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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특정 질병 발생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 정책 및 보건 관리의

주된 관심사이다. 공간통계기법을 통해 특정 질병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낮은

지역을 찾아내고 찾아낸 군집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여 특정 질병의 지리

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통계기법에는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특정 질병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고 기법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의 이론을

소개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위 세 가지 기법의 통계적 검정력과 정확도를 비교

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모수적 기법이 검정력, 양성예측도, 민감도가 높았

으나 제1종 오류가 정상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공간검색통계량

은 비모수적 기법과 결과가 유사하고 제1종 오류가 정상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국지적 Moran의 I는 통계적 검정력과 정확도가 나머지 두 기

법에 비해 낮고 제1종 오류가 정상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위의 세 가지 기법을 실제 우리나라 암 발생 자료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실제 인구, 지리 정보를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 각각의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발생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각 기법 별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간검색통계량과 비모수적 기

법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를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고 국지적 Moran의 I는

이웃하는 지역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같은 지리적 분포라도 연구대상 지역 내의 배치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공간통계, 군집 탐색,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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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특정 질병 발생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 정책 및 보건 관리의

주된 관심사이다. 전체 지역 안에서 질병 발생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정 군

집(cluster)을 찾아내는 것은 질병 발생의 현재 지표가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보건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질병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

는 것은 그 질병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낮은 지역을 찾아내고, 찾아낸 군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밝히는 과정이다. 이를 위한 공간통계기법으로는 공간검

색통계량, Moran의 I, Tango의 방법, 베이지안 방법, Geary의 C 등이 있다.

대표적인 공간통계기법을 통해 실제 질병 발생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질병

의 군집을 찾아내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는 공간검색통계

량 기법을 적용하여 스웨덴의 0세~15세 백혈병 환자의 지리적 군집을 알아내

고 통계적 유의성을 밝힌 논문(Hjalmars, U. L. F. et al. 1996), 공간검색통계

량 기법을 적용하여 미국 북동부 여성 중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지리

적 군집을 알아내고 유방암의 위험요인(risk factor)을 보정한 분석을 추가한

논문(Kulldorff,M et al. 1997) 등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국가의 암 발생률을 지역적으로 비교하거나 특정 환경 변수와 질

병 간의 지리적 연관성을 밝히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 되고 있다. Moran의 I,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여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의 전립선암 환자의 지리적

군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인종에 따라 비교한 논문(Wang,M et al. 2017),

베이지안 방법, Moran의 I, Tango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

의 공기 오염 분포와 특정 암 발생의 지리적 연관성을 제시한 논문(Eita,O et

al. 2010)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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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한 선행 논문도 존재한다.

중국 쉬안웨이 지역 여성 중에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지리적 분포를 알아

내기 위해 국지적 Moran의 I와 공간검색통계량 기법을 적용하고 두 방법의

특징과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논문(Lin,H et al. 2015), 국지

적 Moran의 I와 공간검색통계량 기법을 비교하기 위해 미국 뉴욕 지역의 음

주로 인한 사망자의 분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논문(Hanson,C.E et al. 2002),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방법, Tango의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암 발생자수의 지리적 분포를 파

악하고 그 결과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논문(Kim,J et al. 2016) 등이 존재한다.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점과 공통

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 검정력이나 정확도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공간통계기법인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을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실행하고 통계적 검정력과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위의 세 가지 기법을 우리나라 실제 암 발생

자료에 적용하여 기법별 차이점을 확인하고 암 종별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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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공간통계기법 중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에 대해서 소개했다. 위의 세 가지 기법의 통계적 검정력과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의실험을 실행하였다. 모의실험을 위해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실제 지역구조와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리적 분포를 가

정하고 검정력, 양성 예측도, 민감도를 계산했다. 또한 위의 세 가지 기법을

실제 우리나라 암 발생 자료(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2016)에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3 논문의 구성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소개했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공간통계기법의 개념 및 대표적인 기

법 세 가지를 소개하고 각 기법의 특징을 정리했다. 제 3장에서는 질병의 지

리적 분포를 임의로 가정한 상태에서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지리적 분포 가정 하 에서 기법 별 검정력, 양성예측도, 민감도를 계산했다.

