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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환경이 인구 고령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변화를 겪는 시점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 공간을 이 

해하고자 한다. 시도별로 전국적 경향을 확인하고 최근 2007년과 2009년의 의료서비스 공간 변화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는 기관과 인력 대부분이 수도권에 접적하여 수도권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여타 서비스와 유사하였고， 수도 

권 내부에서도 강남지역과 전통적인 도섬01 중요하거l 나타나며 특화가 심화되고 있어 파서비스산업의 공간적 패턴과 비슷 

한특성을보였다. 또한 기관의 목적에 따라공간적 특성이 상이하였으며， 일부 전문과목의원 및 전문의는특정 지역에서 특 

화되어 나타났다. 즉 기관 및 인력의 성격이나 전문과목의 특성에 따라 공간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료서비 

스 공간 정책에서 고려할 펼요가 었다. 

주요어 :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기관， 의료인력， 요인분석， 공간적 특성 

Abstraα : This study investigates spati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medical servicεs in Korεa. 

For the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and percentages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level 

of provinces and analyzes the spatial change of medical services in the level of Si/Gun/Gu in 2007 

and 2009 through factor analysis. Mos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workers have agglomerated in 

capital region. Spatial distribution of medical services is similar to that of other sεrvices. Within the 

capital region, Gangnam area and the traditional C. B. D. area appear important in the pattern of 

medical services just like in advanced services. The spatial pattern of medical institutions on the 

spεcific purposes is distinguished from other institutions. It shows tha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mεdical services could be diff，εrent as the purpose of institutions. Somε kinds of clinics and medical 

specialists arε concεntrated on non-capital regions. Thus policy makers determining the space of 

medical services should consider the nature of medical institution, workers and medical specialists, 
as its nature could influence on the space distribution. 

Key Words : medical service , medical institution , medical worker , factor analysis , spati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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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 

1.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소득이 증대되고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고 이는 의료부 

문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의료서비스 매출액 

성장률은 2000년 이후 연평균 두 자릿수에 이르고 

있다. 이처 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성장산업으로써 

의 가능성 때문에 보건 · 의료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산업화의 움직임이 나 

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 

반협 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발효되고 의료관광이 주목을 받는 등 의 

료서비스에도 세계화의 경향이 보인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환경이 인구 고령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의 

료서비스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 

스는 다른 산업과 달리 산업화되고 있지만 공공성 

이 중요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공간적인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본연구는 

한국의 의료서비스 공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 

며 최근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의료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한다. 최 

근 15년간 의료서비스의 시도별 변화를 통해 전국 

적인경향을확인한다. 

둘째， 최근 2007년과 2009년 사이의 의료서비스 

공간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시군구 단 

위의 분석을 통해 한국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특성 

을 밝히고 최근 변화를 파악한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공간 특성을 밝히고 최근의 

-50-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국적인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 공간을 이 

해할수 있으며， 이는보다 세부적인 연구로 이어 

지는초석이될수있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보건 산업은 크게 다섯 분야로 나쉰다. 의약품산 

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산업， 식품산업， 의료서 

비스산엽인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 이 중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가 의료부문에 속한 

다. 본 띤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중심 

으로다루고자하며， 이를자원의 측면에서 인력， 

기관， 장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 

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비해 그 정의가 명확하지 못 

한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명확성과 지리적 함의를 찾기 위 

하여 의료서비스가 실행되는 장소인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체인 의료인력을 통해 한국 

의료서비스 공간을 연구한다. 시기적으로는 1994 

년부터 2009년까지를 다루며 , 시도 단위로 연구 

한다. 의료인력의 시군구 단위 전국 자료가 2007 

년부터 촌재하기 때문에 시군구별 의료기관과 의 

료인력 분석은 2007년과 가장 최근인 2009년을 

분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국토 

공간을 분석하는데，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건 

강보험통계연보에서 종별기관， 의원표시과목， 인 

력현황， 전문의 통계를 사용하였다.3장에는 1994 

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도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 

고 입지계수를 활용한다.4장에서는 2007년과 

2009년의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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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 에는 SPSS Windows 넘어 세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 

12.0을 사용하였다. 식의 단순한 전달보다는 지식을 재생산할 때 잘 드 

러난다 (FauIconbridge, 2006). 광고에 대한 또 하 

11. 문헌연구 나의 연구는 세계 경제에서 주변부의 위치에 있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농업， 제조업 등과 직접적 

으로 연관되지 않는다양한 경제활동을가리키며， 

노동， 자문， 경영기술， 교육 및 훈련 등 무형의 부 

가가치를창출한다. 따라서 생산과동시에 소비되 

어 보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 

달로서비스와제조업 간의 경계가무너지면서 서 

비스가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서비스는 지식 

집약적인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숙련 노 

동집약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정준호， 2006). 

공공 행정과 같은 비시장 서비스를 제외하면 시 

장서비스는수요자특성에따라크게 생산자서비 

스와소비자서비스로나눌수있다 (EU， 2003) 이 

중 한국에서 금융， 보험， 법률， 회계， 컨설팅， 의료， 

교육 등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지식기반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학계에서도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식기반서비스 중에서도 

생산자서비스산업을 비롯한 고차서비스산업에 대 

한 연구가 많다. 이중 금융에 대한 연구로 유럽의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에 대해 연구한 

Faulconbridge et a1. (2007)의 논문은 금융상품과 

자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지역의 

규제 및 경쟁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도시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금융서비스에서 

담당하고있는것이다. 

