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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최근 들어 수도권의 많은 병원들이 형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비수도권의 환자들과 문의들이 수도

권 의료기 을 선호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 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최근 학 병원들

이 병상을 늘리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등 의료시설 장비에 투자를 하

고 있다.이러한 투자가 수도권으로의 의료서비스 집 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해 심이 집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한 답을 얻기 해 시군구별 문과목별 문의 수

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Model)을 이용하여 두 단계로 나 어 실시하 고,각 단계에서는

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했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문의들이 수도

권으로 집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

계의 결과를 활용하여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되고 있는 원인을 분

석하 다.특히 체 문의에 해서뿐만 아니라 각 문과목별 문의

에 해서도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체 문의에 해 분석한 결과,통제변수를 포함시키기 않았을

때에는 문의들의 수도권 집 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통제변수를

포함시켰을 때는 문의들이 수도권 집 상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이에 한 원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차이,즉 의료기 의 시설과 장비의 질 차이 는 종합병원 의료기

의 존재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 로 각 문과목들에 해서 실시한 분석에서는 문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체 26개 문과목들 응 의학

과 등 7개 문과목들에서 수도권 집 상이 일어나고 있었다.이에

한 원인은 체 문의에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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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특수의료장비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수 차이로 나타났

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되지 않고 비수도권 지

역에 남아서 지방 환자들에게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면 비

수도권 의료기 도 시설과 장비에 양 ,질 투자를 해야 하며 종합병

원 수 의 의료기 에 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주요어 :수도권, 문의,집 상,조 변수,고정효과,종합병원

학 번 :2008-2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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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목 필요성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선진화되어

있는 편이다.이는 우리나라의 잘 갖추어진 의료 달체계와 매우 한

련이 있다.우리나라의 의료 달체계는 1989년 7월부터 국민을

상으로 한 의료보험 확 실시와 함께 도입되었다(박 희,2011).이 제

도의 도입목 은 의료기 에 한 기능 인 구분,단계 인 진료체계 확

립,환자의뢰체계의 도입 등을 통한 지속 인 의료서비스 확보와 정수

의 진료 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박 희,2011).이외에도 의료 자원을

지역 간에 균형 있게 분포하게 하고,지역 내에서의 의료충족도를 개선

하며,의료이용에 한 편의도와 형평성을 도모하고,의료공 에 한 효

율성 제고하며,의료비를 감하고,안정 인 의료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한 목 으로 했었다(박 희,2011).그 동안의 우리나라 의료서

비스의 부신 발 은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로 풀이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폐업하는 소규모 의원들이 속

출하고 있다. 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필수 진료과목”의 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증

가 있다(조미 ,2014년 8월 4일).이러한 지방의 의료서비스 공백 상과

매년 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방의 상황과는 조 으로 최근 들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

권의 의료기 들은 상 종합병원(3차 종합병원)규모의 학병원들을

심으로 앞 다투어 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종합병원도 증가하고

있다(박으뜸,2014년 10월 28일). 한 이들 수도권의 많은 의료기 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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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진료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이와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상에

해서 분석이 실히 필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생각할 수 있다.먼 ,

의료서비스의 성격 때문이다.의료서비스는 표 인 공공서비스 에

하나이다.따라서 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

도 의료서비스는 보편 으로 제공받아야 할 가장 기본 인 서비스 에

하나로 간주하고 이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

다.하지만 재와 같이 비수도권에서 의료서비스의 공백 상이 계속된

다면 비수도권 주민들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의 근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침해는 모든 국민이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야 한다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형평성 이념과도 상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재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상은 장기 으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를 들어 비수도권의 의료자원의 유휴화가 늘

어날 것이며,경증환자들의 무분별한 수도권 의료기 이용으로 인해 서

울을 심으로 한 수도권 학병원에서 증환자 즉,암이나 희귀성 질

환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박 희,201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고 한다.

먼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 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군

구별 문과목별 문의 패 자료를 통해서 분석할 것이다.다음으로 이

러한 문의의 수도권 집 상의 원인을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연 지어 살펴볼 것이다.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 연구의 상 방법론

본 연구의 목 은 최근 들어 문제 시 되고 있는 문의의 수도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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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연구의 상은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 다.분

석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역시와 그 외의 시 지역,그리고 군 지역으

로 나 어 분석하 다.그 이유는 이 게 각 지역으로 분석함으로써 실

제로 문의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에서 이탈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집

되고 있는지와 이에 한 원인을 하 지역 수 에서부터 구체 으로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의들의 수도권 집 상과 이러한 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도권의 특성을 변해 주는 독립변수들에 하

여 그 타당성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이를 해 STATA 통계패키지

를 활용한 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 다.특히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Model)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

제2장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 이론 논의

1.의료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에 한 논의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여기서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고려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하여 Andersen(1995)의 이론과 연계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그에 논문에서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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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별로 다른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 인 모형인 1960년 의 기 행 모형만 소개한

다.그 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이 모형에 해서 간단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먼 ,소인성 성격(PredisposingCharacteristics)에 포

함되는 인구통계학(Demographic)요소는 나이(age)나 성별(gender)과 같

이 어떤 사람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을 나타내 주는 생물학

의무(imperatives)를 나타낸다(HulkaandWheat,1985;Andersen,1995

에서 재인용).사회구조는 각 사회에서 개인의 지 를 결정하는 다양한

일련의 요인들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건강혜택(HealthBenefits)은 사

람들이 건강이나 공공의료서비스에 해서 가지는 태도,가치, 는 지식

등을 의미한다(Andersen,1995).

다음으로,가능성 요인(EnablingFactors)에 해서 살펴보자.개인/가

족(Personal/Family)에서는 그들의 소득이나,보험의 종류 등이 요하

다.지역사회(Community)요소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와 련된다(Andersen,1995).

본 논문에서 주의를 가지고 살펴 야 할 부분은 바로 가능성 요인이

다.왜냐하면 다양한 의료욕구 요인 정책 으로 변경 가능한 요인이

바로 이 가능성 요인이기 때문이다(신호성․이수형,2011).구체 으로

가능성 요인(EnablingFactors)은 지리 는 공간 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물리 근성 향상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신호성․이수형,2011).이러한

Andersen(1995)의 연구를 활용한다면 재 우리나라에서 이 지는 문

의의 집 화 상에 한 원인 에 하나로 지목되는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 선호 상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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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 행 모형(1960년 )

소인성 성격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가능성 요인

(Enabling

Factors)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UseofHealth

Services)

욕구

(Need)

사회구조

(SocialStructure)

인구통계학

(Demographic)

건강혜택

(HealthBenefits)

개인/가족

(Personal/Family)

지역사회

(Community)

인지된

(Perceived)

평가된

(Evaluated)

출처:Andersen(1995)<표 1>인용 보완

2.의료서비스의 성격에 한 논의

앞서 언 했듯이,의료서비스는 요한 공공서비스 에 하나이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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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여기서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 가지는 특성에 해서 논의

하도록 하겠다.먼 ,의료서비스는 개인이 소비하지만 그 소비행 를 통

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체의 장기 인 편익이 될 수 있다(박민정·

권순만,2014). 한 의료서비스는 경제학 으로 우량재 는 가치재 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경제 지 에 상 없이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박민정․권순만,2014).

가치재란 의료서비스나 주택서비스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고루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정부가 생산해 공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이 구,2011).즉,정부가 생각하기에 어떤 특정

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여 공 하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며,가

치재라는 개념 안에는 온정 간섭주의 측면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 구,2011).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모든 국민들에게 일

정 수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건강보험,의료 여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재 인 성격과 함께 의료서비스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표 인 공공서비스 에 하나다.외부성이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어떤 행 를 통하여 제 3자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었으

며,이에 하여 어떠한 가도 주고받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이 구,

2011). 를 들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해져서 개별 국민들

의 생산성이 증가하여 기업들과 국민이 이득을 본다고 해도 이에 한

가를 정부가 받지는 않는다.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서비스는 소비

과정에서 정 인 외부성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외부성 때문에 사 한계편익과 사회 한

계편익 사이에 괴리가 일어날 수 있다(한문성․성일호,2009).따라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최 의료서비스 수 인 Q*보다 과

소공 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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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료서비스의 외부성

의료서비스 수

사회 한계편익

사 한계편익

한계비용한계편익,

한계비용

Q*Q'O

출처:김 산․왕규호(2009,p.831)<그림 21-2>인용 수정·보완

지 까지 언 한 의료서비스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의료서비스에

한 국민들의 근성과 이용성을 보장하기 하여 정부는 의료시장에

개입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한 정한 분포와 정 수 의 의

료서비스 달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1)(한문성․성일호,2009).

1)이 밖에도 Culyer(1971)는 그의 논문에서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두 가지를 더 언

하고 있다.먼 ,소비자들의 합리성과 련해서 다음의 3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①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심

지어 자신의 질병자체에도 무지해진다.② 정신 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비자 주권 모델(ConsumersSovereigntyModel)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③ 응 치

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선호를 보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다음으로 그는 정보의 불확실성에 해서도 다음의 4가지 주장을 하 다.

