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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인의 전형적인 사망 원인인 암은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통계청이 제시한 Cause of

death statistics (2014)에 따르면, 7대 광역시 중 부산의 표준화 사망률 (standardized mortality

rate; SMR)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지역암센터의 암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암발생

률과 암사망률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2003∼2009년 자료를 대상으로 구/동과 같은 소지역 단위

를 고려하였으며, 전체 암과 4대 주요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간 상관성

을 고려한 공간 다수준 모형을 통해 모형 선택과 모수 추정을 수행하였다. 공간 효과에 대해서는 조건

부 자기회귀 (conditional autoregressive; CAR)를 가정하였으며 WinBUGS를 이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로각지역에서의공간효과를어떻게분석하고해석하는지제시하였다.

주요용어: 공간모형, 공간일반화선형혼합모형, 다단계모형, 베이지안추론, 소지역추정.

1. 서론

역학 (epidemiology), 질병관리 (administration of disease)등 보건 분야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위

험 (risk)이지역별로어떻게분포하고있는지가주된관심사일수있다. 일반적으로대지역 (region) 또

는 소지역 (small area)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나,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추정 결과를 위해 소지역 추정

(small area estimation; SAE) 방법이선호되고있다 (Pfeffermann, 2002; Chandra 등, 2007). 그러나,

과도하게 작은 소지역 단위 분석은 단위 내 표본수가 작아 추정치의 정도 (precision) 확보가 어려운 문

제점이발생할수있다. 즉, 분석하고자하는지역단위에서타겟변수의미발생으로인해결과의왜곡이

심해질수있다 (Rao, 200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지역 추정을 위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

적으로 Clayton과 Kaldor (1987)이 제안한 경험적 베이즈 (empirical Bayes; EB) 방법과 Ghosh 등

(1998)이 제안한 계층적 베이즈 (hierarchical Bayes; HB) 방법, Kim 등 (2011)이 수행한 다단계 일

반화 선형모형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이 있다. 이와 같은 베이즈 접근법

(Banerjee 등, 2004)은 모수에 대한 사전분포 (prior distribution)를 가정하고 모수의 추정을 위해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계산과정을 이용한다.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이웃한 지역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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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spatially correlated)을 고려하기 위해 임의효과 (random effect)에 대해 CAR (conditional au-

toregressive)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지역의 적은 표본 수로 인한 추정치의 정도에 대한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다. 베이지안 CAR모형은 WinBUGS와 같은 패키지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내 구/군, 동 단위의 소지역별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한 통계적 분석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Lee와

Park, 2015).

본 논문에서는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산 지역의 암발생 및 암사망 추정을 위해 행정단위별 (구/동)로

보고된 부산지역암센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행정단위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

해서 일차적으로 구와 구 하위 행정구역인 동을 임의 효과로 가정한 다수준 (multi-level)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GLMM)을 적합하였다. 그러나 Moran 검정 결과 지역

간 공간적 상관성이 존재하였고, 이는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행정단위별 효과에 대한 공간적 상관성이 있는 모형 (spatially correlated model)이

요구되었고 이차적으로 공간적 상관성을 가지는 GLMM을 적합하였다. 연구자료는 2005년도 기준 부

산광역시 105개의 행정동에 대해서 2003-2009년 (7년)간 수집된 암발생/암사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정 시점의 발생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3년씩 자료를 묶어서 분석하였다. 동 단위로 집계

된 발생자수/사망자수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동별 연앙인구수의 자연로그 값을 오프셋

(offset)으로 두었다.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로는 연도, 성별, 나이, 2005년 기준 박탈지수 (deprivation

index; Townsend, 1987)를 이용하였으며, 구/동별 차이를 두 개의 임의효과로 각각 고려하였다. 임의

효과의 추정을 통해서, 각 소지역간 암발생/암사망의 연관성을 질병지도 (disease mapping)의 형태로

나타내어 파악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연구 자료의 소개로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의 변수에 대한 설명

과 자료의 생성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방법으로 공간적 상관성을 가지는 GLMM 모형을 제시하였