이는 도시라는 경계 내를 주로 다루었지만 생산 

자서비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활동이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광고업의 학습은 지역적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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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임에도 다국적 위계에 포획되지 않고 상당히 

높은 국지화 수준을 보이는 태국에 대한 것이다 

(Muller, 2005). 태국 광고업은 자발적 인 창조성을 

가지며，인력은방콕을중심으로훈련 · 활동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관 

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지역을 중심으 

로 본 연구가 많은데， 전반적인 생산자서비스 활동 

을 다룬 연구 (박삼옥， 남기범， 1998)는 도시 내에 

서 서비스 활동의 종류에 따라 그 중심이 다르게 

나타남을보여주었다. 

Lεe (2003) 역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입지 특 

성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를 중심으 

로 생산자서비스 공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한국 

의 생산자서비스 성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음을 밝히고 생산자서비스가 대도시 지향적 

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생산자서비스의 성장 

에 따라 수도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어 다른 지 

역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본다. 앞선 

연구(박삼옥， 남기범， 199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생산자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성장함을 확인하였으며， 공간 형성 동인을 도시경 

제의 이점과 집적경제의 이점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국의 광고업을 다룬 연구도 있다. 김대영 

(200이은 광고관련산업의 집적지 형성에 대해 다 

루었다. 인쇄광고와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다루었 

는데，충무로와신사동을중심으로집적지간의 지 

역적인 집적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이지원 

(2009)은 인터넷 광고업체에 대해 다루었는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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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수가 서울에 입지하였으며 강남구로의 집 

적이 강하게 나타났다. 구양미 (2000) 역시 광고 

제작 네트워크가 강남지역에서 순환됨을 확인하 

였다. 

지식집약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혁 

신이다. 최지선 (2005)은 서비스업에서 혁신을 공 

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기술혁신을 다루었 

는데，수도권과비수도권사이에 업종과기업규모 

에 무관하게 서비스업 기술혁신율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밝였다. 수도권 소재 기술혁신기 

업의 높은 기술혁신율은 외부기관과의 활발한 협 

력보다는기업의 내적 혁신역량과더욱밀접한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파트너의 유형 

별 특성 분석에서 수도권 기업은 지방 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협력파트너에 대해 기술혁신에 미치는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방의 기업은 

기술혁신과정에서 대학 기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크게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 물류 및 유통서비스 

등과 같은 생산자서비스는 주 고객이 기업이며 국 

가 또는 지역 간에 교역이 가능하다. 주로 제조 기 

업에게 중간투입재로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요특 

성상 대도시 지향의 입지패턴을 가지므로 기존의 

대도시 중심적 공간구조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에 지리적 거리의 의미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끄}서비스가 도시에 집적하는 것 

이다. World Bank (2009)에서는 이를 “서비스는 

제조업보다 더욱 군집한다 (Services become even 

more densely clustered than manufacturing)." 라 

고표현하기도하였다. 

한편 교육， 의료， 음식， 숙박 등과 같은 소비자서 

비스는 주 고객이 개인이나 가구이다. 소비자서비 

스는 생산자서비스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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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 간에 교역이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준호， 2006). 또한 생산자서비스에 비해 저숙련 

노동집약적인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과 의 

료 부문이 시장 개방 논의에 포함되면서 국가 간의 

교역이 기능한 서비스가 되었다. 

의료 부문 중 의료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분야와 

달리 공익성이라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 제도의 영향력이 크다 제조 활동과 서비스 

활동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보건 및 의료산업 부 

문의 공급사슬은 매우 복잡하며 (Baltacioglu et al. , 

2007)，각국가마다정부의 역할과정책이 매우상 

이하여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제 활동에 규제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 

럼 의료서비스 역시 혁신과효율성에 규제가큰 영 

향을 끼 친다 (Phillips et al., 2006). 그러나 다른 산 

업부문과는 달리 효율성 문제와 관련해 규제 완화 

논의가 복잡하다. 산업부문의 측면에서 의료서비 

스는 복지 및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와 말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부문의 산엽화에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기 때 

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 수준 

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네트워크를 효과적으 

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제 

공자인 임상의의 역량뿐만아니라지역 정부의 리 

더십도 중요하다 (Touati et al., 2006). 그러나 강력 

한 리더십이 배타적으로 흐를 경우 정책 전환이 어 

렵고 1차 진료의 본래 목적을 다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강한 연계는 고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Bathelt et al., 2004). 즉 의료서비스에도 광범 

위한 네트워크의 약한 연계가 필요하다 



(B띠tacioglu et a1., 2007). 167ß국의 1차 진료 조직 

을 다룬 Meads et a1. (2006)의 연구는 상당히 광범 

위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 

문에서 제시되는 고객인 환자까지 참여하는 확대 

된 공동체(cornmunity )의 개념과 전문의 간의 상 

호 교육을 통하여 인접 의학분야의 지식과 네트워 

크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교역 7}능성을 보여준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통해 단순한교역을넘어 이를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학습이 국지적인 차원을 

벗어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식의 이전이 국 

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교역은 최근 20년 

동안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중병원 네트워크 

(Multi-Hospital Network)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기관인 병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 형태 

에 가까운 것으로， 비용 절감과 질적 향상의 압력 

속에 나타난 현상이다.MHN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네트워크가 

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 분석과 거 

래 후 유지 모두가 매우 중요하다 (Lega , 2005). 병 

원이 점차 산업으로 인식되어가면서 하나의 기업 

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 

업 합병과 대기업의 조직 구조에 비견하여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으며 중 · 대형 의료기관이 증가 

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혁신 전파와 관련이 있다. 

