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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국내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뚤림 위험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시계열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논문명, 키워드, 초록에 ‘시계열 분석’을

포함한 6,543건 문헌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 91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논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계열 분석 연

구는 의학과 보건학관련 학회에서의 활용이 높았고, 요인분석과 추세분석을 주요 분석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세부주제는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분석 기법은 ARIMA 모형,

시계열 회귀모형 순으로 활용되었다. 자료의 대부분은 통계청과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문헌의 비뚤림 평가 결과, 상당수의 논문들이 표본수가 부족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시계

열 도표와 플롯 작성을 간과하였다. 보건복지 영역에서 시계열 분석의 활용이 늘고 있고 향후 이용 가

능성도 커지고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분석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주요 항목을 간과한 논문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향후 시계열 분석의 적극적인 활용

뿐만 아니라 통계적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

는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

주요용어: 보건복지, 시계열분석, 체계적문헌고찰.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시계열 자료 (time series data)는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이들

을 관측하여 기록한 자료를 의미하며, 시계열 분석 (time series analysis)은 시계열 자료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구조 (probabilistic structure)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성과 상관성 등 여러 확률적 또는 통계적

성질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확률현상의 미래 형태를 예측하는 통계분석을 의미한다 (Jung과

Won, 2001).

시계열 분석은 분야별 자료의 특성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시계열 과정의 기술, 모형구축을 통한 시

계열 자료의 변화 요인 설명, 과거 자료를 통한 미래 시계열 변화의 예측, 시계열 자료의 발생과정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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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 어떠한 목적으로 분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 이용하는 시계

열기법도달라진다 (Noh, 2011).

시계열 분석은 1926년 Yule이 시계열을 과거 관측 값들의 함수형태로 표현하고자 시도한 것을 시작

으로, Walker (1931)의 자기회귀 (autoregressive) 모형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이후 다양한 모형과 개

념이 제안되었다. 그중 1976년 박스-제킨스 (Box-Jenkins)의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이 제안된 이후 대용량의 복잡한 계량경제 모형에 대한 실험적 연구에

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Makridakis와 Hison, 1995), 현재 비계절형 및 계절형 시계열, 개입분석, 다

변량 시계열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Huh, 1996). 한편, 시계열 분석이 우리나라에서 학술적인 목

적으로 이용된 시기는 1960년대부터 이며, 도입 초기의 시계열 분석은 농업 분야와 소비 경제 분야에서

의활용이많았고, 점차경영및행정관리분야로확대된이후금융, 환경, 공학, 교육, 정책, 경제등거

의 모든 학문과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

에비해시계열분석도입시기가느리고, 활용된논문의수도많지않은상황이다.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도 시계열 자료와 코호트 자료, 패널자료 등의 종단 자료가 누적되면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연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 방법론으

로 자료의 특성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시계열 분석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합하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정의된 기준

에 근거하여 문헌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체계적 문헌

고찰 (systematic analysis)이다. 이는 과학적 방법으로 수행된 일차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자

료원, 분석 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고 사전 정의한 이후, 이를 객관성과 재현성이 확보된 방법을 이용하

여 검토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합성 방법론

(research synthesis methodology)이다 (Greenhalgh, 1997).

지금까지국내보건복지분야의논문을대상으로통계적방법을고찰한연구는일부있으나, 대부분이

보건학 (Lee, 1986; Han, 1990), 의학 (Kang 등, 2007; Choi와 Kang, 2008), 간호학 (Lee와 Lee, 1998;

Kang, 2002; Jun 등, 2011), 한의학 (Jang 등, 2009; Lee 등, 2012) 등의각분야논문에서활용된통계

분석의종류와빈도를파악하거나, 통계방법의타당성과질적수준을평가하는방식으로수행되었고, 국

내보건복지상황에서시계열분석이활용된문헌을대상으로체계적문헌고찰을시행한연구는없는실

정이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는 국내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논문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시계열 분석의 특성과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시계열 분석 연구의 비뚤림 위험 평가를 실시함

으로써향후보건복지분야에서의시계열분석연구방향을제시하고, 실무에서의활용을높이는데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분석

틀을 적용하여 연구의 유형, 목적, 세부 주제, 자료원, 분석 기법 등 시계열 분석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을 파악한다. 둘째, 문헌 발행 시기, 학문분야, 세부 주제, 분석 기법 등 분석 항목 간의 상관성을 파악

한다. 셋째,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최종 선정된 논문에 대한 비뚤림 위험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

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시계열 분석 기법의 적용 가

능성및연구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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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이연구는국내보건복지분야에서시계열분석기법을사용한연구의동향을파악하기위해서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모든 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보고 양식인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에 근거하였다. 이는 Moher

등 (2009)이 개발한 것으로, 문헌의 검색일자, 검색전략을 기술하여 문헌 검색이 보다 완벽하게 재현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과정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내용 (제목,

초록, 방법, 결과, 고찰 및 결론)을 확인하여 이에 맞게 작성하였고, 문헌선택 흐름도 (PRISMA flow

chart)를이용하여문헌검색및선정, 선택과배제과정을수행하였다.

2.2. 조작적 정의를 통한 분석범위 설정

1) 시계열 분석 용어 사용의 혼재

시계열 자료 또는 종단면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서 “시계열 분석”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

고 있었다. 즉,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순 기술통계 분석, 미래 예측을 위한 시계열 분석 (time series

analysis)을 포함하여, 일반화가법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s)을 이용한 포아송 분석, 패널분석

(panel analysis) 모두가시계열분석이라는용어를동일하게사용하고있었다. 특히이중에서패널분석

은 수많은 논문에서 통합회귀분석 (pooled regression analysis), 시계열 횡단면 회귀분석 (time series

cross-sectional regression), 결합시계열 분석 (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통합 횡단면

시계열분석 (pooled cross-section and time series analysis), 집적시계열분석 (aggregated time-series

analysis)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유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논문의 동향을 파악하기 이전에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에 대한 조작적 정의 또는 범위 선정을 실시

하였다.

