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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National-scale cohort studies provided evidence of the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and mortality. Recently,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which included about one million subjects
in 2002 and followed up every year through 2013. We aimed to explore major data issues of NHIS-NSC and to provide plausible suggestions in data processing for cohort studies of long-term air pollution and mortality. Methods: We specified four data issues: tracking failure, address inconsistency, limited
address information, and absence of risk factors. Our exploratory analyses clarified data characteristics related to four issues and led us to provide the
best options out of several suggestions in data processing to aovid inaccurate risk estimates in subsequent health analyses. Results: Twelve percent of
the cohort was lost to follow up for at least one year. We proposed to restrict the study population to cohort members with more than 50% of followups. Although the NHIS-NSC report mentioned some address changes from workplaces to residences in 2005, our exploratory analysis provided little evidence of the change. We concluded that it is not suggestive to consider the change in data processing. The incomplete address information limited to the
district level prevents us from estimating individual exposures to air pollution. However, we could compute population-represenative district-level averages by using exposure prediction models. Important individual-level risk factors such as smoking were not available in NHIS-NSC. Our suggestion was to
use area-level information from external data or to restrict the study population to a subset who carried out national health examinations. Conclusions:
Our extensive investigation of the NHIS-NSC data and constructive suggestions of data handling focusing on cohort studies of air pollution and mortality
will help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exposures to air pollu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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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적인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그 결
과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에 대한 장기 노출은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 연구들은 오랜 기간 높
은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되는 것이 사망 및 질병 이환의 위험을 높이

것으로 나타났다[1-5,9,10]. 최근 이런 연구들은 아시아 지역으로도 확
대되고 있다[11-13].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6]. 국내에서는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건강 영

이들 연구에서 대기오염 개인 노출은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향을 평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런 연구에 이용

대기오염 농도 자료로 평가되었다. 단순하게는 개인별 거주지에서 가

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코호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 가까운 측정소의 측정치 혹은 근접한 여러 개의 측정소 측정치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2002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의 가중 평균, 거주지가 속한 행정 구역 혹은 도시 내 관측소 측정치들

일부를 대한민국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표본으로 추출하여

의 평균을 이용했다[1,2,11-14]. 이러한 단순한 방법을 이용하면 측정소

‘표본코호트(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와 개인 위치의 측정값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측정 오차(measurement

NHIS-NSC)’를 구성하였다[7]. 코호트 구성 초기 해인 2002년 기준으로

error)가 포함될 수 있어 이후 건강 영향 분석에서 편향된 결과가 야기

총 1,205,340명이 표본코호트 대상자가 되었으며, 이들을 2013년까지 총

될 수 있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측정소 가까이 거주하는 개인들

12년간 추적하였다. 추적된 정보는 개인별 주소, 연령, 성별, 소득, 사망

만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거주민은 연

관련 정보, 질병 이환 및 의료 이용,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이다. 모든 정

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기존의 설치된 측정소 또한 개인의 위치

보는 거의 매년 재 수집되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와 이들이 노출되는 대기오염 농도를 반영하기에 수적으로 충분하지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면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건강 영향을 대

않아 개인별 노출의 변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한민국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매해

최근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통계 모형 혹은 대기질 모형을 기

수집된 주소와 개인별 정보가 주소지 이동을 고려한 대기오염 개인 노

반으로 한 대기오염 노출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된 대

출 및 관심 요인들의 시간 변이 효과 보정 등을 가능하게 하여 역학 연

기오염 농도를 개인 노출 평가에 이용하고 있다[15-19]. 대기오염 노출

구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 하지만 표본코호트 자료 구성에 이용된

예측 모형을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의 대기오염 농도

원시 자료가 연구를 위해 설계 및 수집된 것이 아니므로 자료 처리 과

를 예측할 수 있어 다양한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정 없이 통계 분석에 이용할 경우 부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다. 이용 가능한 개인 주소가 있으면 이를 좌표화하는 지오코딩을 통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을 평가한 코호트 연구는 확실성과 위중도가

해 각 지점에서 예측된 대기오염 농도로 개인 노출을 평가하였다

큰 사망을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건강 결과로 고려하였다[8]. 국내

[3,9,20,21]. 개인의 제한된 주소, 즉 우편 번호 지역 혹은 행정 구역 정보

에서도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초기 단계로 다른

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지역 중심점과 같이 인구 분포를 대표할 수 있

건강 결과보다는 사망에 초점을 맞춰 대기오염 장기 노출의 영향을 평

는 임의의 지점에서 예측된 대기오염 농도를 이용하여 개인별 노출을

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주소지 이동을 고려

평가하였다[10,22].