규제는 혁신 및 혁신의 전파에 영향을 준다. 환자 

들이 병원 선택에 첨단의료기술 수준을 고려하므 

로 첨단의료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병원의 목표가 

되며 이는 혁신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경험 

적 연구에서 혁신이 모든 병원에 전파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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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혁신이 전파되는 속도가 다르고 혁신의 종류 

에 따라 그 영향력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보통신 

기술이나 사슬 관리 같은 생산성 이득(gain) 혁신 

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으나， 생산성 손실(loss)은 

혁신과 보다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Blank and 

Hulst, 2009; Blank and Vogelaar, 2004). 이는 전파 

가 이루어진 방식이 공간상에 차별적으로 나타난 

다는것을보여준다. 

Chandra and Straiger (2007)는 Roy 모형을 이용 

하여 단수 균형과 복수 균형으로 나누어 의료서비 

스산업에서 생산성 spillover를 증명하였다. 이는 

지리적 전문화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많 

은 의학 연구들에서 새로운 내과 기술의 적용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였는데， 이러한 생산성 spillover는 지식 외부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심장마비 에 대한 모텔 

링의 결과 한 부문의 전문화는 그 부문의 생산성 

을 증대시키고 결국 전문화의 경향을 강화하게 된 

다고 이들은 주장하였다. 즉 의료서비스부문 내 

지리적인 특화 혹은 전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것이다. 

조직적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팀이 유용하다. 이때의 팀은유연하고자기 조직적 

인 성격을 가지며， 역동적인 자기 조직을 가지고 

‘실행 공동처Il(cornmunities of practice)’ 로 기능한 

다 (Iedema et a1., 2005). Bathelt et a1. (2004)에서 

도 실행 공동체를 학습 및 혁신 단위로 보는데， 이 

러한 팀제는 의료개혁 하에서 참여와 지식 등을 담 

당할 수 있다. Maskell and Lorenzen (2003)은 어 

떠한 분야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한된 기간 동안 모이는 전문가들의 프로젝트 팀에 

서 가장 잘 조직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의 

료서비스산업에서의 팀은 단기적인 성격을 갖지 



한국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 

않으므로 프로젝트기반 기업 조직 (Whidey, 2006) 

과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전문과목에 따라 의학적 전문분야에 따라 분위 

기나 학습이 다를 수 있다. 비급성 전문분과의 경 

우 경영적인 측면에 상당히 기울어져있지만， 외과 

나 산부인과 등 급성 전문분과의 의사들은 경영에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인 경향이 있다 (Willcocks , 

2004). 이러한 경향은 전문분과에 따른 문화와 분 

위기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산업 

이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전 

문과목에 따른 지리적 특화가 전문과목과 지역 문 

화와 연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성형외과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원의 경우 2009년에 약 

49%가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있으며， 이중 68% 

가 강남구에 입지하고 있다.2어3년에는 전국 대비 

서울에 위치한 성형외과 의원이 47%, 이중 강남구 

에 입지한 의원이 55%였던 것보다 더 집적하는 모 

습을보인다. 이러한지역적 특화는의료공급자인 

성형외과 개원의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강남구에 

개원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고려하는 입지요인 

이 ‘지역의 인지도’ 와 ‘지역 이미지’ 등 지역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유정화， 2003). 비급성 

의 성격을 가지는 성형외과 의원의 입지에는 이를 

찾는 의료 소비자들의 거주지가 수도권뿐만 아니 

라 지방 등 다양한 분포를 보여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기술적 인 부 

분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원은 두드러진 지역적 특화를 나타낼 

수있다. 

의료시설 입지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동시에 병원 경영에도최대의 이익을산 

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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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의료기관은 무엇보다도 현대화， 효율성， 형 

평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 역을 선정해야 하 

므로 질병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의학기술 및 

의료기구의 발달의 영향을 받으며， 병원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의 조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 

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차 및 쾌적성 

(MaGibony, 1969) , 구급체계 및 웅급 상황과 관련 

된 이동거 리 최소화 (Achabal, 1978; Eaton et a1., 

1986)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건기관의 경우는 

지리적인 접근성이 보다 중요하다 (이건세 외， 

19%). 

1990년대 한국의 기존 의료자원 분포는 지 역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질 높은 의료자 

원일수록 수도권지역으로의 편중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 내에서도 경제적 중심지와 주변지 

역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이금숙 (1998) 

은 대부분의 의료시설들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부문에서 투자되고 경영되고 있기 때문 

으로 보았다. 한국의 병원 발달이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양적 성장을 해온 것도 

한 요인으로 보았다. 공공부문의 병원입지도 민간 

부문의 압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공공부문의 입지 

선정과정에도 의료서비스 수급의 형평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서비 

스는 일종의 공공재로서 의료서비스의 입지결정 

을 완전히 사적부분의 시장원리에만 맡겨놓기보 

다는 형평성 있는 의료자원의 공간적 분포가 이루 

어지도록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 

라고주장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시설은 독특한 입지적 특성 

을 지니고 있다. 지역 환경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수요.와공급이 지역마다다르고，국가나지역 