제 4장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암 발생자료를 분석하고 각 기법의 결과를 비교

했다.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 및 고찰하며 본 논문의 의의와 한

계점을 짚어보고 추후에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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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2장에서는 대표적인 공간검색통계방법 중 세 가지의 개념과 이론을 소개

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각 방법의 특징을 정리했다.

2.1 공간검색통계량 (Spatial Scan Statistic, SaTScan)

Kulldorff, M.(1997)가 제안한 공간검색통계량(Spatial Scan Statistic)은 공

간 군집분석의 한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간 군집을 찾는 대표적인 방

법이다. 주로 암과 백혈병 발생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발생자의 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연구 대상 지역 내의 모든

소지역에서 특정 질병의 발생률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귀무가설이다.

크기가 변화하는 scanning window가 연구대상 지역 위를 움직이면서

window의 안과 밖을 비교하는 우도비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그 중 최대값

이 되게 하는 window에 속하는 지역이 most likelihood cluster가 되는 원리

이다.

연구대상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window가 유의한 군집의 후

보가 된다. 각각의 window의 안과 밖을 비교하는 우도비 검정통계량을 계산

하고 그 중 우도비 검정통계량이 최대가 되는 window 내에 속한 소지역이

most likely cluster가 된다. window의 크기는 연구대상 전체 인구의 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대상 지역 에 속하는 임의의

window의 안을  , 바깥을  ′  ′  이라고 할 때,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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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의 window Z 안에 속하는 소지역

 : window  안에 속한 지역의 발생자의 총 합

 : 연구대상 전체 지역의 발생자의 총 합

  : window  안에 속한 지역의 인구의 총 합

 : 연구대상 전체 지역에 속한 인구의 총 합

이렇게 계산된 우도비 검정통계량의 값이 최대가 되는 window 의 우도비

검정통계량 값을 λ라고 하고 발견된 군집 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 유의

성을 평가 받는다.

window의 모양은 크게 원형과 타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

형의 window 보다 타원형의 window가 계산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통계

적 정확도와 유연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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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지적 Moran의 I (Local Moran’s I)

Moran, P.A이 제안한(Moran P.A. 1950) Moan의 I는 공간자기상관성을 나

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지역적으로 근접한 관측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

 











  






     

   

여기서 연구대상지역에 속하는 소지역은 총 개 이고, 는 번째 소지역의

관측치 이다. 는 가중 행렬 의 번째 원소이고, 소지역 와 소지역가

서로 이웃 관계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에 전

반적으로 선형적인 공간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와 구분되는 국지적(Local) Moran의 I는 Anselin, L이 제안한(Anselin, L.

1995) 개념인 국지적 공간 연관성 지표(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이하 LISA)에 속하는 지표이다. LISA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Ÿ 각 관측에 대한 LISA는 해당 관측 주변으로 비슷한 관측치가 상당한 정도

로 공간적 군집성(spatial clustering)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Ÿ 모든 관측에 대한 LISA의 총합은 공간 협회의 글로벌 지표에 비례한다.

LISA의 대표적인 지표가 국지적 Moran의 I로 국지적 군집을 측정할 수 있

다. 이 지표는 연구대상 지역 내의 모든 소지역에 대해 각각 계산된다. 연구대

상지역에 속하는 번째 소지역의 국지적 Moran의 I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번째 소지역의 관측치 이고     이다. 즉, 는 번째 소지

역의 편차와 이웃한 소지역의 편차의 합을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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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지적 Moran의 I 값은 (-1,1) 범위에 존재하며 1에 가까울수록 주

변 지역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국지적 Moran의 I는 해당 소지역의 관측치가 연구대상 지역의 평균에

비해 높거나 낮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변 지역과의 양의 연관성이 존재하

는 군집이라면 1에 가까운 값으로, 주변 지역과 음의 연관성, 반발성이 존재한

다면 –1에 가까운 값으로 계산된다.

