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 http://dx.doi.org/10.7465/jkdi.2015.26.5.1087
Information Science Society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5, 26(5), 1087–1095

기상 및 소셜미디어 정보를 활용한 인플루엔자 예측모형

황은지1 · 나종화2

1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충북대학교 정보통계학과/비즈니스데이터융합학과

접수 2015년 7월 25일, 수정 2015년 9월 3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24일

요 약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질병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 (코, 인후, 기관지,

폐 등)에 감염되어 생기는 병이다.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 (폐

렴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측모형을 다루었으며, 주로 회귀적인

모형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기상요인을 예측변수로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소셜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기상요인과 대등한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반응변수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플루엔자 진료건수가 사용되었고, 설명변수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

는 기상정보와 트위터에서의 인플루엔자 연관키워드 빈도가 사용되었다. 모형의 비교를 위해 시계열

모형도함께제시되었다.

주요용어: 소셜미디어, 연관키워드, 예측모형, 인플루엔자.

1. 머리말

인플루엔자는 독감 (flu) 또는 계절 독감 (seasonal flu)로도 불리는 질병으로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감기는 증상이 약하고,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중하다. 감기는 100여가

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인플루엔자에 감염

되면 코, 목, 폐에서 시작하여 몸 전체로 퍼지며,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퍼

진다. 인플루엔자는 또한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나 물건을 만진 손으로 눈이나 코 또는 입을 만질

때도 옮긴다. 인플루엔자의 증상으로는 38℃가 넘는 고열, 기침이나 인후염, 콧물이나 코막힘, 두통, 매

우피곤함, 근육통, 구토, 설사, 오한등이다.

인플루엔자 및 감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Xiao 등 (2013), Manangan (2006), Hains와 Patz

(2004), Pablo (2004), Jang (2011), Cho (2012)가있으며, 이들연구는대부분인플루엔자 (또는감기)

와기상정보와의관계를다루고있다.

최근에는 질병 또는 경제지표 등의 예측에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이 부상하고 있다. 질병의 예측

에 소셜정보를 활용한 연구로는 검색엔진 질의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를 예측한 Ginsberg 등

(2009)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국내의 연구로는 Cho 등 (2013)이 있다. 소셜정보를 이용한 실업률 등

의 경제지표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발하며, SAS와 UN Global Pulse (2011)에서 소셜미디어와 온라

인 대화를 이용한 실업률 통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Askitas와 Zimmermann (2009), Choi와 Var-

ian (2012), Choi (2010), D’Amuri (2009), D’Amuri와 Marcucci (2009), Xu 등 (2012), Na와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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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기상 및 환경요인에 대한 예측모형에 대한 연구로는 Son과 Kim

(2015), Lee (2014)가있다.

2절에서는 분석자료에 대한 기초분석과 적합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3절에서는 적합결과와 함께 모형

에대한평가를수행한다. 4절에서는결론과함께향후연구방안을제시한다.

2. 기초분석과 적합모형

2.1. 분석자료 소개

본 연구에서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플루엔자 진료건수를 반응변수로하는 통계적 예측모형

을 구축한다.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2년 6개월간 (2011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의 서울시 진료

건수 (일일자료)를사용하였다. 예측변수로는기상청에서제공하는동기간의기상자료 (기온, 습도, 일

조량)와트위터에서언급된연관키워드 (인플루엔자, 독감, 감기, 신종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사스)의버

즈량 (단위: 건)을사용하였다. Figure 2.1은동기간의인플루엔자진료건수에대한시도표이다.

Figure 2.1 Medical treatment number of influenza (period: 2011.1.1∼2013.6.30, data: NHIS)

예측변수로 사용될 기상요인과 트위터로부터 추출한 주요인플루엔자 연관키워드 버즈량에 대한 시도

표는각각 Figure 2.2와 Figure 2.3과같다.

(a) average temperature(unit: ℃) (b) average humidity(unit: %)

(c) sunshine (unit: hour)

Figure 2.2 Time series plot of meteor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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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ed keyword: influenza (b) related keyword: flu

(c) related keyword: cold (d) related keyword: novel influenza

(e) related keyword: swine flu (f) related keyword: SARS

Figure 2.3 Twitter buzz amount of influenza-related keywords

2.2. 소셜정보의 수집절차

비정형데이터인 인플루엔자 질병 연관키워드의 트윗 버즈량 (소셜정보)의 수집절차는 Figure 2.4와

같다. 먼저 트위터로부터 (주)다음소프트에서 제공하는 API 서버로부터 2차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한

다. 1차수집에서는 트위터의 문서를 표준화, 스팸필터링,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고, 2차수집에서는 해

당질병 (인플루엔자) 관련 연관키워드와 동의어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이때, 연관키워드의 선정

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지식분류체계 등을 통해 사전에 선정된다. 추출된 정보는 비정형데이터 수

집서버를통해데이터베이스로저장된다.