에 따라 꾀료조직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기관의 입지 문제는 지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 

료서비스는지역 주민의 생명과건강유지와직결 

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지 역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시설의 바람 

직한 입지계획에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를 지리학 

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11. 한국의 의료서비스 현황 

1. 국내 의료기관의 증감 

의료서비스부문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요양병 

원은 2003년 68개에서 2009년 7337R소로 열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 

라 최근 각광받고 성장하고 있는 고령 친화 산업처 

럼 의료서비스부문에서도 고령화에 발맞춘 움직 

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병원수의 증가도 상당하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는적지만한방병원과치과병원의 경우매우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의원급에서도 일반적인 의원보 

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방 분야와 치과 분야의 이와 같은 성장은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병 

원과 의원급을 비교하였을 때는 전반적으로 의원 

급에 비하여 병원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어 의 

료서비스 부문에서 중형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알수있었다. 

반면 조산원과 약국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조산원은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뚜렷한 감소가 

나타난 기관으로， 출산율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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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2000년 이전까지 약간 감소하는 추세 였다 

가 2001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의약분업 

이 시행된 이후 상대적으로 높았던 약국의 증가세 

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으나 가장 최근인 2009년 

20914 개로 최대 숫협 기록하여 약국 역시 성장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국내 의료기관의 시도별 변화 

국내 의료서비스 기관은 조산원을 제외한 종합 

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모두 1994년에 비해 2009 

년에 그 숫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 

일하게 성장한것은아니다.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인 종합병원은 외환위기 

및 2001년에 숫자가 감소하였는데， 이 시기 서울 

특별시에서의 종합병원 숫자 및 비중이 감소하였 

다.1998년종합병원숫자감소는외환위기 때문이 

며 이는 서울의 영향이 크다. 서울에는 공공부문이 

투자한 기관도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투자한 기관 

이 많이 입지해있다 (이금숙， 1998). 즉 외환위기 

의 영향으로 서울에서 기관이 감소하였으며 이것 

이 종합병원의 총 숫자에 영향을 주었다. 

요양병원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해있는데， 

최근에는 서울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이 좋은지방에 고령 인구를대상으로하는시 

설들이 들어설 것이라는 초기의 예상과 달리 소비 

자들은 도시에 입지하거나 도시와 가까운 곳을 선 

호하는 것과 일치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손 

승호， 한문희 , 2010). 

병원의 수는 외환위기 때 잠시 성장세가 정체하 

기는 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의 비 

중이 감소하여 2002년 경기도에 비율이 역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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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절대적 

인 숫자가 늘어났으며 이중 경기.5:.7r 가장 높은 성 

장률을보였다. 

의원의 경우 1994년부터 2009년의 기간 동안 절 

대적인 숫자로는 서울에 가장 많은 의원이 존재하 

지만 그 비중은 약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는 약 2.5배 가량 의원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서울에서 절대적인 숫자는 1994년 

이후 늘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감소하 

고 있다. 경기도의 치과병원 비중이 2어0년대 초기 

상당히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도 

모두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치과병원은 다 

른기관에 비해 숫자가많지 않으며 경영적인측면 

이 중요한 기관이다. 초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치과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차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치과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이 압도적인 숫자를보이고 있다. 치과의원은 의원 

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서울의 절대 수가 최 

고이나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고 경기의 비중은 약 

간 증가하였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비율이 변화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방병원은 2002년을 제외하면 2004년까지 증가 

하였다. 그러나 최근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 

체 추세는 서울의 추세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도 중에서는 경기.5:.7r 가장 꾸준한 성장을 보였 

고， 치과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비중이 감소하 

고 경기도의 비중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한의원 

역시 의원， 치과의원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서울의 절대 수가 최고이나 비중은 감소하고 경기 

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 비율이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의원， 치과의원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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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원급 기관은 외환 

위기나의약분업둥환경에크게 영향을받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도별 비율의 변화도 일 

정한 추세를 보여 의원급의 개원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산원을 제외하 

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높은 비 

율을 보였고， 한방 분야와 치과 분야에 힘입어 경 

기도의 상대적인 성장이 나타났다. 

IV. 한국 의료서비스의 공간 분석 

이 장에서는 의료서비스 기관과 의료인력을 중 

심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공간을 시군구 단위에 

서 분석한다. 시군구 단위의 전국 자료는 인력 자 

료가 2007년부터 구축되어 아직 장기적인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 

를보이고있다. 

의료서비스 기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 

지는 장소로 의료서비스 가치사슬에서 가장 핵심 

적인 부분이다 (정명섭 외， 2006), 그리고 의료인 

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뺨 행위주체로 실행 및 

학습， 네트워크 등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Smith , 

2002; Smith and Toft, 2005), 2007년과 2009년의 

의료서비스 기관과 의료인력 자료를 시군구별로 

계산하여 SPSS 12 ， 0을 이용해 주성분분석으로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varimax)로 회전하 

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 부하량을 통해 요 

인을 추출하고 그에 따른 시군구별 요인점수를 이 

용하였다. 



1. 의료서비스기관 

1 ) 종별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기관은 규모나 기능， 설립 구분 등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기관 

의 종류별로 의료서비스 기관을 나눈다. 요양기관 

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 

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 

국의 15가지로 분류된다. 