LISA는 특정 지역의 관측치가 주변 지역의 관측치 보다 유의하게 높거나

낮은지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다른

방법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 해당 지역이 이웃 지역과 군집을 이루며 유의하

게 높은 관측치를 가진 지역인지 (High-High), 이웃 지역과는 반발성을 띄면

서 유의하게 높은 관측치를 가진 지역인지 (High-Low), 이웃 지역과 군집을

이루며 유의하게 낮은 관측치를 가진 지역인지 (Low-Low), 이웃 지역과는 반

발성을 띄면서 유의하게 낮은 관측치를 가진 지역인지 (Low-High)로 범주화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웃 지역
높은 관측치 낮은 관측치

해당 지역 높은 관측치 High-High High-Low
낮은 관측치 Low-High Low-Low

표 1 국지적 Moran의 I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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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모수적 접근 방법 (Non-parametric Approach)

관측치의 분포를 특정 분포로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경우에는 분포 가정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모수적 방법으로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 분포 가정이 필요 없는 비모수적 방법 중 Bender,

A.P가 제안한 방법(Bender, A.P et al. 2012)은 특정 지역의 발생률과 연구대

상 전체지역의 발생률의 차이에 대한 결합 신뢰구간을 소지역마다 개별적으로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의성을 평가한다.

특정 지역의 발생률과 연구대상 전체지역의 발생률의 차이에 대한

95% 표준 신뢰구간을 먼저 구하고 Walsh 평균을 이용하여 결합 신뢰구간을

만든다. 번째 소지역에서 먼저 계산한 95% 표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면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95% 표준 신뢰구간이 0을 포

함하고 있지 않고 결합 신뢰구간 내에 특정 지역의 발생률과 연구대상 전체지

역의 발생률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발생률과 연구대

상 전체지역의 발생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 연구대상 지역 전체의 발생률

 : 번째 소지역의 발생률    

 =    일 때,

[1단계] 의 95% 표준 정규 신뢰구간을 구한다.    

[2단계] 번째 소지역과 번째 소지역의 Walsh 평균을 구한다. ≠ 

 


이고   연구대상 지역에 속하는 소지역의 총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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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모든 에 대하여 앞서 구한 Walsh 평균을 순서대로 정렬한다.


 ≤ 

 ≤  ≤ 



 ≤ 

 ≤  ≤ 


[4단계] 결합신뢰구간의 신뢰하한의   신뢰구간 : 


     

결합신뢰구간의 신뢰상한의   신뢰구간 : 


     

 :  


 







  





[5단계] 의   결합 신뢰구간 : 


     

[6단계] 의   결합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평가한다.

1단계에서 구한 의 95% 표준 정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면

는 유의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1단계에서 구한 의 95% 표준 정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5단계에서 구한 의   결합 신뢰구간이 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가 의   결합 신뢰구간을 벗

어나 큰 쪽에 존재한다면 번째 소지역을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작은 쪽에 존재한다면 번째 소지역을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은 지역으로 판단한다.

이 방법은 특정 지역의 발생률과 연구대상 전체지역의 발생률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파악할 수 있으며 다중비교의 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수 있

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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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모의실험

제 3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공간통계기법의 검정력과 정확도를 비교

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시행했다.

3.1 모의실험 설계 및 자료의 생성

본 논문에서는 모의실험을 위해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도 지역의 지역 구조

와 지역별 실제 인구 정보를 활용하였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년도 기준)

지역 단위는 서울시는 구 단위까지, 경기도는 군 단위까지 세분화하였으며

전체 지역의 개수는 서울 지역의 25개, 경기도 지역의 44개의 지역을 합하여

총 69개이다. 지역별 인구는 각 지역별 실제 인구의 50%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에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높거나 낮은 지역을 임의로 지정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의 상대 발생률은 2, 발생빈도가 낮은 군집의 상대 발생

률은 0.8로 가정하였다. 임의의 질병의 발생률은 상대 발생률이 1인 지역을

0.02로 임의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은 0.04, 발생빈도

가 낮은 군집은 0.016의 발생률을 갖도록 지정하였다. 지역별 발생 빈도는 지

역별 인구와 상대위험도를 고려한 질병의 발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고 이를

모수로 갖는 포아송 분포를 가정하고 자료를 생성하였다. 소지역 별로 생성된

자료에 앞서 소개한 세 가지 기법을 적용하였다. 세 가지 기법의 통계적 검정

력과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력, 양성예측도, 민감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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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연구대상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지정한다. 발

생률이 높은 지역에는 true 변수에 1을, 낮은 지역에는 true 변수에

-1을 부여한다.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지역(not significant)에는 true

변수에 0을 부여한다.

