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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결핵에 의한 사망률이 OCE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오명을

씻고자 최근 여러 가지 연구와 정책적인 대책이 수립되었고, 그 성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수립 및 결정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이러한 근거는 감염성 질환인 결

핵의 특성상 결핵 발병률이나 사망률 자료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상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되

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결핵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한 공간적인 특성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INLA R 패키

지로구현된시공간모형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를제시한다.

주요용어: 결핵사망률추정, 베이지안접근, 시공간모형, INLA R 패키지.

1. 서론

2015년 메르스의 발병은 우리나라의 질병 감시 체계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근본적으로 재

점검하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통계적 분석과 모형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는 계

기가되기도하였다.

특히, 호흡기를 통한 감염성 질환의 특성상 공간적인 인접성은 주요한 관심 요인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연구들은 필연적은 시공간상의 상관관계 (spatio-temporal autocorrelation)에 대한 이해 없이

는적절한분석이힘들게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주요 감염성 질환 중 하나인 결핵 (Tuberculosis; TB)의 경우는 발

병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2000년 이후 환자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다제 내성 결핵환자

가 증가하며, 학교, 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집단 결핵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는 등 우리나라의 주요한

보건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최근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10만명당 86명 발생률과 10만명당

3.8명의사망률을나타내는등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발생률과사망률을보이는국가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2013년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집단시설 역학조사, 민간공공협력사업 강화 등으로 결핵 신환

자가 9% 이상 감소하고, 청소년 결핵환자는 2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으나, 65세 이

상노인연령의결핵발생률과사망률은여전히감소경향이크지않고일부연령군에서는증가하는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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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양상을보여주고있다. 또한, 지역별로도그발생/사망의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어연령군및지

역별로 드러나지 않는 감염의 확산, 재발생, 치료실패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지되고 있을 가능

성이매우높다.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자는 요구에 따라, 최근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통계, 역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암, 심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연구가증가하고있다 (Maciel 등, 2012). 인도 (Tiwari 등, 2006), 일본 (Onozuka와 Hagihara, 2007),

브라질 (Asterisk, 2010), 포르투갈 (Areias 등, 2015), 중국 (Jia 등, 2008, Wang 등, 2012)에서는공간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공간적 분포를 질병지도 (disease mapping)으로 나타내거나, 통계적으로 확인된

유행지역을 확인하는 클러스터 탐색 (cluster detection)방법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선택

과집중을원칙으로하는예방관리전략을개발하기위하여연구가진행된바있다.

질병지도와 클러스터 탐색과 같은 시공간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공간 또는 시공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형의 수립과 이를 통한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고, 베이지안적 접근법

(Bayesian approach)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Banerjee 등, 2014; Ahn 등, 2015; Lee와 Park,

2015).

본논문에서는결핵에대한역학적연구의기반으로사용될수있는시공간모형을이용하여우리나라

의 결핵사망률을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는 연구에 사용된 결핵 사망률 자료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된 시공간모형을 소개

하고 3절에서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결과의 역학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논의하면마무리한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우리나라의 결핵등록 자료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별별 연령별 결

핵 발생자수와 결핵 사망자수를 담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을 0세부터 9세, 10세부터 29세,

30세부터 44세, 45세부터 64세,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연령군으로 나누고 각 연령군의 인구수를 기

준으로남녀별로표준화작업을거쳐서결핵사망률을구하였다. 공간정보의경우 2000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동안여러차례바뀐시군구행정구역을 2011년시점의행정구역에맞게 243개의시군구에대해

결핵 사망률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시군구 경계를 이용하여 공통의 경계를 가지는 시군구를 서로 이웃

으로정의하고이웃관계구조를구한뒤공간효과를고려하였다 (Figure 2.1).