2) 시계열 분석 모형 분류 및 연구 범위 선정

시계열 분석 모형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모형은 서로 다

른 확률과정 (stochastic processes)을 가진다. 먼저, 시계열 분석 모형은 선형모형 (liner time series

model)과 비선형모형 (non-liner time series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형모형은 자료의 동적

구조 (dynamic structure)를 연구하는데 기본체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Tsay, 2002), 대표적 모형은

자기회귀모형 (autoregressive model; AR), 이동평균모형 (moving average model; MA), 자기회귀

이동평균모형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

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이고, 비선형 모형에는 혼돈 시계열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모

형으로 STAR (smooth transition autoregressive)모형,비대칭Markov-switching모형, TAR (thresh-

old autoregressive)모형등이있다 (Rothman, 1999). 또한분석에포함된변수의수에따라단변량시

계열 모형 (univariate time series model)과 다변량 시계열 모형 (multivariate time series model)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계열 자료의 성질에 따라 시간영역 분석 (time domain analysis)과 주파수영

역 분석 (frequency domain analysis)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변량 시계열 모형은 관찰된 시계열이 다른 시계열들과 독립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이용되며, 다

변량 시계열 모형은 예측이나 설명이 필요한 관심계열 (종속변수)을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설명계

열과 함께 모형화하여 설명하기 위해 이용한다 (Noh, 2011). 시계열 자료의 속성에 따른 기준에서 시

간영역 분석은 인접된 시계열 값들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성이나 상관성을 현재 값이 과거 값들의 회귀

(regression)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시간영역 분석법에서는 시계열을 모형화하기 위해서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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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수적 회귀모형을 가정하고, 추론에서는 이 모형의 차수와 회귀계수들의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주

파수영역분석은스펙트럼분석 (spectral analysis)이라고하며, 시계열에존재하는모든주기적성분을

찾아내고, 각 주기적 성분들이 시계열 종속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따

라서 이 분석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하나는 시계열의 종속성에 대한 영향력을 주기의 역수인 주

파수 성분들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럼 밀도함수 (spectral density function)를 찾는 기법이다

(Kim과 Kim, 2003).

이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분류하고 있는 선형시계열 모형에 기초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였

다. 여러 학문 분야와 학자,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시계열 분석에 대한 유형과 분류가 다양하게 존재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논문들이 모두 선형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였다

는 것을 근거로 하여 선형 시계열 모형을 중심으로 모형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단일변량 시계

열 분석 모형의 기본 형태인 시계열회귀분석 모형 (regression of time series), 시계열분해 모형 (time

series decomposition method), 지수평활 모형 (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을 포함하였다. 또한

시계열 분석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모형인 AR 모형, MA 모형, 누적 (inte-

grated) 모형과이들모형의조합으로제안된 ARMA 모형과 ARIMA 모형, 그리고 ARIMA 모형의확

대 형태인 계절-ARIMA 모형이 있다. 그리고 다변량 시계열 분석의 대표 형태인 전이함수모형 (trans-

fer function model)과 VAR 모형이 포함된다. 변동성 모형으로 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성 (autoregres-

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ARCH) 모형과 이와 유사한 형태인 일반화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

성 (generalized ARCH) 모형을포함하였다.

Figure 2.1 Classification of models based on linear time series model

2.3. 문헌 검색 및 선정

1) 문헌 검색 및 선정 과정

국내 보건복지 상황에서 수행된 시계열 분석 연구를 검색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 (elec-

troni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일자 2013.8.29～2013.8.30)는 한국의학

논문데이터베이스 (KM base),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한국학술정보 (KISS), 과학기술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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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NDSL),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이용하였고, 국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일자 2013.10.7)는

Pubmed, Ebsco-Medline, Thomson Reuters-SSCI, Thomson Reuters-SCI를이용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는 ‘논문명’ 또는 ‘초록’ 또는 ‘주제’에 ‘시계열 분석’이 포함된 논문으

로 검색하였고,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상세검색 (advanced)을 이용하여 ‘title’ 또는 ‘abstract’ 또는

‘keyword’에 검색어 ‘time series analysis’와 논리연산자 ‘and’를 이용하여 ‘Korea’가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문헌검색에서주제분야, 연구대상, 발행기관, 게재시기에별도의제한을두지않았다.

문헌선택기준은한국보건복지이슈에대하여시계열분석을실시한학위논문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 동료심사 (peer review)를 거친 학술논문 중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된 논문으로 국한하였다. 문

헌 배제 기준은 시계열 분석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논문, 시계열 분석에 대한 질적 연구 및 논설, 한국

상황이아닌국외사례, 학술대회발표자료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2) 문헌 검색 및 선정 결과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6,392건이 검색되었고, 국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52건으로 총 6,544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이중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 검색된 991건을 제외한 5,553건에 대해서 문헌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다. 문헌 선정 기준에 따른 선택 및 배제 과정은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1차 문헌 선

택/배제 과정에서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 보건의료 또는 보건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5,177건을 제외하였다. 2차 선택/배제 과정에서는 376건의 논문에 대한 전문 검토를

통해 시계열 분석 기법이 이용되지 않은 논문 268건, 결과자료 없는 종설 논문 4건, 한국 보건복지 상

황이 아닌 논문 10건을 제외하였다. 또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결과를

2번 게재한 2건의 중복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논문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과정은 선택 및 배제 기

준에따라총 3회에거쳐반복적으로수행되었으며, 그결과총 91개문헌이최종분석에포함되었다.

