， 

‘직장(학교)과 병원과의 거리’ , ‘지역적 이미지’ , 

‘인테리어’， ‘주차장유무’의 6개의방문고려요인으 

로 분류되어 이를 「접근편의성 요인요」이라 하였다” 

F얹acαtoαrβ3에는 ‘최신의료장비’ , ‘의사의 명성’ , 

‘의사의 경력과 경험’ , ‘친절도’ , ‘병원의 규모’ 

로 5개의 요인이 분류되었으며， 이를 「진료인척 요 

인」으로명명하였다. 

Factor4에는 ‘TV출연 여부’ , ‘연예인의 수술여 

부’， ‘지인의 여부’로분류되어 이를 「비진료 인적 

요인 요인」으로 칭하였다. 

Factor딩에는 ‘잡지나 신문의 광고’ , ‘병원의 위 

치’라는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Factor6에는 

‘주변인의 권유’， ‘인터넷 검색을통해서’가방문 

〈표-8) 병원방문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중 주성분 분석 결과 

예약제도 .86 
진료시간 .86 

제도적요인 
.87 | 수속절차의 간편성 .82 

다양한수술과목 .60 
수술비 .57 

교통수단 .80 
병원과직장의 거리 .74 

접근편성의 .77 | 영원과집과의 거리 .70 

요인 
지역적 이미지 .54 
인테리어 .52 
주차장유무 .34 

최신 의료장비 .80 
의사의 명성 .75 

진료인적 요인 
.81 | 의사의 경력과경험 .71 

친절도 .70 
병원의규모 .54 

Factor4 TV출언 여부 
비진료인적 .61 언예인 수술여부 

요인 지인의여부 

%Eogferv1vaari|aunecse(고(설유명값력~)- - - -- -- -~-f~~g -t -1~~1-1--1~~~ -짧'--~-짧-t-靈--
Cumulative % of variance(누적 설명력): 64.3% 
1) factor loading(요인적재값) : 변수들과 요인 사이의 상관계수로서， 요인적재값의 제곱은 해당변수가 요인에 의하여 설 
명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낸다. 요인적재값이 +.30 이상이면 고려할 만한 유의성을 갖는 것이고， +.40이상이먼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50 이상일 경우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원태연 · 정성원， 1999:379). 

19)6개의 요인중에 ‘인테리어”는 접근편의성 요인과는 거리가 멀지만， 나머지 4개의 요소가 요인 적재값이 크므로 더 중요한 요인 
들로판단하여 “인테리어”에 대한항목은고려하지 않고나머지 비슷한요인들올중심으로 이롬올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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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려한 요인들로 분류되어 이들을 각각 「접근 

편의성 요인」，「진료인적 요인」， 「비진료인적요 

인」， 「광고와 위치 요인」， 「주변의 권유와 인터넷 

검색」의 6개의 Factor.로 영역을 분류하였다. 그러 

나 6가지 주 요인에 대한 Cronbach’ s alpha 계수3)) 

가， Factor5와 Factor6은 0.5를 넘지 않아 신뢰성이 

地理學論훌훌 저142호 (2003.9) 

저하되므로 이 2개의 Factα는 제거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주성분 분석을 통해 나온 Factor1 , 

Factor2 , Factor3 , Factor4를 채태하여 분석하였다. 

이를표로정리해 보면 〈표-8)과같다. 

다음 질문은 강남구 성형외과를 이용하게 된 가 

장 주된 요인 3가지를 위의 요인들 중에서 골라 기 

〈표-9) 강남구 성형외과 방문 요인 

z 끼r‘ 위 요 인 빈 도 % 

21훌휩필경력과경협 84 24.6 

초l짚 의료기출짜 장월l구혹 57 16] 