[2단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상대 위험도를 2, 낮은 지역의 상대 위험도를

0.8로 가정한다.

[3단계] 지역별 발생 인원(=지역별 인구×상대위험도×임의의 질병의 발생률)

을 계산한다. (임의의 질병의 발생률을 0.02로 가정한다.)

[4단계] 지역별 발생인원을 모수로 갖는 포아송 분포를 가정하고 지역 별로

자료를 생성한다.

[5단계] 생성된 자료에 각 기법을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설계한 모의실험은 총 N=1,000번 진행하였다.

지역코드 지역별 인구 true 발생률 발생 인원
11010 7,554 1 0.02*2 303
11020 5,863 1 0.02*2 235
11030 10,862 1 0.02*2 435

。
。
。

。
。
。

。
。
。

。
。
。

。
。
。

31370 2,514 0 0.02*1 51

표 2 모의실험을 위한 자료의 생성 단계 예시 (1,2,3 단계)

지역코드 발생 인원 data1 data2 ... data999 data
1000

11010 303 299 284 ... 302 290
11020 235 225 263 ... 243 220
11030 435 399 438 ... 448 449

。
。
。

。
。
。

。
。
。

。
。
。

。
。
。

。
。
。

。
。
。

31370 51 52 48 ... 51 41

표 3 모의실험을 위한 자료의 생성 단계 예시 (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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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가정한 질병의 지리적 분포는 총 9가지이며 아래와 같다.

경기도 지역에 떨
어진 High/Low
군집을 배정

서울 지역에 가까
운 High/Low 
군집을 배정

경기도 지역에 가
까운 High/Low 
군집을 배정

High/Low 군집이 
각각 2개씩 존재하
도록 배정 

High/Low 지역을 
6개씩 임의로 배정

Low 군집이 High 
군집을 둘러싸도록 
배정

가운데 High 지역
과 그 이웃 지역들
을 Low 군집으로 
배정

전체 지역의 가운
데에 High 지역 
1개 배정

High/Low 지역을 
1개씩  배정

그림 1 모의실험을 위한 9가지 지리적 분포의 지도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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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3.1에서 생성한 가상의 자료에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 가지 기법의 통계적 검정력과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력,

양성예측도, 민감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양성예측도와 민감도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을 나눈 지표를 추가하였다.

가정한 지리적 분포 하에서 위의 세 가지 지표 결과를 살펴보고 방법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① 검정력 =전체표본의개수 
유의한 지역이 존재하는 표본의 수

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을 유의한 지역이 존재하는 표본의 개수라고 할 때

② 양성예측도

= 






번째유의한표본에서찾아낸 의지역의수
번째유의한표본에서찾아낸 중  에속하는지역의수

③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양성예측도 (양성예측도-High)

=






번째유의한표본에서찾아낸 의지역의수
번째유의한표본에서찾아낸 중  가속하는지역의수

④ 발생 빈도가 낮은 지역의 양성예측도 (양성예측도-Low)

=






번째표본에서  로찾아낸지역의수
번째유의한표본에서찾아낸  중  가  속하는지역의수

⑤ 민감도

= 






의지역의수
번째유의한표본에서찾아낸 중  에속하는지역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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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민감도 (민감도-High)

=






가인지역의수
번째유의한표본에서찾아낸 중  가에속하는지역의수

⑦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의 민감도 (민감도-Low)

= 






가  인지역의수
번째유의한표본에서찾아낸  중  가  에속하는지역의수

로 표현할 수 있다.