이를 시군구별로 2007년 의료기관 종류를 계산하 

여 주성분분석을 통해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 

멕스(varimax)로 회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 

다. 네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약 76%였다(유의확률 0.000). 요인1은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치과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의 의료 

기관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요인2는 요양병원， 

조산원 등이 큰 부하량을 보였고， 요인3은 보건진 

료소와 보건지소가， 요인4는 보건원과 보건의료원 

이 높은 부하량을 나타냈다. 요인1에서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부하량이 높았으 

므로 요인1은 1차 기관 및 치과병원， 요인2는 특수 

목적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요인3은 하위 보건기 

관， 요인4는 상위 보건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추출된요인을통해 공공성이나특수한목적이 있 

는 기관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 기관과 양상이 다 

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차 기관 및 치과병원은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최고값 

을 보였다. 그 뒤로 서울시 서초구， 충청남도 천안 

시， 서울시 송파구， 중구가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특수목적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주로 부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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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 

방 대도시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연제구， 경상남도 마산시 등에서 높은 점 

수를 보였다. 부산광역시의 높은 점수는 조산원에 

의한것이다. 

하위 보건기관은 비수도권에서 높은 점수를 보 

였다.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여수시， 고홍군， 

전라북도 익산시 , 정읍시가 근소한 차이로 상위 점 

수지역을기록하였다. 

상위 보건기관 역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높 

은 점수를 보였다. 강원도 삼척시 , 강롱시， 인천광 

역시 중구， 제주도 서귀포시， 경상남도 사천시가 

가장높은점수를보인 5개 지역인데，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천시 중구와 경기도 평택시를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다. 

2007년의 종별 의료기관을 요인분석한 결과 보건 

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기관의 요인점수는 일반 의료기 

관에 비해 최고값이 낮은편이며 지역들간의 점수 

차이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 의료기관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에는 보건기관이 존재하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료기 

관 중 기능적으로 특화된 기관은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났다. 특수목적 의료기관 중 조산원의 경우 부산 

지역에서 특화됨을 확인하였고 요양병원은 지방 

대도시에특화되었다. 

2009년 동일하게 구성한 시군구별 자료에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을 행한 결과 네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설명력은 약 76%였다(유의확률 O.뻐). 

각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인 항목이 2007년과 동 

일하였므로 요인이름을 유지하였다. 2009년 역시 

공공성이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기관은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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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기관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다. 따라서 보건기관의 입지가 의료서비스의 고른 

1차 기관 및 치과병원 요인은 2009년에도 서울특 지리적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별시 강남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9점이 

넘는 점수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었으며， 이어서 

서울시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 

울시 양천구 등지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 

로 서울특별시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며 대구광 

역시，대전광역시 일부지역도높은점수를보였다. 

특수목적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요인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타나긴 했으나， 부 

산광역시 연제구， 사상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상 

남도 마산시， 김해시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 

산원이 특화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이 입지한지역이 높은점수를보였다. 

하위 보건기관 요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 

도 여수시， 고흥군，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북도 정 

읍시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의 

수도권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보건기관 요인도 전반적으로 수도권 이외 

의 지역에서 높은값을기록하였다.제주도서귀포 

시， 제주시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강원도 강릉 

시， 삼척시， 인천광역시 중구가그 뒤를 이었다 

2007년과 2009년의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은 동 

일했으며， 요인 점수를 비교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 

은 2009년에 집중이 보다 심화되었다. 한편 의원급 

기관들은 시도별 비율의 경향처럼 시군구별 분석 

에서도 일반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 및 한방 분야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1차 기관과 약국은 가장 쉽 

게 접근할수있는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이기 때문 

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영향력은 상대적 

으로 적지만 1차 기관과 유사한 공간적 패턴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기관의 특화 정도는 일 

반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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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과목별 의원 
의료서셰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1차 기관인 의원 

은 실생훨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 숫짜 많고 진료과목도 다양하게 세분되어있 

다. 진료파목에 따라 공간적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tJ로 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현재 의원의 표시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 

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 

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 

과， 이비띤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병 

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 

학과， 가정의학과， 전문과목미표시전문의， 일반의 

로구분한다. 

2007년 시군구별 의원을 표시과목별로 정리하여 

이전과 콩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설명력은 약 72%였 

다(유의확률 0，어0) ， 요인1에서는 정형외과， 소아 

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 

과， 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로 표시한 의 

원이 높판 부하량을 보였고， 요인2에서는 성형외 

과를 비봇하여 피부과， 안과， 정신과 등이 높은 부 

하량을 가지며， 요인3에서는 결핵과와 핵의학과가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요인1은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의 4대 주요과목 모두 높은 부 

하량을 보이며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은 진료분 

야가 4대 주요과목에 포함되므로 4대 주요과목 및 

가정의학과 의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요인2는 성 

형외과 · 피부과 · 안과 · 정신과 의원， 요인3 

은결핵 몇 핵의학과의원이라고한다. 