Figure 2.4 Collection procedure of the twitter buzz (unstructured data) of the influenza-relate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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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모형

아래의 모형 1 ∼ 모형 4에서 사용된 yt는 편의상 진료건수에 로그 (log)를 취한 값으로 정의한다. 그

이유는진료건수의시도표등으로부터로그변환을통한분산의안정화가필요하기때문이다.

모형 1은 진료건수 (yt)만을 사용한 시계열 예측모형으로 계절형 ARIMA 모형을 고려한다. 아래의

모형 1은 ARIMA(p, d, q)(P,D,Q)s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이 모형의 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계

열관련서적 (Box와 Jenkins, 1976)을참고하기바란다.

모형 1: 계절형 ARIMA 모형

φp(B)ΦP (B
s)(1−Bs)D(1−B)dZt = δ + θq(B)ΘQ(B

s)et,

여기서 δ는상수이고, et는백색잡음 WN(0, σ2
e)이며, 각기호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φ(B) = 1− φ1B − φ2B
2 − · · · − φpB

p

θq(B) = 1− θ1B − θ2B − · · · − θqB
q

Φ(B) = 1− Φ1B
s − Φ2B

2s− · · · − ΦPB
P s

Θq(B) = 1−Θ1B
s −Θ2B

2s− · · · −ΘQB
Qs.

위식에서, B는후진연산자로 BbZt = Zt − b을의미한다.

모형 2 ∼ 모형 4는 진료건수를 반응변수로 하는 회귀적인 모형을 고려한다. 일반적인 회귀모형과는

달리 모형 1의 적합결과로부터 (d = 1, D = 1로 나타남) 진료건수의 이전 1 과 7시차 (s = 7)를 예측변

수에 포함시키는 모형을 고려하되, 추가되는 예측변수로는 모형 2는 기상요인만을 포함, 모형 3은 소셜

요인만을 포함, 모형 4는 기상과 소셜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고려한다. 이 모형은 모두 시계열에

서의자귀회귀 (autoregressive) 성분과기상 (또는/과소셜)성분을예측변수로사용하는회귀모형으로

ARX (AutoRegressive with eXogenous) 모형으로나타내기로한다.

모형 2: ARX-기상모형

yt ∼ yt−1 + yt−7 + (text1)t + (기상2)t + · · ·

모형 3: ARX-소셜모형

yt ∼ yt−1 + yt−7 + (소셜1)t + (소셜2)t + · · ·

모형 4: ARX-기상소셜모형

yt ∼ yt−1 + yt−7 + (기상1)t + (기상2)t + · · ·

+(소셜1)t + (소셜2)t + · · ·

3. 모형적합 및 모형비교

3.1. 모형적합

3.1.1. 모형 1: 계절형 ARIMA 모형

로그변환된 시계열 자료 yt에 대해, 시계열 자료의 적합절차에 따라, 계절형 ARIMA 모형을 적합한

결과 ARIMA(0, 1, 1)(0, 1, 1)7 모형이 적합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3.1과 같다. 참고로, 적합과정에

서 1 차분과 7차분을수행한시계열에대한시도표와 ACF, PACF 도표는 Figure 3.1과같이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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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ime series and (ACF, PACF) plot of the series(1 − B7)(yt − yt − 1)

Table 3.1 Results of seasonal ARIMA model fitting

ma1 sma1

Estimate -0.775 -0.927

Std. Error 0.019 0.029

AIC 1162.19 AICc 1162.22 BIC 1176.61

Table 3.1로부터적합된계절형 ARIMA(0, 1, 1)(0, 1, 1)7 모형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1−B)(1−B7)yt = (1 + 0.775B)(1 + 0.927B7)et.

즉, 위의식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yt = yt−1 + yt−7 − yt−8 + et + 0.775et−1 + 0.927et−7 + 0.718et−8.

3.1.2. 모형 2 ∼모형 4: 기상 및 소셜정보를 이용한 회귀적 모형

Table 3.2는회귀적모형 (모형 2 ∼ 모형 4)의적합결과를나타낸다. 표에서추정치가제시된변수는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이다. 모형 2 와 모형 3은 각각 기상변

수와 소셜변수를 예측변수 (각각 3개씩)로 사용한 모형으로 두 모형의 결정계수가 비슷하나, 작게나마

소셜변수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상변수와 소셜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 4의

경우 모형 3에 비해 설명력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0으로 표시된 결과는 소수이

하 3자리까지만나타내었기때문이다.

