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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중독발생에대한기존연구에서는기온과습도와같은기후변수가주된설명변수로취급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주별 식중독 발생건수와 기후변수 간에 관계를 고찰하고 식중독 발생건수를

예측하기위한모형으로포아송회귀모형과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을비교한다.비교결과우리나라

식중독 발생은 시차를 두고 기후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식중독 발생 예측은 이들 변수

보다 이전 시점의 식중독 발생 건수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아송 회귀모형은

예측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였다.

주요용어: 교차상관관계, 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 포아송 회귀모형.

1. 머리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

련된문제에대한고찰과이를위한자료축척이활발하게진행되어오고있다.식중독과같은질병은

기후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온도가 식중

독 발생에 가장 중요한 기상학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상자료는 시차를 두고 식중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와식중독발생에대한기존연구에서는분석모형으로일반선형모형,포아송회귀분석,일반화

가법모형, 계절형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Bentham과 Langfod (1995)는 일반화가

법모형을 이용하여 영국 웨일즈 지역의 식중독 발생률과 기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Patrick 등

(2004)은 덴마크에서 캠필로박터에 의한 식중독과 기후와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3, 4주 전의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수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Magny 등 (2008)과 Fleuly 등 (2006)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자료를 이용한 기후변화 연구는 Kim 등 (2009)과 Jang과 Joo (2009)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기후와 식중독 발생 관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와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온이 1℃ 상승하면

세균성 이질이 5∼9% 증가하고 식중독 발생건수는 5.3%, 환자 수는 6.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9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영향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Jeong과 Oh (2009)을 참고하기 바란다. Choi 등 (2008)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수도권자료를이용하여최고기온,습도,월효과가일별식중독발생에어

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로그선형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60%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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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이 있다. 이들 원인균은 기온, 습도, 일사량과 같은 기후변수에 영향

을 받는데 Jung 등 (2012)에 따르면 원인균에 따라 기후에 대한 활성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Yeo

(2011)는 지역별로 나누어 식중독 분석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후에 대한 군집분석을 했으며 Park

(2010)은온도와저장기간에따른냉장조리식품인콩나물무침에오염초기균수에대한확률분포를

예측하였다.

식중독은 기후의 영향뿐만 아니라 식자재의 종류와 요리법 등의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모형을 만들 때 해외에서 개발된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2002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신고 된

전국의 주별 식중독 발생건수와 해당 주의 전국 60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평균기온, 평균습도,

일조량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력이 좋은 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2. 자료의 특성

식중독발생예측은국민보건관리차원에서신속하게대처해야하기때문에월간분석보다는주간

분석이, 주간 분석보다는 일간 분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일간 분석의 경우, 문제는 식중독 발생

건수가 0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영과잉모형 (zero-inflated model)과 같은 모형을 사용해야 하며

기후변수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상당 기간의 항이 모형

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형을 개발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해 이

논문에서는 주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식중독발생에대한예측모형을선택하기위해먼저우리나라에서발생한주별식중독발생건수와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기온, 평균습도, 일조량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Figure 2.1

은 2002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439주 동안의 전국에서 보고된 식중독 발생건수와 전국 주요

기상관측소 60곳에서 측정된 평균기온, 습도, 일조량의 평균에 대한 시계열그림이다. 그림에서 수직

점선은 매년 1월 첫 번째 주를 의미한다.

Figure 2.1 Time series plots of the number of food poisoning occurrences, average temperature,

humidity and amount of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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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의 경우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패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평균습도는 부

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주기를 가지고 증감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일조량은상대적으로변화가심한형태를가지고있으며식중독발생건수의경우여름철에상대적으

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그전에 비해 많이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는 식중독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6년 하반기에는 발생건수가 많아지는 특이한 경우도 있었

다.

Figure 2.2 Cross correlations between the number of food poisoning occurrences and climate variables

식중독 발생건수와 기후변수 간의 관계가 시차에 따라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수들 간의 교차상관관계 (cross correlation)를 계산하였다. Figure 2.2에서 볼 수 있듯이 식중독

발생건수와 기후변수 간에 상당기간동안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중독

발생건수와 기후변수들 내에서 양의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어느 시차에서 기후변수가 영향을

주면 그 주변 시차에서 교차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식중독 발생건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선택함에 있어 이러한 시계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3. 모형비교

모형 1은 Choi 등 (2008)에 의해 제안되었던 포아송 회귀모형으로 Yt를 t시점에서의 식중독 발생

건수이고 E(Yt) = µt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식을 가진다.