4대 주좌과목 및 가정의학과 의원은 서울과 지방 



대도시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가운데，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고 

이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 강동구， 인천광역시 부 

평구， 서울시 관악구 등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 · 정신과의원은서 

울특별시 강남구에서 10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하 

며 탁월하게 두드러졌으며， 서초구， 대구광역시 중 

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진구에서도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 · 

정신과 의원은 전국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지 

역이 많지 않아 매우 집중된 형태를 보인다. 이는 

가장 큰 부하량을 가지는 성형외과가 서울시 강남 

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결핵 및 핵 의학과 의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진구， 

경상남도창원시，울산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중 

구가높은값을보였다. 결핵과와핵의학과로과목 

을 표시한 의원의 숫자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들이 입지한 지역에 압도적인 특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같은 분석을 2009년 자료를 이용해 수행한 결과 

네 요인을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약 76% 

였다(유의확률 0.000). 2007년과 비슷하게 요인1 

은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 

부인과，가정의학과등의 의원이 높은부하량을보 

였고， 요인2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과목 미 

표시 전문의， 안과， 정신과， 요인3에서는 결핵과， 

요인4에서는 핵의학과가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따라서 요인1은 4대 주요과목 및 가정의학과 의원， 

요인2는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 · 정신과 의 

원， 요인3은 결핵과 의원， 요인4는 핵의학과 의원 

으로명명한다. 

4대 주요과목 및 가정의학과 의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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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높은 점수를 보여 서울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 

를 기록하였다.2007년 4대 주요과목 및 가정의학 

과 의원의 요인점수 상위 5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2009년에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 · 정신과 의원은 서울 

특별시 강남구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요인점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특화를보였다. 이어 서울시 서 

초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높은 요인점수를 보였다.2007년 

과 비교해 4개 지 역이 동일한 순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분리된 결핵과 

의원은부산광역시 진구， 경기도광명시，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울산광역시 중구 순으로 높은 요 

인점수를기록하였다. 

2009년 하나의 요인으로 분리된 핵의학과 의원은 

부산광역시 동구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0점대 

이하의 낮은 요인점수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가 나 

타나는 것은 다른 과목의 영향력이 낮은 요인인데 

다가 핵의학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고 있는 의원 

이 전국에 단 한 기관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하나의 요인을 구성했던 결핵과 의원 

과 핵의학과 의원이 2009년에 다른 요인으로 분리 

된 것은 결핵과 의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결핵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의원 역시 아주 소수 

로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9개 기관， 2009년에는 

8개 기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숫자가 

아주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변동이 요인 추출로 

반영되었다. 

한편 2007년과 2009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 

은 동일한 이름을 유지하였는데， 각 요인을 구성하 

는과목의 영향력에 변동은 있었으나그폭이 크지 

않았다.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 즉 4대 주요 

과목 및 가정의학과 의원과 성형외과 · 피부과 · 



한국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 

안과 · 정신과 의원의 공간적 패턴이 다르게 나타 

난다. 첫 번째 요인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두 번째 요인은 보다 

비급성 · 비보험 · 미용 혹은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전문과목 위주로 구성되었다. 즉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의원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다. 이중성형외과의원은강남구에 매우특화되어 

있다. 그에 비해 특화 강도는 약하지만 피부과 의 

원과 안과 의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있다. 

2007년과 2009년 모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4대 주요과목을 포함하는 흔히 접할 수 있 

는의원과목이었으며， 이 요인은대도시를중심으 

로 높은 요인점수를 기록하였다. 주요과목들은 하 

나의 요인이 되어 세부적인 전문과목에 따른 차이 

가 공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피부과 및 안과 의원을 포함한 성형외과 의 

원， 핵의학과 의원， 결핵과 의원은 단일과목이 하 

나의 요인으로 구분될 만름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요인점수도 한 지 역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 

요인의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을보인다. 결핵과와 

핵의학과 의원은 절대적인 숫자가 적기 때문이지 

만， 절대수가 작지 않은 성형외과는 서울특별시 강 

남구에서 특화되어 나타난다.2007년에는한요인 

으로 나타났던 결핵과와 핵의학과가 2009년에는 

다른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결핵과 의원 수의 변화 

때문인데 절대적인 숫자가 작기 때문에 중요한 의 

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의료서비스인력 

1 ) 핵심 의료인력 

의료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매우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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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만을 대상으 

로 다룬다. 실제로 의료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정 에 

는 다양한 서비스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연구의 목 

적상 단순한 대인 서비스보다는 의학적인 부분을 

담당하눈 핵심적인 의료인력만을 다루기 위하여 

대상을한정한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인턴， 레지던트， 일반의， 전문 

의로 구분되고， 한의사는 일반수련의 , 전문수련의 , 

일반의 , 전문의로 세분된다.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의사논 의학인턴， 의학레지던트， 의학일 

반의 , 의학전문의로， 치과의사는 치과인턴， 치과레 

지던트， 치과일반의 , 치과전문의로， 한의사는 한의 

일반수련의， 한의전문수련의， 한의일반의， 한의전 

문의로표기한다. 

2007년 의료인력을 시군구별로 통일한 요인분석 

을 행한 결과 세 요인이 추출되었고 설명력은 약 

80%였다(유의확률 O.뻐). 요인1에는 약사， 물리 

치료사， 한의일반의， 의사 전문의， 치과일반의， 의 

사일반의 등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요인2는 치 

과인턴， 치과레지던트가， 요인3은 한의전문수련 

의， 한의일반수련의， 한의전문의가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따라서 요인1은 약사， 일반의， 의사전문의 

및 치료 · 복지사， 요인2는 치 · 의학 수련의， 요 

인3은 한·의수련 · 전문의라고 명명하였다. 

약사， 일반의 , 의사전문의 및 치료 · 복지사는 

주로 서뀔 지 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요인점수 

의 최고값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기록하였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높은 점수를 보였다. 