Figure 2.2 Selection flowchart for the systematic review

2.4. 분석 기준 및 절차

최종 선정된 논문의 분석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보건학, 간호학, 복지학 분야에서 연구동향 및 문헌

고찰을 실시하여 분류기준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선행연구 (Na와 Kim, 2010; Choi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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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와 Cho, 2013)를 내부 연구자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연구자간 이견을 조정하여 범위 및 분류

기준을수정·적용하였다. 또한분석에포함된시계열분석연구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항목들을선정

하여 추가·보완하였다. 확정된 분석 기준은 게재 시기 및 연구 유형, 저자 소속, 발표 학술지 분야, 연구

목적, 핵심 주제, 자료 출처 및 내용, 시계열 분석 단위 및 관측수, 시계열 분석 모형, 비뚤림 위험 평가

이며, 이를중심으로정보를추출하여문헌을정리·분석하였다.

게재시기는최초게제논문을기준으로연단위로분석하였고, 연구유형은학술논문과학위논문 (석

사논문, 박사논문)으로 구분하였다. 저자 소속은 공동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 1저자와 교신저

자의소속을중심으로분류하였고, 저자의소속이교육기관으로명확히구분되는학위논문은별도로구

분하였다. 연구목적은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이유를 중심으로 추세분석, 요인분석, 모형구축, 향후 예

측,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입분석으로 구분하였다. 발표 학술지 분야는 국내·외 학술지를 ‘한국연구재
단’의 ‘연구 분야 표준분류표’를 이용하여, 보건학, 간호학, 의학, 사회복지학, 정치·행정학, 경제·경영
학, 통계학, 공학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석·박사 학위논문은 별도로 정리하였
다. 핵심주제는여러단계를통해분석기준을마련하였다. 먼저시계열분석논문에서수행한단일변

수에 대한 추세분석, 요인분석, 개입 효과 분석 등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조사하였다. 단일 변수로 구성된 논문은 단일 변수를, 종속변수가 있는 논문은 종속변수를 핵심 주제로

선정하였고, 여러독립변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논문에서는보건복지분야의변수를핵심주제로채

택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문헌에서 추출된 주제를 분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현황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통계 수치로 분석하고 정리한 ‘보건복지 통계연보’ 지표를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분류된 핵심 주제는 인구 (총인구, 출생, 사망, 성비), 국민건강 (주요 질병 및 사망원인), 보건

의식행태 (흡연, 심리, 스트레스, 행복), 보건복지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보험 (국민

연금,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회복지및보건의료정책 (고용,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빈

곤), 보건복지사업 (예방접종 사업, 보육 사업, 결핵 사업), 재정·경제 (보건복지 예산 및 지출, 고용, 국

민경제)로구성하였고, 보건의식행태에포함되어있는의료서비스이용은이를주제로한연구가많아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보건복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핵심 주제를 분류할 수 없는 ‘임

상프로그램’ 항목을추가하였다. 자료의출처는시계열분석연구에포함된주요변수를측정하기위해

사용된 자료원을 검토하였고, 이를 정부행정기관, 국제기구, 의료기관, 보험관련 기관, 학술기관 (학회,

대학교, 연구원), 기상청, 질병관리본부, 민간 기업 (KT&G), 기타 (언론 기관)로 분류하였고, 각 기관

을통해이용된자료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이 연구에서 정의한 선형 시계열 분석 기법을 의미하며, 시계열 회귀분석, ARIMA, 계

절-ARIMA, 개입시계열 분석, AR, MA, ARMA, 파워스펙트럼 기법, 지수평활법, 전이함수 모형, 이

분산 모형, 분해 모형 등 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단위는 시계열 분석에서 이용되는 계량변수의 연속적

인 관찰치의 단위를 의미하며, 초 단위, 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 횟

수로 구분하였다. 관측수는 시계열 자료의 표본수로서, 분석 단위수를 분석 기법별로 최소값 및 최대

값, 평균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논문의 비뚤림 위험 (risk of bias)은 체계적인 오류로 결과나 추정

에 있어 참값에 벗어남을 의미하며, 비뚤림 위험 평가 (assessing risk of bias)는 각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설계에 맞게 개발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선정된 문헌의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Kim

등, 2011).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개별 연구의 비뚤림 위험 또는 연구 간의 비뚤림 위험의 분석을 권

고 하고 있으며 (Shea, 2008; Hemingway, 2009; Moher 등, 2009; Kim 등, 2011; Ahn과 Kim, 2014),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Kim 등, 2011). 이 연구에서는 캐

나다 의료연구재단인 AHFRA (Alberta Heritage Foundation for Medical Research)가 2004년에 개

발한 양적 연구의 비뚤림 위험 평가 항목 (checklist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quantitative studies;

QualSyst)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비뚤림 위험 척도로 권고되는 점검목록 (checklist) 방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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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무작위대조군실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1차 조

사연구 (primary research papers)의 표준평가 기준 (standard assessment criteria)을 제시하고 있다

(Kmet 등, 2004). 또한 문헌들의 내적 타당성 (internal validity of the studies) 관점에서 오류와 비뚤

림 (errors and biases)을 최소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이 연구와 같이 다양한 주제와 내용, 연구 설계 등

이이질적인논문 (disparate sources)으로부터수집된항목을평가하는데있어서유용성과타당성이입

증된 도구이다 (Kmet 등, 2004; Wassenaar 등, 2013). 또한 이 측정 도구와 시계열 분석과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연구자가 시계열 분석관련 평가 항목을 추가로 검토한 이후 시계열 분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 항목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개별연구의 목적

이나특수성까지면밀히평가한것은아니므로이견이있을수있다. 따라서이러한평가과정은특정논

문의비뚤림을평가하기보다는전반적인경향을확인하는데유용하다.

비뚤림 위험 평가 항목은 연구문제 및 목적의 명확성, 연구설계, 독립변수의 출처 및 정의, 표본의 크

기, 통계분석 방법 (시계열 분석 모형으로 수정), 결과 측정, 결과 해설,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충족 여

부를 평가하였고, 추가로 시계열 자료의 구성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절차 실시 여부를 평가

하였다. 각평가항목을충족하는연구는 1점을, 충족하지않은연구는 0점을부여하였다.

