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4. 12.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 참여연구원 》
▍책임자 : 윤한덕(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한소현(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김선월(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획연구팀)
김승현(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획연구팀)
송은주(국립중앙의료원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

차

례

1. 연구개요 ································································································ 1
¡

추진 배경 및 목적 ··················································································· 1

¡

목표 ············································································································· 2

¡

주요내용 ····································································································· 2

2. 연구 내용 ······························································································ 6
¡

국내외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문헌 고찰 ······························· 6

¡

증후군 이상 징후 감시 모형 ································································· 19

¡

Ÿ

NEDIS 자료 분석 ················································································· 19

Ÿ

이상 징후 감시 모형 ············································································ 29
OSS(Open Syndromic Surveillance) 시스템 구성 방안 ··············· 37

3. 결론 및 제언 ······················································································ 46
¡

결론 ············································································································· 46

¡

제언 ············································································································· 48

참고문헌 ································································································· 49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I. 연구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1.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수 수집하여 관리
-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응급의료기관 평가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응급의료 정보의 표준화 확립을 위한 도구로
활용됨
○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진료정보를 OCS/EMR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송함으로서
전국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동태 파악 등에 대해 가장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임
○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국민 보건의료 편의 강화 및 예방에 활용 가능함

2. 증후군 감시체계(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 최근 다양한 환경적 문제에 따라 대량의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각종 재난상황
및 감염병 발생 증가 상황에 대한 조기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 증후군 감시체계는 생물학적 테러의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른 조기 발견 및
대응책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되기 시작함
- 현재 다양한 형태의 환자 발생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과 효율성 및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질병의 발생이 아닌 증후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상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유연성 있는 감시가 가능함
- 증후군 감시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의 감시체계보다 더 빠르게 질병의
유행을 감지하는 민감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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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기반의 진료정보는 특정 질환자 발생에 대해 객관적 진료 정보를 통해
유행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및 해외 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나 현재 NEDIS 정보를 이용한 효율적인 응급실 기반 감시체계의 운영은
이뤄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각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에 대하여, 정보를 직접 생산 및 관리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보 우위적 입장을 정립하여 통합 지능적 응급실 감시체계 모델 제안하고자 함

2

목표

○ NEDIS 정보를 이용한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의 활용성 검토
- NEDIS 전송 데이터에 대한 이상징후 감시 모형 구현
- GUI 기반 실시간 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토
○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에 대한 표준안 제안
- 응급실 내원 환자에서의 질병 또는 증후군 발생 경향 및 관련 정보 제공 방안 검토
-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단계적 개발 기준 마련
- Open Query를 활용한 OSS(Open Syndromic Surveillance)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1. 증후군 감시체계를 위한 연구 설계
○ 대상 증후군 선정
- 법정감염병, 기후성 질병,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환군으로 증후군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증후군 선정(자살시도, 수족구병, 쯔쯔가무시, 열사병
및 일사병, 동상 및 저체온증, 낙상 등)
- 각 대상 증후군에 해당하는 진단코드(KCD-6) 및 증상(UML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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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설계
- 응급의료기관 등급, 최초전송 소요시간, 정보 전송 형태 등 NEDIS 전송 패턴 분석
- 인구지리학적, 보건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 지역, 의료기관, 추출
대상 및 변수 선정
○ 외부환경요인
- 각 증후군 발생과 관련된 인구학적, 기후적 외부 자극요인에 대한 선정 및 분석
- 응급실 내원환자 분석 외 적극적인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접목 요소 및 관련성
확인 및 활용 방안 마련

2. 증후군 이상 징후 감시 모형
○ 선정 증후군의 모형수립을 위한 시계열 분석
- 감시 모형을 설계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NEDIS 데이터의 연속적인
시계열 형태를 가시화하여 불규칙요인과 추세요인, 계절 요인 등의 선행 분석
필요
○ 이상 징후 예측을 위한 시계열 모형 적용
- 평활법: 현재로부터 가장 최근에 관측된 자료에는 큰 가중값을 주고, 과거로 갈수록
그 가중값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일종의 가중평균을 이용한 예측방법.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자료의 예측 시 편리
- ARIMA: 현 시점의 관측값을 과거의 관측값들과 백색잡음(white noise)라고
부르는 오차들의 형태로 표현하는 모형
- 분해법: 가장 오래된 시계열 분석법으로 시계열의 변동을 주요한 요인변동들로 분해
하여 각 요인변동들을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측값 산출
- 예측력측도: 평균제곱오차(MSE), 평균절대백분위예측오차(MAPE), 평균절대예측오차(MAE)
○ 질병 발생에 있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예보발생을 위한 기준
(on-set, off-set) 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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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DIS 정보를 활용한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시스템 제안
○ 후보 질환별 실시간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NEDIS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 또는 데이터마트(Data Mart) 구축
○ 모니터링용 응용시스템(C/S 또는 Web) 설계 및 프로토타입 구현
○ 동일 기간 과거 데이터 실시간 비교 및 추이 분석, 검증 체계 마련
○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 질환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동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4.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의 단계적 개발 기준 제안
○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에 대한 표준안 제안
- 선정 증후군의 NEDIS 기준 정의
- 효과적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Data Mining 수행
- 시범예시를 활용한 표준안 작성
- Open Query 적용에 대한 가능성 제안
- 감시체계 홈페이지 상에서의 report 표준안 마련
○ 신개념 감시체계 OSS(Open Syndromic Surveillance)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Open Query를 활용한 개방 시스템 가능성 검토
- 활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한 양방향 감시체계로서의 기능 가능성을 타진
-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에서 산출된 각 증후군에 대한 정보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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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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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1

국내외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문헌 고찰

1.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연구 동향
○ 현재 증후군 감시체계는 화학 및 생물학적 테러의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른
조기 발견 및 대응 구축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제공자에 의해 보고되는 질병
혹은 사례보고에 대한 감시분야 까지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으며, 질병 동향
파악과 장기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증후군 정의에도 활용됨
○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들의 호소 증상, 진단, 처치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환자 발생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신속성(timeliness), 민감도
(sensitivity), 유연성(flexibility), 단순성(simplicity), 비용대비효과(cost-effectiveness) 등
의 장점을 가짐 2)

[그림 2] 증후군 감시체계 개념

○ 주로 증후군 감시체계에 대한 연구는 각 증후군 감시의 방법론(methods)에 대한
연구가 과반수이상을 차치하며, 그 외에 감시체계에 대한 기술 및 평가에 대한
논문들도 꾸준히 발표 되고 있음3)4)5)
○ 해외 증후군 감시체계는 대부분 생물학적 테러6), 계절성 유행 질환으로 대표되는
인플루엔자 증상 및 기후변화로 인한 열손상7)을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2012
년 런던올림픽8), 이슬람교 최대 연례 종교 행사인 ‘하지(hajj)'