고 MCMC의 한 종류인 깁스 샘플링 (gibbs sampling)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연구결

과로 종류별 암에 따른 발생/사망에 대해 네 가지 형태의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한 GLMM을 적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서적합한모형들을 DIC (devianc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으로비교하여타당한

모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모형에 대해 공간적 상관성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추정된 임의효과를

근거로부산지역구/동별로질병지도를나타내었다. 4절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그에따른결론을

도출한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2.1. 연구자료

부산지역암센터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있는 암발생/암사망 등록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시간

적 추세를 고려하기 위하여 2003-2009년 7년간 수집된 자료를 3년 기준으로 결합한 2004-2008년에 대

해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시점 추정을 위해 2003-2005년 자료를 합친 형태로 분석하였다. 반

응변수는 암발생자수 및 암사망자수이며, 갑상선을 제외한 전체암과 주요 4대암인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해 다루었다. 갑상선암의 경우, 기관에 따라 진단 기준 차이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전체암 분석에서는 해당암을 제외하였다. 즉, 전체암은 위암, 대장암, 폐

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을 모두 통합하여 고려한 경우이다. 설명변수는 연도, 성별, 나

이, 2005년 기준 박탈지수를 고려하였다. 2008년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기준으로 16개 구/군과 105개

읍/면/동 단위의 지역적 차이를 임의효과로 고려하였다. 여기서 구는 구/군을, 동은 읍/면/동을 간소

화하여 표기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표기하고자 한다. 각 동별 연앙인구 수의 자연로그 값

을 오프셋으로 두어 10만명당 발생자수·사망자수를 추정하였으며, 해당 연앙인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앙인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박탈지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결핍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

표로써 5년마다 시행되는 통계청 인구센서스 조사의 10% 표본자료에 의해 산출된다. 박탈지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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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비율, 여성 가구주 가구 비율, 자가용이 없는 가구 비율, 고졸 미만 교육수준의 인구 비율, 낙후된

주거환경의 가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아파트가 아닌 가구 비율, 가구주 기준 낮은 사회계급 비율, 이

혼·사별 인구 비율 등의 9개 구성 지표로 구성되었다 (Ahn 등, 2015; Choi 등, 2011). 박탈지수는 작은

값을 가질수록 박탈수준이 낮음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음)을의미하며, 큰 값을 가질수록 박탈수준이 높

음 (사회경제적수준이낮음)을의미한다.

Figure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부산 지역의 박탈지수 4분위 (1분위:

박탈지수낮음, · · · , 4분위: 박탈지수높음)를지도로표현한결과동쪽에위치한기장군, 서쪽에위치한

강서구, 남쪽에 위치한 중구와 서구, 동구 등의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하여 박탈지수가 높은 동이 많아

사회적, 경제적수준이낮음을알수있다.

2.2.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GLMM과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한 GLMM을 소개하고, 이를 적합하기 위한 MCMC의

한종류인깁스샘플링에대하여설명하고자한다. 이어서모형선택의방법과관련한 DIC 개념을설명

하였고, 공간적 상관성을 검정하기 위한 Moran 검정법 및 지역간 상관성을 고려한 CAR모형을 설명하

고자한다.

Figure 2.1 Deprivation index of Busan based on 2005 census

2.2.1. 분석모형

반응변수로 yijkl를 i번째동의 j번째성별, k번째연령그룹, l번째연도에해당하는암발생자수 (또는

암사망자수)라고하였을때, (2.1)과같이조건부평균 µijkl을가지는포아송모형을고려한다.

yijkl|gui, dongi ∼ Poisson(µijkl) (2.1)

i=1, · · · , n (=105 ) 번째소지역 (동)

j=1 (남자 ), 2 ( 여자 )

k=1 (20∼44세), 2 (45∼64세), 3 (65∼74세 ), 4 (75세∼)

l=1 (2004년), 2 (2005년), 3 (2006년), 4 (2007년), 5 (2008년)

µijkl에 대한 연결함수 (link function)를 로그함수로 하여 (2.2)와 같은 모형을 고려하였다. ηijkl는

µijkl에대한선형예측 (linear predictor) 변수가된다.