Table 2.1 Classification criteria

Classification Description

Year of publication −

Type of studies Academic journals, dissertation and theses

Areas of selected journals Classified by criteria sugges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Affiliation of the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Educational institution, government (affiliated), medical institution, research agency,

organization, others

Subject of research Classified by criteria sugges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ear Book’

Research purpose
Intervention (control), factor analysis (explanation), prediction (forecasting), trend

analysis (description)

Data sources

Academic institu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overnment

organization, insurance agen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medical institutions,

meteorological agency, private enterprise, statistics Korea, others

Types of time series models Classification of models based on linear time series analysis

Unit of analysis Secondly, minutely,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yearly, number

No. of Observations (time points) Maximum, minimum, mean

Assessing risk of bias Assessment based on ‘checklist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quantitative studies’

3. 연구결과

3.1. 발행 시기 및 연구 유형

국내 보건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논문은 1987년부터 2013년 까지 총 91건이 발

행되어 전체 논문수는 많지 않은 편이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9건이 발행되어

다른 시기보다 발행 비중이 높았으며, 2013년은 8건으로 이는 논문 선정 시점이 2013년 8월 (국내 게

재논문)과 10월 (해외게재논문)이어서이후게재논문들은반영되지않은수치이다. 연구유형별로는

91건 중에서 학술논문이 68건, 석·박사 학위 논문은 23건으로서 전체 기간에 걸쳐 시계열 분석의 활용

은학위논문보다학술논문에서높았다 (Figure 3.1).

국내 보건복지 상황을 주제로 최초 발행된 학술논문은 Lee (1987)의 논문으로 병원 진료과별로 입원

환자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 기법인 ARIMA 모형, AR 모형, MA 모형을 적용하였다.

학위 논문은 Lee (1994)와 Jung (1994)의 논문으로 두 논문 모두 의료정책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하여 ARIMA 모형을이용하였다.



586 Kyung-Sook Woo · Young-Jeon Shin

Figure 3.1 Year of publication and type of studies

3.2. 저자 소속 및 학술 분야

학술지에 보건복지 관련 주제로 시계열 분석 논문을 게재한 저자의 소속은 교육기관 (대학교 및 대학

원)이 85.6%였고, 학위논문까지 포함하면 88.7%로 대부분의 저자는 교수 또는 대학원생이었다. 이외

에 보건복지 및 경제 분야 연구원 소속이 9.0%, 의료기관 소속이 3.6%순이었고, 정부 및 산하기관 (금

융감독원)은 1건에불과하였다.

보건복지 분야의 주제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국내·외 학술 논문은 전체 68건며, 이 학회들의 연구

분야를살펴보면,의학 18건 (26.5%),보건학 12건 (17.6%),행정·정책학 11건 (16.2%),경영·경제 10건

(14.7%), 사회복지학 8건 (11.8%) 순으로특정분야의학문에서주도적으로활용하는경향은보이지않

았다.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의학 분야 학술지 가운데 대한예방의학회가 5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2건이었다.

학위 논문은 저자의 전공학과를 근거로 학문 영역을 분류하였는데, 전체 23건 중 의학 6건, 통계학

5건, 보건학및경영·경제학이각각 3건, 사회복지 2건순으로나타났다.

Table 3.1 Affiliation of authors and areas of selected journals

Affiliation of author n (%) Research areas n (%)

Educational institution 95 (85.6)
Medicine 18 (26.5)

Health science 12 (17.6)

Research agency 10 (9.0)
Administration policy 11 (16.2)

Businessmanagement 10 (14.7)

Medical institution 4 (3.6)
Social science 8 (11.8)

Nursing science 4 (5.9)

Governmentorganization 1 (0.9) Statistics 3 (4.4)

Others 1 (0.9) Others 2 (2.9)

Total 111 (100) Total 68 (100.0)

> Affiliation of author: the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are included.

3.3. 세부 연구 주제 및 목적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논문들은 세부 주제로 건강수준 (17.6%)과 의료서비스 이용 (17.6%)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의 12.1% (11건)는 총인구, 출생, 사망, 성비가 포함된 인구 문제를 주제로

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임상 프로그램은 11.0% (10건), 여러 유형의 사회보험 그리고,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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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및지출을주제로한논문이각각 9.9% (9건)로나타났다.

각주제에따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국민건강을주제로한 16건의논문중에서질병발생및

사망의 원인을 다룬 연구는 각각 5건이었고, 자살의 원인 및 그 영향 요인을 주제로 한 연구가 6건이었

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는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도입으로 인한 환자수와 의료 이용량,

진료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공통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하는 <건강

보험통계연보>나 의료기관 내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전체 16건 중 14건의 연구가 분석에 이용

한시계열자료를개월단위로이용하고있었다. 임상프로그램을다룬연구 10건가운데 8건은심박및

혈압, 호흡과 관련된 주파수 변화를 관찰한 연구로서 시계열 자료의 관측단위가 초 단위, 분 단위의 짧

은 주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경제 및 재정에서 보건복지 예산 및 지출을 주제로 한 연구는 국가 단위의

분석으로써연간단위를이용하였다. 또한보건복지정책은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인또는각정책개

입이다른상황과대상에미치는효과등을다루고있었다.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논문들은 단일의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각각의 분석목적들을 연구

과정 또는 절차로 제시하여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추세분석과 모형구축은 그 자체가 연구의

목적이기도하지만, 대부분은다른목적들을달성하기위한중간과정으로도이용되고있었다.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목적들을 중복 산정했을 때, 시간적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이

30.1%로 가장 높았고, 시계열 과정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추세분석이 25.0%, 미래 예측이

19.9%였다.

