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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일개 건강검진기관의 수검자 동선을 최적화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
성을 높이 고자 수행되었다. 2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셨으며 수검자의 전체 체류 시
간, 직원 활용도, 검사실 가동률 지표를 비교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수검자 동선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시뮬레
이션 분석 결과, 각 수검자 동선 시나리오에 따른 평가지표들의 결과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래 최적의 
수검자 동선 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으나, 효율적인 병원 운영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의 활용은 방법
론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 감정, 직관에 의존하는 기존의 보건의료 관리 기법과 달리 시뮬레이
션은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기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델은 보건 의료 
시스템 상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환자 동선, 시뮬레이션, 운영 효율성, 건강검진기관, 병원운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the patient(examinee) flow in a health examination center 
via a simulation model and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Two experimentation scenarios were implemented 
into the simulation model to determine which proposed scenario provides bette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following performance measures: LOS(Length of Stay), staff utilization, and occupancy level. The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ponse results of two scenarios. Although the 
original motivation of this study was suggest optimal policy for a patient(examinee) flow, the insight into 
applying simulation in efficiently managing hospital operations is of more value. Simulation approach is a 
powerful technique that supports efficient decision-making compared to traditional healthcare management 
approach based on past experience, feelings, and intuition. Therefore, the proposed experimentation model has 
wide applicability in healthcar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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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건강검진의 궁극 인 목 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리함으로써 유병률  사망률을 효과 으로 감소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에는 매우 다양한 종

류의 건강검진 로그램이 존재하며, 크게 국가건강검진

과 민간건강검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민건

강을 리하기 하여 사실상 무료로 시행하는 국가건강

검진은 필수 검진항목들을 일반 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민간건강검진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검

진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자비로 시행 된다[1]. 

소득 수 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건강에 한 심이 

차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수검률 한 

계속 으로 늘고 있다.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결과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은 2007년 

60.0%, 2009년 66.0%, 2011년 72.6%로 꾸 히 증가하

다[2]. 한 민간의료기 에서 본인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행 도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3]. 이 듯 증

가된 건강검진에 한 수요는 늘어난 검진기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검진기 의 

수(구강검진기  제외)는 2006년 2,489개에서 2007년 생

애 환기 건강진단과 유아 건강검진이 도입되면서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하 으며(4,728개), 이후에도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8,103개에 이르 다[2,4]. 

이와 같이 검진기 이 증하면서 기 들 간 생존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검진기  평가 

실시 등 검진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시  흐름

은 검진기 들로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

공토록 요구한다[5]. 따라서 검진기 은 비용은 이면서 

수검자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효율 인 검진 서비스 

제공을 해 검진 수검자의 동선을 최 화할 필요성이 

있다. 

환자동선(Patient Flow)은 크게 2가지 에서 설명

할 수 있다. 우선 임상  에서 보는 환자동선은 환자 

건강상태의 변화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병의 진  

는 회복 상태에 한 의료제공자  환자의 이해를 돕

는다. 기  운 에서의 환자동선은 기  내에서의 

환자 이동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최 화하면 환자

의 기시간은 이면서 의료인력  장비 등의 활용성

은 높일 수 있다[6].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환자동선

은 기  운 에서의 환자동선으로서, 이를 체계 으

로 리하여 의료서비스 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

목하고자 한다. 

경 과학(Operations Research), 확률(Probability), 서

비스 공학(Service Engineering) 분야 등에 환자동선 

리가 주된 심 상으로 여겨지면서, 이들 분야의 다양

한 기법들이 의료기  내 환자동선을 최 화하기 해 

활용되고 있다[7]. 특히나 경 과학 기법들이 그간 여러 

분야에서 효율 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론으로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환자동선 최 화에 기이론

(Queuing Theory), 시뮬 이션 모델링(Simulation 

Modeling) 등의 기법들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이 권고되

고 있다[8]. 그  시뮬 이션 모델링은 실 세계의 로

세스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 해보는 것으로 여러 안

들에 해 시뮬 이션을 실시해 으로써 환자동선을 향

상시키는 최 의 로세스 모델을 발견 할 수 있다[9]. 