9)

등 대규모의 인구가 집

결되는 행사에서 전염병 발생 감시를 목적으로 가동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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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체계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는 약품 판매, 건강 상담전화 내용, 응급실 주 호소
증상, 학교나 직장 결석, 인터넷 검색 등으로 매우 다양함10)

2. 대표적 증후군 감시 체계
가. SIDARTHa – 유럽 응급자료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시스템11)
○ SIDARTHa는 약 12개 유럽 국가 등의 응급 의료 관련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각
지역에 응급 구조 의료 서비스의 출동을 배치하는 응급 상황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및 병원 내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신고 내용 또는 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활용
하여 다양한 증후군의 조기 발견을 시도
○ 감시 대상 증후군으로는 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 유사질환, 위장관 관련 증후군, 호흡기
관련 증후군, 중독 관련 증후군, 환경(폭염) 관련 증후군의 5개 증후군으로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함
○ SIDARTHa 시스템 개발 과정은 개념화와 도입 시기로 나눌 수 있음
- 개념화(Conceptualisation) 시기는 증후군 감시와 관련된 각종 문헌 고찰 및 논문 검색을
통하여 다양한 유용성을 가진 증후군 감시체계의 유형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유용성을
가지는 증후군 감시체계를 고찰함
- 도입(implementation) 시기는 개발된 증후군 감시 체계를 실제적으로 도입하고
대표적인 증후군에 대하여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후향적인 검증을 시행함

[그림 3] SIDARTHa 개발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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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대상 질환 또는 증후군이 평상시 예상되는 수치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조기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음
○ 상황실, 구급차 처치기록지, 응급실 정보시스템(EDIS)에서 정기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지역별 시공간적으로 분석 실시하여 보고 및 알림서비스 시행
- 상황실정보는 상황실 시스템에서 상황 종료 후 실시간으로 획득 가능
- 구급차 EMS 시스템상에서는 탑승 구급대원 또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병원에 환자 인계시 함께 제공
- 참여 국가와 병원 사정에 따라 응급진료정보의 최대 정보전송 시간은 다르지만,
SIDARTHa에 참여하는 12개국의 32개 응급의료기관 중 75%가 24시간 이내 정보
를 전송하고 있음(최대 30시간 이후 전송)
- 수집 정보는 식별번호, 발병일시, 위치정보, 증후군정보(증상정보, 진단정보),
연령, 성별, 중증도로 7개 항목임

[그림 4] SIDARTHa 진행과정

○ SIDARTHa 시스템은 각 관련 기관에서 보고된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피드백
해줄 뿐만 아니라 European Commission, ECDC(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WHO로도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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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IDARTHa

감시체계 시스템 디자인

○ 감시 대상 증후군이 평상시 예상되는 수치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감지하기
위하여 SIDARTHa에서는 2가지 변동 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알고리즘은
매일 수집되는 자료를 대입함으로서 변동을 감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됨
- C1,C2,C3 알고리즘은 질병관리본부(CDC)의 EARS6 증후군 감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서 기존 7~9일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입력되는 변수의 양이
이상 신호를 발생할 정도로 변동성이 큰 데이터인지 여부를 검증함
- CUSUM 알고리즘은 계절적 특성 등에 의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변화추이를
추계적 방식으로 관찰하여 체계적인 오차(systematic error)발생의 누적합이
통계적 허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상징후로 감지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민감하게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장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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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DARTHa Local Heaht Surveillance System(LHSS)

○ SIDARTHa에 참가한 대표적인 유럽 국가들의 감시시스템 현황
- 오스트리아 (2012년부터 )
: Tyrol

지역의 응급의료상담 센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상담센터와 지역의 보건담당자에게 메일로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함
- 벨기에 (2009-2010,
:

Leuven

pilot

기간 )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됨. 주로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관련 정보를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집하였으며, 향후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예정임
- 독일 (2009-2010,
: G ö ppingen

pilot

단계 )

지역에서 파일럿으로 수행됨 . 구급차 출동관련 자료들을 수집하

여 주로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 급성 위장관 이상 발생을 감시하며 ,
발생한 화산폭발에 의한 화산재 영향에 대한 위해성 분석을 실시함

- 10 -

2010 년에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나. 영국의 증후군 감시체계
○ 영국의 증후군 감시는 신속한 감지 및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하여
크게 6 종류의 감시체계를 운영하였음

<표 1> 영국의 증후군 감시체계
증후군 감시체계명

해당지역

시작년도

PHE Remote Health Advice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England

2013년

PHE/NHS Direct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England 및 Wales

NHS24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Scotland

HPA/Q Surveillance National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영국(UK) 전체

GP In Hours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England 일부

2013년

GP Out-of-Hours/Unscheduled Care Surveillance System

England

2010년

Emergency Department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EDSSS)

England

2010년

Royal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Weekly Returns Service (RCGP WRS)

England 및 Wales

1967년

1999-2013년
2005년
2004-2013년

○ PHE Remote Health Advice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은 England 전역에서 NHS 111
and NHS Direct 건강상담 전화 내역 중 감기/독감, 발열, 기침, 호흡곤란, 설사,
구토, 눈에 나타난 불편감을 분석하였으며, 2013년부터 PHE/NHS Direct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을 대체하고 있음
○ PHE/NHS Direct syndromic surveillance는 England 및 Wales 지역의 건강 관련 상담
전화에 대한 문의 사항을 주요 자료로 이용하여 특정 시기의 전체 건강 관련 문의
중 해당 증후군 관련 증상(symptoms)의 비율을 감시에 이용하며, NHS24 syndromic
surveillance 역시 스코틀랜드 지역의 건강 관련 상담 전화에 대한 문의사항을 분석함
- 2가지 감시체계는 진단 전 단계의 자료를 이용하므로 높은 민감도 및 빠른 반응
시간을 장점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해당 전화 지역의 우편번호를 함께 수집하여
개별 지역 분석이 가능함
○ GP In Hours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는 지역사회 급성기 증상/질병 치료를
위한 GP 상담/진단 내역 중 호 흡 기 , 위 장 관 계 및 기 타 (급성 호흡기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천식 등 호흡곤란, 장염, 설사, 구토 및 심근경색 등) 등을 증상으
로 하였으며, 2013년부터 HPA/QSurveillance National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을 대
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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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 Out-of-Hours/ Unscheduled Care Surveillance system은 휴일 및 정규 진료시간
외에 건강 및 의료 관련 문의를 받는 44개 지역의 전화상담 수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증후군 감시의 지표는 급성 호흡기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호흡곤란(천명, 천식 포함), 장염, 설사, 구토 및 심근경색을 포함함
○ HPA/Q Surveillance National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은 일반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문 및 진단을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하는 증후군
감시 체계로서 상기도감염, 인플루엔자 등의 21가지 임상진단을 사용함
○ Emergency Department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EDSSS)은 영국 응급실 내원
환자의 내원 정보(진단, 시행 검사, 치료 종류, 퇴원 종류)를 응급실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 응급실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중등도 이상의 질환에 대한 감시가 가능함
○ Royal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Weekly Returns Service (RCGP WRS)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증후군 감시체계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GP에 의해 진단된 호흡기,
소화기, 기타 진단 등의 급성 질환과 관련된 증후군을 분석함