3 의Â~2I 명성 45 13~2 

4 주변 사람들의 권유 24 7.0 

5 의료진의 친절도 20 5.8 

6 병원의규모 18 5.3 

7 연예인의 수술경험 여부 18 5.3 

8 병원의 위치 15 4.4 

9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11 3.2 

10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7 2.0 

11 수술비 7 2.0 

12 잡지나신문광고 5 1.5 

13 지역 이미지 5 1.5 

14 다양한수술과목 5 1.5 

15 의사의 TV출언 여부 4 1.2 

16 주차장여부 3 0.9 

17 집과 병원과의 거리 3 0.9 

18 진료시간 3 0.9 

19 수속 절차의 간편성 3 0.9 

20 직장과 병원과의 거리 2 0.6 

21 교통수단 0.3 

22 건물과 실내 인테리어 0.3 

23 진료예약제도 0.3 

겨| 342 100.0 

자료:설문조사 

20) Cronbach ’ s alpha: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 그리고 중 
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웅용연구 분야에서는 0.9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Nunnally ，]. C. , Psychomet1ic Theory, 2nd 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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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방문요인에 대해 주관식으 

로 답하게 함으로써 셜문 용답자의 의도를 정확하 

게 파악해 보고자한 것이다. 

설문결과는 의료진의 경력과 경험이 84개로 

2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최신 기술과 장비의 도입 요인이 57개로 16.7%, 그 

다음이 의사의 명성으로 45개로 13.2%를 차지하 

였다〈표-9 참조). 이는위의요인분석을통한분류 

에 의하면 Factor3의 진료인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방문요인으로 드러났다. 

Faαor2의 접근 편의성 요인 중 의시들이 가장 고 

려하는 지역의 이미지 요인은 5개로 1.5%σ를 차지 

해 내원객의 입장에서는 이 점올 크게 중시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교통 수단(0.3%)이나 

집과 병원과의 거리(0.9%) ， 집과 직장과의 거리 

(0.6%)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 

아， 기존의 병원 선돼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상충되는 면올 보였다. 이는 진료과목의 특성과 연 

구 대상이나 연구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할수있을것이다. 

@강남구와다른지역 성형외과와의 비교에 대한분석 

강남구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성형외과의 방문 

경험의 유무， 있다면 지역칸 차이점 여부， 그리고 

방문하고자 하는 유능한 의A까 강남구 이외의 지 

역에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거나 강남 이외의 지 

역으로 이전할 경우를 가정하고 방문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성 

형외과를 방문하는 의도가 지역성과 관련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였다. 

설문에 웅답한 114명중 정확히 절반올 차지한 57 

명(50Vo)은 강남구 이외의 소재한 성형외과를 방문 

한 경험이 있다고 웅답하였다. 그 57명중에서 강남 

구의 성형외과가 다른 지역의 성형외과와 차이점 

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고 웅답한 사 

람이 32명 (56.1%) ， “없다”고 한 사람은 25명 

(43.9Vo)으로차이점이 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 조 

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3가지를 기입하 

도록 한 결과에서 ‘최신의료기술과 장비구축’과 

‘의사의 명성’ 이 각각 14.9H굶 가장 많은 수를 얻었 

고，그다음으로 ‘의료진의 경력과경험’이 10.tfYo를 

얻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차지했다〈표，-10) . 

즉 강남구 성형외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최신의 

료기술과 장비를 구축했으며， 의사의 명성이 높고， 

의료진의 경력과경험이풍부하다는것을알수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강남구 성형외과를 찾는 방 

문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상위 1 ，2 ，3순위가 모두 

같은 요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한 

성형외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진료인적 요인인 

Factor3이 두드러진특정임이 밝혀졌다. 