Ahmed & Amagoh(2008)는 시뮬 이션 모델을 통해 병

원 내 환자동선을 분석함으로써 인력  자원 활용의 효

과성과 효율성을 최 화하기 한 방안을 연구하 으며, 

Anderson et al.(2010)과 Zeng et al.(2012)은 응 실 내 

진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환자동선 개선 방안을 도

출하기 해 시뮬 이션 기법을 활용하 다[10-12]. 한 

임지혜 등(2012)의 연구에서는 건강검진기 의 기 시

간 리, 의료장비의 효율 인 도입을 해 시뮬 이션 

분석을 수행하 다[13]. 이와 같이 환자동선 연구에 시뮬

이션 기법이 활용되는 이유는 환자의 의료기  도착형

태, 치료과정, 치료기간이 동 인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연  작용함에 따라 기존의 기술통계 

심의 분석으로는 최 의 환자동선을 악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즉, 환자진료의 동  특성을 반 하는 최 의 환

자동선을 만들기 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시뮬 이션 기

법의 활용이 필요하다[14,15]. 외국에서는 이러한 필요성

에 부응하여 시뮬 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환자동선 연구

가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한 검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수검자의 동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차 높아

짐에 따라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수검자의 최

의 동선을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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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건강검진 수검자의 동선을 최 화

함으로써 검진기  운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검진 수검자의 동선을 악한다.

둘째,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검진서비스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최 의 건강검진 수검자 동선을 제시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체계

본 연구의 수행 체계는 [Fig. 1]과 같이 자료의 수집 

 분석, 시뮬 이션 모델 생성,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

이션 결과 분석 순으로 이루어졌다. 

[Fig. 1] Outline of Methodology  

2.2 자료 수집

연구 수행을 해 인천 소재 일개 건강검진기 의 1

일치 수검자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의 

주요 항목으로는 수검자의 검진기  도착에서부터 귀

가까지의 이동 경로와 각 검진항목 별 시작  종료 시

간 등이다.

2.3 자료 분석

2.3.1 검진항목 별 소요시간

수집한 수검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 이션 분석 

시 필요한 각 검진항목 별 소요시간을 정의하 다.

2.3.2 수검자의 검진순서 분석

로세스 마이닝 툴인 DISCO를 이용하여 본 건강검

진기  수검자의 기본 인 검진순서를 악하 다.

2.4 시뮬레이션 분석

2.4.1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뮬 이션 로그램은 Flexsim 

HC로 검진기 의 실제 검사실 배치, 검사실 별 장비  

인력 수, 수검자의 검진순서를 고려하여 시뮬 이션 모

델을 구 하 다. 수검자의 검진 소요시간은 수검자 데

이터를 분석하여 얻은 각 검진항목 별 소요시간 자료 값

을 이용하 으며, 이때 각 검진 소요시간의 분포는 균일

분포인 것으로 가정하 다.

2.4.2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검진기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검자는 정

해진 검사를 받기 해 각 검사실을 돌며 검진을 받게 되

며 일반 진료 환자와 달리 오  시간 에 많은 수검자들

이 동시에 검진을 시작하는 특성이 있었다. 한 개 검

사실의 배치 순서에 따라 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

진시작 시 에서는 배치 순서 상 앞쪽에 치한 검사실

이 혼잡한 반면 뒤쪽에 배치된 검사실은 가동률이 낮고, 

검진종료 시 에서는 이와 반 상이 나타나는 문제

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수검자 

동선 개선 시나리오를 마련하 다. 

본 검진기 이 정상 으로 운  될 때의 1일 정 검

진 수검자 수는 50명으로, 시뮬 이션 분석 시 50명의 수

검자가 내원하여 검진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들 

수검자의 동선 유형은 크게 2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구분

되는 데, 시나리오 1은 50명의 수검자가 검진기 의 실제 

수검자 동선을 따르는 시나리오로 검진시작 시 과 종료

시 에서 각 검사실별 가동률이 상이한 문제 을 가지고 

있는 동선 유형이다(이하 동선 유형  1). 시나리오 2는 50

명의 수검자  25명은 검진기 의 실제 수검자 동선을 

동일하게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25명은 혼잡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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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equence of Health Examination