Figure 2.1 Neighborhood structure of sigungu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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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시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한 시공간 모형 (spatio-temporal model)을 소개하고, 이를 베

이지안 접근방법에 기초하는 INLA R 패키지 (R-ILNA; Blangiardo와 Cameletti, 2015; www.r-ilna.

org)를 활용하여 적합하였다. 공간상관관계를 계산하기 위한 이웃관계구조는 공통 경계 (common

boundary)를 가지는 지역들을 이웃으로 간주하여 구해졌다 (Figure 2.1). 시간과 공간효과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가지 모형을 적합하여 보았고 모형들 간의 비교는 DIC (de-

viance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여 더 작은 DIC 값을 가지는 모형을 선택하도록 했다 (Gilks와

Wild, 1995; Linde, 2005).

2.2.1. 분석모형

반응변수 Yil를 i번째 지역의 l번째 연도에 해당하는 결핵 사망률이라고 하였을 때, 양수값을 가지

는 확률변수이며 주변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친 (right skewed) 형태를 보이므로 로그 변환된 log(Yij)를

조건부 평균 µil을 가지는 log(Yil) = µil + ϵil, ϵil ∼ N(0, τ−1
ϵ ) 모형을 고려했다. 조건부 평균 µil은

Blangiardo 등 (2013)에서제시하고있는모형을따라서아래와같은세가지방법으로모형화하였다.

모형 1: 첫번째모형은공간효과와선형적인시간효과를고려한모형으로모형식은다음과같다:

µil =α+ ηxil + vi + ui + (β + δi)× l (2.1)

i = 1, · · · , I (= 243)번째지역

l = 1 (2000년), 2 (2001년), · · · , 12 (2011년)

xil : l년도에 i ̸=지역의표준화나이

모형 (2.1)에서 α는 절편으로서 평균 사망률을 나타내고 vi와 ui는 공간효과를 나타낸다. 모형

(2.1)에서 각 지역 i의 시간효과는 δi로서 선형으로 가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효과 중에서

vi는 구조화된 공간 상관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Besag-York-Mollie (BYM) (Besag 등, 1991) 가정에 기

반하여다음과같은 ICAR (intrinsic conditional autoregressive) 모형으로구조화한다:

vi|v−i ∼ N(mi, s
2
i )

mi =
∑
j∈ℑ(i)

vj
ℑn(i)

, s2i =
σ2
v

ℑn(i)

ℑ(i)은 i지역의 이웃지역 인덱스 집합이고 ℑn(i)은 ℑ(i)의 원소갯수를 나타낸다. 모형 (2.1)의 공

간변수 중 vi는 구조화된 공간효과인 반면 ui는 비구조화된 공간 효과를 나타내며 ui ∼ N(0, σ2
u)

로 가정한다. (Blangiardo 등, 2013). 모형의 유일성 (identifiability)를 위하여 R-INLA는 합이 제

로가 되는 제약조건이 δ와 u 에 주어진다. R-INLA는 기본적으로 정밀도 (precision), 즉 τv ≡
1/σ2

v, τu ≡ 1/σ2
u, τδ ≡ 1/σ2

δ을 모수로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R-INLA가 추정하게 되는 값은 모수

(α, β, η, τϵ, τv, τu, τδ)와 벡터확률변수 (v, u, δ)이다. 모형 (2.1)을 적합하기 위하여 R-INLA에서 사용

하는 formula는다음과같다:

formula1← log(y) ∼ 1+age+ f(ID.area,model = “bym”, graph = korea.adj)

+f(ID.areal, year,model = “iid”) + year

여기서추가된변수 ID.areal는 ID.area와동일한값으로서 R-INLA 에서는동일한변수를반복사용할

수없어서만든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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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 두번째로고려한모형은 δi의선형가정을완화한모형으로다음과같다:

µil = α+ ηxil + vi + ui + wl + ψl (2.2)

여기서 α, vi, ui는 모형 (2.1)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주요한 차이점은 시간의 구조적 상관성을 설명하