그 다음 질문으로 강남에 있던 유능한 성형외과 

의 이전이나강남이외의 지역에위치한유능한성 

형외과를 이용하겠는가라는 질문은 병원이 소재 

한 지 역의 이미지나 인지도와 같은 지 역적 요인이 

의료소비자의 방문요인에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114명중 107명은 “병원의 위치와 

New York : McGraw H피， 1978. 노형진， 2001 ， 한글 SPSSlO.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 형셜출판사， p.566.에서 인용).조직 단위 
의 분석수준에서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de 
Ven, A. h. and Feny, D. L. , M얹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 New York, 1980. 노형진， 2001 ， 한글 SPSS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셜출판사， P.56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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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강남과 강남 이외 지역에 위치한 성형외과의 차이점 

었
 -
았
 

-M 
-M 

-
되
 
-
재
 
-
재
 
-
긴
 
-
낀
 -긴
 -긴
 
-
긴
 -η
 
-
끼
 
-m 

9 
-8 

-7 

-7 

-5 

-4 

-4 

-2 

-
?
二2 
-2 

-2 

---1 

-”% 

의료진의 친절도 

연예인의 수술경험 여부 

병원의규모 

수술비 

의사의 TV출연 여부 

병원의 위치 

건물과실내 인테리어 

잡지나신문광고 

법집과 병원과의 거리 

지역이미지 

주변 사람들의 권유 

진료시간 

직장과병원과의 거리 

지료예약제도 

겨| 

4 
-5 

-6 

-7 

-8 

-9 

-m 
-”” 

-
띠
 -
η
 
-M 

-
샌
 
-6 

-
π
 
-m 

접근성에 대해서는 각종 접근성 측정치 개념이 

학문분야에 따라 5가지로 분류 가능하며， 따라서 

접근성을 하나의 종합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치를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 Penchansky & Thomas(198l)는 접근 

성을 의료자원의 활용7t농성(a때ability) , 의료기 

관에의 지리적 접근성(accessibility) , 의료시설의 

편의성 (accomodation) , 비용의 부담가능성 

(affordability ) 및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상호수용 

성(acceptibility )으로 나눈다(김광식， 1987). 2!) 이 

장에서 내원객의 거주지 공간 분포를 통해 접근성 

(2) 내원객의 거주지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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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방문한다”고 하여 93.9%를 차지했고， 

“강남구에 개원한 병원만 간다”가 7명으로 6.1%를 

차지해 다수의 사랍들이 병원이 소재한 곳의 지역 

적 이미지나 인지도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 

으며， 그 보다는 유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올 이용 

하겠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하였다. 이는 앞서 질문 

한병원선태요인과강남구이외지역에소재한성 

형외과와의 비교에 대한 질문결과와 일맥상통하 

는결과로써，강남구성형외과의 방문요인으로병 

원이 소재한 지역 이미지나 인지도보다는 우수한 

의료진을 중시하여 병원을 선태한다는 것올 재차 

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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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자 한 것은 위의 5가지 분류 중에서 의 

료기관에의 지리적 접근성(accessibility )의 의미로 

볼수있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의료 소비자의 구매행동 

(Boscarino & Steiber, 1982; Javalgi , Rao & 

Thomas, 1991 ; 한숭원， 1995 ; 이선회， 1997)에 관 

한 연구와 강남구 성형외과 의사들의 심충인터뷰 

결과를 통해 환자들의 병원선태 기준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강남구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의료소비자에 

게는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옐}보기 위하여 셜 

문웅답자 114명의 거주지를 분류하였다. 

〈표-11)을 보면， 강남구 10명， 노원구 9명， 서초 

구 8명， 영둥포구 8명 순으로 많은 수를 보였고， 그 

〈표-1 1) 응답자 거주지 분포 (단위 : 명，%) 

자료:설문조사 

21)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정부가 의료보장정책올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용자들에게 통둥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성올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따라서 접근성이 다양하게 선호될 수 있다(소권섭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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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나머지 18개 구에서는 1명에서 6명으로큰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최대 10명， 최소 1 

명으로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기도에 

서는 고양시 일산구가 4명 성남시 분당구가 4명으 

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고， 그 외의 부천시， 수원시， 

w뿜I 

。

ξ3 

9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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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용인시，의정부시，파주시，화성시도 1명 

에서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분당과 

일산의 거주민이 많았다. 인천은 부평구와 연수구 

가 각각 2명， 계양구， 남구가 각각 1명의 분포를 

보여， 비교적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인천지역 주 

/ 〈그림-2) 설문응답자 전체 거주지 분포도 \、

· "‘-

〈그림-3) 서울시 거주민 분포도 〈그림-4) 경기도 거주민 분포도 

〈그림-5) 인천 거주민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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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많았다. 기타지역으로 청주시 상당구에 1 

명이있었다. 

