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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벌써 대학원 생활의 마침표를 찍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길지만은 않는 시간이였으며, 제게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뜻 깊

은 시간들이였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도해 주신 채영문 교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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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재영, 현자, 

윤정 등 함께 일했던 의무기록과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고,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남편과 학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들 민규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약한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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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특정 대학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환자의 특성과 분포를 가

시적으로 나타내어 의료이용의 공간적 접근성을 알아보았다. 거주지의 분

포를 실제 접근하는 통행시간을 추정, 산출하기 위해 GIS tool의 하나인 

TransCAD로 분석하였다.

  경기도에 위치한 허가병상 약 8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의 입원

환자를 분석하였다.

   입원환자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83.1%정도가 대상병원에 30분 이내 

접근 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지역별 구성도와 친화도 역시 인근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특성별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거주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연령이나 질환군, 재원일수 등에 따라 분포가 다름

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지역별 분포를 통해 대상병원의 특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마케팅을 위한 타겟 지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gCRM

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내용의 건강강

좌나 무료검진 등을 계획하는데 반영하여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지리정보시스템, 입원환자의 지리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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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공급자 요인 등

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연령구조의 변화, 교육

정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등이고,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의료수

가, 시간, 비용 등이며, 공급자 요인으로는 의사의 명성, 공급병상수의 규

모 등이다. 병원단위로 보면, 병상규모, 병원의 역할(1,2,3차), 인접지역 내 

타병원의 존재여부 등이 진료지역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된다(이성환, 1996).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적인 분포

를 나타내는 것을 진료권이라 하며, 이는 생활권 또는 경제권과 같은 지역

개념으로서 파악하여야 한다. 병원의 진료권은 의료시설의 특성은 물론 의

료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지리적인 조건, 인구 분포, 교통 사정 등 자연적, 

인문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또 주위에 있는 의료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환자들의 의료이용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통신, 

인적 자원 등을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집, 저장 및 

갱신하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모형화하고 분석하여 다양하게 표현

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과거 인쇄물 형태로 이용하던 지도 및 지리정

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 ․ 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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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수집 ․ 분석 ․ 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

해 설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GIS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소와 같은 공통의 입지 데이터로서 함께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

킬 수 있으며,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시스템 일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지도화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GIS는 급속

히 발전하는 고도의 과학기술분야로서 유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술적

으로도 급속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와 관련된 여러 학문분

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연구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과학기술처, 

1993). 

    보건 분야에서의 GIS을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메이카의 킹스턴지

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 3세계의 1차 진료에 관

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접근성, 물리적 거리, 운송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여 공간적 양상을 분석하였으며(Bailey, 1990), 영국의 남서부 지역 대장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존율과 대기시간을 분석하여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의 물리적 거리 및 사회경제적 수준도 환자의 예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김요은, 1999). 소외계층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고 사례연구

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계획, 결정, 지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GIS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을 각각 지도에 나타내었으며

(Gregory, 2003), 말라리아 발생에 관한 공간분석(박미라, 1999)과 우리

나라 소아암의 공간적 분포도를 작성한 연구가 있었다(이미혜, 2004).

위와 같이 GIS를 이용한 보건 분야의 연구동향은 공간 역학과 보건 서

비스의 공급의 분포를 공간으로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공공정책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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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기존의 GIS를 이용한 연구는 거

리를 모형에 적용하여 지리적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

한 환자들의 행태를 토대로 하여 GIS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지리적 분포 

분석을 하고자 한다. 입원환자의 접근성은 GIS상으로 표출되는 거리가 아

닌 교통 지체시간이 반영된 통행시간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실

제 접근 통행시간의 추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물리

적인 거리기반의 분석이 아닌 실제 접근 시간을 반영하여 평균 통행시간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원환자의 접근성을 지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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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병원의 입원환자 이용현황 자료를 토대로 

GIS를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지리적 접근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병원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도를 분석한다.

   둘째, 입원환자의 특성별 거주지와의 평균거리와 통행시간을 도출한다.

   셋째, 입원환자의 특성별 통행시간 기준 거주지 공간 분포를 분석한다.

   넷째, gCRM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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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GGGIIISSS

가가가가. . . . GISGISGISGIS의 의 의 의 정의정의정의정의

GIS의 개략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Rhind(1989)와 미국지질조사국(USGS, 

1997)에서는 GI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 복잡한 계획 및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참

조된 자료들의 입력, 관리, 처리, 분석, 모델링 및 표현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처리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일체의 시스템이다.”

둘째,  “... 지리적으로 참조된 정보, 즉 위치에 따라 식별되는 자료를 획득, 

저장, 처리 그리고 표현 가능하도록 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즉, GIS는 공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리자료를 이용하여 관

리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을 의미한다(Rolf, 2005).

나나나나.  .  .  .  GISGISGISGIS의 의 의 의 특징특징특징특징

지리적 공간은 시스템이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되어야 할 자료와 문제의 

공통점으로서 특정한 지리적 기준틀(geographic reference framework) 

내에서의 위치(location), 분포(distribution), 패턴(pattern), 그리고 상호관

계를 의미한다. 정보시스템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GIS는 지리자료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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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료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리

적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을 GIS라고 하

며, 지리적 자료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진 특별한 공간자료형태

이다.

1) 지리적 공간(geographic space)에 대한 참조는 지표면의 지리좌표체계

에 등록된 자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도 공간적으로 서로 통합이 

가능하다.

2) 지리적 축척(geographic scale)에 대한 묘사는 자료가 비교적 소축척으

로 저장되기 때문에 일반화와 부호화로 나타내야 한다. 

다다다다.  .  .  .  GISGISGISGIS의 의 의 의 자료 자료 자료 자료 구성 구성 구성 구성 요소요소요소요소

지리자료의 요소들은 자연성과 이용성에 따라 측지기준 네트워크

(geodetic control network), 지형기준(topographic base), 도형중첩

(graphical overlays)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측지기준 네트워크는 모든 지리자료의 기초가 되며, 공간적으로 

서로 교차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리적 틀(geographic framework)

을 제공한다. 지형기준은 일반적으로 국가, 주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도국

에 의한 기본도 제작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생성된다. 지형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측지 ․ 측량방법에 의해서 획득될 수도 있으나, 대개 사진측량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도형중첩은 GIS 응용에 관련된 주제자료(thematic 

data)이다. 

   수치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자료는 벡터(vector), 래스터(r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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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surface)의 세 가지 기본적 형태로 표현된다. 먼저 벡터 자료는 불연

속(discrete)의 점, 선, 면에 의해서 실세계를 표현한다. 이들 자료는 자연

적이고 인공적인 특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 래스터 자료는 

실세계를 분광해상도와 속성 값을 가지는 격자 셀(cell)로, 이들 자료는 각 

셀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요소들을 표현하기보다는, 다양한 공간분석

기능을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표면 자료는 동일한 값을 가지는 점 또는 연

속선에 의해서 실세계를 표현하며, 이들 자료는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분

석 ․ 표현된다. 아울러, 광범위한 지역에 있어서의 지형 ․ 지세의 변화를 가

지는 자연 환경적 요소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C. P. Lo, 2005).