Table 3.2 Subjects and purposes in research

Subjects n (%) Purposes n (%)

Health status (disease, cause of death) 16 (17.6) Factor analysis
47 (30.1)

Medical utilization 16 (17.6) (explanation)

Population (birth and deaths, gender ration, total population) 11 (12.1) Trend analysis
39 (25.0)

Clinical program 10 (11.0) (description)

Social insurance (pension, health insurance, industrial insurance) 9 (9.9) Prediction
31 (19.9)

Finance and economy (government budget, household expenditure, national economy 9 (9.9) (forecasting)

Policy of health and welfare (employment, health, poverty, social services policy) 7 (7.7)
Modeling 23 (14.7)

Health behavior and perception (happiness index, smoking rate) 5 (5.5)

Health and welfare Personnel 5 (5.5) Intervention
16 (10.3)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 (vaccinations services, childcare) 3 (3.3) (Control)

Total 91 (100.0) Total 156 (100.0)

> Research purposes were double counted.

한편, 단일 목적만을 제시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요인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가장 많

았고 (24건), 다음은 개입분석 (9건) 순이었다. 일부 논문의 세부 목적과 내용을 분석한 예시는 Table

3.3과같다.

Table 3.3 Research purpose and main issues

Research purpose Issues

Factor analysis (explanation)

The determinants of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Economic fluctuation and public health indicators

Effects of suicide reports on actual suicides

Factors of the profit chain in medical service

Air pollution and emergency patient

Determinants of welfare policy and basic human needs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Factor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Response of premature infants to auditory stimulus

Intervention (Control)

The eff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healthcare system

The effect of price policy and anti-tobacco

The impact of rise in coinsurance rate service utilization

The hospital charge after performance reporting

Stimulation programme to improve recovery in comatose patients.

Trend analysis (description)
Heart rate variability in fetal

Secular trend of sex ratio at birth by regions

Prediction (forecasting) Forecasting the number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case

Modeling Preterm Birth by various statist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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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출처 및 내용

연구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원은 통계청 (34.0%)이며,

주로 인구동태통계 및 사망원인통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다. 또한 노동부, 보

건복지부, 재정기획부 등 정부기관 (21.4%)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연보 (산업재해분석, 보건복지통계,

정부기관 사업평가연보, 한국재정통계 등)도 다수 이용되었다. 의료기관 내부 통계 자료를 이용한 논문

은 13.2%로서 내원 환자수 또는 임상 자료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자료이다. 국제

기구에서 발행하는 자료는 전체 중 10.7%가 이용되었는데, 국민의료비 및 사회복지비 규모, 질병별 사

망률, 정책 효과 등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 하는데 이용하였다. 기상청 자료 (1.9%)는 대기오염 또는 기

후요인으로인한질병발생을파악하는데이용되었다.

Table 3.4 Data sources and contents

Data source Contents n (%)

Statistical office
Cause of death data, dynamic population statistics,

household survey data, etc.
54 (34.0)

Government organization Statistics annual report ofthe central (local) government 34 (21.4)

Medical institution (clinic, hospital ) Internal data of medical institution 21 (13.2)

International organization

(IMF, OECD, WHO, ect.)

Employment, health spending, mortality rate, labour

force, social welfare budget, GDP growth, etc.
17 (10.7)

Insurance agency
Medical expense of health insurance, medical service

utilization
15 (9.4)

Academic institutions (educational

institution, research agency)
Personnel data, health Behavior 6 (3.8)

Private enterprise (KT&G) Tobacco sales data 5 (3.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mmunicable diseases data 3 (1.9)

Meteorological agency Meteorological data 3 (1.9)

Other (Media organization) Suicide mortality data 1 (0.6)

Total 159 (100.0)

> Data sources were double counted

3.5. 분석 단위 및 관측수

시계열 분석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의 분석 단위로는 초, 분, 일, 주, 개월, 분기, 년, 등이 있다.

이중 개월 (45.1%)과 년 (39.6%) 단위를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개월을 분석 단위로 한 연

구 41건 중에서 의료기관 내원 환자, 질병별 사망자, 산업재해자, 출생자 등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7건이었고, 사망비, 발병률, 출생성비, 재입원율과 같은 비율 (rate, ratio)을 분석 대상으로 이

용한 연구는 6건, 병원 매출액 및 의약품 지출과 같은 비용이 5건 이었다. 마지막으로 3건의 논문 대상

은 치료재료 재고량, 항생제 사용량, 뇌기능 지수였다. 한편, 연 단위 분석에서는 전체 36건 중 16건이

조사망률, 흡연율, 감염율, 출산율, 자살율과 같은 비율·비 (rate, ratio)를 대상으로 하였고, 12건이 국

민 의료비, 복지예산 및 지출, 평균 진료비 등과 같은 비용을, 5건은 환자수 및 의료 인력수와 같은 사람

을대상으로하였고, 나머지 3건은행복지수, 담배판매량, 의료보험위험주기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분 단위 (5건)와 초 단위 (2건)를 분석에 이용한 7건 연구 모두가 심전도와 심혈관 신호를 통한 심박

수와혈압등신체기록을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논문의 관측 시점수는 최소 7개에서 최대 18,000개이며, 평균적으로는 306.8개

의 시점이 이용되었다. 최소 관측수 (7개 시점)를 이용한 연구는 7년 동안의 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보육및유아교육의수요를예측하였고, 최대관측자료 (18,000개)를이용한연구는분단위동안의환

자심박변동을분석하기위해파워스펙트럼분석을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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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Unit of analysis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s

Unit of analysis n (%)
Monthly 41 (45.1)
Yearly 36 (39.6)
Minutely 5 (5.5)
Daily 3 (3.3)
Secondly 2 (2.2)
Quarterly 2 (2.2)
Number 1 (1.1)
Weekly 1 (1.1)
Total 91 (100.0)

No. of observations
Minimum 7

(no. of time points)
Maximum 18,000
Mean±SD 306.8±1912.7

3.6. 시계열 분석 모형

시계열 분석 기법은 ARIMA모형 (23.7%)과 전통적인 기법인 시계열회귀모형 (22.1%)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개입시계열

분석이 12.2% (16건) 활용되었는데, 이중 7건이 보건의료 제도 및 정책 개입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임

상프로그램과사회복지제도의개입이각 3건, 환경의변화가 3건이었다.