그림 (2)는 셜문에 웅한 강남구 성형외과 내원 

객의 거주지 전체의 분포를 지도상에 표현한 것이 

고 (3), (4) , (5)는각각서울， 경기， 인천 지역 순 

으로 내원객의 거주지 분포를 확대하여 나타낸 지 

도이다. 강남구 성형외과가 갖는 진료권의 범위는 

〈그림 2) 에서 보듯이 서울과 그 인접 수도권까지 

내원객의 거주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3)는 서울시만을 확대하여 그린 지도로， 내원객의 

거주지 분포가 서울λ1 25개 구 중 3개 구(서대문 

구， 용산구， 은평구)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고른 분 

포를보이고 있음을쉽게 확인할수 있다. 

즉， 이러한 분석올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강남구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내원객은 거주지와 병원과 

의 거리， 즉 접근성 요인올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교통의 발달로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으로해석되어 진다.따라서 요즘은접근성의 

높고 낮음의 정도의 기준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 

다. 또한 자가운전자의 확산과 정체적으로 여유로 

운 생활은 수술에 드는 시간비용， 거리비용 둥의 

부담을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올 하였다. 

중중도가 낮은 질병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인근 병의원을 찾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성형외과 

는 중중도가 낮긴 하지만， 진료과목의 특성상중중 

도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김지형(2때)의 안검미용성형수 

술 환자의 병원선태기준에 대한 연구와 같은 결과 

를 보였다. 따라서 성형관련 의료소비자의 병원선 

태 기준에서 거리， 즉 접근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 

는다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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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왜 강남구에 전국 성형외과 중 대부 

분01 밀집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여， 강남구 성형외과 의료공급자의 입지요인과 이 

곳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의 방문요인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고자 양측이 고려하는 요인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여 강남구 성형외과의 의료공 

급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적 인지도와 지역 이미지 

가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나와 지역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사와의 심 

층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병원의 입지 만족도와 병 

원간 교류， 병원이전 의사 둥에 대해 면담을 실시 

하였다. 그들은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의 질적 수 

준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 역시 

지역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말하고 있었다. 왜냐 

하면 강남이라는 지역적 인지도와 이미지가 내원 

객의 병원 선태 기준에 영향을주며， 인근 지역 주 

민들의 방문이 많아 강남구는 환자와의 접근성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지 역으로의 병원 이전의 

사를 질문하였을 때 이전의A까 없거나 이전한다 

고 해도 강남구 내에서의 이전만을 고려하고 있다 

고하여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거의 고 

려하지 않았다. 병원 개원전의 예상수익률에 대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100%라고 답해 병 

원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예상수익률에 어 

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남 의사 

회와 같은 작은 소모임을 통해 의사간 서로의 얼굴 

을 익히는 정도이며 병원간 협력이나 네트워크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하여， 

병원칸의 교류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병원 입지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의료소비자의 방문요인에 대해서 조사해보 

았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충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셜문지는 기존 의료소비자 관련 연 

구들올 바탕으로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요 

인들올 추출하여 설문 항목에 포함시켰다.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설문웅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연령에서 

는 20대가， 학력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가계 

소득은 %만원 안팎이， 직업은 주로 사무직과 학 

생이， 거주지와 직장이 서울인 사랍이 성형을 많이 

동}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집계로 미루어보 

아， 20대의 미혼 여성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 

한 일반 사무직이나 학생들이 성형수술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병원방문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를 중심으 

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4개의 Faαor.로 

분류하였다. Factor1의 ‘제도적 요인’ , Factor2의 

‘접근편의성 요인’ , Factor3의 ‘진료인적 요인’ , 

마지막으로 Factor4의 ‘비 진료인적요인’으로 나 

뉘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구 성형외과를 방문 

한 내원객들의 방문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첫 

째， 의료진의 경력과 경험， 둘째， 최신 의료기술과 

장비구축， 셋째， 의사의 명성 순으로 나타나 

Factor3의 ‘진료인적요인’을 가장 중요한 병원선 

택 기준으로 선태하였다. 