그림1. 벡터(좌)와 래스터(우)

라라라라.  .  .  .  GISGISGISGIS의 의 의 의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구성 구성 구성 구성 요소요소요소요소

   장소를 잘 이해하기 위해 장소에 관한 정보의 layer들을 중첩시켜서 보

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GIS이다. layer들이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을 것

인가는 사용자들의 목적에 달려있다. GI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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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들이 필요하다.

1) 하드웨어(Hardware)

   지리정보체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와 각종 입 ․ 출력장치 및 자

료관리 장치를 말하며 중앙집중식과 분산식이 있다.

  - 입력장치 

    : 종이지도나 도면 또는 문자정보를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치

      화하는 장비(디지타이저, 스캐너, 키보드 등)

  - 저장장치 

    : 수치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장비(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

  - 출력장비 

    : 분석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장비(플로터, 프린터, 모니터 등) 

  - 데이터분석 및 연산 장비

    : 개인용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 등

2) 소프트웨어(Software)

  - 운영체계 

    : GIS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GIS용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 구축된 자료를 검색, 수정, 보완 등의 관리 작업을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

  - 공간분석, 편집, 그래픽처리 등의 기능이 있는 보조적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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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지도로부터 추출한 도형정보와 대장이나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한 속성정

보를 말하다.  GIS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구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

4) 조직과 인력

   GIS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과 일상 

업무에 GIS를 활용하는 사용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림2. GIS의 Hardware와 Software



- 10 -

마마마마.  .  .  .  GISGISGISGIS의 의 의 의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목적목적목적목적

1) 조직화된 통합 운용

   GIS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조직과 자원들의 향상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GIS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소와 

같은 공통의 입지 데이터로서 함께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

고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합리적 의사결정

   GIS는 의사결정 시스템 일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지도화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3) 지도화 

   GIS로 지도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수작업이나 자동 지도학적인 접근보

다 더 유연성이 있다. GIS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로부터 지도

를 생성한다. 종이지도에 존재하는 정보를 GIS로 전환할 수 있다.

222...TTTrrraaannnsssCCCAAADDD

가가가가.  .  .  .  TransCADTransCADTransCADTransCAD의 의 의 의 개요개요개요개요

TransCAD는 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의 저장, 표시, 관리, 분석을 

지원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국부적인 범위에서부터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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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범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광범위한 분석 작업을 효율적이면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검색, 분석을 목적으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리고 세부 모듈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음은 물론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 뛰어나 사용이 용이하고, 다

양한 모형이 포함되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능력이 뛰어난 프로그

램이다.

나나나나.  .  .  .  TransCADTransCADTransCADTransCAD의 의 의 의 특성특성특성특성

TransCAD는 교통 전문가들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된 지

리정보시스템(GIS)이다. 그러나 단순한 GIS 이상의 성능으로서 기존의 교

통 지원 도구 중에서 가장 함축적으로 분석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로 설계되어 있으며 교통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단일 시스템 내에서 교통 및 지리 데이터를 함께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

고 있고 자체 제작한 고성능의 “GIS plus”를 내장하고 있어 다양한 부문

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확장 데이터 모형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다다다다.  .  .  .  TransCADTransCADTransCADTransCAD의 의 의 의 기능기능기능기능

TransCAD는 강력한 지도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들의 용도를 

고려하여 공간 조작 및 지도 도구 등의 완벽한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보조 기능들로는 Polygon Overlay, Buffering, Inter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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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및 Aggregation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속성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는 기호, 색채, 선폭, 유형, 명암, 기타 

다수의 화면 설정 등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이 있으며, 숫자 또는 문자 형태의 데이터를 지도상에 겹쳐 표시할 수 있

어 자료구조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

다. 데이터 처리 방식은 데이터 편집기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입력, 편집, 

검색, 인쇄가 용이하며 오류확인, 명령환원 및 데이터 보호기능이 있어 데

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광범위한 사용자와 용도에 적합한 정교한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교

통망 분석, 통계모드, 시장분석, 교통량 할당, 공간분석, 노선설정 및 일정

수립, 계획을 위한 수단의 활용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작업

환경이 허락하는 한에서 무한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림3. TransCAD를 이용한 공간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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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TransCADTransCADTransCADTransCAD의 의 의 의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목적목적목적목적

GIS분석을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Arc-GIS이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통행시간의 추정에 있어 한

계가 존재한다. 즉, 입원환자의 접근성은 GIS상으로 표출되는 거리가 아닌 

교통 지체시간이 반영된 통행시간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실제 

접근 통행시간의 추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도로망을 반영한 도로 네

트워크에 교통량을 배정하여 실제 통행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4단계 

추정기법에 의해 통행배정이 가능한 TransCAD의 적용이 필요하다.

TransCAD는 지체를 반영한 통행시간의 추정 외에 다양한 GIS 표출기

능과 분석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33...gggCCCRRRMMM

   고객정보를 시간 공간개념으로 관리하는 노하우가 요구되고 마케팅 전

략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CRM이 대두되었

다. gCRM이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합성어로 지리정보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고

객관계관리 시스템 기술을 말한다. 지도는 점, 선, 면, 픽셀(일정 기준에 따

라 구분된 지역)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상징화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나타낼 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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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적인 지도에 성, 소득, 소비성향, 연령 등의 고객 정보를 얹어 3차

원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객 세분화, 휴면 활성화 분석 등 

전통적인 고객 분석 기법 및 GIS를 이용한 분석기법을 도입해 새로운 차

원의 고객 분석이 가능하다. 시장 환경 등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해 파악하

여 지역별로 특화된 고객 전략,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비쥬얼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어 효율성이 향상된다. 

또한 GIS를 이용한 연산을 통해 거리, 공간연관규칙 등 기존의 수치데이터 

위주의 분석으로 변수화하지 못했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 분석의 예측력

을 크게 향상시켜줄 수 있다.

   경영에서 지리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특성 파악을 위한 예측변수이다. 지역 특성은 해당지역에 

대한 마케팅전략 수립에 과학적 예측력을 강화시켜 준다. 고객의 특성과 

소비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고객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이전에 

고객에 대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둘째, 지역 특성에 대한 예측력이 발전하면 그 지역의 미래적 잠재성 

또는 고객의 소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향상된다. 해당 지역

의 고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고객이 구매의사결정을 내리는 타이밍과 고객 마음속의 의사결정

구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지리적 위치이

다. 지리정보를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능력은 단순히 고객의 소비행동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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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위치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고객접촉 채널

을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리적 위치는 개인, 가구, 지역에 대

해 이미 분석된 정보를 이용하여 아직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한 추정값을 산출하는데 핵심변수로 사용한다.     

444...기기기존존존 연연연구구구 동동동향향향 및및및 한한한계계계점점점

의료이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우현과 김한중(1991)은 

소규모 지역간의 의료이용의 차이에 관한 외국에서 시행된 연구와 문헌들

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료이용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지역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의료공급자의 특성과 의사들의 진료형태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의료이용자의 차이는 의

료의 질과 의료비 상승억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장동민(1998)은 암환자의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를 구조화된 설문

지 면접조사 방식에 의거하여 조사하였는데, 암질환 환자는 이상증상을 느

껴서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료이용의 편의성 보다는 우수한 

의료진의 실력, 의료기관의 명성, 최신의 의료기기 등과 같은 진료서비스

의 질적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정원미 등(2002)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에 대한 의료이용수

준과 의료이용실태를 설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Chakraborty 등(200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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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농촌의 산모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결정요소를 연구하였는데, 

인터뷰를 통한 조사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산모일수록 의료이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azanjian 등(2004)의 캐나다 여성의 의료이용도에 관

한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성별, 연

령, 그리고 만성질환, 대기시간, 검사 등에 대한 이용도를 연구하였다. 