Male

1
R→DR→X-ray→U→HT→BG→EKG→IP/FO→BP

→VAT→BMI→PFT→ME→E→RR→DC→CT→DR

2
R→DR→U→X-ray→HT→IP/FO→EKG→BP→VAT

→BMI→PFT→BG→CT→E→ME→RR→DC→DR

3
R→DR→X-ray→U→HT→IP/FO→EKG→BG→BP

→VAT→BMI→PFT→CT→E→ME→RR→DR

4
R→DR→U→CT→EKG→X-ray→BG→HT→BP

→VAT→BMI→PFT→ME→E→RR→DC→DR

5
R→DR→BP→VAT→BMI→PFT→IP/FO→HT→BG

→ME→U→X-ray→CT→EKG→DC→DR

6
R→DR→EKG→HT→BP→VAT→ME→BG→X-ray

→DC→E→RR→PET-CT→DR

7
R→DR→HT→EKG→X-ray→E→BP→BG→IP/FO

→VAT→BMI→PFT→ME→E→RR→DC→DR

8
R→DR→BP→VAT→BMI→PFT→HT→BG→EKG

→IP/FO→ME→X-ray→U→UGI→DR

9
R→DR→EKG→X-ray→U→CT→ME→E→RR→DC

→BP→VAT→BMI→IP/FO→HT→BG→DR

10
R→DR→HT→BG→EKG→BP→VAT→BMI→IP/FO

→ME→U→X-ray→CT→DC→E→RR→DR

11
R→DR→BG→IP/FO→EKG→PFT→ME→U→X-ray

→CT→DC→DR

12
R→DR→PFT→IP/FO→EKG→BG→ME→X-ray→U

→E→DC→RR→DR

13
R→DR→BP→VAT→BMI→PFT→EKG→HT→BG

→IP/FO→CT→X-ray→U→UGI→DR

Femal

e

1
R→DR→HT→EKG→BG→BP→VAT→BMI→PFT

→IP/FO→M→ME→U→X-ray→E→RR→DC→DR

2
R→DR→BP→VAT→BMI→BG→EKG→HT→ME

→X-ray→U→E→RR→DC→DR

3
R→DR→BG→BP→VAT→BMI→EKG→HT→IP/FO

→M→ME→U→X-ray→CT→E→RR→DC→DR

4
R→DR→HT→BP→VAT→BMI→PFT→IP/FO→EKG

→M→BG→ME→U→X-ray→CT→E→RR→DC→DR

5
R→DR→IP/FO→BG→EKG→HT→BP→VAT→BMI

→PFT→ME→U→X-ray→CT→E→RR→DC→DR

6

R→DR→IP/FO→EKG→HT→BP→VAT→BMI

→PFT→BG→M→ME→X-ray→U→E→RR→DC→

DR

7 R→DR→BG→HT→EKG→M→ME→IP/FO→BP

검사실을 우선으로 찾아 검진을 받도록 동선을 수정하

다(이하 동선 유형 2).

2.4.3 수검자 동선 개선의 효과성 분석

설정된 시나리오에 맞추어 시뮬 이션을 실시한 후, 

수검자의 체류 시간(LOS; Length Of Stay), 직원 활용도

(Staff Utilization), 검사실별 가동률(Occupancy Level)

에 해 동선 개선의 효과성을 평가하 다.

3. 연구 결과

3.1 자료 분석

3.1.1 검진항목 별 소요시간

수검자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시뮬 이션 모델 상

에 용할 각 검진항목 별 소요시간을 [Table 1]과 같이 

설정하 다. 수(문진표 작성 포함)와 탈의의 경우, 성

별에 따라 소요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외 검진항

목들의 소요시간은 남녀 모두 동일하다.

 <Table 1> Process Times
Categories

Male
(min)

Female
(min)

Registration 13 15
Dressing Room 5 6

UGI 10 10
PET-CT 85 85

Mammography - 4
CT 6 6
PFT 2 2

Dental Care 3 3
Medical Examination 1 1

Endoscope 11 11
Intraocular Pressure 2 2
Fundus Oculi 3 3
BMI 3 3

Visual Acuity Test 1 1
Blood Pressure 2 2
Hearing Test 1 1
Ultrasonography 8 8

X-ray 1 1
Blood Gathering 2 2

EKG 2 2
Recovery Room 25 25

LEGEND:
UGI: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PET-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omputed 
Tomography
CT: Computed Tomography
PFT: Pulmonary Function Test
BMI: Body Mass Index
EKG: Electrocardiography

3.1.2 수검자의 검진순서

수검자의 검진순서는 Flexsim HC 로그램 상에서 

트랙(Track)이란 용어로 정의된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남자 수검자는 13개, 여자 수검자는 12개로 총 25개 

유형의 수검자 트랙이 분석되었다[Table 2].