셋째， 강남구와 강남구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 

는 성형외과와의 차이점을 통해 강남구 성형외과 

가 갖는 특성올 알아보고자 질문하였다. 설문에 웅 

한 이들 중 절반인 57명은 강남구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성형외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 

고， 그 중 32명인 56.1%가 강남구와 타 지역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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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와의 차이점01 있다고 짧였다. 차이점이 무 

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첫째， 최신 의 

료기술과장비구축， 둘째， 의사의 명성， 셋째， 의료 

진의 경력과 경험 순으로 나타나 앞서 질문한 강남 

구 성형외과의 방문요인과 비슷한 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의술이 뛰어난 강남구 성 

형외과 의사가 강남 이외의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 

하거나 처음부터 강남 이외의 지역에 개원을 한다 

면 그 병원으로 가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14 

명중 107명이 가겠다고 답하여， 7명을 제외한 대 

다수가 지역에 상관없이 의료진올 따라 병원을 선 

돼하겠다고 햄였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보아， 

강남구 성형외과가 갖는 특성으로는 유농한 의사 

와 최신 의료장비의 구축올 들 수 있으며， 이는 의 

료소비자들이 강남구 성형외과를 방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었다. 

넷째， 기존의 의료소비자 병원선택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강남구 성형외과 의사들의 심충인터 

뷰결과를정리해보면 환자에게있어병원과거주 

지와의 거리， 즉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강남구 성형외과 내원객은 병 

원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웅답자 114명의 거주지를 분 

석해 본 결과， 서울시 3개의 구를 제외한 각 구에 

서 최대 10명에서 최소 1명이 내원한 것으로 집계 

되었고， 경기도와 인천， 청주의 수도권과 지방 거 

주민도 전체 웅답자 중 약1/4가량올 차지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이 서울시 내에 각 구별로 비교적 고 

른 분포를 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 

겠으나，성형외과라는 진료과목의특성이가장크 

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아과의원의 의료 

서비스는 수요가 비교적 빈번하고 값은 비교적 싸 

기 때문에 재화도달 범위도 짧고 수요를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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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최소요구치도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공 

급하는 공급자는 넓은 지역의 시장지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형외과와 같은 고도의 의료 

서비스는 값이 비싸고 이들의 수요가 빈번하지 않 

기 때문에 재화의 도달범위도 멀고 인구의 최소요 

구치도 많아서 인구밀도가 동일하다면 이들의 시 

장지역은넓은지역일것이다. 

위에서 실시된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이 어떠한 상호연관성을 갖 

는지 청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구 성형외과 의 

료공급자는 강남이라는 지역의 인지도， 지역적 이 

미지에 의해 병원입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원 

객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강남구 성형외과를 이용하는 내원객의 방문요인 

은 이러한 지역성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의사의 명 

성， 경력과 경험 그리고 최신 기술과 장비의 유무 

에 따라 병원을 선택한다고 하여 이 두 양측이 고 

려하는측면이 서로 상이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공급자의 입지요인과 의료소 

비자의 구매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측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0쯤은 상호간의 괴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병원환경의 악화로 병원입지의 선청이 중요해지 

고 있는 실정에서 양측 상호간의 입장에 대한 이해 

와 경험적인 연구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통 

합된 관점의 연구방법을 의료서비스의 입지에 국 

한하지 않고서비스산업의 입지연구 전반에 적용 

하여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극히 한 

정적이지만， 의료소비자의 구매행동을 파악함으 

로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시설의 입지 

에 개선점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이 

용될 수 있올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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