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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지리 정보 체계)
란 지리적 정보의 분석과 이를 지도화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기반의 도구를 통칭한다.1 최근 지리 정보 체계와 
공간 분석의 발전, 공간적 데이터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
해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질병 
역학의 지리 공간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2,3 또한 GIS
는 개개인을 환경과 연결시켜 특정 질환에 이환된 환자

들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해를 높힐 수 있어, 최근 GIS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접목

이 시도 되고 있다.4-6

국내 의료계에서는 GIS를 이용한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으나 응급 의료 시스템, 전달 체계나 진료권 분석에 
대한 연구에 제한되었다.7-9 최근에는 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료 취약 지역 분석을 위해 GIS가 활
용되고 있다.10,11 치과영역에서도 최근 들어 공간 분석을 
위해 G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예
로서 치과의사 대 인구 비, 지역별 구강암의 발병률, 치
과적 응급 상황에서의 이동 패턴 등의 많은 연구에 GIS
가 적용된 바 있고, 이를 통해 학술적, 임상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었다.4,12,1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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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치과 질환의 발병률이나 환자의 
접근성 분석에 국한되어 있었고 국내에서도 치과계에서 
GIS 연구를 시행한 바 있으나,14,15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치과 질환의 위험 요인이나 각 전문 과목 별 환자의 지
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치과 질환에서의 위험요인으로써 지리

적 요인이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치과의 각 전
문 과목 별로 환자의 거주지 지리적 특성이 다를 것으

로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병원 
부속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시각화된 분포의 패
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부가적인 병인론적 가설을 도
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

럼 시각화된 지리 정보 자료는 향후 개선된 환자 관리와 
치료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양질의 
치과 진료를 공급하고 치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기
여를 할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단국대학교 부속 치과대학병원에 2007년 이후 내원한 
환자의 동 단위 이상 정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개인 식별 정보를 삭
제한 상태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윤리성 문제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IRB를 통해 검
토 받았다(IRB no. H-1501/001/004).

본 연구에서는 단국대학교 부속 치과병원의 각 과별 
환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행정동별 남성비율, 평균연

령, 톨게이트까지의 거리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진
행하였고, 방문자수의 특성을 변수로 하여 자료를 구축

하였다. 공간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행정동 기
준으로 환자 수, 남성비율, 평균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공간지리가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의 구강내과,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치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의 방문 환자 수와 지역별 방문환자의 성비 및 평균 연
령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역은 전
국의 행정동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병원까

지의 거리는 각 행정동의 중심점에서 단국대학교 치과

병원까지의 직선 거리를 이용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입
구까지의 거리도 각 행정동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이용하였다. 지역의 
평균 환자 연령은 각 과별 방문환자 연령의 평균이며, 남

성환자 비율은 각 지역의 전체 환자 중 남성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지역의 평균 개인소득은 동별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의 시도별 개인소득 자료를 이용하

였다.16

회귀분석의 모형은 식1과 같다.

Yi = αi + β1iD1i + β2iD2i + β3iAi + β4iSi + β5iIi + εi  식 1

공간지리가중회귀모형은 인접한 지역의 특성의 변화

에도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영향력

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변지역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변수화하여 새로운 설명변수로 회귀분석에 적
용하여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 pW1Y + Xβ + ε 식 2

pW1Y을 좌항으로 이항하면 아래의 식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으며, 

Y = (1 – pW1)
-1βX + (1 – pW1)

-1ε 식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간지리가중회귀분석 모형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i = (1 – pW1)
-1β1iDi + (1 – pW1)

-1β2iAi 
     + (1 – pW1)

-1β3iSi + (1 – pW1)
-1β4iIi

     + (1 – pW1)
-1ε 식 4

위의 식1과 식 4에서 Yi는 각 과별 방문 환자 수, D1i는 
지역 중심에서 병원까지의 직선거리, D2i는 지역 중심에

서 고속도로 입구까지의 거리, Ai는 각 과별 지역의 평균 
환자 연령, Si는 각 과별 지역의 남성 환자 비율, Ii는 각 
과별 지역의 평균 개인소득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로

는 각 행정동 기준의 과별 방문자 수이며, 접근성을 알
아볼 수 있는 병원에서 방문자가 거주하는 행정동의 중
심지까지의 직선 거리와 방문자가 거주하는 행정동의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 입구까지의 직선거

리, 환자의 특성을 볼 수 있는 방문 환자의 평균연령, 남
성비율, 1인당 평균 소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거
리의 기준을 행정동의 중심지까지로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환자의 거주지 주소를 행정동까지 취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또한 1인당 평균 소득은 통계

청에서 시도 단위로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단위

의 자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Shin 등의 연구에서는 외래의료서비스 접근성 요인

Joo HT, Jeong BJ, Cho IW, Shin HS, Lim MH, Park JC



285J Dent Rehabil Appl Sci 2015;31(4):283-93

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통시간, 균등화 소득, 나이, 교육

수준, 직업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10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알 수 있는 변수로 교통시간 대신 직선 거리를 
이용하였다. 또한 환자 특성으로는 취득 가능한 범위내