Taylor 등(2006)은 미국 여성의 의료이용도와 비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

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에 거주할수록 응급실을 더 이용하거나 

입원횟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공간적인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건 분야에서 GIS를 이용하여 수행

된 연구들은 공간 역학과 보건 서비스 공급의 분포를 공간으로 나타내었

다. Twigg(1990)는 보건 분야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의 이용가치에 대해 연

구하였다. 의료자원분포를 지역별로 세부화된 지도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시, 도 단위의 지역정보는 적정 의사수, 병원 수 결정, 지역별 발병률을 통

한 예방사업과 같은 국가 보건정책에 쓰이며, 구, 동별 작은 단위의 정보

는 지역보건기관의 경영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는 것이다. Bailey 등

(1990)은 자메이카의 킹스턴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공간적 

양상을 연구하였다. 제 3세계의 1차 진료에 관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접근

성, 물리적 거리, 운송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응답자의 사회적 

수준에 따라 빈민층과 부유층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었는데, 빈민층의 경

우 의료기관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공공의료시설을 찾았다. 반면에 부유

층의 사람들은 의료진의 명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이들은 건강

상태를 위해 의료기관의 위치 등도 고려하였으며, 빈민층보다 더 편리성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이용률도 부유층이 높았다. Gregory 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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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외계층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계획, 결정, 지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는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로 출생 시 공공서비스를 접한 5세 이하의 

아동의 분포를 지도상의 점으로 표시한 결과 다수가 의료서비스지역 외곽

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공공서비스를 접한 5세 이하의 아

동의 분포구역의 비율과 빈민가족 중 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서비스를 이

용한 비율을 각각 지도에 나타내었다. 지도 비교시 의료서비스 구역과 잠

재적으로 위험이 높은 아동의 보건서비스 이용이 불일치됨을 알 수 있었

다. 김요은(1999)은 영국의 남서부 지역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존율

과 대기시간을 분석하여 연령, 암 진행시기, 수술유형과 치료지역이 생존

율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거주지에서 병원까지의 물리적 거리 및 사회경

제적 수준 또한 환자의 예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미라(1999)는 말라리아 발생에 관한 탐색적 공간 분석과 말라리아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확정적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미혜(2004)의 우리나라 소아암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구요

소에 따른 비례적인 발병을 제외하고, 암자료가 가진 적은 양의 발병수를 

고려하기 위해, 확률지도와 베이즈 추정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아암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보건 분야에서 GIS를 이용한 연구는 공간 역학과 보건 서비스의 공급

의 분포를 공간으로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공공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기존의 GIS를 이용한 연구는 거리를 모형에 

적용하여 지리적 분포를 나타내었다. 의료이용에 있어 환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설문, 그리고 인터뷰 등을 통한 통계학적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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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

한 환자들의 행태를 토대로 하여 GIS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지리적 분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인 거리기반의 분석이 아닌 실제 

접근 시간을 반영하여 평균 통행시간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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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허가병상 약 800병상규모의 한 대

학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10월 1일에서 2005년 9

월 30일까지의 입원한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주소가 불명확한 

환자와 섬에 거주하는 환자(전체 환자의 2.7%)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30,375명의 입원환자의 특성과 주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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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기술적 기술적 기술적 기술적 특성특성특성특성

 □ 입원환자의 항목 분석

지리정보화지리정보화지리정보화지리정보화

 □ 주소의 정보화를 통한 좌표설정

 □ 외부지리정보 분석

공간 공간 공간 공간 분석분석분석분석

gCRM gCRM gCRM gCRM 활용방안 활용방안 활용방안 활용방안 제시제시제시제시

그림4. 연구의 틀

 □ 입원환자 거주지 분포 분석

 □ 입원환자 특성별 통행시간별 거주지 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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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논문에서 자료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SAS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변수에 대해 단일변량(frequency), T-test, 그리고 분산분석(ANOVA)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또한 자료 가공과 공간적 분석을 위해 

TransCAD를 사용하였다.

가가가가. . . .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지리적 지리적 지리적 지리적 접근성 접근성 접근성 접근성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단계단계단계단계

1단계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양상을 분석하기위해 입원환자의 전체적

인 분포를 파악하고, 입원하는 환자의 지역별 구성도와 친화도를 살펴본

다. 2단계는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대상병원과 환자의 거주지와의 평균

거리와 통행시간을 산출한 후 관련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환

자의 특성별로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공간 분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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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입원환자의 지리적 분포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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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분석항목의 분석항목의 분석항목의 분석항목의 선정선정선정선정

입원환자의 정보는 퇴원요약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퇴원요약 DB

는 퇴원분석지를 통하여 퇴원환자의 개개인에 대한 진료내용 또는 해당 코

드 및 통계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UHDDS(Uniform Hospital 

Discharge Data Set)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Acute care 환자에 대

한 significant minimum data sets 중의 하나로, 1974년 미연방정부에 의

해 지정된 Medicare, Medicaid 환자의 퇴원정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들의 묶음이다. 1984년과 1986년 개정되어 현재까

지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범위도 확장되어 미국 내의 개인병원에서도 쓰이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퇴원분석지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진료통계자료 및 의료보험 청구용 자료

로 사용되고 있다(이정화, 1996). 본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도 퇴원요약 

DB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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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입원환자의 분석항목

분석항목 내용 구분

성  성별  남, 여

연령  입원시 연령군 구분
 0-9세, 10-19세...60-69세, 

 70세이상

상병군  ICD-10 code 이용  A,B,C... S,T,Z

재원일수  4분위 분포별로 구분  1-2일, 3-5일, 6-8일, 9일 이상

협의진단  타과의 협의진단 의뢰  유, 무

내원경위  병원 내원하는 방법  직접, 타원, 지원, 기타

입원경로  입원하는 경로  외래, 응급실, 기타

중환자실  입원중 중환자실 이용  유, 무

특진  주치의 특진  유, 무

수술  입원중 수술  유, 무

방문시기  입원한 시기
 3월-5월, 6월-8월, 9월-11월,   

 12월-2월

통행거리
 환자의 거주지로부터 

 병원까지의 거리
 km

통행시간
 환자의 거주지로부터 

 병원까지의 통행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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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TransCADTransCADTransCADTransCAD를 를 를 를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입원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거리 거리 거리 거리 및 및 및 및 통행시간 통행시간 통행시간 통행시간 분석과정분석과정분석과정분석과정

   TransCAD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도로망 네트워크와 버스 ․ 철도망 네트워크를 작성하였다.

  둘째, 소존(Small zone : 읍면동 체계)의 센트로이드 생성 및 분석 네트

        워크 노드와 연결하였다.