ηijkl = log(µijkl)

= log(popijkl/100000) + βgender × genderj + βage × agek (2.2)

+ βyear × yearl + βdp × dpi + gui + d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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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popijkl/100000)는 각 수준의 소지역의 연앙인구수를 오프셋으로 설정한 것이다. βgender, βage,

βyear, βdp는 각각 성별, 연령, 연도, 박탈지수에 대한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gui, dongi은 임의효과로

구와 동 각각에 대해 두 개의 임의효과를 모형에 고려하였다. 임의효과의 추정을 통해서, 각 소지역간

암발생/암사망의상대위험도 (RR: Relative Risk)를비교할수있다.

임의효과에공간적으로독립인모형 M1과, 공간적상관성을가지는모형 M2, M3, M4를 (2.3)과같

이고려할수있다.

M1 : dongi
iid∼ N(0, σ2

dong), gui
iid∼ N(0, σ2

gu), (i = 1, · · · , n)

M2 : dongi ∼ CAR, gui
iid∼ N(0, σ2

gu), (i = 1, · · · , n)

M3 : dongi
iid∼ N(0, σ2

dong), gui ∼ CAR, (i = 1, · · · , n)

M4 : dongi ∼ CAR, gui ∼ CAR, (i = 1, · · · , n)

(2.3)

M1은 동과 구를 각각 독립적인 임의효과로 간주한 모형이다. 이와 달리 M2, M3, M4는 동과 구에

대해 공간효과를 고려한 모형이다. M2는 동에 CAR모형을 가정하고 구는 독립적인 임의효과로 두었으

며, 반대로 M3는 동은 독립적인 임의효과로 두고 구에 CAR모형을 가정하였다. M4는 동과 구에 모두

CAR모형을가정하였다 (Britt, 2005).

M1은 Laplace 근사법을이용한최대우도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방식으로

모형 적합이 가능하지만, M2, M3, M4는 공간효과로 CAR모형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WinBUGS를 이용한 베이지안 적합을 이용하였다. 즉, MCMC 중 깁스 샘플링을

이용한사후분포추정을하였다 (Walsh, 2004).

CAR모형에서는 공통 경계 (common boundary)를 가지는 지역들을 이웃으로 간주했다. (2.4)에서

만약 i번째 동과 j번째 동이 인접하였으면 이웃행렬 N의 (i, j)번째 원소는 1, 인접하지 않았으면 0을

가진다.

yi = β0 + β1xi + ei (2.4)

ei = ρ

n∑
j=1

sijej + ui

ui ∼ N(0, σ2vi)

E(ei|ej ; i ̸= j) = ρ

n∑
j=1

cijej

cij =

1, i번째동과 j번째동이인접

0, i번째동과 j번째동이인접하지않음

ρ =공간자기상관계수

N = cij :이웃행렬

D = diag {vi} :분산가중행렬

Figure 2.2는 동별로 구분된 부산 지역들에 대해 공통 경계를 가지는 경우 이웃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심좌표를 연결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 경계를 공유하는 경우 외에도 다리 (bridge)를 통

해이어지는지역들은이웃하는것으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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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Busan’s neighborhood diagram

2.2.2. 모형 선택

베이지안 모형의 선택 기준으로는 DIC, Posterior predictive p-value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DIC를 비교하였다. DIC는 MCMC 시뮬레이션에 의해 얻어진 사후분포 모형, 즉 베이지안 모형 선

택에특히유용하다 (Berg, 2004).

D(θ) = −2log(p(y|θ)) + C (2.5)

D̄ = Eθ[D(θ)] (2.6)

PD = D̄ −D(θ̄) (2.7)

DIC = PD + D̄ (2.8)

식 (2.5)에서 y는 자료, θ는 미지의 모수, C는 미지의 상수로써 p(y|θ)가 우도함수 (likelihood func-

tion)을 의미하므로, D(θ)는 deviance를 의미한다. 식 (2.6)의 기댓값 D̄는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하는

정도로써, 값이 클수록 적합의 정도가 떨어진다. 식 (2.7)에서 θ̄는 θ의 기댓값을 의미하며, PD는 모형

에대해효과적인모수의개수를의미한다. 식 (2.6)와식 (2.7)을정리하여식 (2.8)과같이 DIC를계산

할 수 있다. 모형 선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DIC가 작은 모형이 더 선호되어진다 (Linde, 2005; Gilks,

1992).