<표 2> 영국의 증후군 감시체계 보고 및 분석 주기
증후군 감시체계명

분석 주기

보고주기

PHE/NHS Direct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매일

주1회

NHS24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매일

주1회

주1회

주1회

GPOut-of-Hours/UnscheduledCareSurveillanceSystem

매일

주1회

Emergency Department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EDSSS)

매일

주1회

Royal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Weekly Returns Service (RCGP WRS)

2주1회

2주1회

HPA/QSurveillance

National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

다. 미국의 증후군 감시체계
○ 2006년부터 시작된 Missouri Early Notification of Community-based Epidemics (ESSENCE)는
미주리 지역 84개 응급실, 81개 병원의 입원환자 내원정보 중 주증상을 실시간으로
증후군 카테고리에 따라 분석하며, 대상 증상으로 보툴리즘 유사 증상, 발열, 위장관
증상, 출혈성 및 신경성 질환, 발진, 호흡기 질환, 쇼크/혼수 등을 모니터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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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Defense (DoD) ESSENCE는 미국 국방성 의료시설의 모든 응급실 및
외래 환자정보를 분석하며, 진단명 ICD 코드, 주증상, 검사처치 정보, 처방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호흡기 증상, 보툴리즘 유사증상,
위장관 증상 등을 분석함

[그림 7] DoD ESSENCE

○ Syndromic Surveillance Event Detection of Nebraska(SSEDON)는 2011년에 시작된
네브라스카 지역의 심혈관 질환 감시체계로 12개 병원의 응급실 내원환자 및
1개 병원의 일반 내원환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참고사이트
- http://www.syndromic.org/
- http://www.cdc.gov/ehrmeaningfuluse/syndromic.html
- http://dhhs.ne.gov/publichealth/EPI/Pages/Surveillance.aspx

라. 일본의 증후군 감시체계
○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 정보 센터는 감염병 조기 탐지를 위해서 다양한 현장에서
발현된 증상 정보를 분석하여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임
- 입원(현립병원, 원내 감염 조기탐지), 구급차운반, 약국, OTC(일반의약품), 보육원,
학교결석, 고령자시설(노인보건시설) 등으로 운영됨

- 13 -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 구급차의 경우 출동기록지 데이터 중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감염병 탐지 시스템에서
분석하여 탐색
- 약국 감시체계는 현재 약국 9,792개소가 참가하고 있으며, 처방전에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항생물질, 타미플루, Aciclovir제제 등 특정 약성분이 포함되는 건수를 매일
감시
- 학교 결석 감시체계는 발열, 두통, 호흡기증상, 설사, 구토, 발진,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홍역, 마진, 결핵, 유행성 결막염 등으로 인한 출석정지 대상
질환에 따른 결석인원수를 파악함, 전국 약 20,825개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약
46% 참가하고 있음

[그림 8] 일본의 감시체계

○ 일본의사회 ORCA Surveillance는 2014년 현재 4,001개소가 참여하며 일본의사 표준
청구 프로그램에 검사, 투약, 상병명을 입력하여 증례 탐지하는 시스템
- 수집 대상 사례는 인플루엔자(신형, A형, B형 조류 등 포함), 수족구병, 전염성 홍반,
인두결막염,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홍역, 풍진, 열중증
○ 참고사이트
- http://infect.orca.med.or.jp/
- http://www.syndromic-surveillan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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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정 질병에 대한 세계적인 감시체계 네트워크
○ 특정 전염병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체계로는 인플루엔자(FluNet), HIV 감염,
광견병(RABNET), 항생제 내성균주(ARInfoBank)와 기타 실험실 네트워크가 운영
되고 있음
- FluNet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시체계로 각 센터 자료에 매주 원격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역학적인 바이러스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고 있음
- HIV 감염 감시체계는 세계 60개 이상의 HIV sentinel surveillance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바. 국내 국민건강주의 알람 서비스

[그림 9] 국민건강주의 알람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정보DB와 소셜미디어 정보를 융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도 동향과 알람을 제공하는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로, 질병의 지역별/
연령별 위험도와 위험도 알람 추이, 질병 관련 진료 동향 및 소셜 동향 정보 파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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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감기(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피부염의 4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험·경계·주의·관심 4단계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질병별로 지역과 연령을 구분하여
알람서비스를 시행중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다빈도 상병에 대한
월평균 등락률과 SNS 빈도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서비스 대상 질병 선정

사.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감염병 발생 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
(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 보
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
○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
- 법정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
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는 시스템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발생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고 관할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여야 함
○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는 38˚c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 1차 진료를 하는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의원중 시도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표본감시기관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수
및 해당 주(매주 일~토요일) 총 진료 환자수를 주간 단위로 수집하여 신고함
- 인플루엔자 유사 환자의 발생경향을 감시하여 유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국가 인플루엔자 관리대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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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감염병 중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의 발생추이를 관찰하고
유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안과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표본감시체계 운영
(주1회 보고)
- 소아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소아 감염병 발생추이의 관찰 및 유행 예측을 위
해 소아과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은 즉시 신고,
수두·무균성수막염은 매주 신고하여야 함
-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표본감시체계는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추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감기/인플루엔자, 수두, 뇌막염, 결막염, 유행성이하선
염, 폐렴, 홍역 등 감염성 질환으로 결석한 학생 수와 감기증상으로 보건실
방문 학생 수를 주 1회 보고

[그림 10] 감염병신고 보고체계
○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시체계
-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일일 내원자 중 ‘온열 및 한랭질환자’로 진단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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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환자,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참호족(침수족), 동창 환자를 보고 대상으로 하며, 응급실 내원 기준
익일 신고
- 온열질환은 매년 6~9월, 한랭질환은 매년 12~2월을 감시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함
○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감시체계는 모두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한
보고 체계로서 이러한 시스템은 보고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보고 정보의
신 뢰 도 에 대한 한계성과 안정되지 않는 보고율에 따른 자료의 지속적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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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후군 이상 징후 감시 모형