Table 3.6 Time series analysis models

Types of models n (%)
ARIMA 31 (23.7)
Time series regression model 29 (22.1)
Intervention time series model 16 (12.2)
Autoregressive model 11 (8.4)
Vector autoregressive model 11 (8.4)
Power spectrum model 6 (4.6)
Seasonal-ARIMA 6 (4.6)
Moving average model 4 (3.1)
Exponential smoothing model 4 (3.1)
Transfer function model 4 (3.1)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 3 (2.3)
Decomposition model 2 (1.3)
GARCH model 2 (1.3)
ARCH model 2 (1.3)

Total 131 (100.0)
> Time series models were double counted.

논문에서 활용이 가장 많은 3가지 모형들의 시기별 활용 현황을 1987년부터 3년 단위로 살펴보면,

ARIMA 모형은 2007년 이후 그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시계열회귀 모형은 동 기간 동안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다. 개입시계열 분석은 1990년대에는 논문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2000년

대이후증가하는경향을보였고 2010부터는활용된논문이많았다.

Figure 3.2 Utilization of the mai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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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분석에서 한 가지 분석 모형을 이용한 논문이 53.8% (49건)로 가장 많았지만, 상당수 논문

들이 자료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시계열 기법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특

히, 2개의 분석 기법을 이용한 논문이 28건이었고, Kim과 Park (2013)는 ‘보험료 추정’을 위해 최대

5개 유형의 분석 기법 (AR, ARIMA, 계절-ARIMA, 개입시계열, 시계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기

법을 통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계기법에 따른 모형의 적합성

과 예측력을 비교하거나,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의 목적으로 시계열 분석 이외의 통

계 분석 방법을 이용한 논문이 19건이었다. 추가적으로 이용된 주요 분석 방법은 일반화가법로지스틱

분석 (generalized additive logistic regression), 패널분석 (panel data analysis), 확률모형 (stochastic

model)을이용한 Lee-Carter 모형, 경로분석 (path analysis) 등이었다.

3.7. 논문의 비뚤림 위험 평가

선행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유용성이 입증된 비뚤림 위험 도구인 QualSyst를 적용하여 논문의 목적

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하였을 때, 97.8% (89건)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었고, 두 건의 논문

은 연구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거나 연구의 구성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연구 설계의 경우는 7.7%

(7건)이 연구 설계 자체를 기술하지 않았고,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과 적절성에 있어서는 독립변수 자

료의 수집 과정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문헌이 14.3% (13건)이었다. 특히, 의료기관 내부 자료

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일반 사항, 내부 자료와 대상 환자 선정과정과 정보가 누락되었다. 종

속변수와 관련하여, 전체 91건의 논문 중 2건이 종속변수에 대한 정의 및 측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

고, 1건은 종속변수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표본수는 시계열 자료의 관측 시점수 (the number of

observations)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는데, 기존의 시계열 분석 논문들은 관측 수에 대한 기준을 최소 8개

에서 50개까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권고하면서도 엄격한 기준인 50개 이상의 표본수를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57.1% (52건)

의 논문이 50개미만의 표본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고, SAS에서 권고하는 최소 30개의 표

본수를기준으로하더라도 29.7% (27건)의논문이부족한표본수를이용하였다. 한편, 시계열분석에는

다양한분석기법들이있기때문에시계열자료의특성과연구의목적을고려하여적절한기법을활용하

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논문이 12.1% (11건)이었다. 또한 시계

열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결과표나 그림만 제시한 연구가 3.3% (3건)이었고, 결론을 제시

하지 않거나, 결론의 내용을 단순히 결과 요약으로 대체한 논문이 2.2% (2건)이었다. 마지막으로, 시계

열 분석의 시작 단계로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시간도표와 플롯을 그리지 않았거나, 결과를 내용에 제

시하지않은논문이 19.8% (18건)이었다.

Table 3.7 Assessing risk of bias

Criteria
Yes No

n (%) n (%)

Question /objective sufficiently described? 89 (97.8) 2 (2.2)

Study design evident and appropriate? 84 (92.3) 7 (7.7)

Input variables described and appropriate? 78 (85.7) 13 (14.3)

Outcome and exposure measure(s) well defined and means of assessment reported? 88 (96.7) 3 (33)

Sample size appropriate? 39 (42.9) 52 (57.1)

Analytic methods described/justified and appropriate? 80 (87.9) 11 (12.1)

Results reported in sufficient detail? 88 (96.7) 3 (3.3)

Conclusions supported by the results? 89 (97.8) 2 (2.2)

Time series graphs and plots is displayed for types of time series patterns? 73 (80.2) 18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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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4.1. 주요 결과 및 고찰

이 연구는 국내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비뚤림 평

가를 실시하여 향후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시계열 분석 연구를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내
외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체계적문헌고찰을실시하였다.

국내 보건복지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논문은 총 91건으로, 1987년에 최초로

학회지에 게재된 이후 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발행된 논문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시계열 분석의 활용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이

후에도 다른 분석 기법에 비하여 양적 증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시계열 분석이 보건복

지의 실무분야 또는 정책분야에서 활용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Oh와 Kim (1995)은 시계열 추정치를 결

정짓는데 필요한 시계열 자료 축적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Cho 등 (1989)은 보건의료 분야에

도 여러 형태의 시계열 자료는 상당히 있으나, 시계열 자료에 대한 적합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소수의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전·후간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국

외에서도 시간에 따른 질병감시, 의약품 복용의 임상적 효과, 환경 요인과 건강 지표의 상관성 분석 등

그 동안 전통적인 통계 방식으로 수행했던 실험적 자료 (experimental database)에 시계열 분석을 적용

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실례가 있으며 (Shumway와 Stoffer, 2011), 시계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

한 통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국내 보건복지 분야도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계

열분석을이용한논문의수도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시계열분석을실시한저자의소속은보건복지분야의임상또는현장실무자들보다는정책적측면을