① 환자들은 자신들이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들에 해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② 환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치료의 질에 해서 무지한 경우가 흔하

다.③ 공정한 보험(fairinsurance)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④ 도덕 해이(moral

hazard)가 최 의 보험가격구조(optimalinsurancepricingstructure)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다른 재

화나 서비스에 비해 정부의 개입이 강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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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선행연구 검토

1.의료서비스의 분포에 한 선행연구

김창엽 등(1999)은 의료서비스 문의 인력의 지역 분포에 미치는

사회경제 요인을 악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특히 개원한 문

의에 한정하여 개인 인 요인을 악하는데 주력하 다.이를 해 종속

변수는 개원지역(서울과 수도권 는 기타지역,시부 는 군부)로 선택

하 고,독립변수로는 연령,성별,출신 학 소재지(서울 경인,지방 역

시,소도시),수련병원 소재지(서울 경인,지방 역시,소도시),수련병원

의 특성( 학병원,비 학병원), 문과목(내과계,외과계,지원계)을 선택

하여 선형 회귀로짓분석을 실시하 다.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출

신 학 소재지와 수련병원 소재지가 지방 역시와 소도시인 경우가 서울

경인 지역인 경우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개원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오 호(2003)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 분포와 정책과제에 해서

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을 살펴보면,의사 117.5명,치과의사

30.52명,한의사 18.7명이었으며,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152.4명과

152.8명이었다.특히 도시 지역에 활동하는 의사인력의 경우,인천과

울산지역은 체 평균인 117.5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95.63명과 82.02

명이임에 반하여 서울은 175.69명으로 도시 간에도 큰 격차가 나타났

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 그는 보건의료인력의 정한 수 을 한 모

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건의하 다.

이희연(2004)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응 의료서비스에 공간분포와

격차에 주목하 다.이를 해 서울시를 연구 상으로 하여 응 의료 서

비스에 잠재 수요 표면도와 공 표면도를 구축하 다.그 결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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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도시에 집되어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농어 의 경우

한 응 의료서비스를 제 로 공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서울시

내에서도 종로구와 구 등에 응 의료서비스가 집 분포되어 있었다.

이용재(2005)는 의료자원 집 곡선과 집 지수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

의 종류와 진료과목에 따라 의료자원 분포의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분석하 다.이 과정에서 그는 지역 특성이 불평등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 다.구체 으로,보건의료자원 황(2003)등을 활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일부 의료기

과 진료과목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도시에 집

되어 있었다.둘째,도시 지역특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자원이 많

이 분포하 는데,이는 의료자원이 의료필요 특성과는 무 하게 분포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2.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선호 상에 한 선행연구

박 희(2011)의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의료자원의 형평

성이 완화되었지만,여 히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에 한 논란이

지속되어 있음을 지 하 다.이와 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재의 의료자원의 문제 에 하여 학병원의 경우

에는 환자들이 집 되고 있고,수도권으로 환자 쏠림 상이 가 화되어

있다고 있다.더 나아가서 지방의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유휴화가 증가하

고 있으며,경증환자들이 수도권 학병원에 무분별하게 근성하면서

이들 수도권 의료기 에서는 암과 같은 증환자의 진료권이 오히려 침

해당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이 연구에서는 ‘2008년 환자조사’를 활

용하여 지역 간 의료기 편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비교 증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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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의 퇴원환자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거주

환자의 서울지역 종합병원 입원 황을 악하고,서울지역 종합병원 입

원이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규명을 시도하 다.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타 지역 환자의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용자의 경

우 남자,20~39세 계층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지역별로

는 서울에서 가장 인 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한,종합병원의 병상규모가 클수록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았다.

김진 등(2009)의 연구는 건강 향평가 차에 따라 KTX 개통이

KTX노선의 치한 인구집단에 미친 향을 측정하고 평가하 다. 자

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KTX의 개통이 지방의 낙후된 의료

시설과 의료수 으로 인한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병원 선호 상과 상승

작용으로 인해 KTX노선이 치한 인구집단의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단이었다.연구 결과 실제로 KTX의 도입은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데 정 으로 기여하 다.이에 한

구체 인 는 다음과 같다.암과 같은 증환자나 난치성 환자들의 경

우에는 KTX 개통 에는 서울과 지방의 거주민들의 건강결과 격차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KTX의 개통으로 인해 이러

한 격차가 상당히 해소되었다.

제3 선행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차별성

1.선행연구의 한계

이상의 선행연구에 살펴볼 수 있듯이,그 동안의 의료자원의 분포에

한 연구는 특정 시 을 기 으로 하여 어떻게 의료자원이 분포되어 있

는지를 횡단면 으로 분석하 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간의

의료자원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밝히는데 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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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들의 공간 분포에 한 연구에서는 의사 개인이 어떠한 기 을

가지고 개원지역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을 맞추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집 화가 시간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한 시계 인 분석이 부족하 다. 한,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일어나

는 원인에 해서도 개인 인 차원의 분석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시

인 차원의 분석이 부족하 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각 문과목별로

집 화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이 반 되지 않고, 체 문의들을 상

으로 한 분석만이 이루어졌었다.

2.본 연구의 차별성

그 동안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 화 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을 맞추었다.이를 해 시군구별 문과목별 문의 인원 황 패 자료

를 활용하 다.다음으로 분석 상에 해서도 차별화를 시도하 다.그

동안의 연구가 부분 의료기 자체에 을 맞추었다면,본 연구는

문의 자체를 의료서비스 공 의 핵심 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문의

인원 황을 기본 인 분석 상으로 하 다.그리고 체 문의에 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26개 문과목에 한 분석도 실시하여 문과목간의

수도권 집 화 정도를 비교해보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문의를 기본 인 분석 상으로 하면서 반 인 경향성

을 악하기 해서 우리나라 지역을 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며,분석에 한 타당성을 높이기 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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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분석방법

제1 연구 문제 분석모형

1.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먼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문의의 수도권 집

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그리

고 이러한 문의의 수도권 집 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설명

변수들을 찾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문의들의 수도권 집 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이러한 문

의들의 수도권 집 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문의들의 수도권 집 화 상이 문과목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2.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종속변수,통제변수,조 변수를 모두 포함한 연구의 분석틀

은 <그림 3-1>과 <그림 3-2>와 같다.각 변수에 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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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집 화 여부 확인을 한 개념 분석틀

<그림 3-2>집 화의 원인 분석을 한 개념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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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수]

수도권 여부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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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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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 14 -

제2 연구 상과 연구방법

1.연구의 상 범

본 연구의 상은 다음과 같다.먼 , 문의의 수도권 집 화 상의

존재여부 측정을 한 연구 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이다.

수도권에 한 정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 역시,경기도로 하 다2).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기본분석단 는 다음과 같다.서울특별시와

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기본분석단 로 하 다.그러나 서울특별시

와 역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구를 별도의 상으로 포함하

지 않고,시를 가장 기본 인 분석단 로 하 다3).이는 데이터 분석 시

활용한 e-지방지표 등의 통계자료들이 서울특별시와 역시의 경우에만

구 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그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체 시 단

에 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마찬가지 이유로 제주

도의 경우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별도의 분석단 로 하지 않고 제주

도 체를 기본분석단 로 하 다.

한 군의 경우에는 군을 가장 기본분석단 로 설정하 다.2010년 7

월 1일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에는 통합 창원시 체를 하나의 분석

단 로 하 다4).마지막으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에는

분석 상기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분석 상에서 제외시켰다.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

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3) 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강남구, 악구와 같은 ‘구’를 기본분석단 로 하

고, 역시가 아닌 안산시에 경우에는 상록구와 단원구와 같은 ‘구’를 기본분석단 로

하지 않고 안산시 체를 기본분석단 로 하 다.

4)즉,통합 창원시 출범 이 에는 창원시,마산시,진해시로 나 어졌던 지역의 자료들

을 통합하여 하나의 분석단 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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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범 의 경우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 시군구별 문과목별

문의 인원 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8개 년도를

상으로 하 다.이때 시간 분석단 (분석주기)는 1년을 기본분석단

로 설정했다.그 이유는 분석을 해 사용한 부분의 통계자료들이 1

년 단 로 조사되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2.연구방법

먼 ,종속변수,독립변수,통제변수들에 하여 기본 인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여,각 변수들의 평균,표 편차,최솟값,최댓값 등을 알아보

았다.이 때 시군구별 문의 인원 황에 해서는 개별 문과목별로도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여 문과목별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기본 인 기술통계분석을 모두 끝낸 후에는 2단계로 나 어 패 데이

터 분석을 실시하 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의들이 수도권 집 화

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Model)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즉,각 지역은 자기지역

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향력을 통제하

기 해 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하 다(한승희,2012).각 문과목별 문

의의 수도권 집 화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회귀분석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의들이 수도권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수도권

으로 집 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여기서도 앞에서의 수도권 집 화 여

부에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특히,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은 수도권의 특성을

변해주는 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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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변수의 선정 조작 정의

1.수도권 집 화 여부에 한 분석

1)종속변수

수도권의 문의의 집 화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종속변수는 2007년

부터 2014년까지의 시군구별 문과목별 문의 인원 황에 자연로그

(ln)를 취한 값을 사용하 다.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문과목별 문의 인원 황(명)을 활용하 다.

2)독립변수

분석 상기간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가 변함에 따라 종속변수

인 ln( 문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하여 연도를 독립변

수로 사용했다.

3)조 변수

수도권으로 의사들의 집 하는지를 측정하기 해서 독립변수인 연도

와 종속변수인 ln( 문의 수)의 계의 방향과 강도가 수도권 여부에 따

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김병섭,2010,p139).이를 해 수도

권 여부를 나타내 주는 더미변수를 조 변수로 선택했다.



- 17 -

4)통제변수

연도변수와 조 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인 ln( 문의 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하여 <표 1>과 같이 통제변수들을 선정하

다(이재열 등,2005,p29).