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개인의 대기오염 노출 평가는 거주지 이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

이를 위한 최종 분석 자료를 선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표

화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주소 이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코호트 등

본코호트 자료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료 처리 방법을

록 당시의 주소에서 측정 혹은 예측된 대기오염 농도를 개인의 장기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자료 처리

노출 대신 이용하였다. 후속 연구들에서 주소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은 대기오염 역학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시 개인 노출 평가와 건

노출 평가에는 측정 오류가 포함된 점이 지적되었다[1,23], 최근 연구에

강 영향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네 가지 특성에 초점을 맞

서는 이를 바탕으로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소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자료 특성은 코호트 대상자에 대한

고려한 개인 노출이 분석에 이용되었다[3,10,21,22,24].

추적 여부,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주소 자료의 완전성, 이용 가능
한 위험 요인이다.

통계 분석 방법

기존 연구에서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대기오염과 사망의 연관성을 평가한 코호트 연구 방법론

위해서 보정된 변수는 개인 수준의 성별, 연령, 인종, 소득, 결혼상태,

개인 노출 평가 방법

흡연, 음주,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기저 질환, 미세먼지

북미와 유럽의 대기오염 역학 연구에서는 대기오염과 건강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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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저소득자 비율,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 이민자 비율 등이었다.

부터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일반적으로 격년으로 시행되는데, 비사무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따른 사망의 위험비(hazard ratio)

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08년부

는 콕스의 비례 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

터는 자격에 관계없이 만 40세, 만 66세의 대상자에게 생애전환기 건강

생존 분석으로 추정되었다. 개인별 주소가 정기적으로 재 수집되어 시

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간에 따라 다른 농도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시간 가변 콕스 비례 위험

표본코호트 자료는 보건학 및 의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 코호트 대

모형(time-vary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기도 했다

상자들은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인구학적, 사회경제

[3,24].

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병 및 사망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다. 전체 대상자 중 국가건강검진 수진자의 경우에는 건강 행태 및 신

연구 방법

체 계측을 포함한 기초 검사 결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대상자들의 자
료가 재 수집되는 것도 큰 장점인데,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요인들의

표본코호트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표본코호트 자료는 대한민국 전체 인
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 및 추출된 자료다. 대상자는 약

영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료를 구성하는 데 이용
된 원시 자료가 대기오염 역학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
에,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자료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백만 명으로, 2002년 전국의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성,
연령, 소득 분위(건강보험료), 자격에 따라 구분된 총 1,476개 층으로부

4가지 특성 및 자료 탐색

터 임의 추출되었고,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본 연구에서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주소 이동을 고

총 12년간 추적 수집되었다[7]. 이때 자격은 가입한 보험 종류와 지위

려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에 따라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을 가정하였다. 즉, 2002년 표본코호트 대상자인 1,024,350명을 2013년

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으로 구분된다. 사망 혹은 자격 박탈 등의 이

까지 추적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노출과 사망과의 연관성

유로 감소된 대상자 수는 다음해 출생한 신생아 중 추가적으로 표본

을 평가하는 분석을 가정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격 DB에서

을 선택하여 보충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사망 관련 정보는 통계청의

성별, 연령, 소득 분위, 장애 등급, 검진 DB로부터 흡연, 음주, 건강 행

국가 사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사망 원인은 질병 및 관련

태, 신체 계측 정보를 보정해야 하는 위험요인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10차 개정판(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

