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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대구광역시 산부인과 입지 분포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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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구시의 산부인과에 한 공간분포 특징을 분석하 다. 분석을 해 필요

한 기 자료는 인터넷의 Open API를 통해 획득하여 데이터화 하 다. 연구결과 2012년 6월 기  구시

에는 총 158곳의 산부인과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분은 구를 비롯한 도심지에 치하고 있었

다. 커 도분석과 최근린분석 결과에서는 성내2동, 북구 동천동, 달서구 상인1동에서 커 도지수가 

주변지역에 비해 하게 높은 도 양상을 보이고 최근린분석 결과의 값이 0.42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

히 집 된 군집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주제어 : GIS, 산부인과, 커 도, 최근린분석, 군집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spatial distribution about maternity units using GIS 

in Daegu metropolitan city. Basic data were acquired through open API on the Internet and 

became a database. In the result after the study, 158 maternity units were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based on June 2012, and most of them were located in downtown areas 

including Jung-gu. Considering the kernel density analysis and nearest neighbor analysis; 

Seongnae 2-dong, Dongcheon-dong in Buk-gu, and Sangin 1-dong in Dalseo-gu showed a high 

density aspect in the kernel density index compared with surrounding areas, and the value of 

the nearest neighbor analysis was 0.42. This represented a severely concentrated population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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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료서비스는 사회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매

우 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소유의 의료기

이 부분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에 

한 결정과 통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 한 국가  개입은 

활발한 편이지만 서비스의 공 에 한 직  개

입은 어 의료서비스에 한 질과 지역  근 

성 측면에 많은 논란이 있다(오 천, 2002).

  일반 으로 의료서비스는 근성, 지속성, 포

성, 효율성, 이용가능성 등의 요인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유무가 달라지고 그  근성은 

의료서비스에 한 이용가능성, 편리성, 지속성, 

만족도의 증 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기능 개선에 도움을  수 있다(Myers, 1969 ; 

Andersen et al, 1981).

  그러나 재가지의 의료서비스에 한 근을 

논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 과 특정 지역에서의 

단면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고 단순히 지역별 

의료기  수나 단  인구 당 의료기  수 등과 같

이 기  통계 자료에 의존한 분석 사례가 부

분이다(박경록, 2006 ;박선일·배선학, 2012). 특히 

부분의 병원이 도시내에 입지하고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도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인에 따

라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의료서비스에 한 지리  

측면을 연구하는 의료지리학(medical geography)

의 요성이 인식되면서 지리정보체계(GIS)에 

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공간을 상으로 하는 여

러 가지 정보를 수집· 리하기 용이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용목 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여 필요

한 결과를 생산 리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GIS

의 기능은 많은 속성정보를 통합 분석을 통해 체

계 이면서 객 인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김 표, 1998).

  하지만 이러한 GIS를 병원의료서비스 연구에 

도입한 연구가 매우 한정 이고 각 연구 사례에 

따라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서비

스에 한 근성 분석이 다양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 출산, 고령화”사회에 한 

문제인식과 함께 출산 장려를 극 장려하고 있

다. 그러나 진료원가에 한 개선 미비, 수련의 부

족 등과 같은 복합  요인으로 인해 재 국에

서 분만실 운 하는 산부인과는 국 760여곳으

로 10년 에 비해 50%이하로 감소하 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는 약 50여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는 상반되게 출산과 검

진을 한 산부인과의 부족 문제는 차 심각해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BS 뉴스, 2012).