<표 1>통제변수들의 정의 출처

변 수 척도 정 의 출 처

인구수 명 주민등록인구수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병상수 개 인구천명당 의료기 병상수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KTX노선수 개 해당지역을 지나는 KTX노선수 코 일

특수의료장비 개 CT와 MRI장비수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통계)

2.수도권 집 화 원인에 한 분석

1)종속변수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되는 원인을 악하기 해 비수도권 지역

의 시군구별 문과목별 문의 인원 황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시군

구별 진료건수(환자수)를 자료를 사용하 다.여기서 비수도권의 자료만

사용한 이유는 수도권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변수들과 비수도권의 문의

숫자 사이에 인과 계를 악하기 해서이다. 한,진료건수(환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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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포함시킨 이유는 문의들의 수도권 집 상과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 선호 상 사이에 한 연 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

문이다.

2)독립변수

(1)연도

수도권 집 화 여부에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 상기간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가 변함에 따라 종속변수인 ln( 문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했다.

(2)수도권의 의료서비스 련 변수

수도권의 의료 서비스수 과 련된 변수를 선정할 때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는데,이를 반 하기 하여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 다.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수의 차이를 고려하

다.병상수는 병원의 규모를 단할 수 있는 기 이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문의 수와도 한 연 5)이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선택했

다.

두 번째로 고려한 변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차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의료장비는 CT(ComputeredTomography,컴퓨터 단

층촬 )와 MRI(MagneticResonanceImaging,자기공명 상)이다.이들

장비는 매우 고가인데다가 정확한 질병진단을 해 매우 요한 장비이

므로 해당 지역의 의료수 을 단하는데 한 변수라고 생각했다.

5)즉,일반 으로 병상수가 증가하면 증가한 병상수를 리해야 하는 문의 수도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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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6)을 보유한 의료 기 만이 이들 특수

의료장비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들의 수도권 집 화 상과

한 련이 있을 것이라고 단하 다.

추가 으로 앞에서 언 한 병상수의 경우에는 병원의 인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측면이 강하지만,특수의료장비의 경우에는 병원의

인 규모와 함께 질 인 면도 나타내주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에서 언 한 병상수 변수와 특수의료장비 변수는 1단계 분석에서

문의의 수도권 집 상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분석할 때에는 통제변수

로 사용했었다.

(3)기타 수도권의 특성

수도권의 의료서비스 련 변수 이외에도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되는데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수와 1인당

지역내 총생산(GDDP)을 포함시켰다.일반 으로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

수나 지역내 총생산(GRDP)가 증가하면 문의들의 수도권 선호 상을

증가시켜 문의들의 수도권 집 화 상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상할 수 있다.이는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수가 증가하면 의료서

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될 것이기 때

문이다7). 한 지역내 총생산(GRDP)이 증가하면 의료서비스에 한 수

요가 증가할 것이고,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될 것이기 때문이다.8)

6)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 에 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별표 1(제3조 련)에 의

하면 MRI는 시 지역의 경우에는 200개 병상 이상인 의료기 만 설치할 수 있고,CT

는 시 지역의 경우에는 200개 병상 이상,군 지역의 경우에는 100개 병상 이상의 의

료 기 만이 설치할 수 있다.

7)주민등록인구수 증가 후 개인이 소비하는 의료서비스의 양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포

함하고 있다.

8)이는 의료서비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재화에 한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

이기 때문이다(강성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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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변수

비수도권의 문의들과 진료건수(환자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KTX가 지나는 지역과 그 지 않은 지역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향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악하기 해서 KTX변수를 조

변수로 선택했다.이미 그 동안의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KTX의 개통이

비수도권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 이용에 한 선호 상을 증가시켰

다고 언 하고 있었다.다만 그 동안의 연구들은 KTX의 개통 후 시 을

비교하여 KTX 개통으로 인해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

력하 다면,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나는 KTX노선의 개수를 연도별

로 반 하여 회귀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하 고,이를 통해 설명력을 높이려

고 하 다.이 때 KTX노선수와 다른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통

해 KTX의 존재여부가 다른 설명변수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국

KTX 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국 KTX 황

노선명 개통시기 정차역 역 수

경부선 2004.4.1.

행신(고양시),서울, 등포,수원,용산,

명,천안아산,오송(청주시), ,

김천(구미),동 구,경산, 양,신경주,

울산,구포(부산시),부산

17

경 선 2010.10.15.
진 ,창원 앙,창원,

마산,함안,진주
6

라선 2011.10.5.
주,남원,곡성,구례구(순천시),순천,

여천,여수엑스포
7

호남선 2015.1월 정9)
서 ,계룡,논산,익산,김제,정읍,

장성, 주, 주송정,나주,목포
11

출처:코 일(http://info.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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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제변수

통제변수들의 정의 출처는 앞의 수도권 집 화 여부에 한 분석에

서와 동일하다.즉,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수,병상수,KTX 노선수,특수

의료장비를 통제변수로 하 다.

제4장 실증분석

제1 기술통계량 상 계 분석

1. 체 문의에 한 기술통계량 분석

지역 고정효과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수,독립변수,통제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먼 살펴보았다.STATA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

는 명령어를 활용하여 평균,표 편차,최솟값,최댓값 등을 알아보았는

데,그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이를 통해 특이치(outlier)등의

존재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보다 합한 다 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려고 하 다(한승희,2012).

표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 변동계수를 살펴보면,KTX노선수, 문

의 수,특수의료장비,진료건수,인구수,인구 천 명당 의료기 병상수

순으로 그 값이 큼을 알 수 있다.즉,KTX 노선수와 문의 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 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따라서 뒤

에서 이어질 패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러한 을 염두 해두고 분석을 실

9)호남선의 경우 분석 상기간인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이

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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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표 3>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 수 측치 평 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문의 수(명) 1,830 266.62 334.30 3 3,253

인구수(명) 1,594 217,632.1 206,643.3 10,125 1,148,157

인구천명당의료기

병상수(개)
1,363 11.22 6.94 0.06 51.48

KTX노선수(개) 1,832 0.47 0.82 0 3

특수의료장비(개) 1,830 12.14 14.45 0 117

진료건수(명) 1,373 382,392.9 417,393.3 9,225 2,483,093

<그림 4-1>부터 <그림 4-5>는 각 변수들과 종속변수인 문의 수와

의 계를 나타내 주는 Two-way산포도이다.이를 통해 각 변수들과

문의 수와의 략 인 계를 악하고자 한다.먼 ,<그림 4-1>의

인구수와 문의 수의 경우에는 반 인 경향성을 벗어나는 일부 데이

터가 존재하지만 반 으로 정(+)의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일반 으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문의 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반 인 경향을 벗어나는 7개의 측치는 서울시 강남구

의 2007년부터 2013년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10)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환

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10)2014년 측치의 경우에는 e-지방지표상에 인구조사 결과가 반 되지 않아 산포도상

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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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인구수와 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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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그림 4-2>를 살펴보자.먼 , 부분의 측치가 인구 천

명당 의료기 병상수가 0개에서 20개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다음으로 인구 천 명당 병상수와 문의 수 사이에는 체 으

로 뚜렷한 상 계가 보이지 않았다.하지만,부분으로 나눠봤을 때는

인구 천 명당 병상수와 문의 수 사이에 정(+)의 상 계가 존재하는

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를 통해 지역을 어떤 기 으로 나눠서

분석하느냐 따라서 상 계가 다르게 악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림 4-3>을 보면,각 지역을 지나는 KTX 노선수와 문

의 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 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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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인구 천 명당 의료기 병상수와 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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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해당 지역을 지나는 KTX노선수와 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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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그림 4-4>를 통해서 특수의료장비 보유 수와 문의 수

사이에는 뚜렷한 정(+)의 상 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뒤에서 이어질 분석에서도 CT와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

비가 각 지역의 문의 수 변화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

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4>특수의료장비(CT와 MRI)보유 수와 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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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4-5>를 통해 진료건수(환자수)와 문의 수 사이에

도 뚜렷한 정(+)의 상 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뒤에서 이어질 패 자료를 활용한 문의의 수도권 집 화 원

인분석에서는 문의 숫자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진료건수

(환자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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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진료건수(환자수)와 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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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 문과목에 한 기술통계량 분석

다음으로 각 문과목에 한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 다.이미

체 문의에 한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인구수,인구 천 명당 의료기

병상수,해당 지역을 지나는 KTX 노선수,특수의료장비(CT와 MRI)보

유 수,진료건수(환자수)와 문의 수와의 상 계를 분석하 기 때문

에 여기서는 각 문과목별로 측수,평균,표 편차,최솟값,최댓값들

만 살펴보았다.<표 4>는 그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각 공과목별 문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을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먼 ,모든 공과목들의 최솟값은 0이

었다. 체 등록 문의 숫자자체가 매우 은 방사선종양학과(255명),

결핵과(81명),핵의학과(189명), 방의학과(176명)등 문과목의 경우에



- 27 -

는 문의가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우리 주 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해당 문과목의 문의 숫자도

상당히 많은 내과의 경우에도 문의가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존

재한다는 이 특이했다11)12).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은 표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 변동계수

를 통한 각 문과목 문의의 지역별 분포이다.이 값을 활용하면 각

문과목 문의의 평균값의 크기에 상 없이 각 문과목 문의들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를 들면 성형외과의 경우

변동계수 값이 가장 컸다.이의 한 원인을 생각해보면,성형외과의 경

우에는 다른 문과목에 비해서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정도가 심하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즉,성형외과는 서울시 안에서도 강남구라는 특정

지역 내에 문의들이 집 으로 몰려있고13),많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

우에는 성형외과 문의가 한명도 없는 곳이 상당수 증가했다.이에 한

일차 인 원인은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내에 치한 성형

외과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그 결과 해당 지역 내에

성형외과 의료서비스에 한 수요가 부족해지고 성형외과 문의들이 해

당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11)2014년 3분기 기 내과 문의는 13,304명이다.