<Table 2> Health Examinee T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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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BMI→PFT→X-ray→CT→U→DC→DR

8 R→DR→PET-CT→DR

9 R→DR→E→RR→DC→DR

10
R→DR→BP→VAT→BMI→PFT→IP/FO→HT→EKG

→BG→M→ME→U→X-ray→CT→E→RR→DC→DR

11
R→DR→BP→VAT→BMI→PFT→EKG→HT→BG

→IP/FO→CT→X-ray→U→UGI→DR

12
R→DR→BP→VAT→BMI→EKG→IP/FO→BG→U

→CT→X-ray→DR

LEGEND:

R: Registration, DR: Dressing Room, M: Mammography

PFT: Pulmonary Function Test, DC: Dental Care

ME: Medical Examination, E: Endoscope,

IP/FO: Intraocular Pressure and Fundus Oculi, 

VAT: Visual Acuity Test, BP: Blood Pressure, HT: Hearing Test

U: Ultrasonography, BG: Blood Gathering, RR: Recovery Room

3.2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3.2.1 검사실 및 인력 배치

시뮬 이션 모델을 생성하기 하여 우선 검진기 의 

실제 도면에 따라 각 검사실을 배치하고, 검사실 별 장비 

 의료 인력을 반 하 다.

[Fig. 2] Locations and Resources 

3.2.2 순서도 작성

[Fig. 3]과 같이 순서도를 작성하여 수검자의 검진기

 내 각 검사실 간의 이동 흐름을 정의하 다.

[Fig. 3] Flowchart

3.2.3 수검자의 트랙 정의

[Fig. 4]는 Flexsim HC 로그램 상에 수검자의 트랙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13개의 남자 수검자 트랙 유

형과 12개의 여자 수검자 트랙 유형이 시뮬 이션 모델 

상에 정의되었다.

[Fig. 4] Track Manager 

3.3 시뮬레이션 분석

3.3.1 시나리오 1에 따른 수검자 동선

시나리오 1에 따른 동선 유형 1은 50명의 수검자가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재 검진기 의 검진순서와 

동일하게 검진을 받는 유형이다.