  셋째, 환자 개별 data의 주소지를 분석 네트워크의 소존(Small zone) 센

        트로이드 ID번호체계로 변경하였으며,

  넷째, 분석 네트워크의 개별 센트로이드에서 병원까지의 최소통행거리와  

        최소통행시간을 산출하였다.

        - 최소통행거리의 경우 작성한 도로망 네트워크의 도로 길이를   

     기준으로 Min-Path Algorithm을 이용하여 산출

        - 최소통행시간의 경우 승용차/버스/지하철 수요를 분석 네트워크  

     에 통행배분(사용자 평행배정기법 활용: U.E.)하여 링크별 지체  

     통행시간을 산출한 후, 산출된 지체통행시간을 기준으로 

          Shortest-path Algorithm을 이용하여 산출)

  다섯째, 환자 개별 data의 출발지 센트로이드 ID를 기준으로 병원까지   

      분석된 최소통행거리를 join하여 최종 분석 data를 가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공된 data의 환자별 통행시간과 각 특성변수들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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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분석 네트워크

그림7. 산출된 최소통행시간/최소통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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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11...입입입원원원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의의의료료료기기기관관관 이이이용용용도도도

        가가가가. . . .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통행시간 통행시간 통행시간 통행시간 현황현황현황현황

대상병원을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통행시간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실제 

통행시간을 고려하여 나타낸 분포를 살펴보면,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지역은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포함해 광명시의 남부, 수원시의 

북부, 서초구의 남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성남시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

역이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림8. 병원주변의 통행시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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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 . . 통행시간별 통행시간별 통행시간별 통행시간별 입원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분포분포분포분포

대상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의 도로기반 최단 거리의 누적비율과, 입

원환자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교통지체를 고려한 통행시간을 최소화

한 시간을 누적비율로 나타내었다(표2). 병원 3km 이내 거주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37.3%, 5km 이내에서 54.3%가 차지하였다. 대상 병원의 경

우, 10km 이내에 거주하는 환자의 비율이  78.5%임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 5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21.8%를 차지하였으며,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54.2%였다. 병원까지의 입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이내에 거주하

는 환자의 비율이 83.1%임을 알 수 있었다. 입원환자의 거주지 분포 비율

을 살펴본 결과 대상병원은 지역적 성향이 나타났다. 

표2. 일정 거리 및 통행시간내의 입원환자의 누적분포             (단위: 명, %)

거리 환자수 비율
누적

환자수

누적

비율

통행

시간
환자수 비율

누적

환자수

누적

비율

0~1km 3,736 12.3  3,736  12.3 5분 6,610 21.8  6,610  21.8

3km 7,593 25.0 11,329  37.3 15분 9,851 32.4 16,461  54.2

5km 5,157 17.0 16,486  54.3 30분 8,790 28.9 25,251  83.1

10km 7,351 24.2 23,837  78.5 60분 3,265 10.8 28,516  93.9

20km 3,351 11.0 27,188  89.5 90분   304  1.0 28,820  94.9

20km~ 3,187 10.5 30,375 100.0 90분~ 1,555 5.12 30,3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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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입원환자의 거주지 분포

   통행시간을 기반으로 하여 입원환자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병원의 인접한 지역에 분포가 밀집되어 있었다. 



- 30 -

        다다다다. . . .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구성도구성도구성도구성도

        대상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입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지역별 구성도를 살펴보았다.

                               특정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중 

                               단위지역내 거주하는 환자수

 지역별 환자 구성도(%) =                                         x 100

                             일정기간 특정병원의 퇴원환자수

선정한 단위지역은 대상병원의 위치에서 통행시간이 30분 이내인 지역을 

시, 구 단위로 선정하였다(그림8). 

표3. 지역별 입원환자 구성도                                     (단위:명, %)  

지역구분 입원환자수 구성도

안양시 동안구          10,718           35.3

안양시 만안구           4,979           16.4

의왕시           3,684           12.1

군포시           4,452           14.7

과천시            927            3.1

수원시 장안구            303            1.0

광명시            276            0.9

안산시            651            2.1

성남시 수정구             29            0.1

성남시 분당구             57            0.2

성남시 중원구             25            0.1

서울시 서초구             85            0.3

서울시 금천구            248            0.8

기타          3,941           13.0

계         30,3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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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구성도를 살펴본 결과, 안양시 동안구가 전체 입원환자의 

35.3%로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였으며, 안양시 만안구와 군포시 그리고 

의왕시 순으로 나타났다. 위 4개의 시, 구의 입원환자 분포는 전체 대상병

원의 입원환자의 78.5%로 나타났다. 

그림10. 지역별 환자 구성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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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입원환자의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친화도친화도친화도친화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입원환자의 친화도를 살펴보았다. 친화도는 의

료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용도를 나타낸다. 

                                일정기간 단위지역내의

                              특정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수

의료기관 친화도(%) =                                               X 100

                          일정기간 단위지역내의 퇴원환자수

  표4. 지역별 입원환자 친화도                                   (단위:명, %)

지역구분 총퇴원환자수1) 대상병원 퇴원환자수 친화도

안양시 동안구 34,981 10,718 30.6

안양시 만안구 28,081  4,979 17.7

의왕시 15,031  3,684 24.5

군포시 27,536  4,452 16.2

과천시  6,259   927 14.8

수원시 장안구 27,031   303  1.1

광명시 32,373   276  0.9

안산시 66,689   651  1.0

성남시 수정구 26,846    29  0.1

성남시 분당구 43,793    57  0.1

성남시 중원구 26,831    25  0.1

서울시 서초구 41,577    85  0.2

서울시 금천구 26,804   248  0.9

   지역사회주민들의 대상병원에 대한 친화도를 알아본 결과, 안양시 동안

구는 30.6%, 안양시 만안구는 17.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퇴원환자수

를 기준으로 나타낸 친화도는 구성비에 비해 의왕시와 과천시의 경우, 각

1) 건강보험 관리공단 2004년도 연보, 2005년도 연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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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4.5%와 14.8%로 나타났으며, 안양시 만안구는 입원환자수에 비해 지

역주민들이 타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11. 지역별 환자 친화도 비율



- 34 -

222...입입입원원원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별별별 평평평균균균 거거거리리리 및및및 통통통행행행시시시간간간

대상병원의 입원환자들의 특성을 퇴원요약지의 분석항목을 구분하여 변

수별로 환자의 거주지로부터 병원까지의 거리와 통행시간의 평균을 살펴보

았다. 먼저 분석항목을 일반적인 변수인 성별, 연령 그리고 입원시기와 입

원환자 질환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술여부, 중환자실 이용 여부, 협의진단

유무, 재원일수 그리고 질환군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의 이용행태 항목인 입원경로, 내원경위, 특진여부로 구분하였다. 

