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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ccessibility of pediatric dental clinics 
and quantitatively compare the regions with the best and worst accessibility to 
pediatric dental clinics in South Korea using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eoul city showed the highest density of pediatric dental clinics, while Gyeongbuk 
and Jeonbuk provinces showed the lowest density. Seoul city had a service area 
ratio of 100% in all districts on a 10 km basis. In Gyeongbuk and Jeonbuk provinces, 
more than half of the districts had a service area ratio of 0%. In Seoul, the average 
distance from elementary school to the nearest pediatric dental clinic was 3.45 km. 
The average distance values were 43.66 km and 40.57 km in Gyeongbuk and Jeonbuk 
provinces, respectively, which were 12.66 times and 11.76 times longer than the 
average distance in Seoul city. [J Korean Acad Pediatr Dent 2022;49(4):45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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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01년 1.3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를 보이며 2017년 합계 출산율 1.05명을 기록하였다[1,2]. 하지만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

고 소아치과에 내원하는 초진 환자의 수는 증가하였고, 평균 연령은 감소했다[3-5]. 이는 어

린이 구강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개선과 관심 증가에 의한 것으로, 소아 청소년의 전

반적인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소아 전문 치과의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6,7]. 전국의 소아 전문 치과 의원의 수는 2010년 89개, 2019년 343개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8]. 하지만 유소년 인구 10만명 당 소아 전문 치과 의원의 수는 서울 지역에 8.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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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에는 6.26개로 평균인 5.26개보다 높은 수를 보였으

나 전북 지역에는 1.35개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8].

치과 분포의 불균형은 환자의 치과 의료 이용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지리적 접근성과 치과 의료 이용의 연관성을 다룬 Yeo

와 Jeong[9]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밀도가 높을수록 높

은 “구강검진 수검률”을 보였고 낮은 “필요치과진료 미수진율”

을 보였다.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과 관련 요인을 분석한 Yeon 

등[10]의 연구에 따르면 30분 미만의 내원 시간이 58.6%로 가

장 높았고, 30분 - 1시간이 31.5%로 대부분의 환자가 치과 이

용에 있어서 1시간 미만의 내원 시간을 보였으며 내원 시간이 

짧은 환자일수록 의료 서비스의 질을 더 높게 평가했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거리와 소득의 두 변수 중 거리가 내원 비율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거리가 짧을수록 소아치과 내원 환자의 

수와 내원 비율은 증가하였다[3]. 

치과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료 이용도 공간적 접근성과 큰 

연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11-13]. GIS란 지

리적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에 따라 결과물을 생산 및 활

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히 GIS를 이용한 공간적 접근성 

분석은 이상적인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4,15]. GIS를 이

용하여 내과 환자의 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한 Lee 등[13]은 1.5 

km의 내원 거리까지는 내원 일수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였

으나 이후부터는 증가 폭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Joo 등[16]은 

GIS 분석을 이용하여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지리

적 분포 및 특성을 각 과 별로 분석하였으며 치과보존과를 제외

한 모든 과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환자 수는 유의하게 감소했

다. 하지만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공간적 접근성 분석에 대

한 GIS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유치는 영구치와 달리 무기질 함량이 적고 소아의 위생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빠른 우식 진행을 보인다[17]. 또한 어린이는 

치과 치료에 공포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치료를 위해 진

정법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며 소아 청소년기는 치열의 교환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를 고려한 치과적 접근이 필요하

다[18]. 따라서 소아는 성인에 비해 짧은 내원 간격을 가지며 소

아 전문 치과 병·의원까지의 우수한 접근성이 요구된다[18-21]. 

이에 이 연구는 실제 도로망 데이터를 이용해 소아 전문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소아 전문 치과 병·

의원을 조사하였다. 이후 각 지역별로 만 0 - 14세 유소년 인구 

10만명 당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수를 구한 뒤 가장 높은 밀

도를 보인 서울 지역과 가장 낮은 밀도를 보인 전북 지역,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

하였다.

