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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입원의료를 이용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주민들

의 의료이용에 대한 지역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005년 환자조사 입

원자료 523,782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의료기관평가 자료, 2005년 인구센서스, 2006년 보

건의료자원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타 지역 입원의료 이용의 가장 큰 요인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의료서비스 수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의료기관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 지역이 9.5점 미만인 지역에 비해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확률이

8.3배가 높았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병상수가 910병상 이상인 지역이 910병상 미만인 지역에 비해 타

지역 입원의료 이용확률이 2.0배 높았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공급량

의 확충과 분배보다는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 가능성, 경제적 이용능력,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 등과 같은 의료공급

자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1]. 우리나라는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고 국민들의 소

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의료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었다[2]. 또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의료이용의 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이나 보건

기관을 설립함에 따라 지역적인 접근성도 향상되고

있다[3].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서 진료를 받지 않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 특히 최근에 KTX 등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지방환자가 서울에서 진료를 받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

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시 의료의 질적 측

면을 중시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

부분의 병원선택에 관한 연구에서도 환자측면에서의

의료의 질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

히 외래환자 보다 입원환자에서 크다고 보고하고 있

다[4,5,6].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국가 정책 방향이 주민들의 지역적

인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측면보다는 의료공급량을 늘리는 정

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의료의 타 지역 이용

에 관한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건정책연구는 의료수요에 맞

는 의료자원의 균등한 분포에 초점이 맞추어 왔다.

그러나 지역의료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국민

은 일정수준의 양질의 의료를 특정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질향상 노력

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타 지역 의료이용의 요인

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료의 이

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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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자료는 2005년도 환

자조사 자료(질병관리본부)를 사용하였다. 환자조사

자료는 병원급 이상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전체병

원 모두를 조사하였고, 의원급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표본을 추출하여 입원환자를 조사하여 추정한 자료

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집되는 입원환자 자료 중

대표성이 가장 높은 자료이다. 인구에 관련된 자료

는 2005년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였다. 병상

및 의료 인력에 대한 자료는 2006년도 의료자원 실

태를 조사한 2007년도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자료

를 이용하였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자

료는 2004년도 의료기관평가 자료를 이용하였다.

2.2 자료분석

수진자 특성은 환자조사 자료 중 성별, 연령, 보

험유형, 의료기관유형, 질병군을 사용하였으며, 질병

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

였다. 지역의료 공급수준은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의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수, 병상수, 의사수를

이용하였다.

지역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산출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 점

수를 이용하였다. 타 지역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주로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임에 따라 2004년도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병원의 자료를 점수화하였다.

점수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각 병원의 18

개 평가부문별(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

체계, 감염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질향상체계, 병

동, 외래, 의료정보/의무기록, 영양, 응급, 수술관리체

계, 검사, 방사선검사, 약제, 중환자, 모성과 신생아)

등급을 A는 4점, B는 3점, C는 2점, D는 1점을 각

각 부여하고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병원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의 각 지역 병원의 점수

를 합산한 후 이를 인구 10만 명당 점수로 환산하였

다. 이를 의료기관 소재지의 의료의 질적 수준으로

보았다.

종속변수인 동일지역 진료여부는 14개 특광역시

도의 행정구역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은 2005년 환자조사 자료 중 입원환자

523,78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 1]과 같이 남녀

의 비율은 동일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고, 25-34세, 45-55세, 35-44세 순이었다. 인구 10

만 명당 의료기관수, 병상수, 의사수와 의료기관 소

재지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각 평균치를 기점으로 구

간화하였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종합병원 입원환

자가 50.5%, 병원급 26.1%, 의원이 23.4% 순이었으

며 의료기관 소재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환자는

82.7%, 타 지역 거주환자는 17.3%였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261,893 50.0

여자 261,889 50.0

연령 0~14 54,424 10.4

15~24 39,554 7.6

25~34 89,825 17.2

35~44 80,810 15.4

45~54 83,949 16.0

55~64 68,274 13.0

65+ 106,946 20.4

보험유형 건강보험 372,693 71.2

의료보호 46,952 8.9

기타 104,137 19.9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수

0~149 271,437 51.8

150+ 252,345 48.2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0~910 269,778 51.5

910+ 254,004 48.5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

0~139 292,593 55.9

140+ 231,189 44.1

의료기관유형 종합병원 264,626 50.5

병원 136,775 26.1

의원 122,381 23.4

의료기관 소재지의

의료서비스 수준

0~9.4 273,362 52.2

9.5+ 250,420 47.8

동일지역 진료 유무 동일지역 433,423 82.8

기타지역 90,359 17.3

전체 523,782 100.0

분석대상 환자의 거주지역별 분포는 [표 2]와 같이

서울(18.4%), 경기(20.3%) 지역 등 수도권 인구가

약 40%를 차지하였고, 질병군별 분포는 [표 3]과 같

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26.52%), 악성신생물(9.18%), 소화기계통의 질환

(9.07%), 순환기계통의 질환(8.89%), 호흡기계통의

질환(7.2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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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대상자의 거주지역 분포
구분 N %