1. NEDIS 자료 분석
1) 수족구 분석
○ 환자군 정의
• 진단코드(KCD-6): B08.4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성 소수포 구내염
•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내원 환자로 제한

<표 3> 수족구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수(2010~2013년)
연도
2010
2011
2012
2013

기관수
112
130
163
215

내원환자수
3,640
9,854
6,283
9,995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에 내원한 환자는
2010년(112개 기관) 3,640명, 2011년(130개 기관) 9,854명, 2012년(163개
기관) 6,283명, 2013년(215개 기관) 9,995명으로 집계됨

[그림 11] 2010년~2013년 내원환자 현황

- 19 -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 위는 수족구 환자군 정의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내원패턴을 보여주며, 전체적인
내원패턴은 6월과 7월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내원환자수를 보이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음

<표 4> 연령별, 성별 수족구 내원 환자비율

2010
2011
2012
2013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세미만
13.3%
12.9%
10.0%
10.0%
16.4%
16.0%
16.3%
16.2%

1세
31.0%
29.7%
26.5%
28.3%
34.0%
33.3%
30.9%
33.0%

2세
26.3%
27.1%
27.1%
26.8%
20.6%
21.8%
22.7%
21.8%

3세
14.9%
16.5%
17.8%
17.8%
12.3%
12.5%
11.9%
12.3%

4세
5.9%
4.8%
9.2%
8.5%
7.5%
7.1%
7.0%
6.6%

5세
3.4%
3.1%
4.1%
3.7%
3.6%
2.4%
4.1%
3.3%

6세~9세
3.7%
4.0%
3.9%
3.7%
3.2%
3.7%
4.5%
4.1%

10세~14세
0.6%
1.0%
0.7%
0.7%
0.7%
1.1%
0.8%
1.0%

15세이상
1.1%
1.1%
0.7%
0.6%
1.7%
2.1%
1.7%
1.6%

<표 5> 연령별 수족구 내원환자 변화
연도

1세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9세

10세~14세

15세이상

2010

13.1%

30.4%

26.6%

15.5%

5.4%

3.3%

3.8%

0.8%

1.1%

2011

10.0%

27.3%

26.9%

17.8%

8.9%

4.0%

3.8%

0.7%

0.6%

2012

16.2%

33.7%

21.1%

12.4%

7.3%

3.1%

3.4%

0.9%

1.9%

2013

16.2%

31.8%

22.3%

12.1%

6.9%

3.8%

4.3%

0.9%

1.6%

- 연령별 발생빈도에서는 주로 1세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2세의 연령에서 높게
나타남. 2011년에는 3세의 비율이 높았으며 4세도 약간의 증가를 보임. 2012
년과 2013년에는 1세 미만에서 증가율을 보이며, 1세의 비율이 30%를 넘김

<표 6> 지역별 수족구 내원환자 변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28.9% 1.0%

연도

서울

2.7%

3.8%

8.9%

3.5%

2.2% 31.5% 3.2%

경기

0.7%

3.2%

1.0%

1.3%

3.4%

2.8%

2.0%

2011 37.3% 1.1%

0.8%

3.2%

2.7%

2.5%

1.2% 34.6% 2.4%

0.6%

3.1%

1.5%

0.6%

5.5%

1.5%

1.4%

2012 27.9% 3.6%

0.9%

5.3%

0.9%

3.1%

0.6% 33.0% 2.8%

1.7%

4.9%

2.3%

0.8%

7.3%

3.3%

1.6%

2013 25.8% 3.8%

3.9%

5.9%

1.3%

2.6%

0.8% 33.0% 2.9%

1.5%

5.3%

0.8%

0.8%

6.8%

3.1%

1.7%

- 지역별 변화에서는 충남과 충북,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지역의 발생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대구의 경우 2013년에 3%p의 증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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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구 UMLS 코드와 퇴실진단코드 연관성분석
- 연관성분석은 하나의 거래나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둘 이상의 항목들의 상호
관련성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NEDIS 전송 정보 중 증상코드인
UMLS 코드와 진단코드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음

• 지지도(Support): A와 B 두 개의 항목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항목 와  를 동시에 포함하는 사건의 수
지지도⇒   
전체 사건수

• 신뢰도(Confidence): 항목 A가 일어났을 때 항목 B가 일어날 확률
 ∩  항목 와  를 동시에 포함하는 사건의 수
신뢰도⇒          
  
항목 가 발생하는 사건의 수

• 향상도(Lift): 분석에 포함된 항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연에 의해
연관성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건을 배제. 향상도가 1에 가까우면
독립, 1보다 크면 두 항목이 양의 연관성, 1보다 작으면 두 항목이 음의
연관성을 갖음
   
항목 가 발생했을 때 항목  가 발생할 확률
향상도⇒     
  
항목 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의 발생 확률

○ 퇴실진단코드(B08.4)기준 추출 데이터의 UMLS 코드 연관성분석결과
- 수족구로 인해 내원하는 환자들의 내원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수족구 진단
코드를 갖는 환자들의 증상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관성분석을 수행함
- 2013년에 수족구 진단에 해당하는 EDI 코드 B084를 퇴실진단코드로 갖는
내원환자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주증상 UMLS code와의 연관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는

UMLS 코드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fever, exanthema,

vesicle, po intake poor, pain in oral cavity, vomiting, oral ulcer의 순으로
높았음
-   는 B084 코드와 UMLS 코드가 같이 발생한 빈도수를 나타내며 fever,
exanthema, vesicle, po intake poor, decreased food appetite, pain in oral
cavity, oral ulcer, vomiting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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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ce’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서 각 UMLS 코드를 갖는
내원환자가 B084에 해당하는 퇴실코드를 갖을 확률을 나타내며,

  가

100이

상인 UMLS 코드중에서는 vesicle과 hand, foot and mouth disease가 가장 높았음
- ‘Lift’는 분석에 포함된 항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연에 의해 연관성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건을 배제한 상호연관성을 보는 측도로서, 1보다 크면
두 항목이 양의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표 7>의 결과에서는 최대가
1.1의 ‘Lift'값을 갖으며, exanthema, vesicle, po intake poor, oral ulcer,
hand, foot and mouth disease, skin lesion, nos 등이 수족구 진단 B084코드와
양의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표 7> 퇴실진단코드기준 추출 데이터의 UMLS 코드 연관성분석결과
UMLS CODE
C0015967
C0015230
C0333262
C0747719
C0232462
C0221776
C0149745
C0042963
C0018572
C0042109
C0022107
C0037284
C0242429
C0005758
C0003123
C0497365
C0010200
C0033774
C0241179
C0476318
C0522060
C0239813
C0857117
C0239574
C0239521
C0744581
C0744584