              가가가가. . . .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 남자

는 15,079명, 여자는 15,295명이였으며, 내원거리에 있어 남자는 평균 

15.0km, 여자는 16.9km로 나타났다. 통행시간도 남자는 27.4분, 여자는 

29.8분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9세가 6,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70세 이상의 환자가 4,494명으로 많았다. 평균 내원거

리와 통행시간을 살펴보면, 0-9세와 10-19세는 7~8km로 약 16분에서 19

분 이내에 내원 가능한 거주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60-69세와 70세 이

상의 경우에는 평균거리는 약 25~26km였으며 통행시간은 40분이상이였다.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환자의 평균거리와 통행시간

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입원 시기에 있어서는 계절별 평균은 비슷하였으

며 약 15~17km로 27~30분정도 통행시간이 소요되었다. 성별은 집단 간의 

평균거리와 통행시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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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세, 20-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집단 간의 평균거리

와 통행시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입원시기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5. 일반 변수별 거주지 평균 거리 및 통행시간                       (단위: 명, km, 분)

변수
거리 통행시간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성별

남(N=15,079)

여(N=15,295)

15.0±44.6

16.9±50.7

0.0005 27.4±58.5

29.8±66.2

0.0010

연령(세)

  0-  9(N=6,446)

10-19(N=1,765)

20-29(N=2,235)

30-39(N=3,465)

40-49(N=4,452) 

50-59(N=3,538)

60-69(N=3,979)

70-    (N=4,494)

8.6±25.0

7.4±26.0

14.9±47.1

13.9±45.4

13.5±40.5

16.1±46.1

26.1±67.8

25.1±62.7

<.0001

18.8±33.8

16.3±35.2

27.2±60.4

25.4±57.0

25.3±53.8

29.1±61.1

42.7±88.0

41.0±82.1

<.0001

입원시기(월) 

  3- 5(N=7,893)

  6- 8(N=8,134)

  9-11(N=6,749)

12- 2(N=7,598)

16.9±50.7

15.2±44.9

15.6±47.4

16.0±48.0

0.1544

29.8±65.9

27.8±59.2

28.0±61.4

28.8±63.2

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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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 . . 질환관련 질환관련 질환관련 질환관련 변수별 변수별 변수별 변수별 특성특성특성특성

환자의 질환에 관련된 변수별 입원환자의 평균 거리와 통행시간을 살펴보

았다. 수술을 한 환자는 10,370명으로 평균 거리와 통행시간은 각각 16.4km

와 29.1분이였으며, 수술하지 않은 환자는 20,004명으로 15.7km와 28.4분

이였다. 중환자실을 이용한 환자의 평균 거리와 통행시간이 22.0km와 37.0

분이고,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15.2km로 27.7분이 소요되는 것

으로 나타나 중환자실을 이용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분포가 병원으로부

터 원거리임을 알 수 있었다. 협의진단의 경우에도 협의진단을 받은 환자가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평균 거리와 통행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재원기간이 

1-2일과 3-5일인 환자의 경우의 거주지와의 거리는 약 13km로 소요되는 평

균통행시간은 25분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에 9일 이상 재원하는 환자들의 평

균거리는 22.3km로 37.2분이 소요되었다. 

수술여부에 있어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중환자실이용 여부, 협의진단 여부, 재원기간의 집단 간 평균에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질환관련 변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질

병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척도인 중환자실이용, 협의진단 실시 및 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내원환자의 평균거리와 통행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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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질환관련 변수별 거주지 평균 거리 및 통행시간                 (단위: 명, km, 분)

질환군에서는  악성 신생물(C)의 경우 환자수는 4,124명으로 평균 거주지

와의 거리는 24.3km였으며, 통행시간은 평균 40.5분이 소요되어 질병군 중

에서 입원환자의 거주지와의 거리 및 소요되는 통행시간의 평균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반면에 호흡기질환(J)을 가진 입원환자의 경우는  평균거리가 

10.9km로 통행시간은 21.9분으로 나타났으며 질환군 중 거주지와의 거리와 

접근시간이 가장 짧은 곳에 거주함을 알 수 있었다. 질환군은 개별 상병의 특

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변량 분석만을 시행하였다.

변수
거리 통행시간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수술여부

유(N=10,370)

무(N=20,004)

16.4±50.1

15.7±46.5

0.2548 29.1±65.0

28.4±61.2

0.3255

중환자실이용

유(N=  3,131)

무(N=27,243)

22.0±59.8

15.2±46.2

<.0001 37.0±78.4

27.7±60.3

<.0001

협의진단

유(N=  8,316) 

무(N=22,058)

21.5±59.7

13.8±42.3

<.0001 36.2±77.7

25.8±55.5

<.0001

재원기간(일)

1-2(N= 7,875)

3-5(N=10,054)

6-8(N= 5,118)

9-  (N= 7,328)

13.2±41.9

13.5±41.5

15.6±45.1

22.3±61.2

<.0001

24.9±54.7

25.4±54.5

28.5±60.1

37.2±79.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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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질환군별 거주지 평균 거리 및 통행시간                        (단위: 명, km, 분)

2) 상병코드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인 ICD-10를 기준으로 함. 

   A,B: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C:악성 신생물, D:양성 신생물 및 혈액조혈기관 질환, 

E:내분비계 질환, F:정신 및 행동 장애, G:신경계 질환, H1:눈질환, H2:귀질환,

   I:순환기계 질환, J:호흡기계 질환, K:소화기계 질환, L:피부질환, M: 근골격 및 

결합조직 질환, N:비뇨생식기계질환, O:임신 출산 및 산욕, P:신생아질환, Q:선천성 

질환, R:증상, S,T:손상 및 외인, Z:보건서비스접촉

변수
거리 통행시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질환코드군2)

A,B(N=2,258) 

C   (N=4,124)

D   (N=1,230) 

E   (N=   644)

F   (N=   471)

G   (N=   739)

H1 (N=   670) 

H2 (N=   753) 

I    (N=2,592)

J    (N=4,398)

K   (N=3,520)

L   (N=   393)

M   (N=1,511)

N   (N=1,811)

O   (N=   761)

P   (N=   467)

Q   (N=   332)

R   (N=   642)

S,T(N=2,637)

Z   (N=2,214)

12.4±42.7

24.3±61.6

16.4±48.9

14.5±46.8

13.0±38.2

15.8±45.8

15.8±45.5

19.7±64.1

19.7±54.3

10.9±33.6

13.7±43.1

11.7±39.5

22.8±62.4

12.7±40.5

12.6±41.1

12.7±34.1

12.1±29.7

12.5±38.3

15.6±47.3

11.1±29.3

23.2±54.2

40.5±80.2

29.1±63.4

26.1±59.5

25.0±52.3

28.2±60.8

29.3±61.5

32.6±78.6

33.8±71.1

21.9±45.1

25.5±56.6

22.4±50.6

38.0±80.5

24.1±53.6

24.1±54.6

24.8±45.0

24.4±42.7

23.9±49.6

28.0±62.9

2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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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  .  .  이용행태 이용행태 이용행태 이용행태 변수별 변수별 변수별 변수별 특성특성특성특성

표8. 이용행태 변수별 거주지 평균 거리 및 통행시간                 (단위: 명, km, 분)

입원경로별로 살펴보면, 외래를 통해 입원하는 경우와 응급실을 통해 입원

하는 경우의 평균 거리와 통행시간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내원경위는 직접 방

문하는 환자의 경우 거주지와의 평균거리는 15.2km로 27.5분이 소요되며, 

타병원에서 의뢰하여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24.5km로 40.8분이였다. 재

단 병원의 지원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평균거리가 49.7km로  약 82분이 내원

하는데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특진여부에 있어서 특진을 받은 환자와 그렇

지 않은 환자의 평균거리와 통행시간은 각각 16.8km와 29.8분, 13.0km와 

24.9분이였다. 