12) 를 들어,2007년에는 고성군,신안군, 양군에서 내과 문의가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13)2014년 3분기 기 체 성형외과 문의 1,579명 467명이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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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과목별 문의 기술통계

문과목명 측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내과 1,830 46.82 58.87 0 466

신경과 1,830 4.95 6.69 0 46

정신건강의학과 1,830 11.19 13.18 0 97

외과 1,830 21.80 23.05 0 199

정형외과 1,830 19.95 21.77 0 146

신경외과 1,830 9.01 11.79 0 94

흉부외과 1,830 3.97 5.60 0 46

성형외과 1,830 5.66 24.63 0 454

마취통증의학과 1,830 13.68 17.94 0 185

산부인과 1,830 22.36 29.22 0 253

소아청소년과 1,830 19.88 23.71 0 143

안과 1,830 10.67 15.14 0 171

이비인후과 1,830 13.04 16.03 0 133

피부과 1,830 7.01 14.22 0 174

비뇨기과 1,830 8.84 11.01 0 95

상의학과 1,830 11.47 19.15 0 207

방사선종양학과 1,830 0.83 1.90 0 17

병리과 1,830 2.70 5.36 0 53

진단검사의학과 1,830 2.70 4.04 0 30

결핵과 1,830 0.37 078 0 5

재활의학과 1,830 5.16 6.95 0 55

핵의학과 1,830 0.54 1.24 0 11

가정의학과 1,830 19.02 21.15 0 223

응 의학과 1,830 3.06 4.52 0 33

직업환경의학과 1,830 1.20 2.41 0 28

방의학과 1,830 0.75 1.43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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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패 데이터 분석 결과: 체 문의에 한 분석

1.수도권 집 화 여부에 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Model)을 사용했다.정확한

분석을 해 먼 독립변수인 연도와 조 변수인 수도권 여부를 제외하

고 종속변수인 ln( 문의 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면

서 분석했다.다시 말해서,앞 의 기술통계량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타당한 변수들을 통제변수에 포함시킨 것이다.이 때 변수들을 단계 으

로 추가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에 한 측정의 오류가

존재하거나 다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은 지를 확인했다(권일웅,2012).

그 결과 부분의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의 통제여부에 상 없이 일 되

게 추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서 변수들의 측정의 오

류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상 으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 인 분석결과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먼 ,(1)의 결과를 보

면 조 변수가 고려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연도만을 독립변수

로 한 결과이다.그 결과 기본 으로 연도가 변함에 따라 각 지역마다

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이는 신규 등록한 문의 수가 매년 증가

하면서 체 인 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반 된 것이다.

(2)의 결과는 연도와 수도권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곱해 상호

작용항을 모형에 포함시켜 수도권 여부가 연도의 변화에 따른 문의 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즉,수도권을 나타내주

는 더미변수의 조 효과를 통해 수도권 집 화여부를 악하기 한 것

이다.그 결과 약하게나마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계가 있

었고,연도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으로 문의들이 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6)은 (1)~(2)에서 언 한 기본 인 변수에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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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하나씩 포함시키면서 찰한 결과 이다.그 결과 통

제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연도와 수도권 여부를 나타내

주는 더미변수 사이의 상호작용항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변했다.

즉,통제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체 문의 한 분석에서는 문의

들의 수도권 집 화 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따

라서 각 문과목별 분석에서는 체 문의에 한 분석결과와 달리 어

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 체 문의에 한 수도권 집 화 여부 분석 과정

종속변수:

ln(문의수)
(1) (2) (3) (4) (5) (6)

상수항
-86.17***

(2.131)

-86.16***

(2.123)

-79.58***

(2.610)

-74.54***

(3.723)

-75.39***

(4.022)

-71.49***

(4.066)

연도
0.0453***

(0.00106)

0.0427***

(0.00125)

0.0410***

(0.00149)

0.0380***

(0.00214)

0.0382***

(0.00219)

0.0373***

(0.00218)

연도×

수도권여부
-

0.00874***

(0.00233)

0.00255

(0.00286)

0.00421

(0.00361)

0.00481

(0.00377)

0.00112

(0.00381)

인구수 - -
2.35e-06***

(2.73e-07)

2.40e-06***

(3.27e-07)

2.38e-06***

(3.29e-07)

2.20e-06***

(3.28e-07)

병상수 - - -
0.00492***

(0.00165)

0.00491***

(0.00165)

0.00431***

(0.00164)

KTX

노선수
- - - -

-0.00518

(0.00922)

-0.00919

(0.00917)

특수

의료장비
- - - - -

0.00661***

(0.00138)

R-square

(within)
0.533 0.537 0.506 0.453 0.453 0.464

측수 1,830 1,830 1,594 1,363 1,363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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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2.수도권 집 화 원인에 한 분석

여기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도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으로

문의들이 집 되는 원인을 살펴보겠다.구체 으로 수도권의 어떤 특

성 때문에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하는지를 살펴보기 해 수도권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 다.

특히,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규모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수도권 병상수÷비수도권의 병상수)와 (수도권 특수의료장비÷비수

도권의 특수의료장비)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종속변수로는 ln(비수도

권의 문의 수)와 ln(비수도권의 진료건수)를 고려했다.

먼 ,ln(비수도권의 문의 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

자.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먼 데이터는 비수도권지역의 데

이터만을 사용했다.따라서 수도권 여부를 나타내주는 더미변수를 여기

서는 제외시켰다. 한 앞에서 사용했던 통제변수들은 그 로 사용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병상수와 특수의료장비 변수는 여기서는 별도의 통제

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이 분석의 목 상 병상수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 비율에만 집 했기 때문이다.따

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변수만 모형에 포함시켰다.분석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먼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의 경우도 기본 으로 문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신규 문의 자격증 취득자의 증가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문의 숫자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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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분석에서는 문의의 수도권 집 화의 원인변수로 가능한 독립

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을 추가시켰다.그 결과 인구수와 (수도권 특수의료

장비/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가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의 향을 미치고 있었다.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수 비율,

수도권의 인구수,수도권의 GRDP는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특히,주목할 만 한 은 수도권의 병상수

가 비수도권의 병상수보다 상 으로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미지 않았지만,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가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는 것이다.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첫째,병상수 자체의 증가가 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

비의 설치 운 에 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CT와 MRI를 설

치할 수 있는 200개 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의 존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문의 숫자 차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로,단순히

병상수 증가를 통해 병원의 인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CT와

MRI와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투자를 통한 병원의료서비스의 질 인 차이

가 문의 숫자 차이를 만들게 한 원인일 수 있다.

(3)에서는 (2)의 분석에서 추가했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그 로 포

함시키고,독립변수 에 의료서비스와 련된 두 개의 비율변수에만

KTX 노선수를 곱해 상호작용항들을 추가했다.이는 KTX로 인한 교

통발달이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서이다.그 결과 (수도권 특수

의료장비÷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는 여 히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의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하지만,KTX 노선수와의 상호작용항들

만을 살펴봤을 때는 (수도권 특수의료장비÷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와

KTX 노선수 사이의 상호작용항은 종속변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계가 나타났다.반 로 (수도권 병상수÷비수도권의 병상수)와

KTX 노선수 사이의 상호작용항은 종속변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의 계를 가지고 있었다.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KTX의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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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KTX 존재가 수도권과의 병상수 차이가 비수

도권의 문의들을 비수도권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 반하여,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차이의

경우에는 KTX 노선수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교통이 굳이 발달하지 않더라도 문의들은 200개 이상의 병상

을14)갖춘 종합병원 숫자나 병원 의료시설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반하여,

병상수를 통한 병원의 인 규모의 증가는 KTX를 통한 교통이 뒷

받침 되었을 때, 문의 수도권 집 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 인 시사 은 다음

과 같다.먼 ,비수도권의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하는 큰 이유는

수도권의 종합병원 수 의 병원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상을 완화하기 해서는 비수도권에도 종합병원 수 의 병원증설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15). 한 의료시설 장비투자를 통한 해당 지역

의 의료기반 구축이 지방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즉,지방에

문의들이 남게 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을 막기 해서는

비수도권에서도 의료장비와 시설 등 질 인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14)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요건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200개 이상의 병상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한 CT와

MRI는 종합병원 숫자와 한 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부록1의 문의들의 고용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수의 문의들이 종합병원 수

의 병원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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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의 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과정

종속변수:

ln(비수도권의 문의 수)
(1) (2) (3)

상수항
-81.44***

(2.703)

-105.3***

(25.97)

-107.5***

(25.90)

연도
0.0427***

(0.00134)

0.0538***

(0.0126)

0.0550***

(0.0125)

인구수 -
3.52e-06***

(6.29e-07)

3.75e-06***

(6.54e-07)

KTX노선수 -
-0.0210

(0.0146)

0.0430

(0.0319)

수도권 병상수

÷비수도권의 병상수
-

-0.000952

(0.0139)

7.98e-05

(0.0139)

수도권 특수의료장비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

-0.000127***

(2.88e-05)

-0.000117***

(2.90e-05)

수도권 인구수 -
7.19e-08

(1.44e-07)

7.36e-08

(1.44e-07)

수도권 GRDP -
-0.0269

(0.0376)

-0.0287

(0.0375)

KTX노선수 ×

(수도권 병상수

÷비수도권의 병상수)

- -
-0.0739*

(0.0422)

KTX노선수 ×

(수도권 특수의료장비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 -
-7.11e-05

(6.09e-05)

R-square

(within)
0.471 0.427 0.432

측수 1,302 916 916

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문의들의 수도권 집 상의 원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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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앞에서 살펴본 ln(비수도권의 문의 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이

외에 여기서는 ln(비수도권의 진료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시 한 번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앞 에서 살펴본 산포도에서 진료건수(환자수)

와 문의 수는 매우 한 련이 있었다.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하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단된다.