건강검진 수검자의 동선 효율화에 관한 연구

38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Feb; 12(2): 379-389

Categories Sequence of Health Examination

Male

1
R→DR→IP/FO→BP→VAT→BMI→PFT→ME

→X-ray→U→HT→BG→EKG→E→RR→DC→CT→DR

2
R→DR→BP→VAT→BMI→PFT→BG→CT→U

→X-ray→HT→IP/FO→EKG→E→ME→RR→DC→DR

3
R→DR→BG→BP→VAT→BMI→PFT→CT→X-ray→U

→HT→IP/FO→EKG→E→ME→RR→DR

4
R→DR→BP→VAT→BMI→PFT→ME→U→CT

→EKG→X-ray→BG→HT→E→RR→DC→DR

5
R→DR→HT→BG→ME→U→X-ray→CT→EKG

→DC→BP→VAT→BMI→PFT→IP/FO→DR

6
R→DR→ME→BG→X-ray→DC→EKG→HT→BP

→VAT→E→RR→PET-CT→DR

7
R→DR→IP/FO→VAT→BMI→PFT→ME→HT

→EKG→X-ray→E→BP→BG→E→RR→DC→DR

8
R→DR→EKG→IP/FO→ME→X-ray→U→UGI→BP

→VAT→BMI→PFT→HT→BG→DR

9
R→DR→BP→VAT→BMI→IP/FO→HT→BG→EKG

→X-ray→U→CT→ME→E→RR→DC→DR

10
R→DR→ME→U→X-ray→CT→DC→HT→BG

→EKG→BP→VAT→BMI→IP/FO→E→RR→DR

11
R→DR→ME→U→X-ray→CT→DC→BG→IP/FO

→EKG→PFT→DR

12
R→DR→BG→ME→X-ray→U→PFT→IP/FO→EKG→E

→DC→RR→DR

13
R→DR→→CT→X-ray→U→UGI→BP→VAT→BMI

→PFT→EKG→HT→BG→IP/FOI→DR

Female

1
R→DR→PFT→IP/FO→M→ME→U→X-ray→HT

→EKG→BG→BP→VAT→BMI→E→RR→DC→DR

2
R→DR→ME→X-ray→U→BP→VAT→BMI→BG

→EKG→HT→E→RR→DC→DR

3
R→DR→IP/FO→M→ME→U→X-ray→CT→BG

→BP→VAT→BMI→EKG→HT→E→RR→DC→DR

4
R→DR→EKG→M→BG→ME→U→X-ray→CT→HT

→BP→VAT→BMI→PFT→IP/FO→E→RR→DC→DR

5
R→DR→ME→U→X-ray→CT→IP/FO→BG→EKG

→HT→BP→VAT→BMI→PFT→E→RR→DC→DR

6
R→DR→M→ME→X-ray→U→IP/FO→EKG→HT

→BP→VAT→BMI→PFT→BG→E→RR→DC→DR

7
R→DR→IP/FO→BP→VAT→BMI→PFT→X-ray

→CT→U→DC→BG→HT→EKG→M→ME→DR

8 R→DR→PET-CT→DR

9 R→DR→E→RR→DC→DR

10
R→DR→HT→EKG→BG→M→ME→U→X-ray→CT

→BP→VAT→BMI→PFT→IP/FO→E→RR→DC→DR

11
R→DR→CT→X-ray→U→UGI→BP→VAT→BMI

→PFT→EKG→HT→BG→IP/FO→DR

12
R→DR→U→CT→X-ray→BP→VAT→BMI→EKG

→IP/FO→BG→DR

LEGEND:

R: Registration, DR: Dressing Room, M: Mammography

PFT: Pulmonary Function Test, DC: Dental Care

ME: Medical Examination, E: Endoscope,

IP/FO: Intraocular Pressure and Fundus Oculi, 

VAT: Visual Acuity Test, BP: Blood Pressure, HT: Hearing Test

U: Ultrasonography, BG: Blood Gathering, RR: Recovery Room

3.3.2 시나리오 2에 따른 수검자 동선

시나리오 2에 따른 동선 유형 2는 50명의 수검자  

25명은 재 검진기 의 검진순서를 동일하게 따르도록 

하고[Table 2], 나머지 25명은 검사실의 혼잡도가 낮은 

곳을 우선으로 찾아 검진을 받도록 검진 순서를 분산시

킨 경우로 [Table 3]의 트랙을 따르는 유형이다.

<Table 3> Health Examinee Tracks
3.3.3 시나리오 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가. 체류 시간

각 수검자 동선 유형별로 시뮬 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검자 트랙 유형별 기  내 체류시간은 [Table 4]

와 같이 나타났다. 시나리오 1에 따른 동선 유형 1의 경

우, 체 체류 시간의 평균은 212분이며, 시나리오 2에 따

른 동선 유형 2는 217분으로 나타나 체류 시간이 다소 늘

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나. 직원 활용도

시뮬 이션 분석에 따른 직원 활용도 결과를 살펴본 

결과, 동선 유형 1, 2 모두에서 평균 직원 활용도가 약 

34%로 나타나 동선 유형 변화에 따른 직원 활용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Length Of Stay
Categories

LOS(mins)

Type 1 Type 2

Male

1 222.7 220.9

2 226.2 232.8

3 232.5 242.1

4 242.6 248.3

5 205.1 209.7

6 308.0 311.4

7 249.1 252.4

8 220.7 226.5

9 251.1 259.2

10 199.9 255.5

11 225.4 223.0

12 264.0 267.3

13 238.5 241.8

Female

1 158.6 164.9

2 152.8 153.8

3 173.2 174.1

4 187.4 187.6

5 185.3 188.8

6 194.8 195.1

7 161.6 164.1

8 221.9 221.9

9 166.9 166.9

10 221.5 221.5

11 195.7 197.5

12 182.2 193.0

Avg 211.5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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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실별 가동률

동선 유형 1의 평균 검사실 가동률은 34%, 동선 유형 

2의 평균 검사실 가동률은 36%로 나타나 동선 유형 변화 

시에 검사실 가동률이 조  증가하 다.