치 · 꾀학 수련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주광 

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중구， 서울시 서대문구， 부 

산시 서구가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약사， 일반 



의， 의사전문의 및 치료 · 복지사보다 특화된 것 

을확인할수있었다. 

한의수련 · 전문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매우 높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서울시 강남 

구， 부산광역시 진구， 광주광역시 남구， 서울시 서 

대문구도 높은 값을 보였다. 

2007년에 추출된 세 요인 모두 최고의 요인점수 

를 기록한 지역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의료인력 

이 집중된 강남구， 서대문구， 동대문구는 서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하는지역이다 전반적으로수도 

권 및 광역시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의료인력은 대 

도시와 그 외 지 역간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 

러나는것을알수있다. 

2009년 자료에 같은 분석을 행한 결과 네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은 약 82%의 설명력을 가졌다 

(유의확률 O.뻐). 2어7년과 비교하여 요인 부하량 

은 약간씩 달라졌으나 요인1 ， 요인2 ， 요인3을 구성 

한 항목은 동일하므로 2007년과 동일한 명칭을 사 

용한다. 즉 요인1은 약사， 일반의， 의사전문의 및 

치료 · 복지사，요인2는치 · 의학수련의，요인3 

은 한의수련 · 전문의， 그리고 2009년 새로 나타 

난 요인4는 치과전문의라고 할 수 있다. 

약사， 일반의， 의사전문의 및 치료 · 복지사는 

2009년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가장 높은 점수 

를 기록하였다. 이어 송파구， 서초구， 영등포구， 경 

기도 부천시 원미구가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 

였다. 이외에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도 높은 

점수가관찰되었다. 

치 · 의학 수련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광 

역시 서구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 서 

울시 서대문구， 광주광역시 통구， 대구광역시 중구 

도 높은 값을 보였다. 이 요인 역시 주요 대도시에 

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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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수련 · 전문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 높은 특화를 보였으며， 서울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진구， 서울시 강동구， 광주광 

역시 남구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 

2007년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도 약사， 일반의 , 

의사전문의 및 치료 · 복지사에 비하여 치 · 의 

학수련의와한의수련 · 전문의는보다지역적인 

집중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 새로 나타난 요인인 치과전문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 

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가 그 뒤를 이었다. 치과전문의는 

의료인력 중 전국적으로 가장 특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요인이다. 이는 치과전문의의 숫자와도 관계 

가 있다. 치과전문의는 2009년 현재 전국에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성남시 분당구에서 11명이 활 

동 중이기 때문에 분당구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07년과 2009년의 요인 구성은 요 

인의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설명력이 높은 세 요인 

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2009년에 치과전문의가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했는데 2007년에는 치과의 

사에 전문의라는항목이 없었다. 이는관련법의 미 

비로 인해 2009년에야 치과 전문의가 구분될 수 있 

게되었기때문이다. 

2) 전문의 

앞서 다룬 의료인력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 

지하는 것은 의사이다. 치의학이나 한의학도 전공 

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학은 세부 전공이 

나뉘어져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공에 따 

라다른패턴이 나타나는지， 어떤과목의 전문의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전문의는 현재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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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 

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 

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예 

방의학과로 분류하고 있다. 

2007년 각 전문의의 숫자를 시군구로 계산하여 

주성분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을 수행하면 세 요인 

이 추출되는데， 이들의 설명력은약 83%였다(유의 

확률 0.000). 요인1은 피부과， 성형외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안과， 진단검사의학 

과 전문의가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요인2에서는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높은 부하량을 가지며， 요인3에서는 산 

업의학과와 예방의학과가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요인1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검사과 및 마취 

과 전문의， 요인2는 정형외과， 소아 · 이비인후 

과，가정의학과전문의，요인3은산업의학및 예방 

의학과 전문의라고 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검사과 및 마취과 전문 

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 

를 기록하였으며，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가 비슷한 점수를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타나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된 요인 

임을알수있었다. 

정형외과， 소아 ·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전문 

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 

록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상남도마산시， 

서울시 동작구， 경상남도 김해시도 높은 점수를 보 

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 고르게 높은 값을 

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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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학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지역은 부산광역시 서구이며， 충청 

남도 천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도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다. 전공자의 규모가 크지 않고 많은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요인이지만 피부과， 성형외과， 안 

과， 검사파 및 마취과 전문의에 비해 덜 집중된 패 

턴을 보여 적은 숫자에도 산업의학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편이라고 

할수있다. 

2009년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계산하여 요인분석 

을 수행힌- 결과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설 

명력은 약 84%였다(유의확률 O.뻐). 요인1은 병 

리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 

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 

의의 요인 부하량이 높고， 요인2에서는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부하량이 높으며， 요인3은 산업의학과， 예방의학 

과 전문의의 부하량이 높다. 요인의 전반적인 구성 

이 2007년과 유사하므로 요인의 이름은 2007년과 

동일하게 요인1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검사과 

및 마취과 전문의， 요인2는 정형외과， 소아 · 이 

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요인3은 산업의학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라고 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검사과 및 마취과 전문 

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여전히 탁월하게 높 

은 점수될 보였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서울시 종 

로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성남시 분당구도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서울에서 높은 값을 기록한 

곳이 많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광역시， 광주광 

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대도시에 위치한 

일부 지 역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정형외과， 소아 ·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전문 



의는 경상남도 마산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구광 

역시 달서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전광역시 

서구의 순서로 높은 요인점수를 기록하였다. 전국 

적으로는 서울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높은 값을 보 

였으며，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검사과 및 마취과 

전문의에 비해 조금더 고른모습을보인다. 