2. 자료 수집

1) 전국 소아 전문 치과 병원 및 치과 의원의 수와 위치

대한소아치과학회 홈페이지에 개재된 전국 소아치과 의원 

소개 목록과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인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이

용하였다[22]. 우리나라 소아 전문 치과 의원의 현황을 조사한 

Chae 등[8]의 연구를 참고하여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 중 

소아치과를 암시하는 단어를 이름에 포함하는 치과 의원을 추

출하였다. 이후 추출 목록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유

선을 통해 소아 전문 치과 의원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국 대학 병원 중 소아치과가 있는 병원을 포

함하였다. 이후 각 병의원의 경도, 위도 좌표 값을 이용하여 소

아 전문 치과 의원의 위치를 구하였다. 

2) 지역별 소아 전문 치과 의원의 수

2022년 2월 기준으로 지역별 만 0 - 14세 유소년 인구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였다[23]. 이

후 시, 도 별로 유소년 10만명 당 소아 전문 치과 의원의 수를 

계산하였다. 

3) 초등학교 목록 및 위치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1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제공한 전국 

초·중등학교 위치표준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하였다[24]. 해당 자료에서 제공된 초등학교의 경도, 위도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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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구역 자료 

국토교통부의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전국 행정

구역 지도를 이용하였다[25]. 행정 구역의 면적은 행정안전부

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하였다[26-

28]. 

5) 도로망 자료

실제 도로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한국교통연

구원(Korea Transport Database)에서 2020년에 배포한 전국 

도로망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하였다[29].

3. 연구 방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QGIS 3.24.1을 이용하여 전국의 도

로망과 행정구역 네트워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네트워크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1) 밀도 분석 2) 네트워크 분

석 방법인 서비스 권역 분석 3) 각 초등학교에서 소아치과까지

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였다. 

1)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위치 및 커널 밀도 분석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위치를 QGIS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지도에 나타냈다. 하지만 지도에 나타낸 소아 전문 치과 병·

의원의 위치 정보는 점 객체로 나타나 중복되어 표현되어 밀

집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보다 시각적으로 나

타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점 객체에 대한 밀도분석 방법으로 

QGIS에서 제공하는 커널 밀도(Kernel density) 분석을 시행하

였다. 커널 밀도 분석은 점 객체가 위치하는 지점에서 가장 높

은 값을 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값이 감소하여 설정한 거리 

경계를 넘어가면 값이 부여되지 않는다[30,31]. 최종적으로 각

각의 값을 통해 더하여 공간 밀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

다[30,31]. 이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

간한 “2020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를 참고하여 차량 이동 20분 

거리로 나타나는 10 km로 커널 밀도의 반경을 설정하였다[32]. 

2) 서비스 권역 분석 

서비스 권역은 실제 도로망 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지점에서

부터 설정한 거리에 따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

하는 분석 방법이다[33,34]. “2020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를 참

고하여 도보 이동 10분 거리인 750 m, 도보 이동 20분 거리인 

1500 m, 차량 이동 10분 거리인 5 km, 차량 이동 20분 거리인 

10 km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다[32]. 각각의 거리 당 서비스 

권역을 구하고, 각 지역의 행정구역 별로 서비스 권역 면적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3) 초등학교에서 소아치과까지의 평균 거리 분석

어린이들의 개별 거주지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설정

된 통학 구역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다[35,36]. ‘도시·군 계획시

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의 통학 거리는 1.5 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교육개

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의 ‘교육 환경 평가 기준 및 방법’

에서는 도보로 30분 정도의 거리가 초등학생의 적정한 통학 범

위라고 하였다[35,36]. 또한 약 89.37%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1500 m 구역 내 거주하였으므로[32], 초등학교 주

변에 많은 어린이들이 거주한다는 가정 하에 초등학교에서 소

아치과까지의 평균 거리를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내에 소아 전

문 치과 병·의원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소아 전문 치과 병·의

원까지의 평균 거리를 구하였다.

4.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Armonk, NY, USA)와 Ex-

cel 2010 (Microsoft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소아 전문 치과 병원 및 의원 각각의 수와 유소년 인구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Spearma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서비스 면적 분석과 평균 거리 분석에서 세 집단(서울, 경북, 전

북) 간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Kruskal Wallis test로 분석하

였다. 이후 차이가 유의한 경우 Bonferroni’s correction test

를 통해 추가 분석하였다.