2.2.3. 공간적 상관성 : Moran 검정

Moran’s I는공간적상관성의정도를나타내는척도이다 (Moran, P. A. 1950; Tiefelsdorf, M. 2000).

여기서 공간적 상관성은 인접한 지역들과의 이웃 관계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Moran’s I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I =
N∑

i

∑
j

wij

∑
i

∑
j

wij(Xi − X̄)(Xj − X̄)∑
i

(Xi − X̄)2
(2.9)

여기서, X는 공간적 상관성을 확인하고자하는 관심 대상 변수가 되며, N은 i와 j에 의해 색인되어지

는 변수 X의 지역 단위 수를 의미한다. X̄는 X의 평균이고, wij는 공간적 상관성에 대한 가중행렬 성

분이다. 공간적 상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 하에 Moran’s I의 기댓값과 분산은 다음의 (2.10), (2.11) 식

과같이계산된다. 식 (2.11)에서치환한 Si (i = 1, · · · , 5) 값들은식 (2.12)에서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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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
−1

N − 1
(2.10)

V ar(I) =
NS4 − S3S5

(N − 1)(N − 2)(N − 3)

(∑
i

∑
j

wij

)2 − (E(I))2 (2.11)

S1 =
1

2

∑
i

∑
j

(wij + wji)
2 (2.12)

S2 =
∑
i

(∑
j

wij +
∑
j

wji

)2

S3 =
N−1∑

i(xi − x̄)4(
N−1

∑
i(xi − x̄)2

)2
S4 = (N2 − 3N + 3)S1 −NS2 + 3

(∑
i

∑
j

wij

)2

S5 = (N2 −N)S1 − 2NS2 + 6

(∑
i

∑
j

wij

)2

Moran’s I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공간적 상관성을, 양수인 경우에는

양의 공간적 상관성을 나타낸다. -1에 근접한 값일수록 완벽하게 퍼져있음 (perfect dispersed)을 의미

하고, 1에 근접한 값일수록 완벽하게 군집되어 있음 (perfect clustered)을 의미한다. 한편 0을 갖는 경

우에는 무작위 (random)임을 의미한다. Figure 2.3은 Moran’s I 범위에 따른 공간 상관성 양상을 나타

낸 것으로, ArcGI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인용하였다. Moran’s I는 Z-score로 변환이 가능하

므로 p-value를이용한통계적가설검정이가능하다.

Figure 2.3 Patterns of spatial correlation by range of Moran’s I

2.2.4. 깁스 샘플링

베이지안 통계학에서 모수에 관한 추론은 사후분포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진다. 그러나 사후밀도함수

를계산하는과정에서필요한복잡한형태의함수적분이쉽지않다는문제가있다. 이러한어려움을해

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MCMC가 있다. MCMC는 관심이 있는 값을 확률변수에 대한 함수의 기댓값으

로 표현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여 추출된 동일한 분포를 따르며 서로 독립인 (i.i.d.) 표본들의 표본평균

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의 특수한 경우인 깁스 샘플링을 이용하였다.

깁스 샘플링은 결합 분포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각 변수의 조건부 분포는 알려져 있을 경우 적

용 가능하며, 추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조건부 확률분포에 의존하여 교대로 표본을

채취하는방법이다.

표본의 관측 값을 벡터 Y , 모형의 모수를 벡터 θ로 정의할 때, 사후밀도함수 (posterior probability

function) f(θ|Y )는 식 (2.13)으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f(θ)는 사전분포를, f(Y |θ)는 우도함수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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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θ|Y ) ∝ f(θ)× f(Y |θ) (2.13)

단, 모형의 모수 θ = (θ1, · · · , θp) 를 p차원 벡터라 할 때 조건부밀도함수 f(θi|θ−i, Y )로부터의 난

수발생이 용이해야 한다. 깁스 표집기는 초기치 θ0 = (θ01, · · · , θ0p)부터 마코프 체인을 시작하여 식
(2.14)와같이각각의조건부밀도함수를통해연속하여표본을채취한다.