의 변수인 성별과 연령 등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 각 과별 방문자 수
독립변수  병원(단국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에

서 방문자가 거주하는 행정동의 중심지

까지의 직선 거리

  방문자가 거주하는 행정동의 중심지에

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 입구까지의 직
선거리

 방문 환자의 평균 연령(행정동 기준)
 방문 환자의 남성 비율(행정동 기준)
 1인당 평균 소득(시/도 기준)

결과

시각화된 환자 자료 분석 결과 환자의 내원은 전국적

인 분포 양상을 나타났고, 과별로 상이한 양상이 관찰되

었다. 치주과나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다른 과들에 비
해서 훨씬 더 전국적인 환자 분포가 나타났다. 반면, 치
과교정과는 매우 국소적인 지역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수년간 자주 내원해야 하는 과의 진료 특성에 의한 영향

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1부터 Fig. 7은 각 과별 공간지

리가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며, 대부분의 과에서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이 있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일정거리 이상의 남북쪽에서 방문 환자수가 양의 영향

력을 보이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간적인 
형태에서 천안시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의 수가 많은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치과교정과 및 치과보존과에서는 
천안시내 지역에서의 방문 환자의 수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나 과별 특성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Fig. 1. Color coded local R-square of oral medic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visiting at a dental college hospital: a pilo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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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coded local R-square of oral maxillofacial surgery.

Fig. 3. Color coded local R-square of Pediatr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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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coded local R-square of orthodontics.

Fig. 5. Color coded local R-square of conservative dentist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visiting at a dental college hospital: a pilo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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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coded local R-square of prosthodontics.

Fig. 7. Color coded local R-square of period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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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치과보존과를 제외

한 모든 과에서 병원에서 지역중심점까지의 거리에 모
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방향성도 음의 방향

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방문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치과보존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서 톨게이

트까지의 거리는 대상지 주변에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방문자수가 감소하고, 고속도로입구에서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

로입구가 일반적으로 번화한 도시와 가까운 점을 고려

한다면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의 방문 환자들은 번화한 
도시가 아닌 고속도로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
주하는 환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평균 변수의 경우에는 치과교정과와 치과보존과

를 제외하고는 시 외곽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양의 방
향성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교정과와 치과보존과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치과교정과의 경우 특정 연령

대의 환자가 많고, 치과보존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치
료를 하고 보존적인 치료는 나이에 상관 없이 많은 환자

들이 방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의 비율은 
소아치과, 치과교정과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
으며 모두 여성 환자에 비해서 남성 환자일 경우 방문환

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Table 1. Regression analysis of  the patients in the Dankook University Dental Hospital

Department Oral medicine
Oral and 

maxillfacial 
surgery

Pediatric 
dentistry

Orthodontics
Conservative 

dentistry
Prothodontics Periodontology

Intercept 53.83510*** 96.18716*** 34.57532*** 21.77803*** 81.87594 50.45389*** 59.40486***

Distance 
from center 
of  region to 
hospital (km)

Parameter 
Estimate

-0.11952*** -0.21739*** -0.07471*** -0.04256*** -0.17345 -0.10644*** -0.12012***

Standardized 
Estimate

-0.22923 -0.25368 -0.16630 -0.17985 -0.20806 -0.22935 -0.22045

Distance 
from adjacent 
toll gate to 
center of  
region (km)

Parameter 
Estimate

0.12346*** 0.22055*** 0.07176** 0.04171*** 0.17231 0.11253*** 0.12489***

Standardized 
Estimate

0.06716 0.07300 0.04531 0.04999 0.05863 0.06877 0.06501

Age

Parameter 
Estimate

0.16098*** 0.26596*** 0.31915* 0.20912*** 0.37293 0.13357*** 0.20156***

Standardized 
Estimate

0.08205 0.08100 0.03970 0.13000 0.12628 0.09584 0.12197

Male ratio

Parameter 
Estimate

2.78583 -0.55991 18.64533*** 3.79637*** -6.86945 2.32712 -0.21522

Standardized 
Estimate

0.02197 -0.00347 0.14415 0.05585 -0.04230 0.02387 -0.00195

Personal 
income 
(1000 KRW)

Parameter 
Estimate

-0.00261*** -0.00460*** -0.00170*** -0.00113*** -0.00408 -0.00252*** -0.00303***

Standardized 
Estimate

-0.08399 -0.09005 -0.06353 -0.08052 -0.08219 -0.09108 -0.09329

R-Square 0.0666 0.0689 0.0730 0.0754 0.0600 0.0742 0.0727

RMSE 37.92284 62.24887 32.56091 17.13047 60.84657 33.61702 39.5327

AIC 25302.18 28750.47 24241.49 19772.69 28591.93 24463.59 25586.27

RMSE, root mean square error;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
P value: *< 0.1, **< 0.05, ***< 0.001.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visiting at a dental college hospital: a pilo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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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경우 치과보존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서 음의 영
향력을 보이고 있어, 소득이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단국

