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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

기상민감질환과 기상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료진의 
기초인식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기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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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vider-oriented weather information has been rapidly changing to become more customer-oriented and personalized. Given the 
increasing interest in wellness and health topics, the demand for health weather information, and biometeorology, also increased. 
However, research on changes in the human body according to weather conditions is still insufficient due to various constraint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is also lacking. As part of an effort to change that, this study surveyed medical practitioners at an actual 
treatment site, using questionnaires, to investigate what kind of weather information they could utilize. Although there was a limit to the 
empirical awareness that medical staff had about weather information, most respondents not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disease 
and weather, with cardiovascular diseases (coronary artery disease (98.5%) and hypertension (95.9% ), skin diseases (atopic 
dermatitis (100%), sunburn (93.8%)) being the most common weather-sensitive ailments. Although there are subject-specific 
differences, most weather-sensitive diseases tend to be affected by temperature and humidity in general. Respiratory and skin 
diseases are affected by wind and solar radi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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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기상정보는 단순히 단기간 혹은 중·장기간의 

일기현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한 객관적인 관측 및 

예측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

상정보에 대한 수요 및 활용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증

가하고 기상정보를 활용한 생산성 및 서비스 증대가 

이뤄지면서 최근에는 공급자 중심의 단순 기상정보보

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상정

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자연스럽게 타 학문분야와

의 융합으로 이어져 새로운 학문분야로의 저변확대를 

이끌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수준이 개

선됨에 따라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생명기상 혹은 

보건기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Stott et 
al., 2004; Morabito et al., 2005; Abrignani et al., 
2008; Gasparrini et al., 2012; Vanos, 2015). 

Hajat et al.(2006)은 유럽 3개 도시(런던, 부다페스

트, 밀라노)를 대상으로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자와 기온, 상대습도 등의 기상인자가 어떠

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조사하였으며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의 증가율이 런던 5.5%(95% 신뢰구간 2.2% 
~8.9%), 부다페스트 9.35%(95% 신뢰구간 5.8%~ 
13.0%), 밀라노 15.2%(95% 신뢰구간 5.7%~22.5%)
로 나타나 폭염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지

역에 따라 기여율이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뇌졸중과 기상요소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도 있었는데 Nocera et al.(2014)은 미국 주요 대

도시의 대학병원의 112명의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최고기온과 기압이 뇌졸중에 있어 중요한 예측인자이

며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의 평균기온(18.2 )이 발

생하지 않았을 때의 기온(16.16 )보다 기온이 더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압과 평균기

온의 일변화값은 뇌졸중 발생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Wolf et al.(2009)는 심근경색과 관상동맥에 의한 

사망과 기상요소간의 상관관계를 10년동안 약 1만명

의 표본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심근경색은 겨울에 발

병률이 높고, 여름에는 발병률이 낮으며 심근경색 발

병 당일 기온이 10 씩 감소할 때마다 심근경색의 발

병율은 7%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기상과 인체의 상관관계에 관한 다양한 관

점과 연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연구결과의 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An et al.(2016)의 연구에서

도 언급하였듯, 동일한 질환과 기상인자 간의 관련성

을 분석하여도 대상지역, 대상기간, 연구대상자 등 여

러 제약조건에 의해 연구결과가 차이를 보이므로 특

정 기상요인과 질병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임계치

처럼 정량적인 상관관계를 도출하기에는 여전히 어려

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한계점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 제시에 앞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질환과 기상정보

에 대한 경험적·임상학적인 소견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비록 정성적이지만 어떠한 진료과목, 어
떠한 질환이 기상에 보다 민감하게 작용하는지에 대

해 의료기상정보의 실 수요자인 의료진의 의견을 수

렴하고 의료진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는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고찰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상민감질환을 크게 4가지 질환(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으로 분류하

였으며 각 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식과 기

상정보 활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An et al., 2016). Fig.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설

문조사지의 주요 섹션항목으로서 ‘설문소개·감사인

사’를 시작으로 ‘인포그래픽 선호도 조사’에 이르기까

지 의료진에 대한 기본정보(진료과목, 전공과목, 진료

경력 등), 경험에 의해 체득한 기상관련 질환정보(기
상민감질환 종류, 특징 등), 그리고 기상정보 제공방

식(컨텐츠 종류, 디자인 등)에 관한 내용을 알기위해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지의 완

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차로 설문초안을 구성하

고 설문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상민감질

환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았으며 설문조사지 구성

방식에 관한 적절성을 리서치 전문기업으로부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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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ganized sections for efficient surveys on the weather sensitive disease and medical weather information of the 
doctors. 