연구 성적

1.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분포와 밀도

지역별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수 및 유소년 인구 10만명 

당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 수는 다음과 같았다(Table 1). 유소

년 인구 10만명 당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 수는 서울특별시에

서 12.07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에서는 3.49개로 가장 적었

Assessing Spatial Accessibility to Pediatric Dental Clinics Using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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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1). 전북은 3.97개로 경북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수의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 수를 보였다(Table 1). 소아 전문 치과 

병원의 수는 유소년 인구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으나, 소아 전문 치과 의원의 수는 유소년 인구 수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냈다(Fig. 1). 

병·의원의 밀도를 나타내기 위해 커널 밀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2). 서울특별

시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경기도 및 부산광역

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와 같은 지방 대도시에서 높은 밀도

를 보였다. 

 2. 행정구역 면적 대비 서비스 권역

750 m, 1500 m, 5 km, 10 km 별로 서울, 경북, 전북의 서비

스 권역의 면적을 구한 뒤 이를 각각의 행정구역 별 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냈다(Table 3 - 5). 각 행정구역의 면적은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개재된 자치구별 행정구역 면적을 

이용하였다[26-28]. 750 m, 1500 m, 5 km, 10 km의 모든 기준

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경북, 전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서비

스 권역 비율을 보여주었다(p < 0.01666, Table 6).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구의 경우 도보 10분 이내인 750 m

에서 25.76%로 가장 높은 정도의 서비스 권역 비를 보여주었

다(Table 3). 다음으로 강동구, 강북구 순으로 높은 면적의 서

비스 권역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0.82%로 가장 

낮은 정도의 750 m 서비스 권역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중

구, 종로구 순으로 낮은 정도의 750 m 서비스 권역 비율을 보여

주었다. 이는 1500 m, 5 km, 10 km 서비스 권역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5 km 서비스 권역에서는 서울특별시

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50% 이상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10 km 

서비스 권역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99% 이

상의 값을 보여주었다. 각 거리 별로 서비스 권역을 서울특별시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number of pedi-
atric dental clinics, the number of pediatric dental hospitals, 
and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15 years old

No. of children under 15 years old
Coefficient p value

No. of pediatric dental clinic 0.765 < 0.0001
No. of pediatric dental hospital 0.417  0.100

p values from Spearman correlation test.

Table 1. The distribution of pediatric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Area No. of pediatric 
dental hospitals

No. of pediatric 
dental clinics

Total of pediatric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No. of children under 
15 years old

No. of pediatric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per 100,000 children

Gangwon 2 13 15 165,505 9.06
Gyeonggi 7 146 153 1,764,306 8.67
Gyeongnam 2 20 22 410,536 5.36
Gyeongbuk 2 8 10 286,769 3.49
Gwangju 3 15 18 187,519 9.60
Daegu 2 10 12 273,172 4.39
Daejeon 2 8 10 176,223 5.67
Busan 0 31 31 351,223 8.83
Seoul 14 100 114 944,358 12.07
Sejong 1 4 5 73,833 6.77
Ulsan 0 8 8 147,303 5.43
Incheon 0 23 23 352,776 6.52
Jeonnam 2 7 9 203,402 4.42
Jeonbuk 2 6 8 201,325 3.97
Jeju 0 4 4 94,078 4.25
Chungnam 3 9 12 263,540 4.55
Chungbuk 1 8 9 189,425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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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pediatric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Fig. 2. Kernel density analysis of pediatric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Table 3. Service area ratio by administrative district in Seoul city