θi1 ∼ f(θ1|θi−1,2, · · · , θi−1,p, Y )

θi2 ∼ f(θ2|θi,1, θi−1,3, · · · , θi−1,p, Y )

· · ·

θik ∼ f(θk|θi,1, · · · , θi,k−1, θi−1,k+1, · · · , θi−1,p, Y )

· · ·

θip ∼ f(θp|θi,1, · · · , θi,p−1, Y )

(2.14)

식 (2.14)에 의한 첫 번째 반복의 결과로 θ1 = (θ11, · · · , θ1p)을 갱신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을 M번 반

복하면 깁스 샘플 θ1, θ2, · · · , θM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체인은 정상확률분포 (stationary distribu-

tion)로수렴하여사후확률분포 (posterior distribution)를구할수있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정보적 사전분포 (uninformative prior)를 가정하였다 (Gilks, 1992). 식 (2.2)의

β값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0001인 정규분포를, 임의효과의 정확도 (precision)는 척도모수와 형상

모수가 0.001인 감마분포를 가정하였다. 초기치 (initial value)는 β의 경우 0을, 정확도의 경우 1로 설

정하였으며 11,000번의 반복샘플링 중 10%를 번인 (burn-in)하여 총 10,000개의 샘플을 취하여 분석하

였다. 모수의민감성점검을위해체인 (chain)의개수를증가시켜살펴보았으나차이가없는것으로확

인되어 체인은 1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2.4는 전체암 발생에 대해 체인을 2개로 설정하여

구한 Brooks Gelman Rubin 그림과 통계량이다 (Brooks 등 1998). 모형에 명시된 4개의 β들에 대해

각각 나타내었다. 푸른색은 체인 내 변이 (within-chain variance)의 추정치를, 초록색은 체인 간 변이

(between-chain variance)의 추정치를 나타내며 붉은색은 이들의 비 (ratio)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를

Gelman Rubin 통계량 또는 Brooks Gelman Rubin ratio라고 하며, 이 경우 모두 1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전체암발생외의다른경우도동일한수렴결과를보였다.

βgender βage

BGRratio = 0.999 BGRratio = 1.005

βyear βdp

BGRratio = 1.005 BGRratio = 1.020

Figure 2.4 Brooks Gelman Rubin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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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Moran 검정 결과

암 발생 및 암 사망 추정을 위해 구와 동을 임의 효과로 가정한 다수준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을 적

합하고, 공간적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Moran 검정을 진행하였다. 통계프로그램 R의 spdep 패키지 중

moran.test 함수를이용하였으며유의수준 0.05에서가설검정을하였다. 귀무가설을기각하는경우공

간적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암 발생에 대한 Moran 검정 결과, Moran’s I는

0.302, p-value<0.001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공간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Table 3.1은 모든 조합 (암

종×연도×성별×연령) 중 공간적 상관성이 유의한 경우에 대해 Moran’s I를 제시하였다. Table 3.2는

공간적상관성이유의한경우의비율을정리한것이다.

Table 3.1 Result of Moran’s I

occur death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All
cancer

male

age (20∼44) 0.302 0.302 0.302 0.302 0.302 0.225 0.148 0.100 0.125
age (45∼64) 0.107
age (65∼74) 0.302 0.302 0.302 0.302 0.302 0.164 0.119 0.101
age (75∼) 0.130

female

age (20∼44)
age (45∼64) 0.302 0.302 0.302 0.302 0.302 0.158 0.109 0.154
age (65∼74) 0.117
age (75∼) 0.302 0.302 0.302

stomach
cancer

male

age (20∼44) 0.215 0.215 0.215 0.215 0.215 0.165 0.148 0.112 0.230 0.252
age (45∼64)
age (65∼74)
age (75∼) 0.215