고자하는 wl에있는데다음과같이모형화한다:

wl|w−l ∼ N(wl+1, τ
−1
w ), l = 1

wl|w−l ∼ N

(
wl−1 + wl+1

2
,
wl

2

)
, l = 2, · · · , 11

wl|w−l ∼ N(wl−1, τ
−1
w ), l = 12

시간변수 중 ψl는 설명되지 않는 비구조적 시간 효과를 나타내며 ψl ∼ N(0, τ−1
ψ )로 가정한다. R-

INLA가추정하게되는모수는 (α, η, τϵ, τv, τu, τγ , τψ)와벡터확률변수 (v, u, γ, ψ)가된다. 모형 (2.2)을

적합하기위하여 R-INLA에서사용하는 formula는다음과같다:

formula2← y ∼ 1 + f(ID.area,model = “bym”, graph = korea.adj)

+ f(ID.year,model = “rwl”) + f(ID.yearl,model = “iid”)

모형 3: 마지막으로고려한모형은시간과공간효과의교호작용을포함하는모형으로다음과같다:

µil = α+ ηxil + vi + ui + wl + ψl + δil (2.3)

여기서 α, vi, ui, wl, ψl는 모형 (2.2) 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모형(2.2)에 시간과 공간의 교호작용

을 설명할 수 있는 δil을 추가하여 모형 (2.3)을 구성하였다. δil를 모형화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는

Blangiardo 등 (2013)를 따라서 비구조화된 공간효과 ui와 비구조화된 시간효과의 ψl의 교호작용으로

모형화한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교호작용에 어떠한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 δil ∼ N(0, τ−1
δ )의 형

태가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Knorr-Held (2000)을 참조하기 바란다. R-INLA가 추정하는 값은 모수

(α, η, τϵ, τv, τu, τγ , τψ, τδ)와벡터확률변수 (v, u, γ, ψ, δ)가된다.

위의세모형을고려함에있어초모수 (hyper-parameter)에대하여 R-INLA의기본가정을활용하였

다. 즉, 기본적으로 사전분포 log τv ∼ log Γ(1, 0.0005), log τu ∼ log Γ(1, 0.0005)를 가정하고 그 외의

정밀도모수에대하여는 Gamma(1,0.0005) 사전분포를가정하였다.

3. 분석결과

앞 절에서 설명한 세 가지 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은 더 작은 DIC 값을 가진다는 원칙에 따라서 남자

의 경우 모형 (2.1), (2.2), (2.3) 중에서 가장 작은 DIC를 가지는 모형 (2.2)를 선택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모형 (2.3)이 가장 작은 DIC 값을 가지지만 모형 (2.2)에 비하여 0.01 밖에 우위를 보이지 않

아 유의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2.3)보다 간단한 모형인 (2.2)를 선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Table 3.1). 즉, 기본적으로 시간효과와 공간효과 사이의 교호작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효

과에대한선형성가정은완화시키는모형이적합하다는결론을얻었다.

Table 3.1 DIC values for each model

Male Female

Effective # of Parameters DIC Effective # of Parameters DIC

Model (2.1) 224.62 -2125.45 222.71 1876.42

Model (2.2) 227.07 -2189.70 206.02 1867.68

Model (2.3) 230.47 -2187.17 208.77 18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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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2)에 의해 추정된 모수값은 Table 3.2에 나타냈다. 참고로 모형 (2.2)는 log(Yil)에 대한 모

형이므로 모수 또한 로그 값에 대한 모수이다. 먼저, 결핵에 의한 평균 사망률이 여자는 0.432인데 비

해 남자는 1.4389로 대략 3배가 넘어 남자가 결핵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웃관계에서 비롯되는 상호작용에 의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랜덤효과 v의 정밀도 τv가 남녀 모

두 τu보다 현저하게 작은 값을 나타내므로 군집효과가 있어 가까운 곳일수록 사망률이 비슷하게 나타

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igure 3.1에서 공간효과를 시각화한 색지도 (choropleth map)를 통해서

도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Figure 3.1과 Figure 3.2는 각각 모형 (2.2)의 공간과 시간 효과를 지수

(exponential) 변환하여나타낸것이다.