정하였다. 이런 분석 방법을 가정하였을 때 대기오염의 개인 노출 평가

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ICD-

및 건강 영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려되어야 할 표본코호트의

10)으로 표기되었다. 표본코호트의 대상자 수와 추적 기간은 미국의

4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코호트인 미국 암협회 코호트(the American Cancer Society cohort)와 비슷하다[1].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표본코호트 자료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는 매년 수집되는 자격 자료의 수집

료들은 국민건강정보 data base (DB)에서 추출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건강정보 DB중 자격 DB는 국민건강보험

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관리, 의료 비용 청구 및 지급을 목적으로

및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제공된 의료 서비스 지불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국민건강정보 DB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의 총 3가지

수집된 정보로, 일시적인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

DB로 구성되어있다. 자격 DB는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소득 분위, 자

의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 연구 대상자 중 일시적인 자격 상실 등의

격, 장애 등급, 사망 관련 정보, 거주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정보

이유로 추적되지 않아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사람들의 분포를 확인하

는 대상자 관리를 위해 매년 재 수집된다. 진료 DB는 대상자가 국민건

기 위해 추적 실패 빈도와 기간 등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작성하였다.

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 이용을 한 경우 수집되는 정보로, 의료 이
용이 발생할 때마다 수집된다. 이 DB에는 환자 정보와 진료 내역 및 명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세서, 이용한 요양 기관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검진 DB는 국

표본코호트 자료에 포함된 일부 변수는 당시 행정 기준 등에 따라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검진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국가건

수집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수집된 변수와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

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받을

가 있다. 대상자들의 주소가 대표적인데, Lee et al. [25]은 초기 직장보

수 있고,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험 대상자, 즉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의 주소가 가입자의 직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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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집되었으며, 2006년 이후 가입자의 거주지 주소로 변경되어 수집

Okjin Kim, et al.

이용 가능한 위험요인

되었다고 했다. 반면 지역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주소지 부여 기준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기

의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개인별 대기오염 장기 노출은 거

오염 외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을 보정해야 한다. 따라

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등 한 곳을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거주지와 직

서 선행 연구에서 고려하였던 변수들을 정리하고, 이 중 표본코호트

장의 주소지 혼용은 건강 영향 분석 결과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끼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칠 수 있다. Lee et al. [25]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주소지 기준 변화의 정
도 및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민건

자료 처리 방법 제시

강보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격별 주소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주소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변화율은 연속된 두 해 동안 자격 변동이 없는 사람들 중 주소가 바

자격 상실로 일부 기간의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한

뀐 사람들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이때 연도별로 거주지 이동 비율이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추적 실패로 인해 노출 혹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주소지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언급

은 위험 요인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된다[1].

된 2006년에는 다른 자격에 비해 직장보험 대상자들의 주소 변화율이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실패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때 의료급여 대상자는 행정구역별로 관리되어

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대상자를 분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즉, 전

왔기 때문에 주소 부여 기준과 무관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

체 추적 기간 동안 자료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들만 분석

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직장가입자의 구별 분포를 계산하였

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제외되는 대상자 수가 많아 분석 대상자

다. 50세 이상의 서울 거주자는 거주지 이동 빈도가 높지 않은 반면 직

수가 크게 감소되면 통계적 검정력이 낮아지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장 소재지와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

한시적으로 추적에 실패한 대상자에 대해 추적되지 않은 일부 시기의

았다. 따라서 2006년 전후로 표본코호트의 주소가 직장 소재지에서

정보만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는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10]. 마지막으

거주지 주소로 변화되었다면 이들의 구별 분포 경향이 다를 것이라 가

로, 손실된 정보를 다른 측정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정하였다. 이런 가설 하에 50세 이상의 서울 거주자 중 직장가입자를

예를 들면 자료가 손실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자료로 손실된

대상으로 해서 2002, 2007, 2013년의 구별 주소 분포를 살펴보았다.