Fever
Exanthema
Vesicle
PO INTAKE POOR
Decreased food appetite
Pain in oral cavity
Oral Ulcer
Vomiting
Hand, Foot and Mouth Disease
Urticaria
Irritable Mood
Skin lesion, NOS
Sore Throat
Bulla
Anorexia
Rash generalized
cough
Pruritus
SKIN VESICLE OR BULLA
Other specified symptoms
Inadequate food diet
HAND BULLA
Hand rash
Low grade pyrexia
Facialrash
HAND SKIN LESION BULLOUS
HAND SKIN RASH MACULOPAPULAR

 

  

Confidence1)

Lift2)

8,890
3,802
1,512
273
280
200
182
166
180
132
127
131
114
110
96
90
77
68
53
50
55
48
38
14
9
4
3
2

7,859
3,270
1,414
267
264
175
165
155
133
129
118
115
110
100
92
88
74
50
50
48
45
43
37
14
9
3
3
2

86.0%
93.5%
97.8%
94.3%
87.5%
90.7%
93.4%
73.9%
97.7%
92.9%
87.8%
96.5%
90.9%
95.8%
97.8%
96.1%
73.5%
94.3%
96.0%
81.8%
89.6%
97.4%
100.0%
100.0%
75.0%
100.0%
100.0%

1.0
1.1
1.1
1.1
1.0
1.0
1.1
0.8
1.1
1.0
1.0
1.1
1.0
1.1
1.1
1.1
0.8
1.1
1.1
0.9
1.0
1.1
1.1
1.1
0.8
1.1
1.1

confidence(    ):

1)
2)

Lift:

 ∩    ,  =UMLS code, =KCD-6(B084)
      ,  =UMLS code, =KCD-6(B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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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UMLS 발생기준 데이터의 퇴실 EDI code 연관성분석 결과
UMLS CODE
C0015967
C0015230
C0747719
C0333262
C0221776
C0232462
C0149745
C0042963
C0018572
C0037284
C0242429
C0005758
C0003123
C0497365
C0010200
C0239813
C0241179
C0857117
C0239574
C0744581
C0239521
C0744584

Fever
Exanthema
PO INTAKE POOR
Vesicle
Pain in oral cavity
Decreased food appetite
Oral Ulcer
Vomiting
Hand, Foot and Mouth Disease
Skin lesion, NOS
Sore Throat
Bulla
Anorexia
Rash generalized
cough
HANDBULLA
SKIN VESICLE OR BULLA
Hand rash
Low grade pyrexia
HAND SKIN LESION BULLOUS
Facialrash
HAND SKIN RASH MACULOPAPULAR

 

  

Confidence1)

Lift2)

1,043,502
281,083
41,886
3,788
697
1,626
2,215
569
76,485
92
2,700
30,364
629
1,197
4,017
47,999
93
172
34
434
5
891
36

4,337
1,996
871
160
151
113
105
101
89
80
73
65
60
58
48
30
22
22
9
7
2
1
1

0.7%
2.1%
4.2%
21.7%
6.9%
4.7%
17.8%
0.1%
87.0%
2.7%
0.2%
9.5%
4.8%
1.2%
0.1%
23.7%
12.8%
26.5%
1.6%
40.0%
0.1%
2.8%

1.7
5.0
10.2
52.1
16.7
11.4
42.7
0.3
209.2
6.5
0.5
23.0
11.7
2.9
0.2
56.9
30.8
63.7
3.9
96.2
0.2
6.7

confidence(    ):

1)
2)

Lift:

 ∩    ,  =UMLS code, =KCD-6(B084)
      ,  =UMLS code, =KCD-6(B084)

- 수족구의 주증상으로 생각되는 UMLS 코드들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B084코드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UMLS 빈도에 해당하는  에서는
fever, vomiting, cough, exanthema, sore throat, rash generalized의 순으로
높았음. B084 코드와 UMLS 코드가 같이 발생한 빈도수를 나타내는   는
fever, exanthema, po intake poor, vesicle, pain in oral cavity, decreased
food appetite, oral uler의 순으로 나타남
- 'Confidence'에서는 hand, foot and mouth disease가 가장 높았으며, 'Lift'에서
도 hand, foot, and mouth disease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hand, foot
and mouth disease는 수족구 진단을 갖는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
요한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vesicle, oral ulcer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Lift'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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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시도자 분석
○ 환자군 정의
• 내원사유(의도성여부)=자해/자살 OR 퇴실진단코드 X60~84
• 연령 10세 이상
•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내원 환자로 제한
○ 자살시도자 분석 결과

<표 9> 자살시도자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수(2010~2013년)
연도

기관수

내원환자수

2010

128

19,987

2011

132

21,554

2012

136

22,607

2013

134

25,686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에 내원한 환자는
2010년(128개 기관) 19,987명, 2011년(132개 기관) 21,554명, 2012년(136개
기관) 22,607명, 2013년(134개 기관) 25,686명으로 집계됨

[그림 12] 일자별 내원환자 수
- 위는 자살시도자 환자군 정의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내원패턴을 보여주며, 전체
적인 내원패턴은 여름을 중심으로 타 계절에 비해 높은 내원환자수를 보이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살 추세가 높아져가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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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령별, 성별 자살시도자 현황
- 연령별과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연령별에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성별에서는 40대 이전에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40대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50대부터는 남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연령별 자살시도자 변화(2010~2013)
- 연령별변화에서는 2010년에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3년도에는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

<표 10> 지역별변화, 인구십만명당 자살시도자수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26.1%

3.3%

6.1%

5.1%

1.8%

4.2%

1.7%

23.9%

4.5%

1.3%

5.9%

4.4%

1.8%

3.8%

3.7%

2.4%

2011

24.0%

4.2%

5.0%

6.2%

1.9%

4.3%

1.5%

23.2%

4.4%

1.6%

6.1%

4.5%

1.8%

4.9%

3.5%

2.9%

2012

22.9%

4.3%

4.7%

6.7%

1.3%

4.7%

1.5%

25.0%

4.6%

2.2%

5.1%

3.3%

1.6%

5.2%

3.9%

2.8%

2013

23.5%

3.7%

5.4%

6.4%

1.6%

4.6%

1.6%

24.7%

4.8%

2.2%

5.0%

3.7%

1.4%

5.5%

3.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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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변화에서는 강원, 경기, 경북, 대전, 부산, 인천, 제주, 충북지역이 2010년
대비 2013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경북지역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15]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시도자 내원(2013년)

- 인구 십만명당 자살시도자 내원(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환자 수에서는 제주
(110.1명), 강원(79.4명), 대전(77.2명), 충남(62.6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전남(18.8명), 경남(25.7명), 부산(26.8명)의 순으로 낮았음