Table 3.2 Parameter estimations from Model (2.2)

Parameters
Posterior Mean (sd)

Male Female

Fixed effect
α 1.4389 (0.019) 0.4329 (0.023)

η 0.0574 (0.0011) 0.2418 (0.005)

Random effect

τϵ 39.207 (1.07) 9.664(0.26)

τv 3.706 (0.70) 3.083 (0.34)

τu 58.703 (27) 1830.282 (1813)

τw 1908 (905) 575 (266)

τψ 26454 (21440) 22788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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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horopleth map of spatial effects of TB mortalities from mode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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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emporal effects of male(left) and female (right) TB mortalities from mode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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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시간효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남자의 사망률이 0.15% 포 인트 증가하였는

데 증가량은 미비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자의 사망률은 남자 경우보다 더

명확히 선형에 가깝도록 11년간 0.4% 포인트 증가하였다. 남자 사망률과 마찬가지로 증가량은 미비하

지만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각 시군구에 해당하는 2011년의 결핵사망률 (Figure 3.3)과 모형

(2.2)로 추정된 사망률 (Figure 3.4) 또한 색지도로 표시하여 보았다.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우선 모형

(2.2)이 실제 관측치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모형 (2.2)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공

간상관성을 반영한 결과라 서로 가까운 시군구간의 색이 좀 더 비슷하게 섞여 (smoothen)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유난히높게나온지역 (경북일부등)들의경우확연히추정치가낮아진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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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Observed TB mortalities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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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Estimated TB mortalities from mode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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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핵과 같은 감염성 특히 호흡기 감염성 질환의 특성상 공간적인 상관관계가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 시공간 상관성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베이지안적 접근법을 이용하였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R 패키지로 공개되어 접근하기 용이한

R-ILNA를 통해 우리나라의 결핵 등록 자료의 결핵 사망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유의한 공간상

관성을 보이는 자료라 공간효과를 고려한 모형이 적절할 것이고 더 나아가 시간효과까지 고려한 모형이

가정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간효과와 시간효과의 교호작용까지 고려한 모형은 필요 이상의

복잡성으로굳이고려할이유는없어보였다.

즉, 공간효과와 시간효과를 고려하되 시간효과에 선형성을 가정하지 않은 모형으로 결핵사망률을 분

석하는것이적합하였고, 그결과는기존의연구결과와일치하는결론을보여주었다. 알려진바대로남

자의사망률이여자보다훨씬높았고, 시간에따른증가도미미하지만꾸준함을알수있었다.

또한, 유의한 공간효과는 인접한 지역이 서로 비슷한 수치의 결핵 사망률을 보임을 방증하였고 이는

역학적인접근을하려는연구자에게귀중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지금까지는자료의한계, 지역범위

설정, 방법론적 제한으로 일상적인 공중보건학적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자료의 속성, 수집방법, 지역 범위에 대한 정보 등을 보완하고 연구

방법을 더 정교하게 발전될 경우 공간통계적 방법은 고위험지역을 확인하여 추가조사 및 보건학적 중재

의우선지역을찾아내는데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Elliott와 Wartenberg, 2004).

추후에는결핵발생률에대해서도비슷한연구를지속하며이번연구를통해서도밝혀진시간효과까지

공간효과와함께어떻게시각화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이좋을지에대한연구를계속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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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Korea ranked 1st place for TB

mortality rate among OECD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several ad-

ministrative policies have been suggested and their efforts start showing some improve-

ment. Meanwhile, those policies must be supported by solid scientific evidences by con-

ducting appropriate statistical analyses. In particular, incidence and mortality rates

of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such as TB must be analyzed considering their geo-

graphic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we analyzed TB mortality rates in Korea from

2000 to 2011 using one of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s, which is implemented as R

package (R-IN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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