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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factors affecting number of 

tuberculosis death by urban and rural areas. Method: The Partial Least Square(PL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multicollinearity and number of samples. Resul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number of tuberculosis deaths in urban and rural areas is about three times as large. As 

a result of analysis about Regional Characteristics Factor, In general, children, elderly people, and 

economically vulnerable population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tuberculosis. In differential 

results, it shows tha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ultrafine dust and sulfur dioxid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tuberculosis deaths in urban areas and soci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experience rate in rural areas. Conclusion: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nd management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rural areas are needed in the future.

Keywords: Number of Tuberculosis Deaths, Regional Characteristics Factor, PLS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 Importance, Infectious disease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결핵 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들을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하여 그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다중공선성과 표본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최소제곱(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도시와 비도시의 결핵 사망자수는 약 3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 요인 비교분석결과, 공통적으로는 어린이, 고령자, 경제적 취약한 

인구가 결핵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차별적인 결과로써 도시지역은 초미세먼지, 이

산화황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비도시지역은 우울감 경험률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결핵 사망자수에 중

요한 영향을 미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역특성 요인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향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핵예방과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결핵사망자수, 지역특성요인, PLS 회귀분석, 중요도,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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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7개 분야(화재, 교통, 생활안전,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자살)에 대

한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감염병 분야의 경우 법정 감염병 사망자수를 위해지표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정의는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말한다. 법정 감염병은 B형 간염, 신증

후군 출혈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쯔쯔가무시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89종이 있다. 

2015년 전체 법정 감염병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5.40명이며, 이중 결핵에 의한 사망자수는 4.29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즉, 관련 통계로부터 감염병 사망자의 감소방안으

로 가장 중요한 대책이 결핵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핵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사

망률, 다제내성 결핵 발생률이 1위로 결핵에 대한 사망자 감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결

핵의 생의학적인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는 단편적이면서 다소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도

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핵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환경적 요인들을 도출하고 결핵 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을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및 분석

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결핵 사망자 발생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비롯하여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핵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착안점을 도출한다. 

둘째, 선행연구 관련 분류 및 종합분석, 연구진 Brainstorming을 통하여 결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한다. 

셋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안전진단시스템상의 안전지표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수집 및 분석한다. 

넷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결핵 사망자 발생 영향요인을 규명하며, 영향요인 규명과 관련하여 다중공선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LS(Partial Least Square)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다섯째, 결핵 사망자 발생 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핵 사망자수의 감축을 위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고

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착안점 도출

선행연구 및 영향요인 검토

결핵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생의학적 요인에 따른 결핵예방 및 감소방안임을 고려하여 사회·경제

적 특성, 지역특성 등이 논의된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ark et al.(2018)은 결핵 취약요인 분석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사망자

가 많았고, 청년층, 여성(가사종사자)도 결핵과 관련된 사망률이 높아 잠재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Par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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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5)도 국내 결핵환자의 연령별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경기 및 서울지역은 20~30대 결핵환자가 집중해서 발생했

으며, 강원 및 충북지역의 경우 70~80대 결핵환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

는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의 구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Park et al.(2016)은 공간효과와 시간효과를 고려하되 시간효과에 선형성을 가정하지 않은 모형으로 결핵사망률을 분석하

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i et al.(2014)은 결핵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고 근거기

반 결핵 정책개발을 위한 한국의 결핵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Choi et al.(2016)는 치료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20대 미만이거나 75세 이상인 연령층과 

낮은 소득수준에서 장기화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재석의 연구(2008)에서는 노인 계층에서 결핵의 발생률

이 높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노쇠현상과 더불어 동반질환 등으로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과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제

시하였다.

그 외 Kang et al.(2016)은 성별, 결혼상태, 흡연형태, 직업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 예방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 et al.(2016)은 일반 선형회귀 모형 및 2개의 아이겐벡터 공간필터링 모형의 비교를 통하

여 결핵 발생의 사회·환경적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 착안점 도출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의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단편적인 변수만을 활용

하여 진행되었다. 최근 결핵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추세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사

회·경제·인구·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구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국내 결핵환자의 연령별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도시권과 비도시권에서의 결핵환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과 비도시지역(농촌, 어촌 등)를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후 그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영향요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생의학적 요인 외에 대부분의 연구가 공간분포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고 표본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들을 규명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 정립 및 자료수집