  따라서 재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에 한 이용

양상과 진료권 형성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

료서비스에 한 근성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의

료서비스의 개선을 한 요한 자료로 용될 수 

있으며, 시 히 해결되어야 할 출산 문제를 보

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 역시를 사례로 산부

인과 서비스 기 의 입지 분포에 한 공간  해

석을 통해 향후 공간배분을 한 정책  방향제시

와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한 서비스 근도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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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과정

   본 연구에서는 구 역시의 사회·인구·경제

학  지표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기 의 공간  특정을 악하고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과 사회 지

표을 통합, 그리고 의료분포의 연 성을 효과 으

로 분석할 수 있는 GIS의 공간분석(spatial 

analysis)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는 Open API를 통해 공개된 구 역시 내 

산부인과 치정보를 수집하여 가공을 통해 공간

정보로 구축 한 후, GIS 기반의 산부인과 공간분

포 특징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 다. GIS 기

반의 공간분석은 우선 지자체별 산부인과 수와 인

구와의 계 등을 분석하는 단계를 거친 후, 이러

한 공간  분포 특징을 시각화하고 정량화하는 

도분석과 군집(clustering) 분석을 수행하 다. 

한 네트워크 서비스 권역 분석을 활용하여 각 의

료기 에서의 정  서비스 권역을 분석하여 근

성을 분석하 다. 데이터 분석과 구축에는 공간데

데이터 취득

- 수치지형도(1;5000)

- 산부인과 치 정보(Open API)

↓

공간  특성 분석

- 도 분석

- 분포 황 분석

- 최근린 분석

- 근성 분석

- 결과 분석  평가

↓

결  론

- 결론

<표 1> 연구흐름도 및 진행과정 

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도제작  

공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리 쓰이고 있는 

ESRI사의 ArcGIS 9.3을 활용하 다.

2. 대구시 산부인과 현황과 위치정보 조사

  본 연구에서는 구 역시에 치한 산부인과 

황과 치정보를 수집하기 해 구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업체에서 제공하는 Open API

의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 다.

  재 포털사이트에는 진료 인 부분의 산부

인과가 등록되어 있어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수집

하는데 유리하나 검색과정에서 일부 락되는 산

부인과 병원이 있을 수 있어 정 한 분석을 수행

하기 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다음, 구  등 포털

사이트의 Open API를 모두 이용하여 치정보를 

종합 수집하여 비교를 치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복 지 을 제거하 다. 

  조사된 결과는 주소 기반으로 치정보를 표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도와 경도 좌표로 

변화하는 Geo-coding 과정을 거쳐 shp 일의 공

간데이터로 변환하 다.

3. 대구시 산부인과 분포특성 분석

  데이터화 된 산부인과 정보는 (point) 형태의 

공간객체로 표 되기 때문에 구시 체를 기반

으로 조망할 수 있는 소축척 지도에서는 복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시각 으로 분포 특성을 확인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과 이

고 정량 으로 표 하기 해 커 도(kernel 

density) 분석을 시행하 다. 커 도 분석은 연

구지역의 서로 다른 데이터의 특성으로부터 그 

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공간상의 (point) 분포 

패턴을 효과 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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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커 함수는 일정한 분석 반경(bandwidth)안

에 포함하는  데이터 도를 측정하여 커 함수 

K로 표 하며, 이는 식(1)과 같다.  커 도분석

은  객체가 치한 지 에서 가장 높은 값이 부

여되고 이후 거리가 멀어지게 됨에 따라 그 값이 

작아져 설정한 반경의 경계를 벗어나면 그 값이 

부여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반경을 1km로 설정하여 산

부인과 의원으로부터 1km 범 까지 단계  수

를 붕하고 벗어나는 지역은 수가 부여되지 않도

록 설정하 다. 

 












여기서  ker≠함수추정치
 
 
 ker≠함수
 dim
 미지점
  번째기지검

식 (1) 

  구시 산부인과의 분포 특성 분석에서는 사회·

공공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가 

직  방문하여 서비스를 소모하는 성향이 있기 때

문에 분포 는 입지  특성이 매우 요하다고 

단하여 소비자의 에서 산부인과의 공간  

분포형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심  구시 산부

인과의 분포 특성의 분석하기 해서 심

(central feature) 분석과 공간분포형태를 정량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근린분석(nearest

neighbor)을 활용하 으며,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분석 기반의 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이

용이 가능한 범 를 산정하 다. 