Name Area (km2) 750 m (%) 1500 m (%) 5 km (%) 10 km (%)
Gangnam-gu 39.50 20.22 64.21 99.93 99.86
Gangdong-gu 24.59 25.76 70.92 99.84 99.77
Gangbuk-gu 23.60 8.80 28.36 66.05 99.78
Gangseo-gu 41.44 16.71 40.61 92.69 99.81
Gwanak-gu 29.57 9.85 28.76 84.45 99.89
Gwangjin-gu 17.06 15.97 40.87 99.86 99.79
Guro-gu 20.12 14.15 44.32 99.30 99.73
Geumcheon-gu 13.02 9.95 35.96 99.94 99.86
Nowon-gu 35.44 11.16 32.99 99.50 100.00
Dobong-gu 20.66 4.74 23.54 80.35 99.97
Dongdaemun-gu 14.22 18.27 63.12 100.00 100.00
Dongjak-gu 16.35 17.41 65.10 100.00 100.00
Mapo-gu 23.85 16.62 49.58 100.00 99.97
Seodaemun-gu 17.63 11.76 52.87 100.00 100.00
Seocho-gu 46.98 8.14 25.79 87.15 99.67
Sungdong-gu 16.86 16.42 56.29 99.61 99.54
Sungbuk-gu 24.57 11.15 36.87 94.20 100.00
Songpa-gu 33.87 16.15 66.09 99.93 99.86
Yangcheon-gu 17.41 24.45 61.40 99.88 99.80
Yeongdeungpo-gu 24.55 15.65 54.61 99.84 99.76
Yongsan-gu 21.87 3.82 21.66 100.00 100.00
Eunpyeong-gu 29.71 9.77 38.21 93.03 100.00
Jongro-gu 23.91 2.70 15.99 85.68 100.00
Joong-gu 9.96 4.81 23.45 100.00 99.97
Joonglang-gu 18.50 0.82 10.96 97.4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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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rvice area ratio by administrative district in Gyeongbuk province

Name Area (km2) 750 m (%) 1500 m (%) 5 km (%) 10 km (%)
Gyeongsan-si 411.78 0.29 0.86 6.35 24.85
Gyeongju-si 1324.86 0.14 0.37 3.31 20.85
Goryeoung-gun 384.06 0 0 0 0
Gumi-si 615.35 0.24 0.85 7.54 23.58
Gunwi-gun 614.3 0 0 0 0
Gimcheon-si 1009.9 0 0 0 1.29
Moongyeung-si 911.95 0 0 0 0
Bonghwa-gun 1202.12 0 0 0 0
Sangju-si 1254.66 0 0 0 0
Sungju-gun 616.1 0 0 0 0
Andong-si 1522.09 0.08 0.30 3.21 12.67
Youngduk-gun 741.26 0 0 0 0
Youngyang-gun 815.77 0 0 0 0
Youngju-si 670.1 0 0 0 0
Youngcheon-si 919.19 0 0 0 0
Yecheon-gun 661.51 0 0 0 0
Ulleung-gun 73.03 0 0 0 0
Uljin-gun 990.19 0 0 0 0
Uiseong-gun 1174.72 0 0 0 0
Cheongdo-gun 693.82 0 0 0 0
Cheongsong-gun 846.17 0 0 0 0
Chilgok-gun 450.93 0 0 0 6.96
Pohang-si 1130.47 0.26 1.05 7.55 19.56

Table 5. Service area ratio by administrative district in Jeonbuk province

Name Area (km2) 750 m (%) 1500 m (%) 5 km (%) 10 km (%)
Gochang-gun 607.48 0 0 0 0
Gunsan-si 396.68 0.36 1.38 12.39 46.70
Gimje-si 545.86 0 0 0 5.20
Namwon-si 752.19 0 0 0 0
Muju-gun 631.76 0 0 0 0
Buan-gun 493.18 0 0 0 0
Soonchang-gun 495.79 0 0 0 0
Wanju-gun 821.06 0 0 1.00 15.71
Iksan-si 506.54 0.35 1.49 12.79 42.07
Imsil-gun 597.22 0 0 0 0
Jangsu-gun 533.20 0 0 0 0
Jeonju-si Deokjin-gu 113.54 1.29 7.50 52.47 91.74
Jeonju-si Wansan-gu 92.50 1.89 7.46 46.96 93.08
Jungeup-si 693.04 0 0 0 0
Jinan-gun 789.09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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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the ratio of service areas according to the region

Ratio of service area (Mean ± standard deviation, %)
p value

Seoul city Gyeongbuk province Jeonbuk province
750 m 12.61 ± 6.48a 0.04 ± 0.09b 0.26 ± 0.57b < 0.0001

1500 m 42.10 ± 17.48a 0.15 ± 0.32b 1.19 ± 2.60b < 0.0001
5 km 95.15 ± 8.43a 1.22 ± 2.54b 8.37 ± 17.37b < 0.0001

10 km 99.88 ± 0.12a 4.77 ± 8.73b 19.63 ± 33.30b < 0.0001

Kruskal Wallis test and Bonferroni’s correction test.
a,b: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by Bonferroni’s correction test.

행정지도에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3).