정보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주소 자료의 완전성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표본코호트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상자의 주소를 시군구로

개인 주소가 거주지가 아닌 직장 주소로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제한해서 제공한다. 따라서, 주소를 기반으로 평가되는 대기오염 노출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직장 주소가 수집된 대

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

상자, 즉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직장보험 대상자였던 사람들을 모

시군구는 지리적으로 매우 큰 단위로 개인별 노출을 평가하는 데 적

두 연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집된 직장 주소를

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소 자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별 노출을

다른 해에 수집된 동일 대상자의 거주지 주소로 대체하여 이용할 수

시군구 대표값으로 이용할 때 얼마나 많은 대상자들이 동일한 노출로

있다. 이 방법은 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 빈도가 빈번하지 않다는 가

평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시군구 연구 대상자의 수를 시도에 따라

정 하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직장 주소로 주소 정보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가 수집되었던 4년 내내 직장보험 대상자라면 이 기간의 주소는 2006

대기오염 노출 평가를 위해서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자료를 이용하

년의 거주지 주소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251개 시군구 중

가 변경되었다면 전혀 다른 지역이 거주지로 선택될 수도 있다. 마지막

61%에만 총 243개의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26]. 관측된 대기오염 농

으로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주소 부여 기준 변화가 건강 영향 분석에

도만 이용하는 것으로는 전국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의 대기오염 노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료 수정 없이 이용하는

을 대표하기 어렵다[26,27]. 또한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기간
동안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소가 설치여부에 따라 연구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대상자들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주소 자료의 완전성

시군구로 제한된 주소 사용과 대기오염 노출 평가에 이용되는 대기
오염 측정소의 설치 지역과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안할

92

| http://www.e-jhis.org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Data Issues and Suggestion in NHIS-NSC

수 있는 개인별 대기오염 노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노

수 있는 기저 질환 등의 효과를 보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건강검

출을 시군구 단위로 평가하되,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 거주민만 연구

진 DB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을 수진자의 건강 행태, 기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전국 39%의 시군구 거주자가 연구

저 질환,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신체 계측 및 기초 검사 결

에서 제외되어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성은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과를 포함한다. 각 DB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26].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대기오염 장기 노출 연구에서 이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평가할 때 위험 요인을 보정하는 방

용되고 있는 노출 예측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시군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코호트 대상자를 모두 연구 대상자로 선

구별 대기오염 농도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개발된 대기오염 예측 모

정하되,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 수준의 변수를 보정할 수 있다.

형을 이용하여, 이로부터 얻은 시군구별 연평균 대기오염 농도를 개인

이때 선행 연구들에서 보정된 변수들 중 이용 가능한 개인 수준의 변

노출에 이용할 수 있다[26,27].

수가 없다면 외부 자료, 예를 들면 총인구조사 자료 혹은 지역사회건강
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수준의 변수로 대신 이용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전체 코호트 대상자보다 많은 개인 변수

이용 가능한 위험요인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개인 수준의 변수 사용을 위해서

해서는 개인 혹은 지역 수준의 변수 효과가 보정되어야 한다. 표본코

는 연구 대상자를 건강검진 대상자로 한정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호트 자료를 구성하는 3가지 DB는 각기 다른 변수에 대한 정보를 포

연구 결과

함하고 있다. 자격 DB는 전체 대상자의 성별,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진료 DB는 전체 대상자의 의료 이용 중 국민건강
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 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본코호트

진료 DB에 포함된 의료 이용 정보가 청구 자료라는 한계점에도 불구

전체 연구 대상자 총 추적 기간 동안 총 55,798건(5.4%)의 사망이 발생

하고, 질병 코드 및 약제 처방 자료를 이용하여 혼란 요인으로 작용될

하였고, 사망 외의 이유로 중도 탈락된 사람들은 총 57,387명(5.6%)이었

Table 1. Summaries of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of NHIS-NSC by 2002 and 2013
Year (%)

Characteristics
Sex
Age (y)

Area

Eligibility of NHI

Male
Female
0-19
20-64
≥ 64
Seoul
7 metropolitan cities1
Gyeonggi province
8 provinces2
Self-employed insured
Employee insured
Medical aid beneficiaries

Income3 (%)