[그림 16] 자살시도자 응급진료결과(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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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환자의 손상기전으로는 중독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통
(19.1%), 질식(7.2%), 둔상(4.8%)으로 나타남

[그림 17] 자살시도자 응급진료결과(2013년)

- 응급진료결과에서는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26.0%), 자의퇴실(24.2%), 중환자실로
입원(18.0%), 일반병실로 입원(13.4%)로 높게 나타남. 내원 시 이미 사망한
상태인 DOA가 3.6%, 응급실에서 CPR후 사망인경우도 1.8%로 나타남

○ 다빈도 주증상
- 2013년도에 자살시도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들의 다빈도 주증상
으로는 Drug toxicity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Laceration
of wrist, Drug intoxication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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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살시도자 다빈도 주증상
주증상

빈도

C0013221

9,246

Drug Toxicity

설

C0561249

1,418

Laceration of wrist

C0749125

1,182

Drug intoxication

C0043246

625

Laceration

C0421619

550

DOA(Dead on arrival at hospital)

C0404555

532

Contact bleeding

C0544691

529

Hanging

C0456824

512

Acute drug intoxication

C0856054

494

Mental status changes

C0261501

453

Accidental poisoning by carbon monoxide from incomplete combustion of other domestic fuels

C0233407

449

Disorientation

C0432975

341

Laceration of hand

C0038663

314

Suicide attempt

C0274828

311

TOXIC EFFECTS OF NONMEDICINAL SUBSTANCES

C0239833

299

Pain in hand

C0221785

291

Pain in wrist

C0561248

247

Laceration of forearm

C0432974

246

Laceration of upper limb

C0043255

230

Stabwounds

C0683176

209

DRUG INGESTION

C0013144

205

Drow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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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징후 감시 모형
○ 이상에서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 모형으로 가장 타당할 증후군을 탐색해본
결과, 해당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응급실에 내원할 것으로 추측되는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이상 징후 감시 모형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과거
2010년~2013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여 감시 모형을
구축하기로 함
○ 예측을 위한 통계적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의 미래예측에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계절성 ARIMA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R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음

1) 시계열모형
○ 시계열분석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되는 자료인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과거 시계열자료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
- 둘째, 시계열자료가 생성되는 시스템 또는 확률과정을 모델링하여 시스템 또는
확률과정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시계열자료의 특성은 시간에 따라 관측되는 관계로 대개는 독립이 아니며,
현재까지의 관측값들과 미래에 관측될 자료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자료들이 생성되는 시스템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적합시켜 예측값을 얻을 수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음
- 추세분석법: 다항회귀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가정하고 모수의 추정을 통해 예측
값을 구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함수로는 시간의 일차, 이차 등의 다항식이나
삼각함수 또는 지시함수 등이 사용됨. 주로 시간의 선형함수가 사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의 비선형함수가 사용됨
- 평활법: 과거의 자료들이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는 있으나 현재로부터
과거로 갈수록 상관 정도가 점차로 적어진다고 보아 가장 최근에 관측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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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큰 가중값을 주고 과거로 갈수록 그 가중값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일종의
가중평균을

이용한

예측법,

이동평균(moving

average)법

또는

지수평활

(exponential smoothing)법 등이 속함
- ARIMA모형: 현 시점의 관측값들을 과거의 관측값들과 white noise라고 부르는
오차들의 선형결합 형태로 표현하는 모형으로, 1970년대 Box와 Jenkins가
ARIMA모형을 적합시키는 3단계 절차를 제안한 이후로는 Box-Jenkins 모형이
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2) SARIMA(p, d, q)(P, D, Q) 모형
○ 계절 ARIMA 모형은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는 계절 시계열을 적합 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모형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함. 여기서 는 자기회귀(Autoregressive, AR)항의
차수, 는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항의 차수, 는 단위근의 개수를 의미
            

(1)

○ ARIMA 모형은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인 시계열(non-stationary time series)을 대상으로
하는 시계열 모형으로 단위근을 감안한 모형임.  은 시차변수(lag operator)이며,
는 관측값으로 자살시도 내원 환자수,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교란항

을 나타냄.
○     과    은 자기회귀항(AR term) 및 이동평균항(MA term)의 시차 다항식을
의미하며, ARIMA(1, 1, 1)은   의 차수가 모두 1인 경우로 다음과 같음
             

(2)

○   및  은 각각 1계 자기회귀항(AR(1) term)과 이동평균항(MA(1) term)의
계수로서, 안정성을 위해   이며 가역성을 위하여    을 가정하고 있음.
즉, 모형추정에서 AR과 MA 항은 계수추정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하며 1
에 근접한 값을 가진 경우를 배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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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MA 모형 적용시 시계열변수의 값이 주기적인 특성을 갖는 계절성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계절성을 고려한 SARIMA(Seasonal ARIMA) 모형을 이용해야
함. SARIMA 모형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정의되며 첫 번째 부분은 앞에서 정의한
식 (1)과 같으며, 두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3)

○ 여기서 는 자료의 주기가 월별이면 12가 되고, 주별이면 52, 분기별이면 4가
됨. 또한  는 계절 단위근(seasonal unit root)의 차수,  는 계절 자기회귀
(seasonal autoregressive, SAR)항의 차수, Q는 계절 이동평균(seasonal moving
average, SMA)항의 차수임. 또한    과    은 각각 계절 자기회귀(SAR)
항과 계절 이동평균(SMA)항의 다항식을 의미함. 최종적으로 SARIMA의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4)

3) 시계열 자료의 모형적합 및 예측
○ 시계열자료의 모형적합단계는 모형 식별, 모형 추정, 모형 진단의 3단계를 거쳐야함
- 모형 식별: 자료의 산점도(scatter plot)를 파악해 적합한 모형을 선정함.
시계열그림, 자기상관함수, 부분자기상관함수 등을 이용하여 차분의 필요 여부와
모형의 차수를 잠정적으로 결정
- 모형 추정: 대개 최소제곱법에 의해 모수들을 추정, 마지막으로 모형의 진단
단계에서는 추정된 모수들의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고, 잔차분석 등을 통해
적합된 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함. 모형의 추정단계에서는 보통 조건부
최소제곱법(conditional least squares method), 비조건부 최소제곱법(unconditional
least wquares method), 최대가능도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 또는 비선형
최소제곱법(nonlinear least squares method) 등을 이용하여 모수들을 추정
- 모형 진단: 진단단계에서는 잔차의 시계열그림, 잔차의 자기상관함수와 부분
자기상관함수 및 Ljung과 Box(1978)에 의한 수정된 포트맨토(portmant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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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을 이용한 잔차분석과 과대적합에 의하여 모형의 적합 정도를 진단함.
여러 개의 모형이 비슷한 정도의 설명력을 가질 경우에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또는 SBC(Schwartz Bayesian Criterion) 통계값 등을 이용하여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선택함
- 모형 예측: 최종 선택된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을 한 후, 새로운 자료가 관측될
때마다 이에 대한 예측값과 비교해 예측 시스템 자체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통해 안정성을 조사한 후 새로운 관측값과 이전에 구한 예측값을 이용하여
미래의 예측값을 갱신하는 단계로 구성
- 안정성 조사: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과의 차이가 큰 경우에 모형 또는 모수가
예측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예측
모형 자체를 새로 구하거나 기존의 모형을 갱신하여 사용해야함
- 예측 갱신: 계산량을 최소로 하는 갱신절차에 의해 새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예측값을 갱신함