분석의 틀 정립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이 아닌 PLS 회귀분석을 활

용하고자 한다. PLS회귀분석은 주성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의 특성을 일반화하고 결합한 최신기법으로 수학적으로는 부분

최소제곱 회귀분석(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이라 하며, 모형의 특성상 알고리즘 수행단계에서 사영(Projection)과 

회귀(Regression)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단계의 벡터와 행렬로 인해 잠재구조 사영 회귀분석(Projection to Least 

Structure Regression)이라고도 한다(Hur, 2008). PLS 회귀분석의 잠재요인은 요인분석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잠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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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련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다중회귀분석에서와 같이 축소된 변

수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잠재요인의 수는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Jeong et al., 2014)

PLS 회귀분석은 분석 방법론적 측면에서 2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은 모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PLS 

회귀분석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의 최소제곱방법이 아닌 반응변수와 설명변수 각각의 부분최소제곱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표본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Jeong(2012)과 Jeong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설명변수의 수가 관측치보다 

많은 경우 PLS 회귀분석을 실시한다고 강조하였고, Hur(2008)는 최소한 관측치의 수(N) ≥ 5P(설명변수)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면변수의 수가 27개를 넘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135개 이상의 표본수가 필요하

다. 또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설명변수들도 간혹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와 표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LS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시면적이 100%인 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그 이하의 지역인 군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정확히 몇 % 이상이 도시지역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시의 경우 도시지역 면적

이 100%인 지역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영향요인 선정 및 자료수집

영향요인 선정은 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영향요인 종합 및 분류, ② 자체 연구진 Brainstorming, ③ 자료수집 가능 여부 

확인, ④ 최종 영향요인 선정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선행연구 상에서 영향요인을 종합 및 분류를 위해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정량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

는 수정하거나 대체하였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경우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수, 어린이, 고령자 등으로 구

분하였으며, 특히 기초수급자수도 65세 이상인 고령자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수, 초미세먼지(PM 

2.5), 미세먼지(PM 10)가 자체 연구진 회의에서 언급되었다.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면역체계를 떨어뜨려 결핵

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이산화황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켜 

폐결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최근 이슈임을 감안하여 반영하였다.

자료수집의 경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역안전진단시스템 상에서의 안전지표, 통계청 통계를 활용하여 자

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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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ame of influencing factor and unit

Division Influencing factor
Added

influencing factor
Unit

Populat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Number of old people (Over 65yr)

Person/Ten thousand people
Number of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Population of male

Population of femal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Number/Ten thousand people

Number of middle school

Number of high school

Number of nursery

Number of kindergarten 

Density of population Person/km²

Rate of drinking

%Rate of stress recognition ○

Rate of depression experience ○

Unemployment rate %

Economic 

characteristics

Number of basic recipient
Person/Ten thousand people

Number of basic recipient (over 65 yr) ○

Financial self-reliance

Medical premium Won/Ten thousand people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 Vehicle/Ten thousand people

Welfare 

characteristics

Population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Person/Ten thousand people

Number of hospitals Number/Ten thousand people

Number of doctors Person/Ten thousand people

Influenza immunization rate %

Number of employees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ies
Person/Ten thousand peopl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Ultrafine dust ○ µg/m³

Fine dust ○ µg/m³

Sulfur dioxide ppm

Source : index of safety, safeindex.go.kr

지역특성요인 규명

결핵사망자수 차이 검증(t-test)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결핵 사망자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통계값은 –7.779, 유의확률은 0.000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결핵 사망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인구 만명당 평균 결핵 사망자수는 도시지역은 0.39명/만명, 비도시지역은 1.06명/만명으로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보

다 결핵사망자수가 약 3배정도 많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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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tuberculosis deaths by region

Number of the death by tuberculosis Urban area (N=69) Rural area (N=83) t-value (P≤0.05)

Mean 0.39 1.06 -7.779

(0.000)Standard deviation 0.1850 0.7618

분석결과의 해석방법

분석결과의 해석은 잠재요인 사영 변수 중요도(Variable Importance in Projection : VIP)의 크기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VIP값은 1에 가깝거나 1보다 클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변수로 결정할 수 있다(Table 3). 