Medical aid beneficiaries
0-20
21-50
51-90
91-100

Householder
House member
Insured
Dependent
Householder
House member

2002 (N= 1,025,340, 100.0%)

2013 (N= 917,254, 89.5%)

50.1
49.9
27.2
65.1
7.8
21.3
26.4
20.6
31.7
17.4
31.2
16.7
31.7
1.6
1.4
3.0
12.1
24.7
47.0
13.2

49.8
50.2
12.6
73.4
14.0
20.0
26.2
23.5
30.3
14.5
15.7
30.6
36.1
2.2
1.0
3.1
14.2
24.0
44.2
14.6

NHI,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1
All metroplitan cities except Seoul: Pusan, Deagu, Incheon, Kwangju, Deajeon, Ulsan, and Sejong.
2
All provinces except Gyeonggi: Gangwon, Chungcheongbuk, Chungcheongnam, Jeollabuk, Jeollanam, Gyeongsangbuk, Gyeongsangnam, and Jeju.
3
NHIS-NSC provided income as percentiles (“The manual for Us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National Sample Cohort Database”) without original
continuous inco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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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호트 등록 당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의 비율이 높았고,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의 주소는 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역과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이면서 가구 소득이 50-90% 사이인 대상자

고, 직장피부양자의 주소가 2006-2007년 사이와 2009-2010년 사이에

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 종료 시기인 2013년에는 지역별 거주 분포와 가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대상자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

구 소득분포는 2002년과 비슷했던 반면, 직장가입자인 성인, 특히 노인

타나지 않았다(Figure 1).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직장가입자들

여성의 비율이 증가되었고 지역세대원 비율은 감소되었다(Table 1).

의 구별 인구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들의 구별 분포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직장 주소로 표기되었다고 보고된 2007년

자료 탐색

이전의 인구 분포가 다른 해의 분포와 다르지 않았으며, 다수의 사업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장이 있는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중구, 마포구 등에서의 비율이 특

전체 대상자 1,025,340명 중 119,477명(11.7%)의 자료가 추적 실패로

별히 높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Figure 2).

인해 누락되었다. 이 중 96,421명(80.7%)은 1년치의 자료만 누락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2). 개인별 추적 실패 기간의 평균은 1.3년, 표준편

주소 자료의 완전성

2002년 기준으로 대상자들은 전국 244개 시군구에 거주하며, 한 시

차는 0.8년이었고, 최대 7년의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군구 당 평균 4,203명(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 3,218)이 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구별 평균 연구 대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자격별 주소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직장보험

상자 수는 8,720명(SD: 2,587)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순으로 시군구별 평균 연구 대상자 수가 많았다. 강원도는 한 시군구

Table 2. Numbers of study subjects of NHIS-NSC across years of tracking
failure
96,421
15,323
4,078
2,097
918
460
180
119,477

%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0.7
12.8
3.4
1.8
0.8
0.4
0.2
100.0

전체 연구 기간동안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시
도에 고르게 거주하는 중장년층 대상자인 반면,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시를 제외한 도지역에 거주하는 중장
년 및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측정소가 있는 시군구만 포
함하면 이들은 연구에서 제외되게 된다(Table 3).

The proportion of subjects who had different
addresses form the previous year (%)

NHIS-NSC,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S-I
S-D
E-I
E-D

25.0
20.0
15.0
10.0
5.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Year

Figure 1. Temporal trend of proportions of NHIS-NSC subjects who had different addresses from the previous year by insurance type and eligibility.
Insurance type: S, self-employed; E, employee insured; eligibility. NHIS-NSC,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Insurance (or
householder); D, dependent (or house-member)] from 2003 throug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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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그 뒤로는 전남, 경북, 제주 순으로 시군구별 연구 대상자 수

이용 가능한 위험 요인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을 평가한 선행 코호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8.0
6.0

2002
2007
2013

4.0
2.0
0
Songpa
Nowon
Gangnam
Kwanak
Gangseo
Gangdong
Seongbuk
Yangcheon
Eunpyeong
Jungnang
Dongjak
Guro
Yeongdeungpo
Guamgjin
Seocho
Donddaemun
Mapo
Dobong
Seodaemun
Gangbuk
Seongdong
Geumcheon
Yongsan
Jongro
Jung