변수
거리 통행시간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입원경로

외   래(N=20,694)

응급실(N=  9,199)

기   타(N=    482)

16.6±49.4

14.5±44.4

13.1±38.0

0.0009
29.6±64.4

26.6±58.5

25.2±52.2

0.0003

내원경위

직접(N=27,599)

타원(N=  2,311)

지원(N=      60)

기타(N=    404)

15.2±46.4

24.5±61.6

49.7±63.3

13.3±39.2

<.0001

27.5±60.7

40.8±80.3

82.3±93.7

25.5±53.1

<.0001

특진여부

유(N=23,322)

무(N=  7,052)

16.8±49.8

13.0±40.3

<.0001 29.8±64.9

24.9±53.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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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입입입원원원환환환자자자 특특특성성성별별별 통통통행행행시시시간간간 기기기준준준 거거거주주주지지지 분분분포포포

입원환자의 특성별 거주지 분포를 통행시간대별로 분석하고 실제 분포

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분석한 평균거리와 통행시간을 산출하여 분석

한 결과, 입원시기와 수술여부는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가가가가. . . . 성별성별성별성별

성별 통행시간을 구분하여 환자분포를 나타낸 결과, 남자의 경우 5분이

내 거주하는 환자가 3,262명으로 21.6%를 차지하였으며, 6분에서 15분 

이내는 4,861명(32.2%), 16분에서 30분 이내는 4,410명(29.2%)이였다. 

여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으나 대상병원의 경우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

며, 통행시간별로도 남녀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9. 성별 통행시간대별 거주지 분포                          (단위:명, 비율:%)

성별 구분 5분 15분 30분 60분 90분 90분이상 계

남
환자수 3,262 4,861 4,410 1,671 175 701 15,079

비율 21.6 32.2 29.2 11.1 1.2 4.7 100.0

여
환자수 3,348 4,990 4,380 1,594 129 854 15,295

비율 21.9 32.6 28.6 10.4 0.8 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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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연령연령연령연령

0-9세의 소아환자의 경우, 거주지에서 통행시간이 짧은 지역의 분포가 

집중되어 30분 이내 거주하는 환자의 비율이 88.9%로 입원환자의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나, 9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2%에 지나지 않았다. 반

면에 60세-69세와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90분 이상 통행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분포도 각각 10.1%, 10.3%가 되었다. 그러나 

60-90분대의 환자수는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다른 시간대에 비해 매우 낮

은 분포를 보였다.

표10. 연령별 통행시간대별 거주지 분포                      (단위:명, 비율:%)

연령군 구분 5분 15분 30분 60분 90분 90분이상 계

0-9세
환자수 1,432 2,192 2,109 576 38 99 6,446

비율 22.2 34.0 32.7 8.9 0.6 1.5 100.0

10-19세
환자수 531 595 533 75 5 26 1,765

비율 30.1 33.7 30.2 4.3 0.3 1.5 100.0

20-29세
환자수 446 741 653 287 21 87 2,235

비율 20.0 33.2 29.2 12.8 0.9 3.9 100.0

30-39세
환자수 730 1,190 979 417 33 116 3,465

비율 21.1 34.3 28.3 12.0 1.0 3.4 100.0

40-49세
환자수 1,007 1,433 1,328 479 30 175 4,452

비율 22.6 32.2 29.8 10.8 0.7 3.9 100.0

50-59세
환자수 689 1,211 968 451 32 188 3,538

비율 19.5 34.2 27.4 12.7 0.9 5.3 100.0

60-69세
환자수 782 1,186 1,065 505 40 401 3,979

비율 19.7 29.8 26.8 12.7 1.0 10.1 100.0

70세~
환자수 993 1,303 1,155 475 105 463 4,494

비율 22.1 29.0 25.7 10.6 2.3 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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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0-19세의 입원환자의 거주지는 대부분 병

원과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원과의 통행시간

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60세 이상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상병원까

지의 거리, 교통사정이 다소 장애가 되어도 거주지와의 접근 용이성이외의 

다른 원인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내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거

주지 분포는 대상병원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분포되었으며, 0-9세에 

비해 70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분산되어 있었다. 특히 병원 주변지역 이외

의 지역 중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 많이 거주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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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연령군별 입원환자 분포

0세~9세

7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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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 . . 질환군질환군질환군질환군

대상병원의 질환군별 환자수를 다빈도 순으로 나타낸 후, 입원환자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았다. 환자수가 가장 많은 호흡기계 질환의 경우, 5

분 이내는 22.5% (988명), 6분-15분은 33.3%(1,463명), 16분-30분 이내

는 32.7%(1,438명)으로 통행거리가 30분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88.5%였

다. 악성 신생물인 경우에는 통행거리가 30분 이내인 환자는 75.2%였으

며, 9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비율은 9.2%로 나타났

다. 순환기계 질환은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78.9%였으며, 9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도 7.3%로 나타

났다. 대상병원이 인근지역내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관계로 다른 질환에 비

해 중증질환인 악성 종양 질환 환자의 경우 선택적으로 대상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순환기계 질환도 이와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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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질환군별 통행시간대별 거주지 분포                 (단위:명, 비율: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악성 신생물 환자인 경우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와 수원시 장안구, 그리고 안산지역에 분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호

흡기계 질환의 경우는 대부분의 거주지가 병원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었

다. 

다빈도

상병군
구분 5분 15분 30분 60분 90분 90분이상 계

호흡기계
환자수 988 1,463 1,438 345 27 137 4,398

비율 22.5 33.3 32.7 7.8 0.6 3.1 100.0

악성신생물
환자수 690 1,333 1,081 550 90 380 4,124

비율 16.7 32.3 26.2 13.3 2.2 9.2 100.0

소화기계
환자수 808 1,167 1,029 332 39 145 3,520

비율 23.0 33.2 29.2 9.4 1.1 4.1 100.0

순환기계
환자수 585 779 683 326 30 190 2,592

비율 22.6 30.0 26.3 12.6 1.2 7.3 100.0

외상
환자수 651 801 739 288 27 131 2,637

비율 24.7 30.4 28.0 11.0 1.0 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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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림13. 질환군별 입원환자 분포 

악성종양

호흡기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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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 . . 재원일수재원일수재원일수재원일수

재원일수는 환자 질환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

다. 재원일수별 환자의 구성과 통행시간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재원일수가 

1-2일, 3-5일의 5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환자는 각각 23.2%, 22.2%였으며, 

6분에서 15분은 33.0%, 33.3%, 16분에서 30분은 29.0%, 29.9%로 분포에 

있어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재원일수가 9일 이상인 경우의 환자의 분

포는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환자의 분포가 많았지만 30분 이상의 지역에 거

주하는 환자의 비율도 다른 재원기간에 비해 비교적 높은 22.4%였다. 중증환

자의 경우 통행시간이 긴 지역에서도 내원하는 것으로 보아  통행시간이외의 

다른 이유로 입원함을 알 수 있다.