고려한 대학교 교수나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이 86.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술 분야별로는 특정 분

야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나, 의학 분야 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수가 가장 많았

다. 이는 의학 분야에서 질병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 제도 또는 정책의 효과와 같

은거시적관점에대한관심확대에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실제로국민건강과의료서비스이용을세

부 주제로 다룬 논문이 각각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회에만 국한

되지 않고 행정학 및 정책학, 통계학, 산업공학 등 다른 학술분야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의 주제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시계열 분석이 다학문적 활용 기법이라는 점과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서 결과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에 복잡한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

후보건복지분야에서도유용한분석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에 포함된 문헌들의 비뚤림 위험을 파악하였다. 비뚤림 위험 평가는 체계적

문헌고찰의주요부분이지만적용되는도구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고, 동일한도구를적용하더라도

표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 설계에 맞게 개발된 위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Kim, 2011). 본 연구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계열 분석

을 실시한 논문들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주제와 내용, 연구 설계가 다양한 문헌들이 포함되어있으며, 이

러한 연구 특성에 맞게 개발된 QualSyst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기존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

서 대상 문헌들의 질적 수준 또는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는 도구들은 주로 주제와 내용이 비교적 동질적

인 임상실험연구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ies)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다

양한 연구 설계가 포함된 문헌들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도구가 부족하였다 (Kmet, 2004). 이 도구는

본연구와같이광범위한연구설계들이포함된문헌들을평가하는데유용한도구로써 (Davis 등, 2012;

Wassenaar 등, 2014), 여러학문분야에서체계적문헌고찰의비뚤림위험평가또는연구의비뚤림위

험 및 질적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Davis 등, 2012; Agarwal 등, 2013; Kim, 2013). 또한 평과 과정에

있어서도 연구자간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각 평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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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연구자가 의도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를 타당하게 구

성해야 한다. 연구 설계는 연구수행에서 얻어진 자료로부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도록 적절한 통계기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Park, 1996),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 (Shin와 Ahn, 2008), 분석 대상 논문에서는 7건이 연구 설계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

에 이용한 자료의 출처와 수집 과정 등의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논문이 14.3%였는데, 이

중 절반이 의료기관 내부 통계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었다. 이러한 논문들은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에 수행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해 연구의 심사 및

승인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 (Choi, 2006)에서

도 병원에서 임상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3%가 내

부 심사위원회에 의한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논

문에서도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통과 여부를 제시한 논문은 한 건도 없었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시

계열의 추정치를 결정하는데 자료의 길이 (관측 수)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짧은 시계열 자료는 모

델 적합성 진단 시, 특히 차분화 과정에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모수 추정치에 대한 제1종 오차

를 증가시킬 수 있고, 검정력 (power)이 낮아져 결과적으로는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Ramsay 등, 2003). 기존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에 포함된 반복 측정 관측수

를 최소 8개 이상 (Janoski와 Isaac, 1994)에서 30개 이상 (SAS Institute Inc, 2014), 그리고 50개 이

상 (Tryon, 1982; Ballard, 1983; Wagner, 2002; Decarlo 등, 2003; Velicer와 Fava, 2003; Templeton,

2004; Ramasubramanian, 2007) 등 다양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엄격하면서도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권고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50개 이상으로

하였다. 최적의 표본수를 고려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논문은 42.9%에 그쳐, 상당수의 논문들이 자

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시계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의 관측 개수가 충분히 확보된 자료를 분석에 이용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석할시계열자료에대해시간도표의작성은시계열분석과정과형식에있어서반드시선행되어야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를 본문에 제시하지 않은 논문이 19.8%였다. 실제적으

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3가지 절차가 있다. 먼저 시계열 그래

프를 작성하여,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 시계열 (stationary series)인지, 비안정 시계열 (non-stationary

series) 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는 시계열 자료를 변환하는 과정으로써, 시계열 자료가 비안

정적일경우에차분 (difference)과분산의안정화변환 (variance stabilizing transformation)을통해사

전에자료의안정성을확보한다. 세번째절차는자기상관플롯을관찰을통해시계열자료에적합한모

형을 적용하는 단계이다 (Noh, 2011). 이러한 과정을 거처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료에 적

합한 시계열 분석 기법을 시행해야한다. 따라서 향후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자들은 연구의 질적

수준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계열 자료의 패턴과 정상성 여부를 파악한 이후, 시계열 분석방법을

적용한결과를제시할필요가있다.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연구의 상당수는 분석 항목 간에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

면, 연구 주제와 자료 출처에 있어서 의료서비스 이용과 진료비를 주제로 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건강

보험통계연보>나 의료기관 내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중 87.5%의 연구가 시계열 자료를 개

월 단위로 분석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논문은 연구 주제와 분석 단위 간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

였다. 즉, 임상프로그램을주제로한연구들은신체기록과같이주기적으로변동하는시계열자료를초

단위또는분단위의짧은관측단위를이용하여스펙트럼분석을수행하였다. 또한보건복지예산및지

출을 주제로 한 연구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모두 연 단위를 이용하였다. 분석 단위와 분석 대상 간의

관련성을 보면, 개월을 분석 단위로 한 연구 중에서 65.9%가 의료기관 내원 환자, 질병별 사망자, 산업

재해자, 출생자 등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 단위 분석에서는 44.4%가 조사망률,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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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감염률, 출산율, 자살율과 같은 비율 · 비 (rate, ratio)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33.3%가 국민 의료

비, 복지예산및지출, 평균진료비등과같은비용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시계열 분석 기법의 활용도 시기별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계열 분석 기법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ARIMA 모형이었다. 이는 변동이 심한 자료의 예측에 유용한 단기예측의 통계적

방법으로, 1976년박스-제킨스가제안한이후비계절형및계절형시계열, 개입분석등에폭넓게활용되

는 강력한 시계열 모형이다 (Huh, 1996). 이 연구에서도 ARIMA 모형은 진동수 영역의 분석을 제외한

시간 영역 분석에서는 학문 분야, 세부 주제, 연구 목적, 자료원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2010년 이후 ARIMA 분석을 활용한 논문이 전체의 41.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