산업의학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부산광역시 서 

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경상북도 구미시 등 경상도 지 

역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서울시 강남구 

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대조적 인 모습을 보 

였다. 

2007년과 2009년 모두 대다수의 전문의는 서울 

특별시 · 경기도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 

시 등의 대도시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 

관이 대도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전문의에 대한 수 

요가 대도시 에 많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의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응급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특화 

됨을확인할수있다. 

전문의의 경우 여러 요인에 걸쳐 상당한 설명력 

을 가지는 항목이 많은데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 

기관및종합병원은한기관에서 여러과목의 전문 

의가 활동하기 때문에 기관이 하나의 공간으로 파 

악되어 공간적으로 여러 요인에 높은 설명력을 가 

질 수 있다. 특히 전문의의 숫자가 많은 과목들의 

경우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v. 요약 및 결론 

地理學論훌 제55， 56 합본호 (2010.9.1) 

노동부터 지식집약적인 분야까지 포함한다. 의료 

서비스는 공익성이 고려되는 분야이며 따라서 규 

제의 영향을 받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환경은 세계화， 인구 고령화， 산업화라 

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의료서비 

스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파악 

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최근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도 

별로 의료서비스 기관을 파악했을 때 대부분의 기 

관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이를 보다 상세히 해석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09년 의료서비스 기관과 의료서비스 인력 자료 

를 시군구별로 계산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 기관은 일반 의료기관과 보건기 

관이 구분되어 나타났다. 일반 의료기관 중 1차 기 

관은 서울특별시， 특수목적 의료기관은 부산광역 

시를 중심으로 각 대도시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았 

다. 보건기관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 의료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을 공간적으로 반 

영하였다. 의원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가 

운데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 의원과 결핵 및 

핵의학과 의원은 각각 서울 강남구와 부산 지역에 

서특화되었다. 

의료인력 자료에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간호 

및 원무 인력 등을 제외한 의료인력은 서울특별시 

를 중심으로 광역시에서 특화되었다. 제도의 변화 

에 따라 치과전문의가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특화되었다. 대부분 

의 전문의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화되었으며， 

의료서비스는 주 고객이 개인 및 가구단위이기 응급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등 일부 전문의는 비수 

때문에 소비자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저숙련 도권에서 특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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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기관과 의료인력의 분석을 비교하여 

교육 및 훈련 공간과 이후의 활동 공간에 대해 파 

악할수 있다. 조산원의 경우부산지역에 특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조산사 수련이 이루어지는 병원 

이 부산시 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산 

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임산부들이 대형 혹은 

유명 의료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조 

산원이 특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산사 수련의 

교육 과정과 활동 기관인 조산원과 공간성 연계되 

고있다. 

반면 수련 과정의 인력은 일반의 및 전문의와 별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의료인력의 교육 및 훈련 

공간과 이후 활동 공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대 

학병원을 비롯한 3차 기관들과 수련 기능을 하는 2 

차 기관들은 많은 의료인력을 배출하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숫자는 제한 

되어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많은 수가 개원을 하 

며， 개원의의 경우 개원 지역이 출신 대학이나 수 

련 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이태 

호 외， 1995).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기관과 인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적하는 모습을 보여 수도권 집중이라 

는 측면에서 여타 다른 서비스와 유사한 모습을 보 

였다. 또한 수도권 내부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등 

의 강남지역과종로구，서대문구등의 전통적인도 

심이 중요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화는 심화되고 

있어 파서비스산업의 공간적 패턴과 비슷한 특 

성을 보였다. 국민의 기초보건 보장을 목적으로 하 

는 보건기관이나 출산을 주 대상으로 하는 조산원 

등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기관의 목적에 따라 공 

간적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전문과목의 의원 및 전문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특화되어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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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의료서비스 공간 전반을 다루 

는 연구로 기관과 인력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공 

간을 다루었다. 복잡하지 않은 분석 방법을 통해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만을 다루어 정교하면서도 

장기적인 경향성은 밝히지 못하였다. 장기적으로 

자료가 누적되면 다양한 분석법을 통해 보다 근본 

적인 의효서비스의 공간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가치의 문제가 포함되므로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에서 공 

간에 영향을주는요인과공간이 영힘L을끼치는경 

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인구에 비해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것 (Lee, 2005) 

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 

하는 데에 접근성이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하기 

는 하지딴 비응급 상황에서 병원급 이상을 선택하 

는경우근접성이 최상위 선택요인은아니기 때문 

이다 (윤서중 외， 2004; 김미선， 박하영， 2006). 특 

히 입원환자의 경우는근접성을크게 필요로하지 

않는 탓으로 보인다. 의원급에서도 전문과목의 성 

격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유정화， 2003). 

의료서비스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종적인 

의료서비스가 실행되는 공간이고， 이를 실행하는 

주체인 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 · 훈련되고 학습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의료서비스 기관이 복합 

적으로 끼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관 및 인력의 성 

격이나 전문과목의 특성에 따라 공간 현상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의료복합단지나 메디클 

러스터 등 의료서비스 공간 정책에서 고려할 필요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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