Ⅲ. 대구시 산부인과 병원의 분포 현황 및 특성

1. 산부인과 분포 현황

  2013년 6월을 기 으로 총 158개의 산부인과 병

원이 조사되었다(그림 1). 

  구 역시의 산부인과 분포를 살펴보면 남구 

9곳, 달서구 36곳, 달성군 8곳, 동구 16곳, 북구 27

곳, 서구 17곳, 수성구 27곳, 구 18곳으로 나타나  

달서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한 산부인과의 

분포는 도심을 심으로 많이 분포 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병원의 도분석 수행결과 구를 심으로 

히 높은 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특히 구 성내2동, 북구 동천동, 달서구 

상인1동에서 커 도지수 3.13~5.64로 주변지역

에 비해 하게 높은 도 양상을 보이고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좁은 지역에 상 으로 많은 

산부인과 병원이 입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

에 지역  편 이 심함을 의미한다.

  행정구역별 산부인과 분포를 살펴보면 남구(5

곳, 5.7%), 달서구(36곳, 22.8%), 달성군(8곳, 

5.1%), 동구(10.1%), 북구(27곳, 17.1%), 서구(17

곳, 10.8%), 수성구(27곳, 17.1%), 구(18곳, 

11.4%)으로 달서구가 가장 많은 산부인과 의원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면  비 치개소를 비교하

면 구(2.55개소/㎢)로 가장 많고 이후 서구(0.98

개소/㎢), 달서구(0.56/㎢)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

면 달성군(0.02/㎢), 동구(0.09개소/㎢)의 경우 면

에 비해 치한 산부인과가 게 나타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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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부인과 병원의 위치정보 

  

<그림 2> 산부인과 밀도분석

  무엇보다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가임기(18～49세) 여성 따른 산부인과 분포 즉, 

산부인과 1곳 당 인구를 살펴보면 달성군(5093.75), 

동구(4762.44), 남구(4357.44)의 순으로 인구에 비

해 산부인과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구(890.12), 서구(2660.47), 북구(3947.67)로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이 높

았으며 특히 구는 달성군에 비해 약 5.7배에 이

르는 많은 인구수를 서비스 역으로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특징은 산부인과의 분포가 

면 이나 가임기 인구수 등의 요인과 별도로 상업

 기회요소가 많이 반 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

다. 즉 서비스에 한 수요의 필요성보다는 근

성 등과 같은 요인을 바탕으로 분포되어 시외지역

과 같은 도시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은 것이 특징 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산부인과 분포 특성

  구시 산부인과 병원의 심 (central feature) 

분석 결과 구시에 치한 산부인과의 심 은 

구 계산동2가에 치한 OO산부인과 이며 이를 

심으로 체 산부인과의 분포양상은 북동쪽과 

남서쪽의 방향성(directional distribution)을 보이

고 체로 X축이 Y축에 비해 길게 나타나면서 동

서방향에서 집  분포하는 표  타원체(standard 

distance)를 형성하고 있었다(그림 3).

  이러한 분포양상은 산부인과 분포와 입지에 어

떠한 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이는 산부인과 입지와 분포에 어떠한 요인

이 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을 따라 군집

화된 분포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커 도 분석은 산부인과 

병원에 한 군집형태 즉, 분산과 집  양상을 수

치 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공

간분포형태를 정량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근린

분석(nearest neighbor)을 활용하 다. 최근린분

석은 상이 되는 자료의 분포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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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의 최근린분석 분석 결과에서는 99%

의 신뢰구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최근린분석 결과의 값은 1보다 작을수

록 군집의 정도가 큼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시 

산부인과 분포의 경우 ‘1’보다 작은 0.42을 나타내

고 있어 상당히 집 된 군집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찰된 산부인과 분포의 평균거리가 약 

408m이고, 기 된 평균 거리( 구시 체 범 에

서 규칙 으로 산부인과 분포할 경우의 산부인과 

간의 거리)는 약 1,192m 이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규칙 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할 때 보다 약 708m 

정도 집되어 나타나고 있어 구시의 산부인과 

분포는 상당히 군집화 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중심정 및 공간분포 특징 

  

<그림 4> 최근린 분석 결과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집  방문이 크고 응 상황 발생에 한 문제가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근성이 매우 요하

다. 근성은 교통과 자가용, 응 시설차량의 

이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들 부분이 도

로교통을 활용한다는 에서 도로거리에 따른 병

원까지의 도착 소요시간으로 근성을 평가할 수 

있다.