분석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표 7>과 같다.구체 인 분석방법은 ln

(비수도권의 문의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했을 때와 동일하다.먼

,(1)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반 으로 연도의 변화에 따라 진

료건수(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먼 , 상기간 체 인구 증가로 인한 진

료건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16). 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

비스 이용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17).

(2)에서는 ln(비수도권의 문의 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의 차이를 나타내는 독립변

수들과 통제변수들을 추가시켰다.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수

차이는 종속변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없었지만,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차이는 종속변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의

계가 나타났다.즉,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가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비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의 환자들이 비수도권의 의료기 신

에 수도권의 의료기 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수도권의 의료기

선택 시 비수도권의 환자들이 병상수로 표되는 해당지역의 단순한

병원규모의 증가보다는 CT나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

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수 의 병원의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을 알 수 있다.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환자들은 병상수 증가를 통한 단

16)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분석 상기간인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우리나라의

인구는 0.4%에서 0.8%로 매년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국제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2005년 47.3%에서 2010년 68.4%

로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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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병원규모의 증가보다는 특수의료장비로 변되는 병원의 질 인 요

수를 더 크게 고려함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정책 인

시사 은 병원의 규모자체보다는 병원의 질에 투자를 해야 비수도권의

환자들이 비수도권의 의료기 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으로 수도권의 인구수는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었다.이를 해석하면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여 수도권

의료기 을 이용하는 수도권의 환자들이 증가하면 수도권의 환자들과 일

종의 경쟁 계에 있는 비수도권의 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 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와는 반 로 수도권의

GRDP는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의 향을 미치고 있었

다.이는 수도권의 GRDP가 증가할 경우 정상재인 수도권의 의료서비스

를 수도권의 환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여 수도권의 환자들과 경쟁 계인

비수도권의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 이용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상과 상반된다.따라서 이에 해서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먼 수

도권의 환자들에게 수도권의 의료서비스는 정상재가 아닐 수 있다. 는

소득이 일정수 이상으로 증가하면 수도권 의료서비스와 체재 계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18).

마지막으로 (3)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 에서 KTX 노선이 지나는

지역과 지나지 않는 지역 사이의 차이를 반 하기 해 KTX노선과 수

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사이의 상호작용항

을 모형에 포함시켰다.그 결과 ln(비수도권의 문의 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과는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수 차이,특수의료장비 차이

모두 종속변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없었다.즉,KTX로 인한

교통의 발달은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 이용을 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이러한 2가지 해석과는 달리 수도권의 GRDP가 증가할 경우 수도권 거주민들의 건

강상태가 개선되어 수도권 의료기 을 게 이용하고,수도권 거주민들과 수도권 의

료기 이용에 한 경쟁 계에 있는 비수도권 거주민들이 상 으로 수도권 의료기

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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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환자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과정

종속변수:

ln(비수도권의 문의 수)
(1) (2) (3)

상수항
-15.51***

(3.721)

-118.9***

(26.21)

-119.6***

(26.23)

연도
0.0136***

(0.00185)

0.0566***

(0.0127)

0.0569***

(0.0127)

인구수 -
3.55e-06***

(6.35e-07)

3.75e-06***

(6.62e-07)

KTX노선수 -
0.00933

(0.0147)

0.0472

(0.0323)

수도권 병상수

÷비수도권의 병상수
-

-0.0226

(0.0141)

-0.0215

(0.0141)

수도권 특수의료장비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

-5.02e-05*

(2.90e-05)

-4.65e-05

(2.94e-05)

수도권 인구수 -
9.24e-07***

(1.46e-07)

9.24e-07***

(1.46e-07)

수도권 GRDP -
-0.248***

(0.0379)

-0.249***

(0.0380)

KTX노선수 ×

(수도권 병상수

÷비수도권의 병상수)

- -
-0.0519

(0.0427)

KTX노선수 ×

(수도권 특수의료장비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 -
-2.08e-06

(6.17e-05)

R-square

(within)
0.063 0.150 0.152

측수 977 916 916

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제3 패 데이터 분석 결과: 문과목별 문의에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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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집 화 여부에 한 분석

본 에서는 앞 에서의 체 문의에 한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문과목별 분석을 실시하 다.먼 체 26개의 문과목들이 개별

문과목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의의 수도권 집 화가 심하

게 일어나고 있는 문과목도 있을 것이고,수도권으로 집 화가 일어나

고 있지 않은 문과목도 있을 것임을 상할 수 있다.각 문과목별로

체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19)여기서는 체 문의에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를 ln( 문의 수)로 하여 분석하여 문

과목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 다.이에 한 분석결과는 <표 8-1>에

서 <표 8-6>까지 정리되어 있다.

가장 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각 문과목별로 문의들의 수도권 집

화 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이다.이를 확인하기 해 독립변

수인 연도와 수도권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자.

우선,수도권으로 집 화 상이 일어나는 공들을 살펴보자.수도권

으로 집 화 상이 일어나고 있는 공은 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

인과,피부과,병리과,응 의학과, 방의학과 총 7개 공이다.이들 수

도권으로 집 화가 일어나고 있는 문과목들은 개업보다는 규모가 큰

병원에 고용이 주로 되는 문과목이 많았다.이들 문과목들의 구체

인 특징은 <표 8-1>에서 <표 8-6>의 내용을 직 보면서 이야기 하겠

다.

먼 <표 8-1>을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문의들이 모두 증가하고

있었지만,수도권으로 문의의 집 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일어나

고 있는 문과목은 신경과뿐이었다.신경과와 경우에는 체 문의 인

원 자체가 은 편에 속한다.따라서 개업을 하더라도 수익구조를 고려

하여 비수도권의 소도시보다는 도시,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개

19) 를 들어 2014년 3분기 재 체 73,208명의 문의 내과의 경우 13,304명의

문의가 등록되어 있음에 반하여,결핵과의 경우에는 81명의 문의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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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려는 경향이 매우 클 것이다.그런데 신경과 문의는 부분 상

종합기 에서 특수한 성 아 성 신경계 질환 환자의 치료에 한

수련을 마치고 노인 질환에 한 문가이다(이 희․박건우,2014).따

라서 비수도권의 노인인구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상에 한 책이 요구된다.

<표 8-1> 문과목별 수도권 집 화 여부 분석(1)

종속변수:

ln( 문의 수)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상수항
-110.5***

(6.145)

-116.2***

(14.92)

-107.2***

(10.76)

-23.56***

(7.646)

-57.38***

(7.478)

연도
0.0568***

(0.00329)

0.0513***

(0.00825)

0.0522***

(0.00595)

0.00990**

(0.00407)

0.0288***

(0.00403)

연도 ×

수도권여부

-0.00225

(0.00574)

0.0202*

(0.0119)

0.00535

(0.00893)

0.0100

(0.00719)

0.00233

(0.00687)

인구수
2.35e-06***

(4.94e-07)

6.65e-07

(1.07e-06)

2.00e-06***

(7.35e-07)

1.51e-06**

(6.11e-07)

1.78e-06***

(5.90e-07)

병상수
0.000739

(0.00247)

0.0123**

(0.00573)

0.0165***

(0.00396)

0.00700**

(0.00305)

-0.00226

(0.00297)

KTX

노선수

-0.00638

(0.0138)

0.00727

(0.0272)

-0.0776***

(0.0206)

0.0135

(0.0171)

0.00203

(0.0165)

특수

의료장비

0.00491**

(0.00208)

0.00825**

(0.00403)

0.00272

(0.00309)

0.00922***

(0.00257)

0.00978***

(0.00248)

R-square

(within)
0.401 0.209 0.257 0.088 0.152

측수 1,358 1,006 1,111 1,349 1,333

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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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8-2>을 살펴보면 산부인과 문의를 제외하면 연도에

따라 문의들이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이는 산부인과는 험도가 높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공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철수,2009).그

리고 수도권으로 문의의 집 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

는 문과목은 마취통증의학과와 산부인과 다.이들 두 공 모두 수술

과 한 련이 있는 문과목이다.따라서 최근 외과 수술이 많이

이 지는 종합병원이 수도권에 많이 생긴 것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2> 문과목별 수도권 집 화 여부 분석(2)

종속변수:

ln( 문의 수)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

의학과
산부인과

상수항 -64.82***
(11.28)

-35.99***
(13.00)

-32.45**
(15.39)

-94.12***
(9.955)

46.71***
(9.798)

연도 0.0276***
(0.00616)

0.0160**
(0.00713)

0.0202**
(0.00872)

0.0401***
(0.00544)

-0.0335***
(0.00532)

연도 ×

수도권여부
0.0155
(0.00973)

0.00724
(0.0109)

-0.00942
(0.0118)

0.0240***
(0.00876)

0.0363***
(0.00875)

인구수 2.77e-06***
(7.99e-07)

4.29e-08
(8.66e-07)

5.70e-07
(1.04e-06)

2.54e-06***
(7.45e-07)