1
2
3
4
5
6
7
Total

n

The percent of population (%)

Total tracking failure periods (y)

당 평균 1,776명(SD: 1,706)의 연구 대상자가 포함되어 가장 적은 값을

Figure 2. Percents of the employee-insured (≥50 years) across 25 districts
in Seoul from NHIS-NSC in 2002, 2007, and 2013. NHIS-NSC,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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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NHIS-NSC subjects between the areas with and without regulatory air pollution monitoring sites for 2002-2013
Characteristics
Sex
Age (y)

Area

Eligibility of NHI

Male
Female
0-19
20-64
≥ 64
Seoul
7 metropolitan cities1
Gyeonggi province
8 provinces2
Self-employed insured
Employee insured
Medical-aid beneficiaries

Income3 (%)

Area with monitoring sites
(n = 743,106, 72.5%)

Areas without monitoring
sites (n = 282,234, 27.5%)

50.1
49.9
27.7
65.9
6.4
28.8
27.9
20.0
23.4
17.1
30.5
17.7
32.2
1.3
1.2
2.5
11.5
23.9
47.8
14.4

50.0
50.0
25.7
62.9
11.4
1.4
22.7
22.2
53.7
18.2
32.9
14.1
30.4
2.6
1.8
4.4
13.7
26.8
45.0
10.1

Insured
Dependent
Insured
Dependent
Householder
Member of household

Medical-aid beneficiaries
0-20
21-50
51-90
91-100

NHI,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1
All metroplitan cities except Seoul: Pusan, Deagu, Incheon, Kwangju, Deajeon, Ulsan, and Sejong.
2
All provinces except Gyeonggi: Gangwon, Chungcheongbuk, Chungcheongnam, Jeollabuk, Jeollanam, Gyeongsangbuk, Gyeongsangnam, and Jeju.
3
NHIS-NSC provided income as percentiles (“The manual for Us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National Sample Cohort Database”) without original
continuous income data.

소득, 교육수준, 결혼 상태, 흡연, 음주, 체질량 지수, 식이, 과거 질병력,

고, 오류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

직업적인 노출 정보 등을 보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보정된 변수들 중

구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자를 분석에 포함시키되, 손실된 자료는 결측

전체 연구 대상자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이다.

처리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때 개인별 노출 계산에 이용되는

더 많은 개인 수준의 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이용 정보와 국

주소가 전체 추적 기간 중 50% 이상 결측값으로 기록된 대상자는 연

가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이용 정보를 이용하여

구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자료로 계산되는

과거 및 기저 질환 등의 효과를 보정할 수 있으며, 건강 검진 결과를 통

개인별 노출이 전체 추적 기간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료만 연구에

해 흡연 및 음주와 건강 행태, 체질량 지수, 설문을 통해 얻은 과거 질

포함할 수 있다.

병력 등을 보정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결혼 상태, 직업적인 노출 여부
에 대한 자료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해서는 보정하기 어렵다.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연구 대상자의 자격별로 주소 변화율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Lee et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한 제안

al. [25] 저자들의 보고서 내용에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여부

Lee et al. [25] 저자들에 따르면 2006년 이전 직장보험 가입자의 주소는

자료 손실이 발생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11.7%로 이들을 모두

직장 주소지이며, 2006년 거주지 주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5년 대

분석에서 제외하면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잃을 수 있다. 또한 표

비 2006년 직장가입자의 주소 변화율이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되

본 수가 감소되어 통계적 검정력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을 극

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직장보험 가입자의 주소 변화율은 다른 해

복하기 위해 손실된 자료, 특히 노출 계산에 이용되는 대상자의 주소

와 크게 차이가 없어 주소지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Fig-

를 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가장 가까

ures 1, 2). 반면, 직장피부양자의 주소 변화율은 2006-2007년 사이와

운 해의 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대체하여 사용된 정보

2009-2010년 사이에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1). 그러나 직장피

와 손실된 자료 간의 차이에 따른 노출의 오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부양자의 주소지 부여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보고서나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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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NHIS-NSC subjects from the entire cohort for 2002-2013 and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examinees in 2002
Characteristics
Sex
Age (y)