경북의 경우 총 23개의 행정 구역 중 16개에서 750 m, 1500 

m, 5 km, 10 km 서비스 권역 비율이 0%로 나타났다(Table 

4). 경북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5 km 서비스 권역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10 km 서비스 권역에서는 경산시가 

24.85%로 가장 높은 서비스 권역 비율을 보여주었고, 다음으

로 구미시, 경주시, 포항시 순으로 높은 서비스 권역 비율을 보

여주었다. 각 거리 별로 서비스 권역을 경북 행정지도에 나타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Fig. 4).

전북의 경우 총 15개의 행정 구역 중 9개에서 750 m, 1500 

m, 5 km, 10 km 서비스 권역 비율이 0%로 나타났다(Table 

5). 하지만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에서는 각각 약 52.50%, 

47.00%의 5 km 서비스 권역 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주

시 덕진구, 완산구 모두 10 km의 서비스 권역에서 각각 약 

91.74%, 93.08%로 가장 높은 정도의 서비스 권역 비를 보였

다. 하지만 750 m, 1500 m 서비스 권역에서는 두 지역 모두 낮

은 서비스 권역 비율을 보여주었다. 군산시, 익산시는 10 km 서

비스 권역 비율에서 각각 46.70%, 42.07%로 나타났다. 각 거

리 별로 서비스 권역을 전북 행정지도에 나타낸 결과는 다음 그

림과 같다(Fig. 5).

Fig. 3. Service area of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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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rvice area of Gyeongbuk province. 

Fig. 5. Service area of Jeon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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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교에서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까지의 평균 거리 

서울 지역 초등학교 1209개, 전북 지역 초등학교 845개, 경북 

지역 초등학교 1011개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까지의 평균 거리를 구하였다(Table 7). 서울특별시는 

전북, 경북에 비해 유의하게 짧은 정도의 평균 거리를 보였다(p 

< 0.01666, Table 8). 

서울특별시에서 평균 거리는 3.45 km 였으며, 중구를 제외

한 모든 행정구역에서 5 km 미만의 값을 나타냈다(Table 7). 경

북의 평균 거리는 43.66 km 였다. 경북 구미시, 경산시에서 각

각 9.10 km, 9.30 km로 10 km 이내였으나 이외의 모든 지역

에서 10 km 이상의 거리 값을 나타냈으며 울릉도의 경우 도로

로 연결되어있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 평균 거리

는 40.57 km로, 전주시 완산구에서 3.89 km로 가장 짧은 정도

의 거리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

산시 순으로 짧은 거리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 km 이상의 긴 거리를 보여주었다. 

Table 7. The average of the distance from elementary schools to pediatric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Seoul city Gyeongbuk province Jeonbuk province
Name of district Distance (km) Name of district Distance (km) Name of district Distance (km)

Gangbuk-gu 2.36 Gumi-si 9.10 Jeonju-si / Wansan-gu 3.89
Dobong-gu 2.40 Gyeongsan-si 9.30 Jeonju-si / Deokjin-gu 5.03
Gwangjin-gu 2.61 Pohang-si 11.82 Gunsan-si 7.23
Gwanak-gu 2.64 Andong-si 12.12 Iksan-si 8.88
Sungbuk-gu 2.95 Gyeongju-si 15.22 Wanju-gun 21.65
Dongdaemun-gu 2.95 Chilgok-gun 19.14 Gimje-si 26.71
Geumcheon-gu 3.04 Cheongdo-gun 30.31 Imsil-gun 37.78
Gangdong-gu 3.05 Gimcheon-si 30.76 Jinan-gun 48.31
Sungdong-gu 3.07 Sungju-gun 34.41 Jungeup-si 50.01
Yangcheon-gu 3.09 Yecheon-gun 34.94 Buan-gun 50.27
Nowon-gu 3.13 Youngcheon-si 38.65 Soonchang-gun 58.33
Yeongdeungpo-gu 3.14 Youngju-si 39.74 Namwon-si 65.71
Eunpyeong-gu 3.17 Gunwi-gun 43.22 Jangsu-gun 66.52
Jongro-gu 3.19 Uiseong-gun 49.69 Gochang-gun 77.91
Guro-gu 3.34 Youngyang-gun 55.55 Muju-gun 80.25
Gangseo-gu 3.40 Goryeoung-gun 57.81
Yongsan-gu 3.53 Bonghwa-gun 59.37
Seocho-gu 3.79 Sangju-si 61.38
Dongjak-gu 3.88 Cheongsong-gun 68.49
Songpa-gu 4.14 Moongyeung-si 71.88
Joonglang-gu 4.18 Youngduk-gun 90.31
Mapo-gu 4.33 Uljin-gun 117.23
Gangnam-gu 4.40 Ulleung-gun No value
Seodaemun-gu 4.55
Joong-gu 5.96