2.12e-06***
(7.48e-07)

병상수 0.00887**
(0.00452)

-0.00540
(0.00497)

0.00375
(0.00630)

0.00593
(0.00405)

0.00244
(0.00388)

KTX

노선수
0.00726
(0.0226)

0.00337
(0.0245)

0.00856
(0.0260)

0.00430
(0.0209)

0.0271
(0.0209)

특수

의료장비
0.00996***
(0.00339)

0.0128***
(0.00366)

0.0117***
(0.00381)

0.00661**
(0.00314)

0.0107***
(0.00315)

R-square

(within)
0.160 0.048 0.057 0.224 0.066

측수 1,170 1,071 858 1,285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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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다음으로 <표 8-3>을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문의들이 모두 증가하

고 있었지만,수도권으로 문의의 집 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일

어나고 있는 문과목은 피부과뿐이었다.피부과의 경우 다른 공에 비

해 심미 인 기능이 강하다. 한,윤형호․이의 (2008)의 연구에 의하

면 피부과는 의료 에 해서 매우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이를

해석하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의료기 의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선호하여 의료 을 통해서라도 수도권의 의료기 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피부과 문의들 입장에서는 비수도권에 남을 유인이

매우 어진다.수도권의 개업하더라도 높은 수 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비수도권의 환자들이 의료 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료기 을 이

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0) 윤형호․이의 (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 등록된 피부과 의원을 상으

로 의료 에 한 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체 응답의원의 13.5%가 매우 정

으로 생각했고,56.8%가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료

의 활성화를 한 정 인 요소로 37.5%의 응답의원이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기술을 꼽고 있어서 피부과의 경우 의료기 의 규모 인 측면과 함께 질 인 측면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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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문과목별 수도권 집 화 여부 분석(3)

종속변수:

ln(문의 수)

소아

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상수항
-27.70***

(8.611)

-68.16***

(8.706)

-48.01***

(8.706)

-41.17***

(10.35)

연도
0.0171***

(0.00470)

0.0373***

(0.00475)

0.0259***

(0.00436)

0.0148**

(0.00591)

연도 ×

수도권여부

-0.00918

(0.00760)

-0.00883

(0.00762)

-0.00452

(0.00682)

0.0156**

(0.00793)

인구수
4.54e-06***

(6.48e-07)

2.05e-06***

(6.45e-07)

3.44e-06***

(5.75e-07)

2.21e-06***

(6.18e-07)

병상수
0.00823**

(0.00355)

0.000497

(0.00348)

0.00447

(0.00315)

-0.00121

(0.00406)

KTX노선수
0.00989

(0.0181)

-0.00441

(0.0181)

0.0274*

(0.0161)

-0.00473

(0.0176)

특수

의료장비

0.00295

(0.00272)

0.00245

(0.00272)

0.00265

(0.00243)

0.00548**

(0.00262)

R-square

(within)
0.118 0.139 0.176 0.119

측수 1,275 1,252 1,191 922

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다음으로 <표 8-4>을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문의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공은 비뇨기과와 방사선종양학과 고,수도

권으로 문의의 집 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과

목은 병리과뿐이었다.병리과의 경우 체 문의 숫자가 매우 을 뿐만

아니라, 부분의 문의가 개업보다는 종합병원 수 의 병원에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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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표 8-4> 문과목별 수도권 집 화 여부 분석(4)

종속변수:

ln(문의 수)
비뇨기과 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상수항
-62.57***

(11.08)

-5.978

(9.400)

-115.5***

(22.86)

-33.51**

(16.72)

연도
0.0270***

(0.00610)

-0.000395

(0.00510)

0.0561***

(0.0144)

-0.00631

(0.00959)

연도 ×

수도권여부

0.0140

(0.00924)

0.0114

(0.00807)

0.00401

(0.0162)

0.0595***

(0.0119)

인구수
3.47e-06***

(7.70e-07)

2.87e-06***

(6.72e-07)

-1.36e-06

(1.45e-06)

1.56e-06

(1.01e-06)

병상수
0.00842*

(0.00436)

0.0100***

(0.00371)

0.0116

(0.00847)

0.0209***

(0.00679)

KTX노선수
0.0111

(0.0216)

0.0308

(0.0189)

0.0101

(0.0291)

0.00561

(0.0243)

특수

의료장비

-0.000579

(0.00324)

0.0224***

(0.00284)

-0.000279

(0.00408)

0.00256

(0.00347)

R-square

(within)
0.140 0.167 0.241 0.153

측수 1,185 1,165 367 632

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다음으로 <표 8-5>을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결핵과를 제외하면 모든

문과목의 문의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었다.그리고

수도권으로 문의의 집 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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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목은 없었다.오히려 재활의학과와 핵의학과의 경우에는 수도권 여

부를 나타내 주는 더미변수와 독립변수인 연도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문의들이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집 하고 있었다.특히,재활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공 문의와 물리치료사의 업무 역이 첩되어 종합병원에 부분 고용

되는 다른 문과목들에 비해서 수도권 종합병원의 숫자와 규모 증가에

상 으로 게 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강세윤,1996).

<표 8-5> 문과목별 수도권 집 화 여부 분석(5)

종속변수:

ln(문의 수)

진단검사

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상수항
-49.32***

(13.68)

47.10*

(24.58)

-131.2***

(14.83)

-133.6***

(34.24)

연도
0.0226***

(0.00772)

-0.0347**

(0.0149)

0.0770***

(0.00840)

0.0930***

(0.0210)

연도 ×

수도권여부

0.00555

(0.0104)

0.0217

(0.0174)

-0.0315***

(0.0114)

-0.0505**

(0.0237)

인구수
6.60e-07

(7.94e-07)

1.21e-06

(1.29e-06)

1.88e-06*

(9.88e-07)

9.15e-07

(1.95e-06)

병상수
0.00651

(0.00553)

0.00414

(0.0118)

0.0159***

(0.00561)

-0.0119

(0.0114)

KTX노선수
-0.0302

(0.0226)

-0.00222

(0.0327)

0.0196

(0.0255)

0.0742*

(0.0412)

특수

의료장비

0.00839**

(0.00336)

-0.00357

(0.00483)

0.00802**

(0.00383)

0.00385

(0.00593)

R-square

(within)
0.084 0.043 0.288 0.211

측수 836 326 1,008 326

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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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마지막으로 <표 8-6>을 살펴보면 연도에 따라 방의학과를 제외하

면 모든 문과목의 문의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었

다.반면에 방의학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그리고 수도

권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집 화가 일어나고 있는 문과목은 응

의학과와 방의학과 다.이들 문과목도 모두 종합병원 수 의 병원

에 주로 고용되는 문과목이므로 수도권의 종합병원 수 의 병원이 증

가함에 따라 이러한 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표 8-6> 문과목별 수도권 집 화 여부 분석(6)

종속변수:

ln(문의 수)
가정의학과 응 의학과

직업환경

의학과
방의학과

상수항
-72.78***

(9.657)

-242.1***

(22.24)

-103.1***

(25.82)

24.56

(24.88)

연도
0.0383***

(0.00518)

0.107***

(0.0126)

0.0644***

(0.0150)

-0.0245*

(0.0137)

연도 ×

수도권여부

-0.00468

(0.00884)

0.0340**

(0.0169)

-0.0321*

(0.0189)

0.0324*

(0.0175)

인구수
3.00e-06***

(7.52e-07)

3.18e-06**

(1.38e-06)

8.50e-08

(1.34e-06)

1.02e-07

(1.39e-06)

병상수
0.0278***

(0.00386)

0.00233

(0.00890)

0.0221**

(0.0101)

0.0177**

(0.00838)

KTX노선수
-0.0267

(0.0211)

0.00592

(0.0364)

-0.0701*

(0.0405)

-0.0756**

(0.0374)

특수

의료장비

0.00637**

(0.00317)

0.0127**

(0.00535)

0.0109*

(0.00559)

-0.00146

(0.00507)

R-square

(within)
0.236 0.370 0.148 0.034

측수 1,309 794 544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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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이제 앞에서 살펴본 수도권으로 집 화가 일어나는 7개 문과목들의

연도와 수도권 여부를 나타내주는 더미변수 사이의 상호작용항의 계수

값의 크기를 살펴보자.이들 문과목을 계수 값이 큰 순서 로 나열하

면 병리과,산부인과,응 의학과, 방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과,

피부과 순이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수 값이 큰 문과목들은 주로

개인개업을 하는 문과목보다는 규모가 큰 의료기 에 취업을 하는

문과목들임을 알 수 있다.앞서 체 문의에 한 패 데이터 분석에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비율 차이와 ln(비수도권의 문

의 수)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의 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하여 2가지로 해석하 다.그런데 이 에서 살펴본 각 문과목들에

한 분석결과를 활용하면 2가지 해석 병원의 질 요소가 문의의

수도권 집 화에 향을 미친다는 해석보다는 종합병원 수 의 의료기

의 존재와 그 규모가 문의들이 수도권의 집 화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더 타당함을 알 수 있다.즉 문의들을 많이 수요하는 종합병원의 상징

인 의미가 문의의 수도권 집 화에 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따

라서 에서 살펴본 수도권 집 화가 일어나는 문과목들의 문의들의

수도권 집 화 상을 완화하기 해서는 병원의 시설 장비의 양 ·

질 투자와 함께 종합병원 수 의 의료기 의 신설이나 유지가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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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도권 집 화 원인에 한 분석

앞에서 각 문과목에 하여 문의가 수도권으로 집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여기서는 문의의 수도권 집 이 일어나고 있는 문과목

들만을 상으로 하여 문의의 수도권 집 상의 원인을 분석하겠다.