Residential district

Eligibilities of NHI

Male
Female
0-19
20-64
≥ 64
Seoul
7 metropolitan cities1
Gyeonggi province
8 provinces2
Self-employed insured
Employee insured
Medical-aid beneficiaries

Income3 (%)

Study pop.
(N= 1,025,340, 100.0%)

NHE examinee in 2002
(N= 113,641, 11.1%)

50.1
49.9
27.2
65.1
7.8
21.3
26.4
20.6
31.7
17.4
31.2
16.7
31.7
1.6
1.4
3.0
12.1
24.7
47.0
13.2

63.5
36.5
0.3
93.5
6.2
18.0
28.2
19.2
34.7
11.8
7.4
71.1
9.6
0.0
0.0
0.1
13.2
24.1
49.8
12.8

Insured
Dependent
Insured
Dependent
Householder
Member of household

Medical-aid beneficiaries
0-20
21-50
51-90
91-100

NHE,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NHI,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1
All metroplitan cities except Seoul: Pusan, Deagu, Incheon, Kwangju, Deajeon, Ulsan, and Sejong.
2
All provinces except Gyeonggi: Gangwon, Chungcheongbuk, Chungcheongnam, Jeollabuk, Jeollanam, Gyeongsangbuk, Gyeongsangnam, and Jeju.
3
NHIS-NSC provided income as percentiles (“The manual for Us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National Sample Cohort Database”) without original
continuous income data.

에의 문의를 통해서도 변경 요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들의 특성이 전체 대상자의 특성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이 결과를 표본코호트 자료 제공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

노출 효과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Table 3). 따라

영실에 문의하여 본 결과, 이런 현상을 설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

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노출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각 시군구를

공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직장피부양자의 주소 변화율이 관찰되었음

대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노출

에도 이를 설명할만한 근거 부족으로 표본코호트 자료의 주소를 다른

을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통계 모형이나 대기질 모

처리 없이 거주지 주소로 가정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형을 기반으로 대기오염 농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8-30].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대표

주소 자료의 완전성

표본코호트 대상자의 주소가 시군구로 제한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 노출은 시군구 대푯값을 이용하여 평가될 수 밖에 없으며, 평균

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국의 대기오염 분포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연구에 적용된 노출 예측 모형으로 산출된 농도 예측값의 타당성 평
가를 위해서 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농도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적으로 약 4천 명의 노출이 동일한 값으로 평가된다. 개인별 노출 평가
를 고려할 때, 시군구라는 지리적인 단위는 상대적으로 넓은 단위로 동

이용 가능한 위험요인

일한 지역 내 거주민 간의 대기오염의 노출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과 사망 간의 연

높다. 하지만 시군구로 제한된 주소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결정

관성 평가를 위해 변수를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체 표본코

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읍면동 등 세부적인 주소 정보 획득이 어려

호트 대상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개인 수준의 성별, 연령,

운 실정이다.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소의 관측값이 있는 시군구만 연구

소득을 보정하고, 그 외의 변수들은 외부 자료로부터 얻은 지역 수준

에 포함하는 경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연구기간 동안 측정소

의 대푯값을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인구조사 및 지역

가 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여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은 총

사회건강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면 시군구별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음

743,106명(72.5%)이다. 또한 측정소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

주율, 흡연율, 비만율 등의 효과를 보정할 수 있는데[31,32], 이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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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역 수준의 변수 효과는 개인 수준의 그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

로 나타났고, 전체 표본코호트 대상자보다는 국가검진대상자들을 연

일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

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위험 요인이 많은

하여 자료에 포함된 개인 수준의 위험 요인을 보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 실패로 인해 손실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 혹은 40세 이상의

자료는 결측으로 처리하되, 그 기간이 개인별 전체 추적 기간 중 50%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제