3.1.1 공간 검색 통계량의 설정

공간 검색 통계량의 경우 window의 형태와 최대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 window의 형태는 타원형을 지정하였고 최대 크기는 window에 속하

는 지역의 인구의 총 합이 연구대상지역 전체 인구의 50%를 넘지 않도록 지

정하였다. 또한,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모두를 군집으

로 검색해내도록 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발견된 지역은 발생빈도가 유

의하게 높은 지역은 빨간색으로, 유의하게 낮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색칠하여

지도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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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지적 Moran의 I 의 설정

국지적 Moran의 I의 경우 다중 비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olm의 방식

으로 제1종 오류를 보정하였다. 일반적으로 Bonferroni 방식과 Holm 방식은

둘 다 제1종 오류를 제어하지만 Holm 방식이 제 2종 오류가 항상 더 낮거나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Holm 방식으로 제1종 오류를 보정하였다.

또한, 이웃 지역을 정의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퀸의 행마

(Queen’s case)로 설정하였다. 이는 모서리의 한 포인트에서라도 만나는 한 쌍

의 소지역도 이웃으로 간주하는 설정이다.

발생 빈도가 이웃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모두를 군

집으로 검색해내도록 지정하였다. 발견된 지역은 이웃 지역과 군집을 이루며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지역은 빨간색으로, 유의하게 낮은 지역은 파란색

으로 색칠하여 지도로 나타냈다. 반면, 이웃 지역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면서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지역은 분홍색으로, 유의하게 낮은 지역은 하늘색

으로 색칠하여 지도로 나타냈다.

3.1.3 비모수적 접근방법의 설정

비모수적 접근방법의 경우 선행논문의 절차에 따라 결합 신뢰구간을 계산하

였고 유의성을 검정하여 발생률이 전체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소지역과

유의하게 낮은 소지역을 탐색하였다.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은 R 프로그램 3.4.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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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의실험 결과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제1종 오류 0.05 1.00 0.82

표 4  제1종 오류 결과

공간검색통계량 기법은 나머지 두 방법들에 비해서 제1종 오류가 정상적으

로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종 오류가 크다는 의미는 지역 내에 유의

한 군집이 없을 때도 유의한 군집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모수

적 기법의 경우 앞선 9가지의 경우에서 통계적 검정력과 정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제1종 오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검정력 0.99 1.00 1.00
양성예측도 0.38 0.83 0.90
양성예측도-High 0.60 0.67 0.95
양성예측도-Low 0.32 0.99 0.88

민감도 0.99 0.55 1.00
민감도-High 0.99 0.50 1.00
민감도-Low 0.99 0.58 1.00

표 5  경기도 지역에 떨어진 High/Low 군집을 배정한 결과

공간검색통계량의 양성예측도가 국지적 Moran의 I의 양성예측도 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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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검정력 0.99 1.00 1.00
양성예측도 0.71 0.21 0.90
양성예측도-High 0.67 0.37 0.92
양성예측도-Low 0.78 0.00 0.90

민감도 0.99 0.19 1.00
민감도-High 0.99 0.37 1.00
민감도-Low 0.99 0.00 1.00

표 6  서울 지역에 가까운 High/Low 군집을 배정한 결과

국지적 Moran의 I는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낮은 지역을 정확하게 탐색해낸

표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검정력 1.00 1.00 1.00
양성예측도 0.71 0.41 0.94
양성예측도-High 0.67 0.75 0.99
양성예측도-Low 0.78 0.04 0.85

민감도 0.99 0.20 1.00
민감도-High 0.99 0.30 1.00
민감도-Low 1.00 0.03 1.00

표 7  경기도 지역에 가까운 High/Low 군집을 배정한 결과

모든 방법의 결과가 Cluster setting 3과 유사하다.