분석모형은 체 문의에 한 분석에서 사용했던 회귀모형을 그 로

사용하 다.분석결과는 <표 9-1>에서 <표 9-2>까지에 정리되어 있다.

<표 9-1>을 먼 보자.신경과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특성을 나타내주

는 여러 독립변수들 (수도권 병상수÷비수도권의 병상수),(수도권 특

수의료장비÷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가 모두 종속변수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었다.이를 해석하면

수도권 의료기 의 병상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상 으로 더 많이 증가

함으로써 병원들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수도권 의료기 의 특수의료장비

가 비수도권 의료기 의 특수의료장비에 비해서 상 으로 더 많이 증

가하는 경우 신경과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됨을 알 수 있다.즉,신

경과는 병상수를 증가되면서 병원의 규모나 병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

우뿐만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와 같은 의료시설 장비의 질 인 요인에

모두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KTX로 인한 교통발달 요인이

문의 수도권 집 화를 진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상호작용항들은 통계

으로 아무런 유의미한 계가 없었다.

다음으로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 인

병상수 비율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통계 으로 아무런 유의미한 상

계가 없었지만,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 인 특수의료장비 비율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 계가 있었다.이러

한 결과는 마취통증의학과의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마취통증의

학과는 부분의 문의가 개인개업을 하기 보다는 수술 수요가 있는 종

합병원 수 의 의료기 에 고용되거나가 트타임형태로 근무하기 때문

이다.따라서 이들 종합병원 수 의 의료기 과 한 계가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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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료장비가 마취통증의학과 문의들의 수도권 집 상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한 신경과 마찬가지로 KTX로 인한 문

의의 수도권 집 화의 진 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특성이 반 된 독립변수들과

는 아무런 유의미한 계가 없었지만 KTX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 인 병상수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수와 KTX

노선수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하여 유의미한 부(-)의 향

을 미침이 확인되었다.즉,KTX과 지나는 곳에서는 산부인과 공의 경

우 비수도권에 남지 않고 병상수가 상 으로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하

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로 산부인과의 경우

에는 출산을 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술환자들에 비해 입

원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즉,KTX 도입으로 인해

교통이 발달되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시간 인 생활권이

어들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수도권의 의료기 을 부담 없이 이용하고 이

에 따라 문의들도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상이 다른 문과목들의

문의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부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와의

상 인 비율 변수가 종속변수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부(-)

의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이는 앞 에서 설명했듯이 피부과의 경

우에는 심미 인 효과가 강하고,그로 인해 의료 도 활발하게 일어나

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KTX가 지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수도

권 집 상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이는 비수도권 지역 에서

도 KTX가 지나가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 않은 지역보다 상 으로

도시이고 이러한 도시의 경우에는 환자들도 굳이 수도권의 의료기

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피부과 문의들의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그로 인해 문의

들도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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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문과목별 수도권 집 화 원인 분석(1)

종속변수:

ln(비수도권의 문의수)
신경과

마취통증

의학과
산부인과 피부과

상수항
-195.4**

(94.89)

-165.7**

(65.06)

-21.76

(71.01)

-22.06

(66.93)

연도
0.0948**

(0.0458)

0.0789**

(0.0314)

0.0121

(0.0343)

0.0114

(0.0324)

인구수
4.29e-06**

(2.12e-06)

3.40e-06**

(1.62e-06)

6.04e-06***

(1.75e-06)

5.43e-06***

(1.37e-06)

KTX노선수
0.0138

(0.117)

0.157*

(0.0911)

0.221***

(0.0851)

-0.0106

(0.0664)

수도권 병상수

÷비수도권의 병상수

-0.271***

(0.103)

0.00292

(0.0530)

-0.0267

(0.0552)

-0.0567

(0.0744)

수도권 특수의료장비÷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0.000499***

(0.000164)

-0.000177**

(7.66e-05)

0.000101

(8.50e-05)

-0.00101***

(0.000260)

수도권 인구수
3.24e-07

(5.40e-07)

4.78e-07

(3.66e-07)

-3.50e-08

(3.97e-07)

-4.23e-08

(3.80e-07)

수도권 GRDP
-0.0996

(0.140)

-0.136

(0.0950)

-0.0319

(0.103)

0.0150

(0.0980)

KTX노선수 ×

(수도권 병상수

÷비수도권의 병상수)

-0.0462

(0.147)

-0.180

(0.115)

-0.223**

(0.113)

-0.0682

(0.0899)

KTX노선수 ×

(수도권 특수의료장비÷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4.42e-05

(0.000362)

-0.000200

(0.000288)

-0.000118

(0.000172)

0.000407**

(0.000199)

R-square

(within)
0.190 0.147 0.057 0.110

측수 652 869 859 550

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다음으로 <표 9-2>를 보자.먼 병리과와 응 의학과의 경우에는 수

도권의 특성이 반 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에 통계 으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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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이는 앞 에서 두 문과목

의 문의들의 경우 종합병원 수 의 의료기 에 주로 고용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숫자와 규모와 련이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비율 차이가 종속변수에 하여 유의미하게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라는 측과는 맞지 않다.이러한 결과에 하여 병리과와

응 의학과 문의들이 숫자가 어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나,이들 두 문과목보다 오히려 문의 숫

자가 은 방의학과의 경우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이

러한 해석은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유의미하지 않지만 두 문과목 모

두 (수도권 특수의료장비÷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변수가 종속변수에

하여 부(-)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의학과의 경우,수도권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독립변수

들과 통계 으로 아무런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KTX노선수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 인 병상수 비율 변수간의 상

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의 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KTX노선이 지나는 지역에서는 수도권 의

료기 의 병상수가 해당 지역 의료기 의 병상수보다 상 으로 더 많

이 증가하는 경우 방의학과 문의들을 수도권으로 집 하게 됨을 알

수 있다.이에 해서는 2014년 3분기 재 문의 숫자가 결핵과 다음

으로 가장 은 방의학과(176명)의 경우 KTX가 지나지 않는 지역에

서는 이미 해당과목의 문의가 거의 없고,KTX가 지나가는 소도시

의 경우에는 KTX발달에 따라 교통이 편리해지는 경우에는 수도권의 병

상수 증가에 따라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체 문의에 한 분석결과에서와 마찬가지

로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하게 하는 가장 요한 요인은 병상수와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원의 규모 차이나 특수의료장비와 같은 의

료시설과 장비의 질 인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 비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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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들이 비수도권에 남게 하려면 재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처럼 병원의 규모를 늘리거나 병원시설 장비에 투자를 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표 9-2> 문과목별 수도권 집 화 원인 분석(2)

종속변수:

ln(비수도권의 문의 수)
병리과 응 의학과 방의학과

상수항
-17.08

(97.28)

-253.6*

(131.0)

-86.24

(122.2)

연도
0.0169

(0.0470)

0.136**

(0.0627)

0.0363

(0.0594)

인구수
6.41e-07

(1.99e-06)

5.16e-06*

(2.81e-06)

-5.59e-06**

(2.29e-06)

KTX노선수
-0.0827

(0.104)

0.185

(0.145)

0.355***

(0.121)

수도권 병상수

÷비수도권의 병상수

0.134

(0.198)

-0.0451

(0.119)

-0.233

(0.198)

수도권 특수의료장비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2.45e-05

(0.000234)

-0.000196

(0.000239)

0.000104

(0.000227)

수도권 인구수
-8.51e-07

(5.60e-07)

-9.87e-07

(7.53e-07)

8.74e-07

(7.35e-07)

수도권 GRDP
0.191

(0.144)

0.189

(0.198)

-0.246

(0.187)

KTX노선수 ×

(수도권 병상수

÷비수도권의 병상수)

0.0870

(0.136)

-0.0386

(0.186)

-0.320**

(0.157)

KTX노선수 ×

(수도권 특수의료장비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0.000285

(0.000380)

-0.000355

(0.000492)

-0.000480

(0.000483)

R-square

(within)
0.036 0.319 0.120

측수 386 469 291

주1)***:p<0.01,**:p<0.05,*: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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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호 안에는 표 오차(standarderror)를 보고함.

주3)지역 고정효과를 사용함.

제5장 결론

제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수도권의 많은 병원들이 형화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체계와 환자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

쳤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따라서 문의들의 수도권 집

화 상을 수도권의 특성,그 에서도 의료기 의 규모나 의료서비스 수

과 연결지어 설명하려고 노력하 다.이를 해 가장 먼 실제로 수

도권으로 문의들이 집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는데,그 결과는 통제

변수를 넣을 경우와 넣지 않았을 경우가 상이하게 나타났다.통제변수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의의 수도권 집 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통제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는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실

제로 집 하고 있는지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 각 문과목별로도 분석

을 실시하 다.그 결과 총 26개의 문과목들 신경과 등 7개의 문

과목들에 해서 수도권 집 상이 일어나고 있었다.이를 통해 문의

들의 수도권 집 상은 체 문의들에 한 상이라기보다는 일부

문과목들의 특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상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의 수도권 집 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악하기 해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었다. 체 문과목에

한 분석에서는 수도권의 여러 가지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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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장비 비율이 문의의 수도권 집 화를 일으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

다.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수 차이의 경우에도 KTX 노선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는 문의 수도권 집 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됨

을 확인하 다.이를 토 로 KTX로 표되는 교통의 발 도 해당 지역

의 병원의 규모 측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의의 수도권 집 상

에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각 문과목들에 하여 확장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집 되고 있는 문과목

들을 집 효과가 큰 순서 로 나열했을 때.병리과,산부인과,응 의학

과, 방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과,피부과 순이었다.이들 공은

부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의료장비 차이 는 병상수 차이로 인

해 문의의 수도권 집 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따라서 이를 막기 해

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같이 의료시설과 장비에 한 투자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규모를 확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한,CT와 MRI같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에는 종합

병원 수 의 의료기 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척도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

로 비수도권 지역에도 종합병원 수 의 의료기 에 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표 10>은 2012년에 실시한 한국복지패 조사의 결과이

다.이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부분은 의료기 의 형태 지역 내

병․의원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KTX 등의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국 어디에서나 수도권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근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성 상동맥증후군이나 성기 뇌졸 과 같이 짧

은 시간 내 병원으로 이송되어 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한 소득수 이 어느 정도 이상인 일반환자들보다는 소득

환자들의 경우에는 교통의 발달로 인한 수도권 종합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게 때문에 비수도권의 병원,특히 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 의 병원에 한 지원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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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된다.