서울 96,526 18.43

부산 34,515 6.59

대구 20,981 4.01

인천 28,459 5.43

광주 15,730 3.00

대전 14,256 2.72

울산 12,486 2.38

경기도 106,103 20.26

강원도 20,352 3.89

충청북도 17,303 3.30

충청남도 22,371 4.27

전라북도 28,829 5.50

전라남도 29,644 5.66

경상북도 31,912 6.09

경상남도 39,092 7.46

제주도 5,223 1.00

전체 523,782 100.00

[표 3] 분석대상자의 질병군 분포
질병군(주상병) N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0,699 3.96

악성신생물 48,020 9.18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1,784 0.3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9,896 1.89

정신 및 행동 장애 16,048 3.07

신경계통의 질환 9,149 1.75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14,909 2.85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4,759 0.91

순환기계통의 질환 46,524 8.89

호흡기계통의 질환 37,991 7.26

소화기계통의 질환 47,475 9.07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5,023 0.96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4,448 6.58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21,449 4.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 37,986 7.2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4,765 0.91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2,888 0.5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8,090 1.55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38,759 26.52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12,489 2.39

전 체 523,151 100.0

3.2 타지역 입원의료에 대한 요인분석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여부와 요인에 대한 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0.85배 낮으며, 0-14세

연령군을 기준으로 15-24세, 25-34세, 55-64세 순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보험유형에 따른 타지역 입원

의료 이용은 기타(자동자보험, 산재보험 등)보다 의

료보호가 0.79배 더 낮았으며, 의원에 비해 종합병원

이 2.39배, 병원이 1.99배 높았다. 질병군별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은 기타 질병에 비해 선천성 기형, 변

형 및 염색체 이상이 3.16배, 신생물이 2.64배 높았

다. 거주지역별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은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인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천, 경기 등 서

울인근지역이 1.40배 높은 반면, 기타 지역이 0.70배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의료

기관수와 의사수는 많을수록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

오즈비가 낮은 반면,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가 많을

수록 높았다. 또한 의료기관 소재지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이 8.26배나 타

지역 입원의료 이용이 높았다.

[표 4] 타지역 진료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Odds ratio

(95% CI)

성별-여자**(기준: 남자) 0.854(0.840- 0.868

연령(기준: 0~14세)

15~24
**

1.968(1.892- 2.047)

25~34** 1.529(1.476- 1.583)

35~44** 1.285(1.241- 1.331)

45~54 1.340(1.295- 1.387)

55~64** 1.467(1.417- 1.520)

65+
**

1.263(1.222- 1.306)

보험유형(기준: 기타)

건강보험 0.859(0.839- 0.878)

의료보호** 0.794(0.767- 0.821)

의료기관유형(기준: 의원)

종합병원** 2.387(2.328- 2.447)

병원
**

1.985(1.933- 2.039)

주진단(기준: 기타)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3.157(2.887- 3.453)

신생물** 2.636(2.570- 2.570)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2.039(1.948- 2.133)

기타 대분류† 1.940(1.894- 1.986)

거주지역(기준: 대도시)

서울인근지역(인천,경기)** 1.395(1.344- 1.447)

기타 지역
**

0.704(0.679- 0.731)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수(기준:

149개소 이하)

150개소 이상
**

0.732(0.716- 0.749)

인구10만 명당 병상수

(기준: 909개 이하)

910이상
**

1.990(1.926- 2.057)

인구10만 명당 의사수

(기준: 139명 이하)

140명 이상
**

0.131(0.127- 0.135)

의료기관 소재지의 의료의 질적 수

준(기준: 9.4점 이하)

9.5점 이상
**

8.257(8.089- 8.428)
** p<0.01,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정신 및 행동 장애, 신경계통의 질환,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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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입원의료에 대한 타지역 이용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연령, 성별, 보험

유형 등 개인적 속성요인, 환자의 거주지역의 의료

공급량인 의료환경적 요인, 질병군 등 의료요구 요

인에 더해 수진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변수로 하

였다.

타 변수를 고려한 다변량분석 결과에서는 의료의

질적수준이 높은 대형병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타지

역 환자의 의료이용이 월등히 높았다. 즉 인구 10만

명당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지역이 9.5점 미만인 지역에 비해 8.3

배나 높았다. 또한 신생물, 선천성 기형 등 중증질병

군의 타지역 입원이용율이 2～3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특이할만한 점은 기타 변수를 고려할 때

대도시 지역에 비해 인천, 경기 등 서울인근 거주지

역 주민의 타지역 입원이용률이 높은 반면 지방환자

가 대도시 지역 거주자보다 타지역 의료이용률이 오

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가 많은 지역이 오히려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

률이 높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자원 분배의 정책근거가 중

진료권을 기준으로 취약지구에 대한 의료시설 투자

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의료의 지역화라는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5]. 또한

의료전달체계는 지역화,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장치로 인식되어 왔으나, 일부에서는 우리나

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함께 현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지역단위의 의료공급량이 적정수준

이라 하더라도 타지역 의료이용은 여전히 높은 현상

은 이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의료자원 공급수준이나 도시화의 수준에 따라 환자

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의료의 지역화란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보장

함으로써 국민이 어디서나 적시에 적정한 수준의 의

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5]. 정부는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공급량 확충에 힘

을 쏟아왔다. 그러나 의료의 형평성에서 이제 의료

수준의 형평성이란 관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국민

은 거주지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적정수준의 동등

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

장함으로써 의료의 지역화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자

원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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