- 18 -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검정력 1.00 1.00 1.00
양성예측도 0.45 0.69 0.95
양성예측도-High 0.69 0.87 0.98
양성예측도-Low 0.40 0.00 0.92

민감도 1.00 0.19 1.00
민감도-High 1.00 0.38 1.00
민감도-Low 1.00 0.00 1.00

표 8  High/Low 군집이 각각 2개씩 존재하도록 배정한 결과

공간검색통계량은 다른 분포 가정에 비해 양성 예측도가 다소 낮다.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검정력 1.00 1.00 1.00
양성예측도 0.83 0.34 0.92
양성예측도-High 0.90 0.25 0.95
양성예측도-Low 0.80 0.50 0.90

민감도 0.99 0.17 1.00
민감도-High 1.00 0.17 1.00
민감도-Low 0.99 0.17 1.00

표 9  High/Low 지역을 6개씩 임의로 배정한 결과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차이나는 지역이 군집의 형태가 아니라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에도 비모수적 방법은 비교적 높은 검정력, 양성예측도, 민감도

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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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검정력 1.00 1.00 1.00
양성예측도 0.77 1.00 0.97
양성예측도-High 0.66 1.00 0.92
양성예측도-Low 0.84 NaN 0.99

민감도 0.95 0.12 0.99
민감도-High 0.99 0.43 1.00
민감도-Low 0.94 0.00 0.99

표 10  Low 군집이 High 군집을 둘러싸도록 배정한 결과

반대되는 경향의 군집이 둘러싸고 있는 분포 가정 하 에서 국지적 Moran의

I는 나머지 두 방법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검정력 0.99 1.00 1.00
양성예측도 0.41 0.03 0.85
양성예측도-High 0.16 0.05 0.56
양성예측도-Low 0.79 0.00 0.97

민감도 0.96 0.02 1.00
민감도-High 0.99 0.19 1.00
민감도-Low 0.95 0.00 1.00

표 11  가운데 High 지역과 그 이웃 지역들을 Low 군집으로 배정한 결과

Cluster setting 7과 비교하였을 때 안쪽에 존재하는 소지역의 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 모두 양성예측도가 감소한다. 국지적 Moran의 I는 민

감도 또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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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검정력 1.00 1.00 1.00
양성예측도 0.82 0.00 0.50
양성예측도-High 0.88 0.00 0.77
양성예측도-Low - - -

민감도 1.00 0.00 1.00
민감도-High 1.00 0.00 1.00
민감도-Low - - -

표 12  전체 지역의 가운데에 High 지역 1개를 배정한 결과

연구대상 지역 전체에 유의한 소지역이 한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간검색

통계량이 나머지 두 기법에 비해 양성예측도가 높다.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검정력 0.99 1.00 1.00
양성예측도 0.98 0.00 0.63
양성예측도-High 0.98 0.00 0.70
양성예측도-Low 0.99 0.00 0.67

민감도 0.99 0.00 1.00
민감도-High 0.99 0.00 1.00
민감도-Low 0.99 0.00 1.00

표 13  High/Low 지역을 1개씩 배정한 결과

연구대상 지역 전체에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는 두 개의 소지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간검색통계량이 나머지 두 기법에 비해 양성예측도가 높다. 국지

적 Moran의 I는 두 소지역을 정확하게 탐색해낸 표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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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제 자료 분석

4.1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공간통계기법을 우리나라 실제 암 발생

자료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4.2 자료의 설명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암 등록 통계(2016) 자료의 일부이다.

이 자료는 24개의 암 종의 발생자수가 성별, 시군구 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의 시군구별 발생자

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인구 정보가 필요한 공간검색통계량과 비모수

적 기법의 경우,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정보(통계청 인구총조사. 2013)

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우리나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하여

총 소지역의 수는 69개이다.

4.3 분석 결과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공간통계기법을 우리나라 실제 암 발생자료에 적용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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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대장암

발생자수 분포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그림 2 남성의 대장암 자료의 분석 결과

실제 남성 대장암 발생자수는 경기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 높게 분포하고 경

기도의 서남부 지역에 낮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간검색통계량에서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이 4개, 낮은 군집이 5

개 탐색되었다.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31, 낮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79이었다.

국지적 Moran의 I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빈도가 높은 소지역은 9개, 발

생빈도가 낮은 소지역은 1개였다.