모형 1 : log(µt) = β0 + β1평균기온t + β2습도t + β3일조량t +

12∑
j=2

δjI(월(t) = j)

여기서 I(월(t) = j)는지시함수로 t시점의해당월이 j이면 1아니면 0의값을가진다. Choi등 (2008)

에서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일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 최고기온과 습도가 사용되었

다.이모형에서는이전시점에발생한식중독건수를모형에포함시키지않고기상자료만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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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CF and PACF of occurrences and square roots of occurrences

다음으로 고려된 모형은 시계열분석에서 기본이 되는 자기회귀이동평균 (ARMA) 모형이다. 식중

독발생건수와같은빈도관련자료는포아송분포를가정하는경우가많으며포아송분포에서는평균

과분산이같다.이에반해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에서는동일한분산을가지는정규분포를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아송 분포에서 분산상수화 변환 (variance stabilizing

transform)인 제곱근 변환을 반응변수에 적용하여 모형을 적합 시키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Figure

3.1은 원 자료와 제곱근 변환을 시킨 자료에 대해 자기상관함수 (ACF)와 부분자기상관함수 (PACF)

를 표시한 것이다. 1년은 약 52주이며 현재 자료에 계절적인 요인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CF와 PACF를 60차까지 살펴보았으나 명확한 계절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두 시계열 모두

AR(4)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AR(4) 모형에 대한 진단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는 3, 4주 전의 기상자료의 교차상관이 이전 시점의 식중독 발생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 자료에 대한 AR(4) 모형을 모형 2, 변환자료에 대한 AR(4) 모형을 모형 3이라고 한다.

모형 2 : Yt = β0 + φ1Yt−1 + φ2Yt−2 + φ3Yt−4 + φ4Yt−4 + εt

모형 3 :
√
Yt = Zt = β0 + φ1Yt−1 + φ2Yt−2 + φ3Yt−4 + φ4Yt−4 + εt

모형 4는 포아송 회귀모형에 4주전까지 발생했던 식중독 건수를 포함시킨 것으로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모형 4 : log(µt) = β0 + β1평균기온t + β2습도t + β3일조량t +

12∑
j=2

δjI(월(t) = j) +

4∑
i=1

φiYt−i

이 모형을 보다 일반화시킨 일반화선형자기회귀이동평균 (generalized linear ARMA)모형을 생각

할 수 있으나 설명변수에 대해 변환함수선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 논문에서는 위의 4가지 모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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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적합은 R-2.15.1의 glm함수와 arima함수를 이용하였으며 Table 3.1은 각 모형에 대한 모수 추

정값과 표준오차 (SE)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3.1 Estimates and standard errors of regression parameter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β0 1.414 0.571 4.249 0.766 1.759 0.212 -0.488 0.570

β1 0.082 0.013 0.042 0.013

β2 -0.005 0.007 0.011 0.007

β3 -0.069 0.024 0.037 0.024

φ1 0.362 0.047 0.330 0.048 0.051 0.006

φ2 0.192 0.050 0.202 0.049 0.031 0.006

φ3 0.150 0.050 0.193 0.049 0.029 0.006

φ4 0.107 0.047 0.111 0.048 0.022 0.006

δ2 0.040 0.155 0.121 0.158

δ3 0.090 0.159 0.206 0.163

δ4 -0.070 0.196 -0.006 0.201

δ5 -0.275 0.230 -0.221 0.242

δ6 -0.344 0.265 -0.427 0.276

δ7 -1.058 0.299 -0.996 0.310

δ8 -0.956 0.307 -0.721 0.325

δ9 -0.461 0.271 -0.519 0.282

δ10 -0.753 0.229 -0.786 0.240

δ11 -0.428 0.184 -0.209 0.188

δ12 0.238 0.148 0.197 0.151

Figure 3.2 Time series plots of the number of observed and fitted food poisoning occurrences

모형 1의 경우 평균기온과 일조량이 유의한 기후변수로 분석되었으며 1월을 기준으로 4월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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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의추정값이음수인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평균기온과일조량변수에대한보정역할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형 2와 3의 모든 자기회귀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4의 경우 이전

시점의 발생건수와 평균기온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모형 1과 마찬가지로 4월부터 11월까지의

추정값이 음수로 유의한 변수들에 대한 보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2는관측값과추정된모형의적합값을표시한것으로모형 1과같이기상자료만설명변수

로 가지는 경우 2006년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는 발생건수에 대해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설명변수에 이전에 발생한 식중독 건수가 포함된 모형은 이런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있어적합이훨씬잘되는것으로나타났다.이논문에서는식중독발생건수에대한모형선택에

서어떤것이더좋은모형인지를비교하기위해아래의기준을이용하였다.이들기준은해당모형이

현재자료를얼마나잘적합하고있는가와미래발생건수를얼마나잘예측하는지를나타내는것으로

R의 predict함수를 이용하여 필요한 적합값과 예측값 및 표준오차를 구하였다. 미래 예측은 m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적합하여 m+ 1번째 관측값을 예측하는 하는 것으로 m = 100, · · · , n− 1로