female

age (20∼44)
age (45∼64) 0.215 0.215 0.215 0.155
age (65∼74) 0.160
age (75∼)

colorectal
cancer

male

age (20∼44) -0.036 -0.036 -0.036 -0.036 -0.036 0.116
age (45∼64) -0.036
age (65∼74) -0.036 -0.036 -0.036 -0.036 0.136
age (75∼) -0.036

female

age (20∼44) -0.036 -0.036 0.212
age (45∼64) -0.036
age (65∼74)
age (75∼)

lung
cancer

male

age (20∼44) 0.249 0.249 0.249 0.249 0.249 0.192 0.215 0.177 0.112 0.111
age (45∼64) 0.150 0.081
age (65∼74) 0.249 0.249 0.096 0.164 0.104
age (75∼)

lung
cancer

female

age (20∼44) 0.144
age (45∼64) 0.249 0.249 0.249 0.137 0.147 0.100
age (65∼74) 0.249 0.249 0.102
age (75∼)

liver
cancer

male

age (20∼44) 0.206 0.206 0.206 0.206 0.111 0.109
age (45∼64) 0.206 0.206 0.206 0.184 0.126
age (65∼74)
age (75∼) 0.206

female

age (20∼44) 0.206 0.206 0.206 0.206 0.114 0.168 0.159
age (45∼64)
age (65∼74) 0.206 0.203 0.114
age (75∼) 0.206 0.206 0.121 0.149

Table 3.2 Proportions of cases with significant spatial correlation using Moran’s I tests

occur death
All cancer 45.0% 32.5%

stomach cancer 22.5% 17.5%
colorectal cancer 35.0% 7.5%

lung cancer 30.0% 37.5%
liver cancer 37.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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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 검정 결과 암종별로 공간적 상관성 존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체암에서 유의하게 나

타나는 공간적 상관성이 가장 많았다.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박탈지수를 공변량으로 고려했음에도 불

구하고상이하게나타나는지역별차이는공간적상관성을고려해야함을의미한다.

3.2. 모형 선택 및 추정

암발생및암사망추정을위한효율적인공간모형을선택하였다.

Table 3.3은 전체암과 주요 4대암의 발생자수 추정을 위해 식 (2.3)에서 소개한 M1, M2, M3, M4를

적합하여 구한 사후분포의 DIC이다. 모든 암 분류에서 DIC 값이 가장 작은 M3가 좋은 모형임을 확인

할수있다.

Table 3.3 DIC values - cancer incidence models

M1 M2 M3 M4

gu (ind)/dong (ind) gu (ind)/dong (CAR) gu (CAR)/dong (ind) gu (CAR)/dong (CAR)

All cancer 40,227.8 40,232.8 40,227.2 40,236.7

stomach cancer 22,956.7 22,964.4 22,955.6 22,965.5

colorectal cancer 19,653.1 19,662.6 19,651.9 19,662.8

lung cancer 18,733.2 18,741.1 18,732.0 18,741.1

liver cancer 20,220.5 20,225.0 20,218.7 20,223.9

즉, 지역에 따른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나아가 동에 비해 구 단위의 공간 분석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Table 3.4는 전체암과 주요 4대암의 사망자수 추정을 위해 서로 다른 모형 M1,

M2, M3, M4를적합하여구한사후분포의 DIC이다.

Table 3.4 DIC values - cancer mortality models

M1 M2 M3 M4

gu (ind)/dong (ind) gu (ind)/dong (CAR) gu (CAR)/dong (ind) gu (CAR)/dong (CAR)

All cancer 21,153.9 21,157.1 21,153.7 21,158.4

stomach cancer 13,918.8 13,920.4 13,917.2 13,920.8

colorectal cancer 11,129.0 11,140.6 11,127.7 11,140.9

lung cancer 15,864.0 15,865.6 15,861.3 15,866.6

liver cancer 16,828.3 16,833.4 16,825.5 16,831.3

암 사망 자료의 경우, 암 발생과 마찬가지로 모든 암 분류에서 M3가 가장 DIC 값이 작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3.3. 암 발생에 대한 부산광역시 구/동별 질병지도