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과별로 조금씩 특성의 차이가 있으

나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가까울수록 방문자가 증가

하며 번화한 지역보다는 주로 농촌지역의 고령 환자들

이 주로 방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학 부속 치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들의 지리적 분포가 각 과별로 그 특성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여, 지역별 환자 수, 성별, 나이 등을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 및 공간지리가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
학 부속 치과병원은 개인 병원에 비해 훨씬 많은 종류

의 치료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진료는 그에 전문화된 각 
과별로 수행된다. 일반인들은 개인 병원에는 가까운 거
리와 편리함으로 인해 방문할 확률이 높고, 응급 상황

이나 방대한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학 부속 치과병

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렇

게 대학 부속 치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공간적 분
포를 분석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반적인 개인병원과는 달리 진료 비용이나 대기 시간 
등등에서 환자 불편함이 높고 또한 다양한 질환을 과별

로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에 내원하는 환자에게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는 각 진료과에 따라 다를 것
으로 추정했다. 연구 결과 각 과별로 특성은 상이하게 
드러났으며, 통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 중 유의적

인 부분도 나타났다. 각 지역의 모형 영향력을 보여주는 
LocalR2 값은 일정거리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방문환자수가 없는 지역도 0
으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전향적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간지리가중회귀분석에서 개
인소득의 경우 시도별 소득밖에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가 없었으며, 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
소 무리가 있어 향후 다양한 변수 구축을 통한 추가적인 
분석진행이 요구된다.

흥미롭게도 치과보존과와 치과교정과에서는 다른 과
와 다른 환자 내원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치과보존과의 
경우 개인치과에서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대학병원으로 

협진 의뢰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현
행 치과 보험 제도 상 신경치료와 같은 경우는 수가 책
정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되어 있어 개인 의원에서는 진
료를 회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발치를 
권유 받은 환자들이 치아를 유지하고자 대학병원에 내
원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치과교정과의 경우는 전술한 
것처럼 장기간 진료를 해야 하는 진료 특성 상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의 환자들이 선택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정보가 수집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전의 GIS 기반의 보건 연구는 암이나 응급 외상 같

은 특정 질환이나 현상의 단순한 공간적인 분포에 초점

을 맞추었다.6,17,18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지리적 정보의 
정리 수준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최근 치과 학계 내에서

는 Tennant와 Kruger 등이 치과의료 공급 위치나 치과 
질환의 공간적 분포와 같은 지리와 연관된 여러 연구를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12,19,20 하지만 이러한 외국의 사
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에 대한 특화

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의 거주지 지리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접근법

은 학문적으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공간지리가중회귀분석(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은 공간통계 분석

기법으로, 국지적 차원에서 회귀계수를 추정한다는 점
에서 기존의 ordinary least square (OLS) 회귀모형과 차
이가 있다. 공간지리가중회귀모형은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회귀계수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전제 하에 분
석이 진행된다. 지역간 거리 가중행렬을 이용하여 지리

적 위치에 따른 변수에 대한 각 지역별 회귀 계수를 추
정하는 것이다. 공간지리가중회귀분석은 모수를 추정할 
때의 원리가 OLS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중최소자

승법으로 볼 수 있으나, 가중치가 연구대상지역 내의 위
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OLS 회
귀분석은 연구지역내의 유사성을 전제로 규칙성의 발견

을 추구하지만 공간지리가중회귀모형은 연구지역내의 
이질성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 현상을 찾는데 그 차이가 
있다.21

본 연구는 공간적 분석의 대상이 환자군 자체라는 점
에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며, 이는 치과 영역에서 
GIS를 이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 저자

들은 환자군과 진료과, 도로와의 접근성, 나이, 성별, 사

Joo HT, Jeong BJ, Cho IW, Shin HS, Lim MH, Park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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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소득 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 흥미로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는 데이터가 후향적으로 집계된 정보인 관계로 환자들

의 지리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입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

고, 환자들의 내원 이유, 이동 소요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향후 전향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일 병원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되어 수도권 등 다른 주요 지역 환자

들의 분포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

서 타 지역의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환자 분포와 비교하

는 분석을 시행한다면 지역별 특성에 따른 환자 분포의 
이해와 더욱 객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지리 정보 체계를 이용한 치과병원에 과별로 내원한 
환자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를 통해 치과 질환의 진단, 
치료 계획, 병인론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진료 과목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좀더 세분화되고 특화된 공중구강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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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이용한 대학치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공간적 분포의 분석

주현태1, 정병준2, 조인우2, 신현승2, 임미화3, 박정철2*
1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및부동산경제연구실
2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3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단국대학교 부속 치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거주지를 지리 정보 체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

고 치과의 각 전문과목 별로 환자 거주지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치과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2007년에서 2014년까지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의 구강내과,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치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의 성별, 평균연령, 톨게이트까지의 거리 등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진
행하였고, 방문자수의 특성을 변수로 하여 자료를 구축한 후, 공간지리가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시각화된 환자 자료 분석 결과 환자의 내원은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보였고, 과별로 약간의 분포 차이가 있었다.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가까울수록 방문자가 증가하며, 번화한 지역보다는 주로 농촌지역의 고령 환자들이 방문하

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 공간지리가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환자군과 진료과, 도로와의 접근성, 나이, 성별, 사회적 소득 등
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정확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정보를 포함

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4):2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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