<표 10>주로 이용하는 의료기 형태(기 :2012)

구분 체 소득 일반

비해당 17.84(%) 11.47(%) 19.10(%)

종합, 학병원 7.20(%) 10.57(%) 6.53(%)

지역 내 병·의원 73.02(%) 74.49(%) 72.73(%)

한방 병·의원 1.27(%) 1.28(%) 1.26(%)

보건소 0.63(%) 2.11(%) 0.34(%)

기타 0.05(%) 0.08(%) 0.04(%)

계 100.00(%) 100.00(%) 100.00(%)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 조사

제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의 발 방향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병원 형화와 문의의

수도권 집 화 상간의 상 계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군구별

문과목별 문의 인원 황 패 자료를 통해서 실증 으로 검증하 으

며,이러한 상이 26개의 문과목들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확인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하지만 다음과 같이 연구 상의

한계가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먼 ,각 문과목별로 문의의 수도권 집 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

석함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규모나 질의 차이에 주

목했는데 이를 보여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발굴하여 활용한다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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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실 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특히 각 지역의 종

합병원 수 의 의료기 의 존재 규모를 나타내주는 변수로 CT와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 변수를 사용하 는데,이는 동시에 해당지역

의 의료기 의 시설이나 장비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도 해석될 수 있어

어떠한 해석이 더 한지 종합병원 의 의료기 의 규모나 질을 나타

내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개별 문과목들에 한 분석을 할 때에는 개별 문과목만의

특성이 제 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수도권 집 화

가 일어나고 있는 7개 문과목들에 한 집 화의 원인 분석 시에 활용

한다면 좀 더 실 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를 들어,피부

과의 경우 심미 인 측면이 강하므로 이에 한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한다면 좀 더 실 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에서 종합병원과 련된 요소가 문의의 수

도권 집 화가 일어나게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하지

만 종합병원에 주로 고용되는 문과목 에서도 수도권 집 화가 일어

나지 않고 있는 문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도 향후 연구 발 을 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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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의들의 고용형태(단 :명)

분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53,206 56,505 59,142 61,846 64,461 67,574

상 종합병원 6,831 7,741 8,705 9,211 9,629 10,314

종합병원 9,291 10,061 10,285 10,902 11,375 11,879

병원 7,531 8,561 9,341 10,260 11,112 12,141

의원 28,733 29,298 30,032 30,612 31,340 32,109

치과병원 9 9 11 13 14 16

치과의원 0 0 0 1 1 0

조산원 0 0 0 0 0 0

보건의료원 121 137 140 145 136 133

보건소 343 370 366 410 399 399

보건지소 347 328 262 270 412 533

보건진료소 0 0 0 0 0 1

한방병원 0 0 0 22 43 49

한의원 0 0 0 0 0 0

약국 0 0 0 0 0 0

출처:국가통계포털(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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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국 상 종합병원 황(2014년 12월 1일 기 )

지역 병 원 명

서울(17)

가톨릭 학교여의도성모병원, 앙 학교병원,서울 학교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고려 의과 학부속병원,

경희 학교병원,한양 학교병원,연세 학교의과 학세 란스병원,

순천향 학교서울병원,가톨릭 학교서울성모병원,

건국 학교병원,연세 학교의과 학강남세 란스병원,

고려 의과 학부속구로병원,서울아산병원,

인제 부속상계백병원,이화여 부속목동병원,삼성서울병원

부산(4)
부산 학교병원,고신 학교복음병원,

인제 학교부속부산백병원,동아 학교병원

인천(2)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인하 학교의과 학부속병원

구(4)
경북 학교병원,계명 학교동산병원,

구가톨릭 학교병원, 남 학교병원

주(2) 남 학교병원,조선 학교병원

(1) 충남 학교병원

경기(5)
고려 의과 학부속안산병원,아주 학교병원,한림 학교성심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 학교부속부천병원,분당서울 학교병원

강원(1) 연세 학교원주세 란스기독병원

충북(1) 충북 학교병원

충남(2) 단국 의과 학부속병원,학교법인동은순천향 학교부속천안병원

북(2) 북 학교병원,원 학교의과 학병원

남(1) 화순 남 학교병원

경남(1) 경상 학교병원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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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각 공과목별 국 문의 황(2014년 3분기 기 )

문과목명 문의 수(명) 문과목명 문의 수(명)

내과 13,304 피부과 1,869

신경과 1,501 비뇨기과 2,417

정신건강의학과 3,068 상의학과 3,189

외과 5,667 방사선종양학과 255

정형외과 5,379 병리과 739

신경외과 2,472 진단검사의학과 734

흉부외과 1,034 결핵과 81

성형외과 1,579 재활의학과 1,609

마취통증의학과 3,882 핵의학과 189

산부인과 5,484 가정의학과 5,523

소아청소년과 5,182 응 의학과 1,145

안과 2,904 직업환경의학과 385

이비인후과 3,411 방의학과 176

출처:국가통계포털(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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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ecentyears,concernedvoiceshavesurfaced,asmanyhospitals

intheSeoulmetropolitanareahavebeenenlarged.Thisisbecausea

blankofmedicalservicescanbemadeoutsidetheSeoulmetropolitan

area,aspatientsandmedicalspecialistsinsuchareasprefermedical

institutionswithintheSeoulmetropolitanarea.Meanwhile,university

hospitals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s have increased their

investmentinmedicalfacilitiesandequipmentsuchasincreasing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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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sortheinstallmentofbranchhospitals.Peoplehaveagreat

interestinwhethersuchinvestmentswillreducetheconcentrationof

medicalservicesintheSeoulmetropolitanarea.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aneldata aboutthe numberof

medicalspecialistsby region and by medicalspecialty.Using the

fixed effect model,analysis was performed in two steps,and

region-fixed effects were used in each step.In the firststep,I

analyzed whether medical specialists were actually becoming

concentratedintheSeoulmetropolitanarea.Inthesecondstep,u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step, I identified the causes of the

concentrationofmedicalspecialistsintheSeoulmetropolitanarea.In

particular,Iperformedanalysisnotonly asawhole,butalsoby

medicalspecialty.

First,theanalysisofallmedicalspecialistsshowedthatmedical

specialistsarebeing concentratedintotheSeoulmetropolitanarea,

when controlvariablesareexcluded.However,when including the

controlvariables,therewasnostatisticallysignificantresultregarding

the concentration ofmedicalspecialists.The difference in special

medicalequipmentbetween theSeoulmetropolitan areaand other

areas was identified as the cause ofthe concentration.In other

words,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medical facilities and

equipmentorthedifferenceintheexistenceandthesizeofgeneral

hospitalswasidentifiedasthecauseoftheconcentration.

Basedonthepreviousresult,theanalysisoftheconcentrationof

medicalspecialists by medicalspecialty showed differentresults

accordingtothecharacteristicsofeachmedicalspecialty.Among26

medical specialties, only medical specialists of seven medical

specialtiessuchasemergencymedicinearebeingconcentrated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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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metropolitan area.The difference in special medical

equipmentand bedsbetween theSeoulmetropolitan areaand the

otherareaswasidentifiedasthecauseoftheconcentrationofthese

medicalspecialties.

Therefore,medicalinstitutions in non-Seoulmetropolitan areas

shoul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vestin theirfacilitiesand

equipment. In particular, investment and support for general

hospital-levelmedicalinstitutions are considered necessary.Such

investmentandsupportwillhelpreducetheconcentrationofmedical

specialis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y supporting their

remaining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s, providing adequate

medicalservices.

Keywords:seoulmetropolitanarea,medicalspecialist,concentration,

moderatingvariable,fixedeffect,generalhospital

StudentNumber:2008-2337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론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의료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
	2. 의료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논의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의료서비스의 분포에 대한 선행연구
	2.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선호현상에 대한 선행연구

	제3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한계
	2. 본 연구의 차별성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 문제 및 분석모형
	1. 연구문제
	2. 연구의 분석틀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연구방법

	제3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수도권 집중화 여부에 대한 분석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조절변수
	4) 통제변수

	2. 수도권 집중화 원인에 대한 분석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조절변수
	4) 통제변수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1. 전체 전문의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2. 각 전문과목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제2절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전문의에 대한 분석
	1. 수도권 집중화 여부에 대한 분석
	2. 수도권 집중화 원인에 대한 분석

	제3절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전문과목별 전문의에 대한 분석
	1. 수도권 집중화 여부에 대한 분석
	2. 수도권 집중화 원인에 대한 분석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