Table 8. A comparison of the distance from elementary schools to pediatric dental clinics or hospitals

Seoul city Gyeongbuk province Jeonbuk province p value
Distance (Mean ± standard deviation, km) 3.45 ± 0.81a 43.66 ± 27.84b 40.57 ± 26.88b < 0.0001

Kruskal Wallis test and Bonferroni’s correction test.
a,b: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row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by Bonferroni’s corre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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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찰

Aday와 Andersen[37]은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입문이라고 표현했고, Grad[38]는 일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건강 향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의

료 서비스에 대해 우수한 공간적 접근성은 환자가 필요한 서비

스를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39]. 특히 소아치과

는 치의학의 전문적인 분과로, 유치와 영구치의 우식 치료, 부

정교합의 예방, 진정법, 소수술 등 소아 청소년의 전반적인 구

강 건강을 담당하므로 우수한 접근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

구를 통해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소아 청소년

은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에 대해 현저히 좋지 못한 접근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을 지도에 나타냈을 때,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밀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산, 광

주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에서 높은 밀도를 보였다(Fig. 2). 하

지만 경북, 전북을 비롯한 지방 소도시에서 소아 전문 병·의원

의 낮은 밀도를 보여주었다(Fig. 2). 특히 소아 전문 치과 의원의 

수는 유소년 인구 수와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Table 2). 우

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많은 부분이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병·의원의 입지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

택하는 장소”로, 병·의원의 수익과 생존에 관련한 중요한 문제

이다[40-43]. 따라서 이는 유소년인구 밀도가 높아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은 수의 공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유소년 인구 수의 변수만이 반영되었으므로, 이

후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 지리적 요인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과 좋지 못한 지역

에서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모든 지역에서 차량

으로 20분 이내에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에 도달할 수 있었으

나, 경북 지역과 전북 지역은 전체 지역에서 각각 평균 4.77%, 

19.63%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만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소아 전

문 치과 병·의원에 도달할 수 있었다(Table 6). 즉, 최대 20분

의 차량 이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경북 전체 면적의 약 

95.23%, 전북 전체 면적의 약 80.37%가 소아 전문 치과 의료 

서비스 취약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차후 전북 

및 경북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 혹은 소아 전문 치

과 병·의원의 입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의료 불

균형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

구에서는 서울, 경북, 전북에 한정하여 서비스 권역 분석을 진

행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의 소아 전문 치과 의료 서비스 취약지

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 연구를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초등학교에서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까지의 거리는 서울, 경

북, 전북 각각 평균 3.45 km, 43.66 km, 40.57 km로 경북, 전

북은 서울에 비해 각각 약 12.66배, 11.76배 정도의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Table 8). 서울의 경우 강북구가 2.36 km로 가장 

짧았고 가장 먼 중구가 5.96 km로 강북구에 비해 약 2.53배 더 

멀었다(Table 7). 전북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가 3.89 km로 가

장 짧은 거리를 보여주었고 이는 강북구에 비해 약 1.65배 먼 

거리였으나 서울 평균 거리의 1.13배로 서울의 다른 행정 구역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주군의 경우 80.25 km

로 서울 중구의 13.46배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경북의 경우 

구미가 9.10 km로 가장 짧았으나 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

주시 완산구에 비해 각각 약 3.86배, 2.34배 긴 거리를 보여주

었다. Saddki 등[44]의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치과 의원까지의 

거리가 5 km 일 때 93.6%의 임산부들이 접근하기 쉽다고 평가

하였고, Lee 등[13]은 1.5 km의 내원 거리까지는 내과 환자들

의 내원 일수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증가 

폭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참고했을 때, 서울 지역과 

전북 전주시를 제외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병원 내원 시 환자의 

불편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도 소아치과의 내원에 있어서 거리와 

같은 물리적 접근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 

산본 치과병원 소아치과의 신환 분포에 대해 연구한 Go 등[45]