비모수적 기법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은 14개, 발생률

이 낮은 소지역은 13개였다.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33,

낮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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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자수 분포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그림 3 여성의 대장암 자료의 분석 결과

실제 여성 대장암 발생자수는 경기도 북부와 동부 지역, 서울의 북부 일부

지역에 높게 분포하고 경기도 서남부의 일부지역에서 낮게 분포함을 알 수 있

다.

공간검색통계량에서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이 4개, 낮은 군집이 4

개 탐색되었다.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22, 낮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83이었다.

국지적 Moran의 I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빈도가 높은 소지역은 9개, 발

생빈도가 낮은 소지역은 1개였다.

비모수적 기법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은 8개, 발생률

이 낮은 소지역은 10개였다.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38,

낮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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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위암

발생자수 분포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그림 4 남성의 위암 자료의 분석 결과

실제 남성 위암 발생자수는 경기도 동부 지역에 높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간검색통계량에서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이 4개, 낮은 군집이 5

개 탐색되었다.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21, 낮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83이었다.

국지적 Moran의 I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빈도가 높은 소지역은 8개, 발

생빈도가 낮은 소지역은 2개였다.

비모수적 기법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은 16개, 발생률

이 낮은 소지역은 17개였다.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34,

낮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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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자수 분포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그림 5 여성의 위암 자료의 분석 결과

실제 여성 위암 발생자수는 경기도 북부, 동부, 남부 지역에 높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간검색통계량에서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이 4개, 낮은 군집이 4

개 탐색되었다.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22, 낮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84이었다.

국지적 Moran의 I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빈도가 높은 소지역은 5개, 발

생빈도가 낮은 소지역은 1개였다.

비모수적 기법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은 8개, 발생률

이 낮은 소지역은 11개였다.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44,

낮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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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폐암

발생자수 분포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그림 6 남성의 폐암 자료의 분석 결과

실제 남성 폐암 발생자수는 경기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 높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간검색통계량에서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이 7개, 낮은 군집이 8

개 탐색되었다.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35, 낮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77이었다.

국지적 Moran의 I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빈도가 높은 소지역은 5개, 발

생빈도가 낮은 소지역은 2개였다.

비모수적 기법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은 16개, 발생률

이 낮은 소지역은 19개였다.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53,

낮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76이었다.

공간검색통계량의 결과와 비모수적 기법의 결과가 유사하기는 하나 공간검

색통계량에서 탐색된 군집이 더 많은 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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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자수 분포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그림 7 여성의 폐암 자료의 분석 결과

실제 여성 폐암 발생자수는 경기도 북부, 동부와 서울 인근의 일부 지역에

높게 분포하고 경기도 서남부의 일부지역에서 낮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간검색통계량에서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이 2개, 낮은 군집이 3

개 탐색되었다.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42, 낮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80이었다.

국지적 Moran의 I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빈도가 높은 소지역은 6개, 발

생빈도가 낮은 소지역은 1개였다.

비모수적 기법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은 8개, 발생률

이 낮은 소지역은 10개였다.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58,

낮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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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간암

발생자수 분포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그림 8 남성의 간암 자료의 분석 결과

실제 남성 간암 발생자수는 경기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 높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간검색통계량에서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이 4개, 낮은 군집이 4

개 탐색되었다.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29, 낮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81이었다.

국지적 Moran의 I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빈도가 높은 소지역은 8개, 발

생빈도가 낮은 소지역은 1개였다.

비모수적 기법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은 12개, 발생률

이 낮은 소지역은 12개였다.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44,

낮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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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자수 분포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그림 9 여성의 간암 자료의 분석 결과

실제 여성 간암 발생자수는 경기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 높게 분포하고 경기

도 남부 지역에서 낮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간검색통계량에서 유의하게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이 3개, 낮은 군집이 3

개 탐색되었다. 발생빈도가 높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29, 낮은 군집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79이었다.

국지적 Moran의 I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빈도가 높은 소지역은 4개, 발

생빈도가 낮은 소지역은 1개였다.

