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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공개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2014년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안논문에서는 공개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Hadoop 기반

의 Spack을 이용해 병렬처리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메니저를 구성하고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드

웨어의 제약없이 빠르게 분석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다수준 회귀분석(ANOVA, t-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자 

평균 73.8점, 여자 평균 70.0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public health data analysis using the hadoop-based spack in the cloud environment using the 
data of the Community Health Survey from 2012 to 2014,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life. 
In the proposed paper, we constructed a cloud manager for parallel processing support using Hadoop - based Spack for 
open medical big data analysis. And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individual among open 
medical big data quickly without restriction of hardware. The effects of public health data on health - related quality of 
life were classified into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multiple-level regression analysis 
(ANOVA, t-test).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were 73.8 points for men and 70.0 
points for women, indicating that men had higher health - related quality of life th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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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빅 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관리·
분석 능력을 초과하는 다양한 형식을 가진 대량의 데이

터를 의미한다. 빅 데이터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 

및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보건의

료 분야로 빅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분석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주목

을 받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생

성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둡과 DB Machine을 구축하고 분석한다. 현재는 과거

에 비하여 경제성장, 의료기술의 발달,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고 의료 초점은 질병 치료에

서 질병 예방 및 관리로 패러다임의 변화로 국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련 삶의 질이 부각 되고 있다[3].
건강관련 삶의 질이란 “질병정도나 건강 수준에 영향

을 받는 삶의 질”을 일컫는 말로 일상생활이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행복을 모두 포괄

한 다면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2,4]. 또한 WHO는 

삶의 질을 가치 체계, 목표, 기대, 관심과 관련하여 개인

의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사람의 신체 건강, 심리

적 상태, 사회적 관계, 개인적 신념 및 환경의 특징에 대

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개념이다[5,6,7]. 
그 중 건강경제 실현을 위한 해법으로 우리나라가 보유

한 우수한 데이터와 IT/BT/의료 분야의 융합을 통해 창

출되는 새로운 보건의료(IT-Health)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형 보건의료 기술의 중심에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요구되는 개인 맞춤형

(personalized)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다. 일상에서 생성

되는 건강행태 데이터나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나 진단 및 처방정보, 일생생활에서 생성되는 건강

습관이나 행태 데이터 등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해 개개인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면 질병예방, 약물 부작용 및 치료효과의 증대 등을 통

해 의료비 감소는 물론 건강증진을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7]. 
이와 같이 변화하는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IT-Health 

기기와 연동된 웨어러블 제품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수가 되고 있다.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핏빗(Fitbit)이나 구글 글래스(Google glass), 헬스

킷(Health kit) 그리고 구글핏(Google fit)등이 다양한 헬

스케어 앱(application)과 연동되어 일상 생활 속에 활용

되고 있다. 특히나 스마트 폰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개인별 운동량 추적, 식단 추천, 체중

감량 조언, 신체상태 별 운동지도, 수면패턴 분석/관리, 
혈압/스트레스 조절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를 통해 질병 예방 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도 

가능하게 되고 있다. [8,9]. 
이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IT-Health 서비스 제공을 위

한 데이터 소스, 즉,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생성된 정

형/비정형 데이터들은 개별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

지만, 다른 데이터와 상호 연계될 수 있다면, 그 잠재력

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개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이 살아가는데 느끼

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분석한다.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아파치 스파크 플랫폼을 

이용하고 삶의 질 측정도구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

는 Standard Gamble(SG), Time Trad-Off(TTO), visual 
Analogue Scale(VAS), SF-12, European EuroQoL 
questionnaire(EQ-5D)을 사용한다. 그 중 EQ-VAS는 눈

금자 위에 오늘 자신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

를 표시하도록 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한 것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객관적, 주관적 영역의 상호작용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9,10,11]. 그러므로 건강관

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지표가 

모두 활용하는 것 정확하다. 대부분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자
료를 EQ-VAS 측정도구로 다수준 분석 방법을 사용한 

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개의료 

빅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적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에 따

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2.1. 빅데이터 분석 환경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들은 통계학과, 기계학습 그리

고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기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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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고리즘을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맞도록 개선하여 

빅데이터 처리에 적용시키고 있다. 클라우드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동작하는 기술로 네트워크 상에

서 거대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별도

의 디바이스를 이용해 사용 가능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같아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기업에서는 주로 가상화 기반

으로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빅데이

터 분석 환경으로 오픈소스 환경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많이 활용한다. 아파치 스파크는 빠른 범용 클러스터 컴

퓨팅을 위한 플랫폼이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실시간으

로 처리가 가능하며 동시에 대용량을 운영할 수 있어 이

전에 버려졌던 데이터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

하고 있다.