Fig. 2. Configuration and review steps of surveys question for efficient surveys. 

받아 기상민감질환별 맞춤형 설문조사지를 구성하고

자 하였다(Fig. 2). 
최종 설문조사지는 앞서 분류한 4가지 기상민감질

환에 대한 종합병원용과 소규모병원의 클리닉용으로 

각각 구성되어 총 5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공통문항과 

각 질환별 맞춤형 문항으로 구분하여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설문의 주요 조사항목과 측정·산출방식

은 Table 1과 같다. 주요 조사항목은 진료시 기상정보·
대기환경정보 활용수준, 진료시 생활기상정보지수 활

용현황, 진료지원 기상정보시스템 활용의향, 기상민

감질환과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특성 및 기상

요인 간의 연관성 여부, 진료시 도움이 되는 생활기상

정보지수, 기상정보제공방식에 관한 의견 등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맞게 4점 혹은 5점 척도방식, 
다중선택방식 등을 적용하여 설문문항을 객관화하였

다. 이렇게 완성된 설문조사지를 바탕으로 기상민감

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의 유명 설문조사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

인에 의뢰하여 Table 2와 같이 설문조사 방법을 설계

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표본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인터뷰 조사(Personal Interview 
Survey; P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지역은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하였

다. 주요 조사대상은 종합병원과 개인 전문클리닉의 

현직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 수는 175명이

다. 본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7.41% point
의 표본오차를 갖는다. 

Fig. 3은 설문조사지의 공통문항에 대한 예로서 진

료과목, 전공과목, 진료경력 등과 같은 의료진에 대한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과 의료진만을 위한 기상정보가 

제공될 경우,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특정질환의 발

병과 기상조건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경

험적인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Fig. 4는 

설문지의 각 질환별 맞춤형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로

서 각 문항과 선택지를 각 기상민감질환별로 맞춤형

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상민감질환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인에 대한 경험적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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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Design

Methods for data collection Personal interview survey

Regions Seoul, Busan

Subject of investigation Medical specialists of the general hospital and personal clinic

Number of samples 175 peoples

Sampling error 95% in confidence level ±7.41%

Table 2. Design of the survey

Main items Measuring method

Utilization of weather and air quality information in 
medical treatment

4-points measuring method
(every day/often/sometimes/never)

Utilization of life related weather index in medical treatment Multiple choice method
(unawareness/do not use/12 life related weather index)

Interest about the usage of weather information system 5-points measuring method
(two tops/So So/two bottom)

Relation among the weather sensitive illness, weather factors, 
and the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Multiple choice metho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weather factors)

Life related weather index for medical treatment Multiple choice method
(12 life related weather index/None/unknown)

Opinions about the distribution of weather information Multiple choice method
(12 life related weather index/None/unknown)

Table 1. The main items and measuring method of the survey

3. 결 과

3.1. 의료진의 기상정보활용현황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자인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기상정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

하기 위해 모집한 설문대상자는 총 175명으로 표본오

차는 ±7.41% point 이며 전체 결과값에 비율차이가 

약 15%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석

된다. 이들 설문대상자들의 근무병원은 1차 의료기관

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3차의

료기관 종사자는 전체 인원의 61.1%로 과반수를 넘었

으며 이 중, 59.4%는 대학병원 근무자, 1.7%는 대학

병원을 제외한 3차 종합병원 근무자였다(Fig. 5). 1차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개인의원 및 클리닉과 2차 의료

기관은 각각 28%와 10.9%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해

당 직무에 관한 경력은 5년 미만에서부터 20년 이상

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5년 이상의 전문가들의 비율은 

20% 내외로 전체 구성에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직무경력에 따른 기상정보에 관한 다양한 인식이 설

문조사에 반영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설정한 4가지 주요 기상민감질환관련 진료과목별 