<Table 5> Staff Utilization

Categories

Staff Utilization

(Percent)

Type 1 Type 2

Physical Exam Staff(BMI, VAT, BP) 61.9 62.1

PFT Staff 18.6 17.1

IP/FO Staff 49.5 48.7

EKG Staff 24.7 22.8

Hearing Test Staff 9.8 9.9

Blood Gathering staff 22.5 22.6

Medical Exam Staff 5.3 5.2

X-ray Staff(CT, UGI) 36.8 38.7

PET-CT Staff 73.3 72.2

Ultrasonography Staff 44.6 46.1

Dental Care Staff 27.5 27.0

Mammography Staff 16.6 16.8

Endoscope Staff 45.8 46.3

Avg 33.6 33.5

<Table 6> Occupancy levels

Categories

Occupancy Levels

(Percent)

Type 1 Type 2

Dressing Room(male) 53.6 55.7

Dressing Room(female) 90.0 90.1

UGI 14.9 17.0

PET-CT 73.3 72.2

Mammography 16.6 16.7

CT 55.9 55.5

PFT 22.6 20.3

Dental Care 29.4 28.8

Medical Examination 12.0 12.5

Endoscope 45.7 46.2

Intraocular Pressure 30.0 31.8

Fundus Oculi 29.8 29.2

BMI 38.9 43.6

Visual Acuity Test 21.2 26.5

Blood Pressure 31.3 34.4

Hearing Test 11.9 14.6

Ultrasonography 45.3 46.8

X-ray 22.2 28.6

Blood Gathering 26.9 31.4

EKG 27.8 29.7

Recovery Room 17.7 17.9

Avg 34.1 35.7

3.4 수검자 동선 개선의 효과성 분석

수검자 동선 개선의 효과성을 체류 시간, 직원 활용도, 

검사실 가동률 지표 별 그래 를 통해 살펴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Bar Graph

4. 고찰

국민들의 소득 수 이 향상되고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진기 의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 들 간 생존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진기 이 살

아남기 해서는 비용은 이면서 수검자의 만족도는 높

일 수 있는 효율 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를 한 노력의 일환  하나가 바로 검진 수검자의 동선

을 최 화하는 것이다. 이는 수검자의 기시간은 이

면서 의료인력  장비 등의 활용성은 높이는 방안이다. 

이때 수검자의 동선 최 화를 해서는 시뮬 이션 모델

링 기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수검자의 

도착형태, 검진 소요시간 등의 동 인 요인들을 유기

으로 연계하여 수검자의 체 검진시간, 인력  장비의 

활용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한 다양한 시나리

오들의 시뮬 이션 분석 결과를 비교해 으로써 수검자

의 동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 의 방안을 도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따라서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건강검진 수검자의 동선을 최 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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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개 건강검진기 의 수검자 동선을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최 화하기 해 수행되었다. 

검진기 의 수검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검사항목 별 

소요시간  수검자의 검진 순서 유형 등을 악하고 이

를 기반으로 시뮬 이션 모델을 생성하 다.

시뮬 이션 분석은 수검자 동선 유형에 따른 검진기

의 효율성 변화를 보고자, 2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라 각

각 동선 유형 1, 동선 유형 2를 설정하 다. 본 검진기

의 1일 정 검진 수검자 수는 50명이므로 50명의 수검자

를 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 으며, 시나리오 1은 검

진기 의 실제 수검자 동선을 반 한 시나리오로서 검진

시작 시 과 종료 시 에서 검사실 배치 순서에 따라 혼

잡도가 상이한 문제 을 가지고 있는 동선 유형이다(동

선 유형 1). 시나리오 2는 50명의 수검자  25명은 시나

리오 1의 동선 유형과 동일하고 나머지 25명은 혼잡도가 

낮은 검사실을 우선으로 찾아 검진을 받도록 수정한 동

선 유형이다(동선 유형 2). 시나리오 별 동선 유형에 따른 

수검자 동선 개선의 효과성은 수검자의 체류 시간(LOS), 

직원 활용도(Staff Utilization), 검사실별 가동률

(Occupancy Level) 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시뮬 이션 분석 결과, 시나리오 1에 따른 동선 유형 