이하인 대상자만 연구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별 대기

한점이 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연구 대상자와

오염 장기 노출은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정보를 이용

2002년 국가건강검진 수진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의 분포를

하여 평가하되, 대기오염 노출 예측 모형에 의해 추정된 대기오염 농도

비교하였다(Table 4). 국가건강검진 수진자는 113,641명(11.1%)으로 전

값을 이용하도록 제안하였다. 표본코호트 대상자를 분석에 포함시키

체 연구 대상자에 비해 청장년 층의 남성 직장가입자 비율이 높았고,

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고려하였지만 자격DB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할

소득 및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보정 변수를

수 없는 변수들은 외부 자료의 지역 수준의 변수로 보정하는 것을 제

포함하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안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개인 수준의 위험 요인 보정을 위해서 국가건

전체 자료와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를 고려할 때 두 자료를 이용한 분

강검진 대상자 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석 결과 비교 또한 필요하다. 이 모든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본 연구 결과는 대기오염 역학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인 표본코호

에서는 독성 물질 혹은 분진에 대한 직업적인 노출 관련하여 이용 가

트의 활용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의 건강 악영

능한 정보가 없어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 규명에 기여할 수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표본코호트 자료의 강점 중 하나가 대상자들의 의료 이용 정보를

통해 대기오염 장기 노출과 사망 및 만성 질환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정보는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 평가를 위

있지만[1-5,9,10], 우리 나라에서는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

한 연구 수행 시 기저 질환에 대한 효과를 혼란 변수로 여겨 보정하거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코호트

나, 효과 교정 인자(effect modifier)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표본코호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 결과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표본코호트 자료

트 자료에 포함된 의료 이용 정보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용을 지급하

는 국내 유일의 전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대규모 장기 코호트로,

는 치료에 국한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의료 이용 자료를 분석을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개인별 주소 및 위험 요

위해서는 반복 처방, 일괄 청구, 다중 질병 코드 등의 처리 방법 등에

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갱신되는 주소 정보를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가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

이용하면 주소지 이동을 고려한 대기오염 장기 노출 평가를 할 수 있

다. 따라서 의학적인 진단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어 한 시점의 주소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감소

에 근거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기저 질환 관련 변수는

시킬 수 있다. 표본코호트 자료가 가지는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본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포함된 현재 앓고

연구에서 제시된 4가지 자료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개인의 노출 평

있는 질환에 관한 설문 결과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 및 건강 영향 평가 결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오차나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대기오염 역

고찰 및 결론

학 연구 특히 대기오염 장기 노출 연구를 수행할 때 자료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명확하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추후 연구

본 연구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 장기 노출이 사망

에서 보다 정확하게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역학 연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

연구 대상자의 추적 실패로 발생한 자료 손실에 대한 자료 처리 방

는 자료 특성을 탐색하고 자료 처리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법은 제외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여 통계 분석의 검정력을 잃지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자료 특성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않으면서 개인별 노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 거주지 자료를 이용

여부, 주소지 부여 기준의 일관성, 주소 자료의 완전성, 이용 가능한 위

함으로 측정 오차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대기오염 장기

험 요인이었다. 표본코호트 전체 대상자 중 약 11.7%에 대한 자료가 연

노출 연구에서는 거주지 이동을 고려하여 개인 노출을 평가하고 있는

구 기간 동안 일부 수집되지 않았으며, 전체 연구 기간 동안 대상자들

데, 이런 연구는 표본코호트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가 코호트 등록 후

의 주소 부여 기준의 변화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

재 수집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코호트 등록 초기의 정보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는 거주지 정보를 이용할 경

만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연구 기간 내내 동일한 거주

우 평균적으로 약 4천 명의 대기오염 노출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으

지에 살았으며 시간에 따른 지역별 대기오염 농도의 순위는 바뀌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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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가정하에 수행된다. 따라서 사망 신고 시의 거주지가 연구 초

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의 장기간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

기와 상이하게 다르면 대상자를 연구에서 제외시킬 수 밖에 없어 상당

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 자료를 제외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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