비율도 20% 내외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일

반질환에 대한 경험이 많은 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의

료진도 포함되어 기상과 질환의 상관관계에 관한 다

양한 인식조사가 결과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진의 10명 중 6명 가까

이가 진료시에 기상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매일 활용하거나 비교적 자주 이용한다는 

비율도 전체의 15% 내외(기상: 17.8%, 대기환경: 
13.1%)로 조사되었다(Fig. 6). 특히, 이들은 여러 기상

정보 중, 오늘 및 내일 예보에 해당되는 단기예보

(73.8%)와 현재실황정보(30.0%)를 주로 참고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

양한 건강관련 생활기상정보지수에 대해서는 37.1%
가 정보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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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mon questions of the surveyon the weather sensitive disease and medical weather information of the doctors. 

Fig. 4. Questions according to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ubjects of the survey.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진에 대한 생활기상정보지수

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기상정

보지수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26.3%로 나타나 의료진의 생활기상정보지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활용 중인 생활기상정보지수 중에서는 자외선지수

의 활용도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식·폐
질환가능지수와 불쾌지수가 13.1%, 꽃가루농도위험

지수가 12.6%로 비교적 높은 활용비율을 보이고 있어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관련 진료과목에서 생활기상

정보지수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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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asic informations and characteristics about a group of doctors surveyed; (a) a form of serving hospital, (b) business 
career, (c) a subject of medical treatment. 

Fig. 6. The survey about weather information used in medical treatment; (a) a standard of weather information usage in 
medical consultation, (b) weather informations using for medical consultation, (c) life related weather informations 
in use. 

3.2. 기상민감질환과 기상의 상관관계

기상정보의 활용현황과 더불어 실제 임상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이 오랜 시간동안 체득

한 기상민감질환과 기상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Fig. 7은 기상민감질환과 기상요인의 연관성 중 계

절적 특징과 요일별 특징을 진료과목별로 조사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개 진료과목의 의료진 대

부분은 사계절 중, 겨울에 가장 기상민감질환이 영향

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심혈관계와 

뇌혈관계의 경우 8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

어 대부분의 의료진이 겨울의 차가운 기온에 의해 기

상민감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흡기의 경우

는 봄에 타 진료과목에 비해 영향을 받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주요 환경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

세먼지나 꽃가루 등에 의해 기상민감질환의 발병률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여름에 타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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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orrelation between weather sensitive illness and weather factors; (a) seasons, (b) a day of the week.

보다 월등히 많은 비율로 기상민감질환과 기상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는 각종 피부질환

이 높은 기온과 높은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진료과목에 따라 기상민감질환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만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반수 이상이 기상민감질환

과 요일은 큰 관계가 없으며 주중보다는 주초와 주말

에 기상민감질환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것은 기상민감질환이 요일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주말동안 병원이 개원하지 않아 

주초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대기수요가 많고 주중에

는 바쁜 업무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던 환자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
라서 기상민감질환은 계절에 영향을 주로 받지만 요

일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진료과목별로 어떠한 

세부질환이 기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어떠한 

기상요인이 진료과목별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경험적 인식도를 알아보았다. Fig. 8(a)는 기상민감질

환과 기상요인의 상관관계 중, 진료과목별로 기상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대표질환을 조사한 결과로서 

심혈관계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질환이 기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은 98.5%로 나타나 기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질환으로 조사되었으며 고혈압(69.2%)
과 심부전(38.5%)이 뒤를 이었다. 뇌혈관계에서는 뇌

경색과 뇌출혈이 각각 89.6%와 85.1%로 80%를 상회

하여 대표질환으로 조사되었으며 고혈압(62.7%)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기상에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조

사되었다. 호흡기질환의 경우는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이 95.9%의 동일한 비율로 기상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성폐쇄성 폐질

환도 80.8%로 기상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조사되었다. 피부질환 중 아토피 피부염은 조사대상

자 전원이 기상에 민감한 질환이라 응답하여 100%의 

수치를 보였으며 일광화상(93.8%)과 건선(87.5%)도 

기상에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

한 의료진의 경험적인 인식에 관한 설문결과는 진료

과목별로 기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이 분명히 

존재함을 나타내며 대다수 의료진의 의견이 특정대표

질환에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기상이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대표인자로 작

용한다는 가정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8(b)는 진료과목별로 어떠한 기상요인이 질환

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심혈관

계는 기온(100%)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습도

(63.1%)와 기압(56.9%)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뇌혈관계 역시 심혈관계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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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correlation between weather sensitive illness and weather factors; (a) a representative illness affected in weather 
sensitively, (b) representative weather factors affected in illness.