1의 경우 체 체류 시간의 평균은 212분이며, 시나리오 

2에 따른 동선 유형 2는 217분으로 나타났다. 직원 활용

도의 경우, 동선 유형 1, 2 모두에서 평균 직원 활용도가 

약 34%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결과 값을 보 으며, 동선 

유형 1의 평균 검사실 가동률은 34%, 동선 유형 2의 평균 

검사실 가동률은 36%로 동선 유형 변화 시에 검사실 가

동률이 조  증가하 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나리오 2에 따른 수검자 

동선의 변화는 본 검진기 의 운  개선에 큰 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선 유형 2에 따라 검진기 을 

운 할 시에 수검자의 검진 트랙이 복잡해지면서 이를 

리하기 쉽지 않고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 기 인 검진기 은 1일 

수검자가 50명일 때, 검진 순서를 검사실 배치 순에 따르

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계획 시 에서

는 수검자의 검진 시작 을 가동되지 않는 검사실을 우

선으로 하여 동선을 수정하면 기  운 의 효율성이 높

아질 것으로 추정하 으나 실제 시뮬 이션 분석을 수행

해본 결과, 효율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이를 통해 직 에 의해 검진기 의 수검자 동

선을 설정하는 것 보다 시뮬 이션 분석을 통해 증거 기

반의 최 의 안을 찾는 것이 보다 합리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 의료기  내의 환자동선, 직원  자

원 할당 등의 문제를 과거 경험, 직 , 추측 등에 의존하

여 해결하기 보다는 시뮬 이션 기법과 같은 산업공학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17]. 

여러 연구들에서 환자동선을 개선하기 해 시뮬 이

션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 다. 병원 체를 상으로 시

뮬 이션 기법을 통해 환자동선을 개선한 연구로는 

Sibbel & Urban(2001)의 독일병원을 상으로 한 연구

[18], Moreno et al.(2000)의 환자 심의 병원 동선에 

한 연구[19]가 있다. 외래환자동선에 하여서는 이 우 

& 이태식(2010)의 우리나라 형병원 외래환자의 동선 

개선 방안에 한 연구[20], Najmuddin et al.(2010)의 산

부인과 외래환자의 기시간 감을 한 방안 연구[21], 

Wijewickrama(2006)의 일본 병원 외래환자의 동선 개선 

연구[22], Ahmed & Amagoh의 효율 인 자원 활용을 지

원할 수 있는 외래환자동선에 한 연구[10] 등이 있다. 

입원환자동선에 한 연구로는 Hutzschenreuter et 

al.(2010)의 네덜란드 병원을 상으로 한 연구[15], 

IHI(2003)의 국 병원을 상으로 한 연구[16], 

MacDonnell & Teehan(2006)의 병상의 효율  활용을 

목 으로 한 입원환자동선에 한 연구[23]가 있으며 

Helm et al.(2009)은 환자동선을 모델링하는 방법의 검증

에 시뮬 이션을 활용하 다[24]. 건강검진 수검자의 동

선에 한 연구로는 이동검진센터의 수검자 동선을 기반

으로 한 자원 활용도의 최 화 방안 연구[25]와 검진센터

의 검진시작 시 에 따른 환자동선의 최 화 문제에 

한 연구가 있다[26].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

으로 살펴보았을 때, 환자동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

뮬 이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상 기 의 건강검진 수검자 동선을 

최 화하기 하여 실무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

검자 동선 안을 제시하 으며 시뮬 이션 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분석하 다. 최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제

안된 동선 안의 효과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수검자의 동선 분석이 시간  별 수검자 비율, 수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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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수검자의 도착 시간 간격, 약 여부, 직원의 숙련

도 등 기타 요인들의 향을 받아 그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 단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요

인들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로서 동선 분석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일개 건강검진 기 을 상

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

다는 제한 이 있으나 최 의 수검자 동선을 고안하기 

해 시뮬 이션 기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방법론은 향

후 환자동선 개선뿐만 아니라, 진료 스 쥴 리, 검사장

비  인력 배치 등 다양한 의료시스템 상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재  세계 으로 의료계가 당면한 가장 요한 과

제는 비용은 이면서 의료의 질  수 은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해 필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자의 동선 

최 화가 요한 보건학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건강검진 기 의 수검자 동선을 최 화하고자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하 으며, 시뮬 이션 기법이 합

리 이고 효율 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그 활용성이 

높음을 확인하 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환

자동선을 최 화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의료분야에서는 아직 시뮬 이션과 같은 산업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의료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향후 의료와 산업공학을 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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