이론 또는 과거 연구
시계열
자료

모형적합단계

NO

모형 식별

모형 추정

모형 진단

(model identification)

(model estimation)

(diagnostic checking)
YES

NO

예측단계

예측 갱신

안정성 조사

(forecast update)

(stability checking)

예

(forecast)

YES

새로운 관측값 투입

[그림 18] 시계열자료의 예측시스템의 구조

- 32 -

측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4) SARIMA 모형을 이용한 주별 예측
○ SARIMA 모 형 은 2010년 1월 부 터 2013년 12월 까 지 전 국 센 터 급 이 상 응 급
의 료 기 관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함

[그림 19] 자살시도자 시계열자료의 추세 및 계절성분

○ [그림 19]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일별 단위로 전국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의 수를 나타낸 시계열 도표임. 첫 번째 줄의
data는 실제 일별 내원환자들을 도표화한 결과이며, 두 번째 줄의 seasonal은
실제 데이터로부터의 계절성을 보여주며, 세 번째 줄의 trend는 실제 데이터로
부터의 추세를 보여줌
○ [그림 20]은 2010년1월부터 2013년12월까지의 일별 데이터를 주별 데이터로
변환하여 SARIMA 모형을 통해 예측한 결과를 보여줌. 실제 daily 예측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weekly 예측을 수행함. SARIMA(1,1,1)(1,1,1) 모형을 통해 2014년의
주별 예측값(직선)이 산출되었으며, 예측구간은 80(1-)%와 95(1-)%의 확률을
가지고 포함될 예측구간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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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SARIMA 모형을 이용한 2014년 예측결과(weekly)

○ [그림 21]은 SARIMA(1,1,1)(1,1,1) 모형을 통한 2014년의 예측값과 2014년
실제 내원 환자수를 비교한 도표임. 예측값은 2010년부터 2013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2014년 전체를 예측한 자료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시계열
자료가 관측되면 이를 이용하여 과거에 구했던 예측값은 다시 갱신할 수
있 으 며, 최신 관측값으로 인해 예측값은 더욱 정확해질 수 있음
○ 또한 계절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온데이터나 자살시도자의 방문률이
증가하는 명절 등의 특정사건들을 영향변수들로 이용하는 개입모형 등을 고려할
경우 예측값은 더욱 정확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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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4년 실제 내원현황과 예측값 비교(weekly)

○ 다음의 [그림 22]는 2010년1월부터 2013년12월까지의 일별 데이터를 가지고
TBATS모형을 통해 예측한 결과를 보여줌. 모형을 통해 2014년의 일별 예측값
(직선)이 산출되었으며, 예측구간은 80(1-)%와 95(1-)%의 확률을 가지고
포함될 예측구간을 보여줌. TBATS는 주기가 긴 데이터나 복합적인 주기를 갖는
데이터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모형으로 일별 데이터 예측에 적용함

[그림

22] SARIMA 모형을 이용한 2014년 예측결과(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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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 23]은 TBATS 모형을 통한 2014년의 일별 예측값과 2014년 실제
내원 환자수를 비교한 도표임

[그림 23] 2014년 실제 내원현황과 예측값 비교(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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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SS(Open Syndromic Surveillance) 시스템 구성 방안

1. 개요
○ OSS시스템은 사용자가 감시하고자 하는 증후군의 정의, 조건을 정형화되어 있는 것
이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별도 정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시스템 운영 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위에서 조사된 일본의사회의 ORCA Surveillance를 보면 8가지 증후군(인플루
엔자, 수족구병, 전염성 홍반, 인두결막염,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홍역, 풍진,
열중증)이 그 대상인데 이의 운영은 [그림 24, 25]와 같은 발생 현황 그래프(의료기관별,
월별, 지리적 요건 등) 제공 및 CSV 데이터 제공 등의 정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24] ORCA Surveillance 중 수족구병 조회 및 CSV 파일 다운로드 화면

- 37 -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운영을 위한 연구보고서

[그림 25] ORCA Surveillance 중 인플루엔자 시군구 단위 발생현황 및 통계표 화면

- 단방향 형태의 정보 제공은 질환의 급성기 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시스템 변경 등의 대응이 불가함
-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개방형 감시체계 플랫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증후군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의가 시스템에
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함
○ OSS시스템은 NEDIS DB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형태에 따라 실시간,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제공하고자 함
- NEDIS는 실시간에 가깝게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며 폭넓은 변수를 갖추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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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응급의료기관의 데이터로서 대표성과 공공데이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체계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 우선 사용자는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사전에 약속된 규칙(Rule)에 따라 정의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감시대상명, 수집기간, 수집주기, 증후군 정의(진단명,
주증상, 활력징후 등)가 포함됨

[그림 26] OSS시스템 구성 및 정보 흐름

- 내부 모듈에서 신규 Rule이 등록되면 NEDIS DB를 활용하여 감시체계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는데 Data Mart 또는 View Table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주기적으로 SQL Query를 직접 호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함
- 사용자는 이렇게 제공되는 보고서를 활용하여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거나
이의 분석을 통해 Rule의 변경 및 보완, 신규 Rule의 생성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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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체계 대상 등록
○ 증후군 감시체계에서는 크게 주증상과 진단명의 두 가지 항목을 활용하게 됨.
주증상은 실제 질환이 유행되기 이전에 보다 넓은 범위로 나타나므로 질환 유행 시
점을 예측하는데 이용되며 진단명은 질환의 최종확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정의하거나 복합적으로 정의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먼저 감시체계 대상의 명칭을 정의하고 계절성 등 유행시기를 고려하여 감시
체계 대상의 정보 수집기간을 지정하고, 정보가 표출되는 시간단위를 정의함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용어인 주증상코드(NEDIS에서는 UMLS코드를
표준으로 활용)와 의료진이 진료를 통해 환자의 질환을 확정한 진단코드
(KCD-6코드)를 등록하거나 체온과 같은 활력징후를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복수개의 조건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조건을 필수조건(And), 옵션조건(Or)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그림 27] 감시체계 대상 등록 화면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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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량 재난재해·사고에 따른 발생환자, 자해·자살시도자의 모니터링을 위해
의도성여부 항목(응급환자의 유형을 비의도적 사고, 폭력·타살, 자해·자살 등으로
구분)을 활용할 수 있음
- 주증상코드, 진단코드 등은 코드 혹은 코드에 대한 설명을 사전식으로 조회하여
선택, 등록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하고자 함