Fig. 1 Big-data analytics methodology

그림 1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식화 한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

스 중 특히 고속의 처리를 위해 스파크는 맵리듀스보다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스파크는 기존 맵리듀스의 반복

적인 알고리즘 수행 문제점과 비효율적이던 프레임워

크 문제를 해결해 대화형 쿼리 형태의 작업에서의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하둡에 비해 평균 5
배가량 고속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스파크는 분산 

처리를 요구하는 반복알고리즘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상호작용(interaction)등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범용성을 제공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파이프라인을 통

해 제공되는 분산처리는 다양한 작업을 편리하게 조합

할 수 있어 주변 기기들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부담을 줄

인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스파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칼라

(Scala)를 자바가상머신(Java Virtual Machine; JVM) 상
에서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그러나 스칼라 이외에도 파

이썬(Python), 자바(JAVA), SQL, R 등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API와 풍부한 내부 라이브러리를 통해 쉽게 접

근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빅 데이터 도구들과 유기적으

로 연결된다. 즉 스파크는 HBase등 하둡클러스터에서 

실행되고 다양한 하둡데이터 소스를 사용 할 수 있다. 
스파크의 데이터 엔진은 메모리내 특정 상황 즉 스테이

지와 스테이지 사이에는 디스트에 상태를 다시 써야하

는 다중 스테이지 작업과 상호 비교하는 경우 하둡의 맵

리듀스보다 최대 100배 정도 더 빠르다는 특징을 갖으

며, 또한 데이터가 커서 메모리 안에 완전히 들어갈수 

없는 아파치 스파크 작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맵리듀스

보다 최대 10배 이상 빠르다[11,12]. 
또한 스파크는 함수형 언어로 스칼라에 기반하기 때

문에 스파크 API는 스칼라 컬랙션 라이브러리 API와 거

의 동일하다. 즉 스파크 API는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2.2. 삶의 질 측정 도구 환경

수집된 자료는 빅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분류하고 통

계적 처리는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공개의료 

빅데이터(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인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가중치를 부

여하고 분석한다. 제안 모델에서 분석타입은 첫 번째 지

역 간 변이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를 모두 추가하지 

않고 절편만 포함하는 기초모형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 

지역 수준 고정 효과를 제외한 개인 수준의 변수만을 추

가하여 개인요인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두 번째 모형에 지역사

회요인 변수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요인이 건강관련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안 논문에서는 연구모델을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

수준 변수를 각각 투입하는 타입과 모두 투입하는 타입

이다. 연구모델에서의 설명력은 기초타입의 각 수준 분

산에서 연구모델의 변수 투입으로 설명되는 각 수준 분

산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분석에는 SAS의 Glim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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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분석을 

위해 3가지 타입을 구축하였다. 기초분석타입은 지역 

간의 변이를 추정하기 위해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변수 

모두를 포함하지 않은 타입을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

로 구축하였다.
타입 1 : 개인수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 가구 소득, 아침결

식,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질환개수, 필요의

료서비스 미 치료, 사회적 연결망 접촉, 사회

활동 참여로 타입 구축.
타입 2 : 지역수준 

읍면동별 박탈지수로 타입 구축.
타입 3 : 개인수준

지역수준 & 지역 수준 포함 타입 구축.