표12. 재원일수별 통행시간대별 거주지 분포                  (단위:명, 비율:%)

             

재원일수 구분 5분 15분 30분 60분 90분 90분이상 계

1-2
환자수 1,828 2,598 2,286 797 82 284 7,875

비율 23.2 33.0 29.0 10.1 1.0 3.6 100.0

3-5
환자수 2,231 3,346 3,001 968 93 415 10,054

비율 22.2 33.3 29.9 9.6 0.9 4.1 100.0

6-8
환자수 1,078 1,630 1,563 528 42 277 5,118

비율 21.1 31.9 30.5 10.3 0.8 5.4 100.0

   9-  
환자수 1,473 2,277 1,940 972 87 579 7,328

비율 20.1 31.1 26.5 13.3 1.2 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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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재원일수별 입원환자 분포

1~2일

9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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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협의진단 협의진단 협의진단 협의진단 유무유무유무유무

협의진단 유무에 따라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협의진단을 받은 환자

는 5분 이내는 20.6%, 6분에서 15분 이내는 30.8% 그리고 16분에서 30

분 이내에 거주하는 환자는 27.9%였다. 협의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

우도 이와 비슷하게 각각 22.2%, 33.0%, 그리고 29.3%로 나타났다. 90분

이상의 경우는 협의진단을 받은 환자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13. 협의진단 유무별 통행시간대별 거주지 분포             (단위:명, 비율:%)

거주지의 분포는 협의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의 분포가 전체적

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협의진단을 실시한 환자의 거주지는 병원을 중심으

로 북쪽과 남쪽으로 분포되는 성향을 보였다(그림 15). 

협의진단 구분 5분 15분 30분 60분 90분 90분이상 계

유
환자수 1,709 2,563 2,320 991 94 639 8,316

비율 20.6 30.8 27.9 11.9 1.1 7.7 100.0

무
환자수 4,901 7,288 6,470 2,274 210 916 22,058

비율 22.2 33.0 29.3 10.3 1.0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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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협의진단별 입원환자 분포

협의진단실시

협의진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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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바. . . .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유무유무유무유무

중환자실 사용 유무의 통행시간대별 분포는 협의진단 유무의 분포와 비

슷하게 나타났다. 중환자실 사용한 환자는 5분, 6분에서 15분 이내, 그리

고 16분에서 30분 이내는 19.7%, 31.7%, 27.0%로 나타났다. 협의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각각 22.0%, 32.5%, 그리고 

29.2%로 나타났다. 90분이상의 경우는 중환자실을 사용한 환자의 비율은 

8.1%, 그렇지 않은 환자의 비율은 4.8%였다.

표14. 중환자실 사용유무별 통행시간대별 거주지 분포         (단위:명, 비율:%)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않은 환자의 거주지 분포는 방향성 없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중환자실을 이용한 환자의 거주지는 협의진단을 실시한 

환자의 거주지와 비슷하게 병원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분포되는 양상

이었다(그림 16). 

중환자실 구분 5분 15분 30분 60분 90분 90분이상 계

유
환자수 618 993 846 385 36 254 3,131

비율 19.7 31.7 27.0 12.3 1.2 8.1 100.0

무
환자수 5,992 8,858 7,944 2,880 268 1,301 27,243

비율 22.0 32.5 29.2 10.6 1.0 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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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중환자실 사용 유무별 입원환자 분포

중환자실사용

중환자실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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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 . . . 입원경로입원경로입원경로입원경로

입원경로를 살펴보면, 외래를 통해 입원을 하는 경우와 응급실을 통해 입

원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통행시간대별 분포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15. 입원경로별 통행시간대별 거주지 분포                  (단위:명, 비율:%)

입원경로 구분 5분 15분 30분 60분 90분 90분이상 계

외래
환자수 4,318 6,813 5,997 2,218 221 1,127 20,694

비율 20.9 33.0 29.0 1.7 1.1 5.5 100.0

응급실
환자수 2,169 2,903 2,675 963 76 413 9,199

비율 23.6 31.6 29.1 10.5 0.8 4.5 100.0

본원출생

신생아

환자수 123 135 118 84 7 15 482

비율 25.5 28.0 24.5 17.4 1.5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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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입원경로별 입원환자 분포

외래를 통한 입원

응급실을 통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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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 . . 내원경위내원경위내원경위내원경위

내원경위를 살펴보면, 대상병원에 직접 내원하는 경우는 통행시간 30분이

내 거주하는 환자가 전체의 84.1%였다. 타원에서 의뢰를 하여 내원하는 환자

는 16분에서 30분정도의 통행시간이 소요되는 거주지의 환자들이 전체의 

30.2%로 가장 높았으며, 재단병원에서 지원하여 전원을 하는 경우는 31분에

서 60분 사이의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인 직접 입원의 경우는 병원과의 접근시간이 짧은 지역에서 밀집되

어 있었다. 타원을 경위하여 입원한 경우는 병원의 주변지역과 병원을 기준으

로 북쪽과 남쪽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비교적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원

의 경우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재단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환자의 거주지 

분포를 나타내므로 단순한 환자의 거주지 용이성을 위한 전원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전원임을 알 수 있다.

표16. 내원경위별 통행시간대별 거주지 분포                  (단위:명, 비율:%)

                                

내원경위 구분 5분 15분 30분 60분 90분 90분이상 계

직접 환자수 6,123 9,087 7,976 2,842 268 1,303 27,599

비율 22.2 33.0 28.9 10.3 1.0 4.7 100.0

타원 환자수 382 647 699 332 30 222 2,311

비율 16.5 28.0 30.2 14.4 1.3 9.6 100.0

지원 환자수 3 6 13 20 1 17 60

비율 5.0 10.0 21.7 33.3 1.7 28.3 100.0

기타 환자수 102 111 102 71 5 13 404

비율 25.3 27.5 25.3 17.6 1.2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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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내원경위별 입원환자 분포

직접 입원

타원경위

지원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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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자. . . . 특진유무특진유무특진유무특진유무

특진유무에 따른 환자의 통행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특진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5분까지는 21.6%, 6분에서 15분은 32.4%, 16분에서 30분

은 28.5%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진을 받지 않는 경우는 각각 22.2%, 

32.7%, 30.5% 등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평균의 차이는 있었으나 실

제 분포에 있어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17. 특진유무별 통행시간대별 거주지 분포                  (단위:명, 비율:%)

                                                    

    

                    

특진 구분 5분 15분 30분 60분 90분 90분이상 계

유 환자수 5,044 7,548 6,641 2,542 253 1,295 23,322

비율 21.6 32.4 28.5 10.9 1.1 5.6 100.0

무 환자수 1,566 2,303 2,149 723 51 260 7,052

비율 22.2 32.7 30.5 10.3 0.7 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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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입입입원원원환환환자자자의의의 접접접근근근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의의의 gggCCCRRRMMM 활활활용용용

   일반적인 CRM을 하기위해 고객의 세분화는 기본적인 사항이며, gCRM

에 적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거주지를 세분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대상병원에 입원한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분포를 파악

하고 통행시간대별로 세분화하였다. 