지로 기온(98.5%)과 습도(64.2%), 기압(64.2)의 순으

로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흡기질

환도 기온(97.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습

도(86.3%), 바람(67.1%) 순으로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피부질환은 다른 진료과목

과 달리 습도(100%)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기온(96.9%)과 일사, 일조 및 자외선

(93.8%)의 순으로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기상민감질환은 전반적으로 기온과 습

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호흡기질

환은 바람, 피부질환은 일사, 일조 및 자외선의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기상민감질환에 관한 경험적 인식

기상변화에 따라 질환발병률이 실제로 차이가 있

는지에 관한 의료진의 경험적 인식을 바탕으로 우선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기상정보지수를 

진료에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유용한 지수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Fig. 9). 심혈관계와 뇌혈관계

는 뇌졸중가능지수가 각각 78.5%와 83.5%, 체감온도

가 각각 53.8%와 41.8%로 나타나 활용도가 가장 높

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호흡기질환은 천식·폐
질환가능지수(95.9%)와 꽃가루농도 위험지수(79.5%), 
감기가능지수(63%)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피부질환은 자외선 지수(100%)는 반

드시 쓰이며 피부질환가능지수(71.9%)와 꽃가루농도

위험지수(65.6%), 동상가능지수(65.6%) 등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료과목별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호흡기와 피부질환 의료진이 진료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기상정보지수가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이는 평소 해당 진료과목의 의료진이 질

환과 기상의 상관관계에 관한 경험적 인식과 관심이 

다른 질환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

된다.
Fig. 10은 의료진이 근무하는 병원형태별·진료과목

별로 계절이나 기상변화에 따라 환자의 내원수와 기

상과 관련있는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관련이 있는가

에 관한 경험적 인식조사 결과로서 대부분의 의료진

들이 실제로 기상변화에 따라 특정 질환의 발병이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73.7%) 아
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응답은 전체의 6.9%에 불과해 

기상변화가 질병의 발생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

을 경험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병원형태별로는 종

합병원보다는 개인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기상민

감질환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높았으며 진료과목별로

는 호흡기질환과 내과에서 비교적 높은 인식도가 분

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상민감질환이 심혈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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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ife related weather informations applicable to treatment of weather sensitive illness.

Fig. 10. An empirical awareness of doctors about seasonal and meteorological changes of the number of patients related to 
weather sensitive illness. 

뇌혈관질환과 같은 비교적 중증질환보다는 상대적으

로 경증질환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과 및 고찰

의료관련 기상정보의 실수요자 중 하나인 의료진

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는 무엇이며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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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

행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진들도 진료를 함

에 있어 기상정보를 비교적 자주 활용하고 참고하지

만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의 다양성(e.g. 생활기상

정보지수)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정 질환과 기상요인간의 밀접한 상관관계

는 경험적으로도 실제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아 기상

민감질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기상민감질환은 진료과목별로 계절적 특징(심혈관·뇌
혈관: 겨울, 호흡기: 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기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질환이 있음을 경험적이나마 본 연구의 설문조사

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의료진이 다루고 

있는 특정질환이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

을 경험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진료에 적

극적이고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상정

보의 부재는 실제 진료에 의료진의 기상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정성적이긴 하지만 그간 잘 알려지

지 않던 기상과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관해 실제 임상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료과목별로 어떠한 특정질환의 발병빈도

가 기상에 따라 변하는지에 관한 경험적 소견을 정리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반면, 의료기상정보의 실

수요자인 의료진이 진료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인 기상요소의 변화에 따른 질환

의 발병률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고 예측하여 제

공하는 것은 많은 제약조건에 의해 현재로서는 한계

가 있지만 향후에는 관련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환자의 주 생활환경(실내 혹

은 실외)에 따른 기상민감질환의 발병 여부와 같이 환

자 개개인의 생활특성 혹은 패턴에 따른 질환의 발병

과 같이 전제조건을 비교적 다양화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는 관련 연구

가 초기단계에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은 응용기반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되어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 내

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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