한 최근에 적용 사례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얻어내는 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을 갖는 시계열 자료의 모형화하는 방법 (Kim과 Park,

2013)으로 주로 독립시계열이 종속시계열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관계 규명하는데 사용되는데 (Kim과

Jung, 2003), 종속변수가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는 회귀모형 사용 시 오차항이 독립이어야 한다

는 조건에 모순되는 단점이 있다 (Myoung 등, 2013). 한편, 시계열 자료는 장기간에 걸쳐서 관측이 이

루어지는 관계로 정책의 변화, 환경적 재해 등과 같은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체계에 변화가 생겨 기존에 관측된 시계열 자료와 패턴이 달라진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안다

면 자료에 미칠 영향을 모형화한 후 이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Cho와 Sohn, 2009), 이러한 목

적으로 실시되는 개입분석도 논문 전체 16건 중에서 14건이 2000년 이후 발행되어, 최근 활용도가 높아

지고있음을확인하였다.

시계열 또는 경시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 이외에 다양한 통계 기법이 함께 이용되고 있

었고, 이 과정에서 시계열적 분석에 대한 서로 다른 용어의 이해 또는 용어 사용의 혼돈이 발생하고 있

었다. 즉, 시계열 분석 뿐만 아니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기술분석, 패널분석, 일반화부가모형 등이 시

계열 분석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중 일반화부가모형은 로지스틱판별분석의 설명변수 중 비

선형인 설명변수가 존재할 경우 비선형인 각 설명변수들에 대하여 적절한 평활함수를 이용하여 종속변

수를 예측함으로써 로지스틱판별모형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비선형 설명변수의 특성까지 고려하는 통

계적 분류기법이다 (Lim, 2009). 또한 일반화부가모형은 일반선형모형의 속성에 가법모형 (additive

models)을혼합한통계모형으로서설명변수가종속변수에영향을줄수있다는잠재적인개인변수들을

보정해 주어야하는 반면, 시계열분석은 설명변수에 영향을 받는 개개인의 변수를 보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차이가있다 (Sagiv 등, 2005). 한편, 패널분석은패널자료를이용한계량경제분석으로서시계열분

석과 횡단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패널 자료는 조사시점에서 하나 이상의 변수를 가

진 동일한 횡단면 단위에 기준을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집한 것으로, 시계열적으로 부족한 자료에

대하여 횡단면적 자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경우 효과적으로 이용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Rhim, 2007). 이와 같이 연구자마다 시계열 분석에 대한 용어의 이해와 정의가 다르다고,

그에 따라 채택한 종단 분석방법이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문헌 추

출과정에서 상당한 혼돈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문헌의 선택과 배제 과정을 여러 번 반복 수행하였

다. 용어 사용의 혼재는 연구를 수행하는 개별 연구자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시계열 자료 및

종적 자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의사결정 및 미래 예측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사

례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명확한분류와용어의표준화가필요하다.

4.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함에 있어서 국내·외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통해학술지와학위논문으로국한하였고, 학술대회발표자료와연구보고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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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요청으로인해원문을공개하지않은논문등은분석에포함하지않았다. 또한이연구에서는보

건복지분야의주제로시계열분석을실시한논문으로한정하였는데, 다양한학문분야에서보건복지분

야의 연구주제 또는 세부 분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은 엄격하게 분류하면 환경 분야이지만 광의적 의미에서는 보건환경 분야로 분류되어 본 연구

의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

지 현황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통계 수치로 분석하고 정리한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근거로 선택과 배

제 과정을 수행하여 분류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다루지 않은 보건복지 분야 및 주제

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계열 자료, 패널 자료, 그리고 코호트 자료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모든 종단적 분석 연구의 동향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서 시계열 분석 방법을 이용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종단적 자료

또는 반복측정 자료를 분석한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과 분석 방법 간 특성과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국내 보건복지 분야를 대

상으로시계열분석을실시한연구를체계적문헌고찰을통해논문들의구조적특성과질적수준에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건복지 분야의 시계열 분석 연구 방향과 올바른 분석 방법론의 활용하는데

기초자료를제공했다는데의의가있다.

4.3. 소결

보건복지분야를주제로시계열분석을이용한논문은점차증가하고있으나, 아직까지활발하게적용

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그러나최근에는보건복지분야에서도 ‘의료패널’, ‘복지패널’, 정기적으로이

루어지고 있는 ‘지역건강·영양조사’, 장기간 축적된 건강보험관련 자료 등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자료가
누적되면서 시계열 분석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 보건복지 실무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보건복지정책등에서의활용이증가될것으로보인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계열 분석은 장기간에 걸쳐 측정된 시계열 자료를 통해

건강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감시, 그리고 보건복지 정책 개입 및 임상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시계열 분석은 비교적 복잡하고 어려운 통계기법이기 때문에 분석 과정

과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시계열 분석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양적연구로서 수행해야하는

항목들을간과한논문들이확인되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향후시계열분석의적극적인활용뿐만아니라통계적방법과절차를준수하고신뢰성있는결과를도

출함으로써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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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s and risk of bias of research

using time series analysis on health and welfare in Korea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future health and welfare research. The database searches identified 6,543 papers.

Following the process for screening and selecting, a total of 91 papers were included in

the systematic review.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articles using

time series analysis from 1987 to 2013. Time series analysis was applied in medicine

and health science journals. The main goals were explanation and description. Most

of the subjects were heath status and utilization of healthcare services. The main

model used in the time series analysis was ARIMA followed by time series regression.

The data were gather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government agencies. For assessing risk of bias, some studies were found to have

inadequate sample sizes or showed no time series graphs and plots. These findings

suggest greater widespread utilization of time series analysi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and to use the appropriate analysis methods and statistical procedures to obtain

more reliable result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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