   대상병원 환자의 구성도와 친화도는 병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들

의 지역적인 분포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고객관리에서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지역별로 분석함으로써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입원

환자의 특성별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거주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지역별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연령을 살펴보면, 소아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통행시간이 30분이내의 병원 인근지역에서 

입원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이 시설이용에 장애

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요인이 없이 내원한다. 이런 경우는 병

원이용의 편의성이 제공된다면 지속적으로 내원할 수 있는 고객이다. 반면

에 고령의 경우는 다소 교통이 장애가 되더라도 내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내원을 하는 것이다. 질병관련 특성에 관련한 경우

도 앞선 분석에서도 나온 결과와 같이 진단명, 재원일수, 협의진단, 중환자

실 사용에 따라 통행시간대별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 재원일수가 길어지

고, 협의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중증환자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내원환자들은 선택적으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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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찾는다.

   GIS를 이용하여 환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는 gCRM 활용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병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첫째, 대상병원의 입원환자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30분 이내에 내

원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비율이 전체 환자의 83.1%로 지역

병원의 성향이 강하다. 지역병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에 맞는 특성화된 진료과 및 센터를 개설하여 원거리에서도 내원할 수 있

는 요인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지역병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

째, 대상병원의 경우 안양시 만안구와 군포시를 타겟으로 하여 환자유치를 

위한 지역 마케팅을 해야 한다. 안양시 만안구와 군포시의 경우 지역 내 

총퇴원환자수에 비해 대상병원에 대한 친화도는 16~17%에 지나지 않았

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병원에 대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셋째, 환자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변수별 거주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앞의 지도에서 본 것과 같이 남북으로 방향성을 나타내며 입원환자가 분포

하였다. 이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이외의 다른 요인으

로 입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방향성을 보이는 원거리 환자의 유치를 위해 

환자가 분포하는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상

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중증도를 나타내는 변수 분석시 거

주지 분포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환자의 지리적 특성은 해당지역에 대한 마케팅전략 수립에 과학적 예측

력을 강화시켜 준다. 고객의 특성과 행태를 이해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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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이전에 고객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에 더

욱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GIS를 이용

한 환자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은 고객과의 접촉 포인트를 개선해 주고 접

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킨다. 또한 지역에 대해 이미 분석된 정보를 

이용하여 아직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한 추정값을 산출하는

데 핵심변수로 사용된다. gCRM은 고객정보에 주거형태, 주변 상권 등의 

요소를 포함시켜 보다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추

출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을 분할하다보면 결국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단계에 이르러 one to one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타겟지역별로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면밀하게 파악하

여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원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 마케팅에 있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선호하는 내용의 건강강좌나 무료검진 등을 계획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하

는 것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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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찰찰찰

   일반 기업 등 타 분야에서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고객을 분류하고 관리

하는데 비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점에

서 고객에 대한 접근을 한다. 즉, 건강정보가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건강증진 및 적절

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강성홍, 2003).  

   정원미 등(2002)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에 대한 의료이용수준과 의료이용실태를 설문을 통해 파악하

였으며, Taylor, Larson 등(2006)은 미국 여성의 의료이용도와 비용에 관

한 연구가 있었다. 김요은(1999)은 영국의 남서부 지역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존율과 대기시간을 분석하여 연령, 암 진행시기, 수술유형과 

치료지역이 생존율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거주지에서 병원까지의 물리적 

거리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병원

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GIS tool을 이용하여 거주지의 분포를 실제 접

근하는 통행시간을 추정, 산출하여 환자의 특성과 분포를 가시적으로 나타

내었다. 입원환자의 특성별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거주지 분포를 분석한 결

과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질환이고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접근시간이 길

어졌으며, 일정한 분포의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병원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 환자를 입원환자로 국한시킨 점이다. 분석 데

이터에 있어서 외래환자의 데이터는 입원환자의 것에 비해 제대로 구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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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아 분석하기에 부적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등 다차원적인 분

석을 통한 분석이 아닌 분포 분석만으로 그쳤다는 점이다. 

    병원의 양적 팽창, 국민의 의료 이용률 증가, 의료시장 개방, 의료정보

화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률의 급증으로 의료 환경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다. 병원의 마케팅은 입원환자 또는 지역 주민의 필요한 요구를 이해해야 

한다. 외부환경의 통제 불능 요소를 파악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보건의료

의 욕구를 파악하고 만족할 만한 대응을 해야 하며, 모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역의 미래지향적 시장을 정립해야 한다. 이에 GIS를 접목하여 효율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타겟 마케팅, 나아가 One to One Marketing으

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분석에 의한 시장세분화가 필수적이다. 

gCRM은 환자개인의 신상자료, 환자진료자료, 설문조사 등으로 수집된 개

인 라이프스타일이 포함된 환자분석 자료에 내원환자의 거주지 분포와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병원이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고객의 욕구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타겟 대상을 특별한 목적성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대상을 선정하

여 그들에 대한 세부적인 고객정보를 파악한 후 GIS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다면 gCRM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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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대상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원환자

의 특성과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대상병원의 입원환자의 이용도를 분

석하고 특성별 거주지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지역별 환자의 분포는 

83.1%정도가 대상병원에 3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

였으며, 지역별 구성도는 대상병원이 위치한 안양지역과 주변의 의왕시와 

군포시의 비율이 높았으며, 친화도의 경우도 안양시 동안구와 의왕시가 다

른 지역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입원환자의 특성별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거주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연령이나 질환군, 재원일수 등에 따라, 통행시간별 분포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이 시설이

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요인이 없이 내원하는 경우와 

다소 교통이 장애가 되더라도 내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알 수 있었다. 또

한 실제 분포에서 나타난 중증환자의 분포 지역과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병원정책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에 맞는 특성화된 진료과 및 센터를 개설하고, 안양시 만안구와 

군포시를 타겟으로 하여 환자유치를 위한 지역 마케팅을 해야 한다. 또 마

케팅대상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gCRM의 일환으로 타겟 지역별로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라이프스타

일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선호하는 내용의 건

강강좌나 무료검진 등을 계획하는데 반영하여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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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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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of of of of Geographic Geographic Geographic Geographic Accessibility  Accessibility  Accessibility  Accessibility  of of of of the the the the Inpatients Inpatients Inpatients Inpatients Using Using Using Using GISGISGISGIS

- - - - Case Case Case Case of of of of a a a a Hospital Hospital Hospital Hospital in in in in Kyeonggido Kyeonggido Kyeonggido Kyeonggido ----

                Sun Hee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 D.)

   In this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inpatient services 

were examined by using the special analysis with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he time to come to hospital was estimated by 

the GIS tool, called TransCAD, and was used in the analysi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inpatients at the university 

hospital with about 800 permitted beds, located in Gyeonggi-do, and 

patients admitted from October 1, 2004 to September 30, 2005. 

   As for the patient distribution by region, approximately 83.1% of 

patients resided in a region that they could reach the hospital 

within 30 minutes, and the regional composition and affinity were 

also higher in the neighboring reg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fluencing factors for the use of inpatient service were :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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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group, and the length of stay. Through the distribution by 

each region, the specialization of the target hospital could be suggested 

and the target areas for marketing could also be selected; furthermore, 

the medical services needed by patients could be provided by 

subdivid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part of gCRM and by reflecting 

them when planning health-related lectures or free medical 

examination preferred by residents.

Key word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atient distribution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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