비모수적 기법에서 탐색된 소지역 중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은 10개, 발생률

이 낮은 소지역은 7개였다. 발생률이 높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1.58,

낮은 소지역의 상대위험의 평균은 0.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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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고찰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해 질병 발생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많은 선

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공간통계기법으로는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의 I, 비모수적 기법 등이 있으며 여러 공간통계기법을 적용 및 비교하

는 논문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질병 발생의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

떠한 방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기법의 통계

적 검정력과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시행했다. 모의실험을 위해

우리나라 실제 지역과 인구 정보를 활용하여 10가지 지리적 분포를 가정하고

각 방법의 검정력, 양성예측도, 민감도를 계산하였다.

모의실험을 위해 가정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모수적 기법의 검정력, 양성

예측도, 민감도가 나머지 두 기법에 비해 높았으며 모든 상황에서 비슷한 수

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비모수적 기법은 제1종 오류가 정상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1종 오류가 높다는 의미는 연구대상 지역 내에 유

의한 군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의한 군집을 발견해낼 가능성이 높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모수적 기법을 적용할 때에는 유의하게 탐색된 군집도

실제로는 유의한 군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공간검색통계량은 가정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모수적 기법과 결과가 유사

했다. 다만 지리적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도비 검정의 원리로 군집을 탐

색해내기 때문에 유의한 군집이 반대 경향을 가지는 군집에 둘러싸여 있는 경

우(Cluster setting 7,8)에는 양성예측도와 민감도가 다른 상황에 비해 다소 낮

아지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비슷한 경향의 군집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양성예측도가 다소 낮아지는 점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검색통계량은 제1종 오류가 정상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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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 Moran의 I는 해당 지역과 이웃 지역 간의 공간자기상관성을 반영하

는 LISA 개념의 대표적인 지수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분석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계적 검정력과 정확도는 나머지 두 기법에 비

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탐색된 군집의 수가 나머지 두 방법에 비해

적고 분포가 산발적이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공간통계기법 세 가지의 통계적 검정력과 정확도를 비

교하였고 이를 우리나라 실제 암 발생자료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암 발생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발

생에 대한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실제 발생 빈도와 각 기법의 결과를 지

도로 구현하였고 각 기법 별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전의 선행논문에서는 비교되지 않았던 비모수적 기법을 추가하여 공간검

색통계량과 국지적 Moran의 I와 비교하였다. 또한 제1종 오류를 계산하고 비

교하여 Null 상황에서의 통계적 검정력을 확인하였다.

모의실험에서 가정한 지리적 분포는 동일한 분포 형태일지라도 연구대상 지

역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공

간검색통계량과 비모수적 기법은 해당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고, 국지적

Moran의 I는 이웃하는 지역의 개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지

리적 분포일지라도 연구대상 지역 내의 위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지

는 추후에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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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ssessment of Spatial Pattern Detection Methods

Cho, H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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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specific disease incidence is a

major concern of national policy and health care. Spatial analysis methods

can determine a geographical disease surveilance of a particular disease by

determining the clusters in which the specific disease occurred (high or

low) and examin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clusters.

Typical spatial analysis methods include Spatial scan statistic, Local

Moran I, and Non-parametric approach. Previous studies have figured out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actual specific diseases and identifi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methods.

In this paper, we simulate the theory of Spatial scan statistic, Local

Moran I, and Non-parametric approach and analyze the statistical power

and accuracy of these methods. Most cluster settings have show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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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arametric approach has high levels of test power, 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and sensitivity, but have revealed that Type I error is not

controlled. We identified that Spatial scan statistic has similar results to

the Non-parametric approach and that Type I error is controlled. Using the

Local Moran's I method found that statistical power and accuracy are

lower than the other two methods and also that Type I error is not

controlled.

These methods were applied to actual cancer incidence data in Korea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Using the actual population and county in

Korea, we analyzed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colon, stomach, lung and

liver cancers for both sexes.

We presented differences between results for each method. Spatial scan

statistic and Non-parametric approach take into account the population

whereas Local Moran's I depends on the number of neighborhood. For this

reason, further studies should explore these differences as even the same

geographic distribution may hav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layout

of the areas.

 Keywords : spatial analysis, cluster detection, spatial scan statistics, local Moran’s I, 
non-parametric appro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