[그림 28] 진단코드 조회 및 등록 화면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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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설정
○ 감시대상 증후군의 발생빈도 모니터링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으나 증후군 감시
체계의 기본 목적은 증상의 본격적인 유행이 발생하기 전에 유행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데는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관리 도표, 시간적
모델분석을 이용한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앞 장에서 SARIMA를 적용
하여 예측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음
- 일반적인 경보체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나뉘는데 OSS시스템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임계치의 범위나 화면상 표출되는 색상
등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함

[그림 29] 임계치와 자동 통보 설정 화면 구성안

- 사용자가 외부에 있어 지속적인 증후군 감시가 어렵거나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상 징후가 발현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SMS, E-mail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경보의 단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기능이 포함되면 매우
유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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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제공 유형
○ OSS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 수신 및 UI를 통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 사용자가 감시대상의 데이터를 직접 수신 받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인터페이스
(Telnet, FTP, E-mail, SMS 등)를 통해 크게 텍스트와 파일의 형태로 제공이
가능할 것임
-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동안 온열환자에 대한 발생빈도를
NEDIS 데이터 추출을 통해 1일 2회 제공한 바 있음
- 매일 오전 9시(전일 오후5시부터 당일 오전8시까지), 오후 5시(당일 오전9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지정된 시간에 4가지 항목(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유형 2건,
온열환자 유형 2건)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고 지정된 담당자 메일로 송부함
- 주말, 휴일에도 정보 제공이 요구된 바, OSS시스템의 프로토타입 구현의 일환으로
파이썬(Python) 언어를 사용하여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정된 기간에 중단 없이 정상 작동하였음

[그림 30] 온열환자 텍스트 데이터 추출 및 제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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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 중으로 관할 내 자살시도자 현황 파악과 조사를 목적으로
NEDIS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협의(의료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사항 검토 필요)를 거쳐 2015년 상반기부터 정보
제공 예정임
- 2주 1회 지정된 메일로 기간 내 인천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자해·자살시도자의
일반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바, 위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OSS시스템 내 모듈 구현 예정임
- 이러한 OSS시스템의 모듈을 활용할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인력투입에 의한 조사비용 없이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할
것임

[그림 31] 인천광역시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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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Client/Server, Web, 모바일)를 통해 등록·수집된 증후군별 특징, 시계열 변동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 구현하고자 함
- 상단의 ①전광판은 발생 빈도가 급증하거나 임계치를 초과하여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표출함으로써 복수개의 증후군을 등록·감시하는 경우에도 중요 사항을 놓치
는 일이 없도록 함
- 좌측의 ②증후군 등록 트리는 사용자가 등록한 대상의 목록이 표기되며 목록의
요소를 드래그&드롭이나 더블클릭을 통해 증후군별 감시화면이 생성되도록 구현
- 중앙의 ③차트형 감시화면은 주 기능으로서 수집주기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가
차트 형태로 디스플레이되고 자동적인 화면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며 차트 외에
수집 주기별 데이터와 임계치, 예측치 등의 표출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구현 계획임
- 하단의 ④리스트형 감시화면은 정보 수집 현황에 대한 레포트를 테이블의 형태로
제공하며 최근 발생 순서로 정렬하여 표현하도록 구현하고자 함

[그림 32] OSS시스템 메인 UI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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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한 감시체계 구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실제
NEDIS 정보의 SARIMA 분석 및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질병 유행의 감시에
대한 감지 및 예측력을 확인함으로써 경보체계로서의 OSS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토타입 구현을 제안함
○ 유럽의 SIDARTHa 등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하여 응급실 관련 정보를 활용한
증후군 감시체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NEDI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증후군 감시체계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적 정보제공 및 활용방안의 방향을 정의함
- 증후군 감시체계는 화학 및 생물테러 조기 발견 및 대응을 목적으로 구축되어
계절성 유행질환, 인플루엔자 증상 및 열손상 등 질병 사례보고 및 감시분야
까지 그 대상 증후군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응급실 기반 증후군 감시
체계의 적용 대상 질병의 다양성을 확인하였음
- 감시체계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는 응급실 진료정보, 약품 판매실적, 결석보고,
인터넷 검색어 등 진료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NEDIS
정보 이외의 기후 등의 외부 환경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함
○ 응급실 기반 감시체계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증후군의 자료 분석을 통해 환자
발생시 반드시 응급실을 거치게 되는 자살시도자를 감시질환으로 선정하여
시계열 분석과 예측을 시행함
- 자살시도자의 응급실 내원패턴은 전체적으로 자살시도 추세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여름에 그 수가 많은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별에서는 20대~4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성별에서는
40대 이전에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50대부터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2013년의 자살시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모형은 시계열변수의
값이 주기적인 특성을 고려한 SARIMA(Seasonal ARIMA) 모형과 복합적인
주기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는 TBATS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관측값과 예측값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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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전체에 대한 예측결과, 정확한 값의 예측은 어려웠으나 실제 내원 환자의
증감의 패턴은 잘 맞았으며 관측값이 예측값의 신뢰구간안에 포함되었음. 향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값의 주기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예측값의
정확도는 향상될 것이며, 기온데이터나 특정사건들을 영향변수들로 이용하는
개입모형 등을 고려할 경우 예측값은 더욱 정확해질 수 있을 것임
○ OSS시스템에서 사용자가 감시하고자 하는 증후군의 정의, 조건을 정형화되어
있는 것 이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별도 정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이용자
중심의 유연성이 강화되도록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함
- 증후군 감시체계의 다차원적 기능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경보체계를 구현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정보제공 방법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를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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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 사용자 중심의 유연한 OS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필요시 단시간에 구축 가능한 감시체계를 위한 실시간 수집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상징후 감지 모델에 대한 검토 및 구축 필요
- 이상징후 감지 방안 및 기준 설정 등 시스템 운용에 따른 세부사항 적용

○ 양방향 감시체계 기능 구현 및 검증 필요
- 시스템 기본 설계 및 분석결과에 따른 시스템 실시간 구현
- 증후군 실시간 감시체계 운영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구동

○ 감시체계 정보 활용방안 제시 및 홍보 필요
- 사용자 맞춤형 증후군 감시체계의 활용방안 제시
- 관련 정책수립 및 운영시 활용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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