Table 3.2 Estimates and standard errors of regression parameters

Model 2 Model 3 Model 4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Intercept 1.250 0.193 0.455 0.088 1.373 0.195

yt−1 0.078 0.019 0.068 0.019 0.042 0.019

yt−7 0.785 0.019 0.761 0.019 0.736 0.020

Temp. -0.008 0.002 -0.004 0.002

Humidity -0.006 0.002 -0.005 0.002

Sunny -0.023 0.007 -0.022 0.006

Influenza 0.003 0.001 0.003 0.001

cold (or flu) 0.000 0.000 0.000 0.000

swine flu (or H1N1) 0.005 0.001 0.004 0.001

SARS -0.000 0.000

R2 0.806 0.8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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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형평가

Figure 3.2는 모형1 모형 4의 적합결과와 예측결과를 나타낸다. 예측기간은 2013년 7월 1일 ∼ 31일

(1개월)이다. 시계열적 모형 (모형 1)과 회귀적 모형 (모형 2 ∼ 모형 4)의 적합이 모두 양호하며 비슷

한예측결과를보여준다.

(a) number of influenza

(b) Model 1

(c) Model 2

(d) Model 3

(e) Model 4

Figure 3.2 Time series plots of the number of observed and fitted influenza

Table 3.3은 각 모형의 적합력과 예측력을 나타낸다. 사용된 평가측도로는 평균절대오차 (MAE), 평

균제곱오차 (MSE), 평균절대백분위오차 (MAPE)가사용되었으며, 자세한정의는다음과같다.

• 평균절대오차 (Mean Absolute Error):

MAE =
1

n

n∑
i=1

|yi − ŷi| (3.1)

• 평균제곱오차 (Mean Squared Error):

MSE =
1

n

n∑
i=1

(yi − ŷi)
2

• 평균절대백분위오차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
1

n

n∑
i=1

|yi − ŷi|
yi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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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력은 모형 1이 가장 우수하나, 예측력에서는 모형 4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측력은 회

귀적인모형 (모형 2 ∼ 모형 4)이모형 1 (시계열적모형)보다전체적으로우수하게나타나고있다. 회

귀적인 모형 가운데 모형 2 (ARX-기상모형)와 모형 3 (ARX-소셜모형)은 적합력과 예측력이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은 인플루엔자 질병의 예측에 소셜정보가 기상정보를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Table 3.3 Goodness of fit of comparison models

Model
Fit Forecast

RMSE MAE MAPE RMSE MAE MAPE

Model 1 150.420 66.984 40.241 20.251 18.425 88.756

Model 2 210.703 94.124 46.997 12.402 10.790 73.842

Model 3 185.401 86.562 46.017 13.524 11.264 85.965

Model 4 183.332 85.792 46.025 10.070 7.859 58.322

4. 결론 및 향후연구

4.1. 결론

인플루엔자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고위험군의 대상을 죽음으로도 몰고가는 심각한 질병이다. 특

히 사람간의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므로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잘 관리되어야 할 질병이다. 본 연구에서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진료건수에 대한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시계열 모형

과회귀적인모형을동시에고려하였으며, 특히기존의연구에서다루어진회귀적모형들이주로기상요

인만을 예측변수로 사용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소셜요인 (질병 연관키워드의 트위터 버즈량)을 함께 고

려하였다. 그 결과 소셜요인이 기상요인과 대등한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

된모형적합도를통한모형간의비교는제한적인결과이므로, 일반화된해석으로는무리가있다.

4.2.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 고려된 시계열 및 회귀적 모형들은 모두 최근의 진료건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제의

진료건수에 대한 정보는 일선 진료기관에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고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차등의문제로최소 30일최대 90일정도의최근진료건수에대한정보는매우불안정하다. 또한, 구

축된모형을이용하여미래시점의예측을위해서도기상및소셜변수에대한예측값이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점은실무차원에서의예측모형개발에큰지장을주고있으므로, 향후의연구에서는이전시차의

질병건수를 요구하는 시계열적 또는 ARX 계열의 모형 보다 기상 및 소셜정보 만을 예측변수로 하는 회

귀적 모형을 고려하되, 효율적인 예측을 위해 선행시차의 예측변수 (leading variable)를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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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za, commonly known as “the flu”, is an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the

influenza virus. We consider, in this paper, regression models as a prediction model

of influenza disease. While most of previous researches use mainly the meteorological

variables as a predictive variables, we consider social media information in the model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contributions of two-type of informations are compa-

rable. We used the medical treatment data of influenza provided by Natioal Health

Insurance Survice (NHIS) and the meteorological data provided by Korea Meteorologi-

cal Administration (KMA). We collect social media information (twitter buzz amount)

from Twitter. Time series model is also considered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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