  도착소요시간은 응 상황에 용하여 5분, 10

분, 15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 다(주승민 

등, 2012). 

  분석결과 구시의 도심지는 부분 응 의료 

필요시간인 15분내에 산부인과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 로 한 의료서

비스 가능 면 은 약 348.68㎢으로 구시 총면  

883.68㎢에 반도 안되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구(도평동, 불로동, 동 동, 해안동, 안심 

2·3·4동, 공산동), 남구( 덕2동), 북구(검단동), 수

성구( 동), 달서구(진천동, 동원동), 달성군(논공

읍, 하빈면, 옥포면, 유가면, 구지면)의 경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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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응 의료서비스를 처우 받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성 분석을 기 으로 구 역시 행정

동을 최상   최하  5 권에 해당하는 동들을 

먼  상 권에 속하는 행정동은 구 체를 포함

하고 있으며, 칠성동, 평리동, 신천동, 황 동, 이

천동 등이 속하게 된다. 반면 하 권 행정동은 도

평동, 공산동, 논공읍, 하빈면, 유가면으로 주로 시

외곽 지역에 치하고 있다.

<그림 5> 대구시 산부인과 접근성 분석

Ⅳ. 결 론

  본 연구는 구 역시의 산부인과의 분포 특징

을 GIS를 이용하여 공간상에서 분석하 고, 이를 

통해 행 문제 을 분석하 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 재 구 역시의 산부의과 의원의 

분포는 총 158개의 산부인과가 조사되었으며, 이

 달서구 36곳으로 체의 약 2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성구 27곳으

로 약 17.1%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분석 수행결과에서는 구가 주변지역에 

비해 하게 높은 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좁

은 지역에 상 으로 많은 산부인과 병원이 입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면  비 산부인과 배치는 구(2.55

개소/㎢)로 가장 많고 동구(0.09개소/㎢)가 가장 

게 나타나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주이

용 상자인 가임기(18～49세) 여성 수에 따른 산

부인과 분포에서는 구가 890.12명/1곳으로 가장 

많은 반면, 달성군이 5093.75명/1곳으로 구가 달

성군에 비해 약 5.7배에 이르는 많은 인구수를 서

비스 역으로 두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의 특징

은 인구에 비해 산부인과의 수가 상 으로 어 

주로 도심지를 벗어난 지역이 많았다. 

  최근린분석 분석 결과에서는 최근린지수가 ‘1’

보다 작은 0.42로 나타나 상당히 집 된 군집양상

을 보이고 나타났으며, 산부인과의 특성상 응 의

료서비스에 한 근성을 고려한 서비스권역 분

석에서는 도심지는 부분 응 의료 필요시간인 

15분내에 산부인과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구시 체의 반에도 못 미치는 양

상이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와 련하여 출산

과 련된 산부인과의 질  하락과 서비스에 한 

근성 문제가 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권장하고 이를 유도하기 해 다양한 방면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 으로는 “출산과 

분만, 진료를 한 산부인과가 부족하여 겁이나 

출산을 못하겠다”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

는 비단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구시에

도 해당되는 문제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극 인 출산장려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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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재의 비균등  산부인과 분포를 보다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한 지자체 별도의 행정  노력

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부인과의 입지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조사와 그에 한 분석이 미흡하다. 

이는 자료수집에 한 어려움과 함께 이에 한 

향력을 객 으로 단하기에 제한 이었기 

때문이다. 한 커 도 분석 등 공간분포 특징

에 한 공간통계 인 분석과 검증에 한 제시가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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