2.3. 연구 도구와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하둡기반 빅 데이터 

질의처리 엔진이 탑재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석 서비

스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은 건강 관련 삶의 질과 비 건강 

관련 삶의 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겠으나 개인의 경험, 신
념, 기대나 인지 수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

회적인 측면의 건강 수준이라고 정의한다[10,11,13]. 질 

보정수명(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s)을 구하

는데 필요한 효용 가중치(utility weight)를 구할 수 있는 

EQ5D는 EuroQol 그룹에서 개발한 HRQoL 측정도구로 

SF-36 등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 측

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EQ-VAS
에 응답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타입을 정

의하고 EQ-5D는 위의 문항을 초로 문항마다 상이한 가

치점수를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할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시간 교환법(Time Trade-Off; TTO) 방
식을 이용해 가치점수를 추정한다. 식 1은 가치 추정점

수 TTO를 나타낸 것이다[12,13].

× ×
××
××
××
××
×

             (1)

Ⅲ. 클라우드 환경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삶의 질 측정

3.1. 클라우드 빅 데이터 분석 환경

의료정보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제안 논문에서는 오

픈 소스 플랫폼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다. 클라우

드 플랫폼에서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파치 스파크 클

러스터 구조를 그림 2와 같이 구성한다. 

Fig. 2 Apache Spark cluster structure

그림 2의 Driver Program은 여러 개의 병렬적 작업으

로 Worker Node에 있는 Executor에서 실행을 담당하고 

SparkCotext는 메인 시작 지점으로 스파크 API를 활용

하기 위해 필요하고 클러스터의 연결을 보여주고 RDD
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Cluster Manager는 Standalone, 
YARN, Mesos 등 클러스터의 자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Worker Node는 하드웨어 즉 서버로 

하나의 물리적 장치에 여러 개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

으로 Executor는 프로세스 즉 하나의 워커 노드로 여러 

개 사용이 가능하다.
제안 논문의 스파크를 활용한 데이터의 분산 처리는 

클라우드 그리드 형태의 분산 인덱스 정보를 생성하고 

RDD상에 저장한 다음 해당 인덱스 정보를 재사용해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수행한다. 

Fig. 3 RDD distribution structure in 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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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제안 논문에서 빅 데이터 분석의 효율을 위

해 탄력적 분산 데이터 처리를 스파크의 RDD(Resilient 
Distributed Data Set)을 활용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제안 논문에서는 몽고 DB를 구축하고 스파크 코

어로 구성한 후 그림 3의 분산처리 결과를 저장한다. 또
한 Spark은 인-메모리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RDD를 활용하고 모든 데이터는 RDD
로 만들어져서 처리에 사용된다. 다음은 RDD에서 데이

터 셋을 2012년~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 자료를 

대상으로 EQ-VAS(visual analogue scale, 0~100 scores)
에 응답한 만19세 이상 성인의 자료와 통계청 시군구별 

2차 자료를 추출해 분석데이터 셋을 구축한 후 daily를 

이용해 키를 줄여 156 RDD에서 43 RDD로 축소한 것을 

보여준 코드이다.

tally = dict()
for line in daily_show:
  year = line[0]
  if (year-1) in tally.keys():
    tally[year-1] = tally[year-1] + 1
  else:
    tally[year-1] = 1
tally = daily_show.map(lambda x: (x[0], 1))
   .reduceByKey (lambda x,y: x+y)
print(tally)

이와 같이 제안 논문은 분산실행을 위해 다수의 이그

제큐터 프로세스로 드라이버 코어 프로세스를 결합하

고 필요에 따라 확장과 축소를 탄력적 사용한다. 

Ⅳ. 실험 및 결과 

4.1. 성능평가

제안 논문에서는 하드웨어적 자원을 통한 분석성능평

가를 실행하기 위해 각 노드에서 CPU자원의 사용량은 

1Core로 한정하고 HDFS의 Replication 수는 2로 조정하

였다. 클러스터 구성은 Master Node 1대와 Slave Node의 

수를 각각 2, 4, 6, 8대 구성하고 메모리를 2GB부터 총 

8GB까지 늘려가며 메모리 사용량을 평가하였다.