총 n− 100개의 예측값을 구하여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적합도 기준

◦ MSE =
1

n− k

n∑
t=k+1

(yt − µ̂t)
2

◦ MAE =
1

n− k

n∑
t=k+1

|yt − µ̂t|

◦ X2
E =

1

n− k

n∑
t=k+1

(yt − µ̂t)
2

µ̂t

◦ CPE =
1

n− k

n∑
i=k+1

I(L(µ̂t) ≤ yt ≤ U(µ̂t))

� 예측력 기준

◦ MSPE =
1

n− 100

n∑
t=101

(yt − ŷt)
2

◦ MAPE =
1

n− 100

n∑
t=101

|yt − ŷt|

◦ X2
PE =

1

n− 100

n∑
t=101

(yt − ŷt)
2

ŷt

◦ CPPE =
1

n− 100

n∑
i=101

I(L(ŷt) ≤ yt ≤ U(ŷt))

여기서 µ̂t는전체자료를이용하여추정된식에서유도된 t시점평균 µt의추정값이다.각모형에서

설명변수를 xt, 추정된 회귀모수를 θ̂라고 할 때, 모형 1과 4의 경우 µ̂t = exp(xT
t β̂)가 되고 모형 2

의 경우 µ̂t = max(0,xT
t β̂)가 된다. 임의의 비선형 함수 g()에 대해, g(E(Y )) ̸= E(g(Y ))이기 때문에

모형 3의 경우 단순히 제곱근 척도로 추정한 값을 제곱하여 µ̂t = max(0,xT
t β̂)

2로 추정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일러 전개, 잭나이프 (Jackknife)나 붓스트랩 (bootstrap)

방법을사용할수있으며이논문에서는계산의용의함을위해테일러전개방식을적용하여적합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µ̂t = max(0,xtβ̂)
2 + σ̂2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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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2
t은변환시계열 Zt의분산추정값을의미한다.오른쪽기준은미래예측력을알아보기위한

것으로 ŷt는 t − 1시점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식에서 유도된 t시점 관측값 yt의 예측값을

의미한다. n은 자료의 수로 439가 되고 왼쪽 식에서 k는 모형 1, 2, 3은 0이고 모형 4에서는 시차

때문에 4개의 결측값이 있어 4가 된다. CPE와 CPPE는 95% 예측구간에 포함되는 관측값의 비율로

포함확률 (coverage probability)를 의미한다.

Table 3.2 Goodness of fit of comparison models

Criter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Fit

MSE 14.590 9.480 9.453 10.062

MAE 2.892 2.122 2.113 2.169

X2
E 3.244 2.208 2.279 2.182

CPE 0.155 0.959 0.950 0.232

Forecast

MSPE 18.905 10.868 10.672 35.304

MAPE 2.973 2.199 2.187 2.587

X2
PE 6.448 2.525 2.586 3.682

CPPE 0.127 0.941 0.956 0.227

Table 3.2는 각 모형에 대해 위의 기준들에 대한 적합도를 표시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시계열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이 적합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아

송 회귀분석에서는 모수 µ가 0보다 크기 때문에 µ에 대한 95% 예측구간은 0을 포함할 수 없어 현재

자료와같이 0이포함되어있는경우포함확률이현저하게떨어지는경향이있다.이를해결하기위해

예측구간의 하한 값이 어떤 기준점 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기준점을 1

로 재계산한 결과 모형 1의 CPE와 CPPE는 0.157, 0.183, 모형 4는 0.234, 0.289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모형 2와 모형 3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두 모형보다 적합이나 예측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모형 3이 변환-역변환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으나 모형 2보다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식중독발생은기후적인요인에영향을받는것은확실하지만위생시설의확충이나행정적인조치

등에 의해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급식이나 식당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건 및 위생 인프

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 어떤 시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시점의 위생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상황이

지속적으로안좋아질수있다는것이다.그러므로현재식중독발생은직전시점에식중독이얼마나

발생했는지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에 대한 예측모형으로 어떤 모형이 적절한지를 살펴보았으며

원자료또는제곱근변환을시킨자료에대한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이간단하면서도예측력이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 포아송 회귀모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모형에서는 양수인

평균 µ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발생건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논문에서

비교하지 않았지만 관측값에 0이 많은 경우에 적용하는 영과잉 모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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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ccurrence of food poisoning is usually modeled by meteorological variables

like the temperature and the humidit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poisoning occurrence and climate variables in Korea and compare Poisson

regression and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 to select the forecast model. We

confirm that lagged climate variables affect the food poisoning occurrences. However, it

turns out tha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ediction, the number of previous occurrences

is more influential to the current occurrence than meteorological variables and Poisson

regression model is less reliable.

Keywords: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 cross correlation, Poisson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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