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이 소재한 군포시에서 내원한 환자가 

74.45%를 차지하여 소아치과 병원의 선택에 있어 거리가 중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소아치과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Kim 등[6]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

를 원치 않은 경우 중 약 83.8%가 좋지 못한 접근성을 이유로 

들었다. 8년간 전북대학교 소아치과에 내원한 신환을 대상으로 

연구한 Ko 등[46]은 내원 시의 소요 시간 및 거리가 환자의 내

원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전북 내 지역에 소아 환자를 전문적

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함을 시사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선별 과정을 활용하여 소아 청소

년 환자들만 진료하는 치과 의원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조사 기

준에서 벗어나 누락된 일부 치과 의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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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밀도 분석 시에는 유소년 인구를 활용

하였으나, 거리 분석을 위해 필요한 유소년 인구의 거주지 파악

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설정된 통학 구역 내

의 초등학교에 배정되므로, 초등학교 근처에 대부분 거주한다

는 가정 하에 초등학교의 위치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2,35,36]. 이 과정에서 유아 교육 기관과 중학교는 어린이 및 

학생들을 설정된 통학 구역 내에 배정하지 않으므로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거주지 파악의 한계로 인해 대략적인 거리의 

비교만이 가능했으며 정확한 거리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실제 도로망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아 전문 치

과 병·의원의 공간적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과 경북, 전북 간의 공간적 접근성을 비

교해 볼 수 있었다. 

의료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의료비와 관련

된 ‘경제적 접근성’과 의료 인력 및 시설과 관련된 ‘지리적 접근

성’이 있다[47].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제적 접근성’과 관련하

여 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

책의 실효성은 낮았다[9,48].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12월 치

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실시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2017년까

지의 소아청소년 치면열구전색 환자에 대해 연구한 Lee 등[49]

에 따르면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치면열구전색 진료

확률이 유의하게 떨어졌으며,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면열구전색 비율 및 확률도 떨어져 치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낮은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

한 민간 기관을 통한 일차 구강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공공서비

스 강화를 위해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가 일부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50,51]. 아동 치과 주치

의 사업 평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한 Ryu 등[50]에 의하면 

치과 접근성 향상, 의료 전달 체계 개선과 같이 접근성에 있어

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 소요, 업무 가중, 낮은 

수가 등의 부정적 평가 역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50]. 이처럼 본질적으로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에 대

한 접근성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

간적 접근성을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후향적 연구 및 정

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전북, 경북 지역의 접근성을 실제 도로

망 데이터를 이용해 비교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소아 전문 치과 의원의 수와 유소년 인구 사이에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 10 km 서비스 권역 기준에서 서울은 모든 행

정구역이 서비스 권역 안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경북은 전체 면

적의 95.23%, 전북은 전체 면적의 80.37%가 서비스 권역에 포

함되지 않아 의료 취약지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까지의 평균 거리는 서울 강북구가 2.36 km로 가

장 짧았으며, 경북의 경우 구미시가 9.1 km, 전북의 경우 전주

시 완산구가 3.89 km로 가장 짧았다. 서울, 경북, 전북 각각의 

평균 거리는 3.45 km, 43.66 km, 40.57 km로 서울이 유의하

게 가장 짧은 평균 거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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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소아 전문 치과의 공간적 접근성 
평가

이승은1ㆍ라지영1,2

1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2원광대학교 치의학연구소

이 연구는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소아 전문 치과 병·의원의 접근성을 

평가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과 좋지 못한 지역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밀집도를 보여주었고, 경북과 전북에서 가장 낮

은 정도의 밀집도를 보여주었다. 서울은 10 km 기준에서 모든 행정구역에서 100%의 서비

스 면적 비율을 보여주어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

만 경북, 전북의 경우 절반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0%의 서비스 면적 비율을 보여주었다. 초

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치과 병·의원까지의 거리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은 평균 3.45 

km였으나 경북, 전북은 각각 43.66 km, 40.57 km로 서울에 비해 각각 12.66배, 11.76배

에 달하는 평균 거리를 보여주었다. [J Korean Acad Pediatr Dent 2022;49(4):45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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