암 발생 추정에 사용된 공변량 효과 보정 후 남아있는 상대위험 정도를 구/동별로 추정하였다. 이는

임의 효과의 추정치에 지수함수를 취하여 계산한 것이다. 해당 결과의 점추정치를 질병지도의 형태로

나타내어 지역 간 암 발생의 연관성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병지도에서는 상대위험이 1보다 큰 지역의

경우붉은색으로, 상대위험이 1보다작거나같은지역의경우파란색으로표현하였다. 해당색상이짙

어질수록 상대 위험 정도의 절대값이 큼을 의미한다. Figure 3.1, Figure 3.2는 암종별로 발생에 대한

질병지도를나타낸것이다. 구별/동별상대위험이다양한양상으로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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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ancer

stomach

cancer

colorectal

cancer

Figure 3.1 Remaining relative risk estimates by gu/dong - occur of cancer

gu dong

lung

cancer

liver

cancer

Figure 3.2 Remaining relative risk estimates by gu/dong - occur of cancer

3.4. 암 사망에 대한 부산광역시 구/동별 질병지도

암 사망 추정에 사용된 공변량 효과 보정 후 남아있는 상대위험 정도를 구/동별로 추정하였다. 이는

임의 효과의 추정치에 지수함수를 취하여 계산한 것이다. 해당 결과의 점추정치를 질병지도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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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어 지역 간 암 사망의 연관성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병지도에서는 상대위험이 1보다 큰 지역의

경우붉은색으로, 상대위험이 1보다작거나같은지역의경우파란색으로표현하였다. 해당색상이짙

어질수록 상대 위험 정도의 절대값이 큼을 의미한다. Figure 3.3, Figure 3.4는 암종별로 사망에 대한

질병지도를나타낸것이다. 구별/동별상대위험이다양한양상으로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gu dong

All

cancer

stomach

cancer

colorectal

cancer

Figure 3.3 Remaining relative risk estimates by gu/dong - death of cancer

gu dong

lung

cancer

liver

cancer

Figure 3.4 Remaining relative risk estimates by gu/dong - death of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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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행정 지역 단위인 구와 동을 기준으로 암발생 및 암사망 등록 자료에 대해 공간

모형을 적합한 후 질병지도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에서 보듯이 지역 간 사회·경제
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박탈지수와 같은 지표를 고려하여도 지역적 특성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를통해지역적특성이존재하는자료에대해서는반드시공간적상관성을고려한분석을수행하는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잔류 특성을 공간분석을 통해 지도로 살펴본 결과 구별로는 인접

지역 간 상관성이 존재하고 동별 기준으로는 뚜렷한 지역 간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공간 분석

을 통해 지역적 특성의 단위 기준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특정 지역의 암발생 및

암사망 정도가 해당 지역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단위의 인접지역 요인에 따른

영향력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암종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 질병지도로부터 향후 연구에

서는각암의특성에맞는분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지역의 암발생 및 암사망과 관련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관심과 예방대책을

마련할수있는유용한자료가될것으로기대된다. 나아가지역적특성이있는자료에대해공간분석을

적용하여역학적으로유의한결과를도출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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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cer is a typical cause of death in Korea that becomes a major issue in health

care. According to Cause of Death Statistics (2014)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MRs (standardized mortality rates) in Busan were counted as the highest among all

cities. In this paper, we used data of Busan Regional Cancer Center to estimate the

extent of the cancer incidence rate and cancer mortality rate. The data are considered

in small areas of administrative units such as Gu/Dong from years 2003 to 2009. All

cancer including four major cancers (stomach cancer, colorectal cancer, lung cancer,

liver cancer) have been analyzed. We carried out model selection and parameter es-

timation using spatial multi-level model incorporating a spatial correlation. For the

spatial effects, CAR (conditional autoregressive model) has been assumed.

Keywords: Bayesian inference, multi-level model, small area estimation, spatial gener-

alized linear mixed model, spati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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