Fig. 4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memory usage

그림 4는 Slave Node의 수가 6대, 8대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Hadoop Processing 수
행시간에 RAM 자원의 영향은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5는 우리는 분석데이터의 확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시 평균 Processing delay time을 측정한 결과 

40개의 노드 확장까지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 5 Big data analysis delay in spark

4.2. 개인요인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개인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따른 결과는 

APPENDEX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삶

의 질을 100점 기준 남자 평균 73.8, 여자 평균 70.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은 남자와 여자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도
시에 사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세대유형은 2세대, 3세대, 1세대 순으로, 배우

자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스트레스가 적

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또한 각 개인의 건

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수준 분석 결과로 각 타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였으며 교육수준 및 다양한 항목에서 삶의 질과 유의성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6: 835~841, Jun. 2018

840

을 보였다. 각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

련 요인을 성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다수준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개의료 빅데이

터 분석을 위해 하둡기반의 스파크를 이용해 개인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드웨어의 제약 없이 빠

르게 분석하였다. 분석데이터는 2012년부터 2014년 지

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중 EQ—VAS에 응답한 19세 이상

의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사회 자본

을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삶의 질

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나이, 도시농촌 

구분,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 세대유형, 배우자 유무, 만
성질환 유무, 스트레스수준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준 분석에서 이를 보정

한 상태에서는 고령인구비율, 복지예산비중, 제정자립

도 등 지역사회특징이 건강관련 삶의 유의한 영향을 주

어 건강관련 삶의 질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변수적 속성을 지닌 의료 건강데이터 분석을 클라

우드 환경에서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종속 없이 활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향후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와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독

립적인 플랫폼 제공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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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actor
Men Women

N(%) M±SD N(%) M±SD
Age 19-29 22484(11.2) 77.9±15.6 26343(10.7) 75.4±16.0

30-39 31855(15.9) 75.4±15.0 37228(15.2) 74.5±15.5
40-49 40631(20.3) 75.9±15.3 45460(18.5) 75.2±15.7
50-59 40917(20.4) 75.3±16.5 48102(19.6) 72.6±17.4
60-69 31852(15.9) 72.8±17.7 38664(15.8) 67.0±19.2
70+ 32595(16.3) 66.1±20.2 49553(20.2) 58.8±21.4

Region urban 113795(56.8) 75.0±16.1 138758(56.6) 72.2±17.6
rural 86539(43.2) 72.3±18.5 106592(43.4) 67.2±20.2

Education Ineducation 9754(4.9) 62.9±21.6 43967(17.9) 58.4±21.7
Elementary school 27710(13.9) 68.1±19.8 42575(17.4) 65.8±19.5
Middle school 23886(11.9) 71.9±18.0 25756(10.5) 71.3±17.8
High school 75335(37.7) 75.2±16.2 74679(30.5) 74.3±16.3
Over college 63374(31.7) 77.1±14.5 57977(23.7) 75.8±15.0

Monthly Family
Income
(unit 1, 000 won)

Under 1,000won 41201(21.5) 66.7±20.5 65067(27.8) 61.9±21.2
1,010-2,000won 37877(19.8) 73.4±17.1 43767(18.7) 70.2±18.3
2,010-3,000won 39544(20.6) 75.7±15.5 43098(18.4) 73.0±16.9
3,010-4,000won 23961(12.5) 76.4±15.0 26684(11.4) 74.2±16.1
Over 4,010won 48996(25.6) 77.5±14.6 55368(23.7) 75.4±15.9

Type of Household One generation 75552(37.7) 71.3±18.7 95883(39.1) 66.1±20.3
Two generation 106069(52.9) 75.5±15.9 123247(50.2) 73.0±17.3
Three generation 18705(9.3) 74.4±16.9 26201(10.7) 70.2±18.8

Spouse Yes 162853(81.3) 74.3±16.9 178354(72.7) 71.7±17.9
No 37473(18.7) 72.0±18.4 66977(27.3) 65.4±20.7

Chronic Disease Yes 68794(34.3) 70.2±18.7 98678(40.2) 64.0±20.5
No 131540(65.7) 75.7±16.0 146672(59.8) 74.1±16.6

Perceived stress level Not at all 43484(21.7) 77.2±17.0 48282(19.7) 73.6±19.0
Not very 107073(53.5) 75.0±15.7 131064(53.5) 72.2±17.1
Very 43185(21.6) 69.3±18.3 57294(23.4) 64.2±19.9
Extremely 6495(3.2) 62.7±22.8 8485(3.5) 56.1±23.2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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