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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의료소비가 의료서비스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이러한 사회 구조 및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대한 대응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질병 예측을 위한 연구는 기후변화와 질병, 건강행태와 질병, 사회적 위치와 질병 등 질병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 분석 활용하는 데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해 질병에 관련된 자료가 공개 되면서 본 연구에

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질병에 영향을 주는 공공데이터를 연도별로 통합하여 지리정보시스템

(GIS)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 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기후변화에 민감한 질병을 찾기 

위해 해당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의 활

성화 및 효율성에 기여 할 수 있다.

1. 서론

  현대 사회는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는 시대로 

공공부문, 산업(서비스), 개인 등의 데이터가 축척

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빅 데이터가 형성되고 있

다. 이러한 빅 데이터의 공통적인 정의는 “현재 기

술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양이 엄청나며, 데이

터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리 및 관리 기법이 

필요한 데이터”이다[1].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

적인 지원에 따라 많은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방

법론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반정형화나 비정형화되어 

있어 실제 활용은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있다[2].

  2000년 이후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소

비자 욕구가 의료서비스산업에서도 표면화되기 시작

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 급속한 사회적 변

화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의 증가, 식이생활 변화 

등으로 기존 주요 질병들에서 새로운 질병으로 의료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대

한 대응이 필요하다[3][4].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따라 질병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5][6][7]. 하지만 

2007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인간 환경에 

미치는 다른 요인과의 식별이 쉽지 않고, 질병은 기

후변화 뿐 아니라 건강 행태, 사회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많이 발표 되었다[8][9][10].

  질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런 다양함에도 불구

하고 많은 연구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

병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통합하여 지리정보시

스템(GIS)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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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데이터 수집

  <표 1>과 같이 질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우리나라의 시·도 행정구역별로 2010

년에서 2012년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관 수집정보 사이트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상태,

사회적 위치

https://knhanes.cdc.go.

kr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행태,

사회적 위치
https://chs.cdc.go.kr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지리

http://sgis.kostat.go.k

r

기상청

-지상기상관측
기후 http://sts.kma.go.kr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
인구 http://www.index.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행위통계
질병 http://www.hira.or.kr

<표 1> 데이터 수집 기관과 수집 정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제1기(1998)부터 제3기(2005)

까지 3년 주기 2~3개월 단기조사체계로 실시하였으

나 제4기(2007~2009)부터 연중조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3개년도가 각기 독립적인 3개의 순환표본으로 

대표하는 순환표본조사방식을 도입했다.

  제5기(2010~2012)는 제4기 표본설계와 같이 순환

표본조사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일반지역과 아파트지

역을 분리하여 두 개의 표본추출틀을 사용했고, 층

화변수로는 시도(16개)를 이용했다.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는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11].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 시작되어 목표 모집단

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

든 성인 이며 주민등록주소자료와 국토해양부 주택

유형 정보와 연계하여 표본추출틀을 사용했다. 그리

고 층화변수로는 동·읍·면, 주택유형을 이용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는 자료이용계획서를 작성하

고 검토 한 후 자료를 받을 수 있다[12].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는 시·도 경계가 많은 곳

에 공개되어있으며 읍·동·면 경계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요청공문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13].

  지역별 기상 관측지점은 전국 72개로 수도권 6개, 

강원권 12개, 충청권 11개, 전라권 17개, 경상권 22

개, 제주권 4개 이다. 시·도별 대표 지점은 <표 2> 

와 같이 선택 하였으며, 지점의 선택은 해당 시·도

청의 위치에 근접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상

청의 기상 관측 자료는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14].

시·도 지점 시·도 지점

강원도 춘천 서울특별시 서울

경기도 수원 울산광역시 울산

경상남도 창원 인천광역시 인천

경상북도 상주 전라남도 목포

광주광역시 광주 전라북도 전주

대구광역시 대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대전광역시 대전 충청남도 서산

부산광역시 부산 충청북도 청주

<표 2> 시도별 관측지점

 

  인구 주택 총 조사는 5년 마다 실시되는 전국단위

의 대규모 조사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

국인들의 성별, 나이, 직업, 거주기간 등 인구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고 이러한 정보

는 e-나라지표에서 받을 수 있다[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으

로 발생한 모든 질병의 총 환자 수, 진료비 등을 질

병 단위(소분류(3단 상병)) 별로 검색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다.

  2-2. 데이터 통합

  (그림 1)은 각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한 통합데이

터베이스 스키마이다.

(그림 1) 통합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지표들의 통계 처리는 SAS 9.3을 이용하였으며 오

라클 11g 버전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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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환경성질환의 분포 

  <표 4>는 환경성질환의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를 표현하였다. 

변수 정보 요인

독립변수

기후 온도, 강수량, 습도, 풍속

건강행태 흡연, 비만율

인구 인구형태

종속변수 질병 환경성질환

<표 4>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2-3.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표 3>은 환경성질환의 질병코드 및 명칭을 나타

내었다.

항목 질병코드 및 명칭

환경성질환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45 천식

L20 아토피 피부염

<표 3> 환경성질환의 질병코드 및 명칭 

 

  (그림 2)는 연도별 환경성질환의 분포를 지역별로 

표시하였으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환경성질환의 

환자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환경성질환이 기

후, 건강행태 그리고 인구형태에 따라서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표 5>는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회귀분

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 |t|

Intercept -0.04131 0.05301 -0.78 0.4403

온도 0.01264 0.00298 4.24 0.0001

강수량 4.62E-06 7.59E-06 0.61 0.5458

풍속 -0.0082 0.00539 -1.52 0.1358

습도 0.00085 0.0004 2.12 0.0399

흡연 -0.00502 0.1419 -0.04 0.9719

비만율 0.08339 0.1113 0.75 0.4581

인구형태 -0.02184 0.00899 -2.43 0.0197

<표 5> 환경질환에 따른 회귀분석

  변수 선택과 모델 설정은 임의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성질환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온도, 습도, 

인구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 데이터베

이스 구축을 통해 지역별 건강상태, 건강행태, 기후

변화를 가시화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에 따른 질병

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단계가 생략

되어 향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로는 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

가 연별로 되어 있어 기후변화에 민감한 질병을 찾

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원시자료를 요청하여 

월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것이다. 또한 정부

3.0을 통해 개방된 공공 자료 중 질병에 관한 자료

를 모두 수집하여 빅 데이터 분석에 활용 가능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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