Wold(1994)는 VIP값이 0.8이하인 경우 잠재요인 추출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의미없는 설명변수로 제거가 가능하

다는 경험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Jeong(2012)은 VIP값이 0.8 이상인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수가 많은 관계로 앞서 언급한 VIP값이 1보다 큰 변수에 

대해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3. Reference criteria for meaning value of VIP

Range of value VIP

Less than 0.6 Meaningless

More than 0.6~Less than 0.7 Very weak

More than 0.7~Less than 0.8 Weak

More than 0.8~Less than 1.0 Normal or Some important

More than 1.0~Less than 1.2 Important

More than 1.2 Very important

분석결과

도시지역 특성요인 규명

도시지역에서의 결핵 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PLS 회귀분석 결과, 각 잠재요인을 통한 설명변수

의 분산 설명정도(Cumulative X Variance)는 5개의 잠재요인을 통해 전체 27개의 설명변수 분산이 60.4%로 설명된다. 반면 

결정계수인 반응변수의 분산 설명정도(Cumulative Y Variance)는 63.8%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잠재요인수가 2개로 늘어날 때 14.6%의 가장 큰 증가분을 나타내었다(Table 4).

Table 4. Summary of model result (Urban area)

Latent Factors 1 2 3 4 5

X Variance 0.255 0.08 0.124 0.091 0.053

Cumulative X Variance 0.255 0.335 0.46 0.55 0.604

Y Variance 0.333 0.145 0.075 0.053 0.031

Cumulative Y Variance (R-square) 0.333 0.479 0.554 0.607 0.638

Adjusted R-square 0.323 0.462 0.532 0.58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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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도시지역에서 결핵 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 중 초등학교 수가 중요도(VIP)값 1.84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VIP:1.2 이상)으로 도출된 것은 초미세먼지(1.666), 

65세 이상 고령인구수(1.618), 음주율(1.553), 기초수급자수(1.459), 이산화황(1.42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1.378), 병원

수(1.369), 독거노인수(1.355),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수(1.320) 순으로 나타났다. VIP값이 1.0 이상 ~ 1.2 미만의 중요한 요

인으로 추정된 변수는 인구밀도(1.153), 자동차등록대수(1.125), 고등학교 수(1.08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수

(1.088), 의료보험료(1.025)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 of PLS regression analysis (Urban area)

Variable Parameter (B)
Latent Factors

1 2 3 4 5

constant 0.000

Populat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Number of old people (Over 65yr) 0.001 1.992 1.780 1.674 1.629 1.618

Number of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8.773E-05 1.831 1.535 1.438 1.390 1.355

Population of male 6.840E-05 0.550 0.460 0.519 0.517 0.582

Population of female -6.840E-05 0.550 0.460 0.519 0.517 0.582

Number of elementary school -0.400 0.091 1.126 1.288 1.743 1.844

Number of middle school 0.013 0.452 0.523 0.562 0.541 0.537

Number of high school -0.185 1.067 1.083 1.168 1.116 1.089

Number of nursery -4.454E-05 0.641 0.554 0.694 0.667 0.650

Number of kindergarten -6.964E-06 0.395 0.435 1.079 1.127 1.153

Density of population 0.019 0.830 1.136 1.558 1.552 1.553

Rate of drinking -0.002 0.150 0.399 0.401 0.478 0.508

Rate of stress recognition 0.019 0.294 0.772 0.742 0.758 0.796

Rate of depression experienc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Economic 

characteristics

Unemployment rate 0.000 1.876 1.617 1.536 1.479 1.459

Number of basic recipient 0.000 1.750 1.464 1.382 1.353 1.320

Number of basic recipient (over 65 yr) 0.002 0.594 0.644 0.729 0.779 0.805

Financial self-reliance -1.382E-08 1.198 1.095 1.062 1.019 1.025

Medical premium -5.064E-05 0.213 0.724 0.798 1.107 1.125

Welfare 

characteristics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 0.000 0.394 0.674 0.861 0.844 0.824

Population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5.438E-05 1.168 1.017 0.962 0.925 0.907

Number of hospitals *0.208 1.433 1.207 1.235 1.311 1.369

Number of doctors 0.000 1.143 0.962 0.894 0.861 0.841

Influenza immunization rate -0.018 0.450 0.695 1.072 1.199 1.378

Number of employees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ies
-0.001 1.137 1.071 1.071 1.076 1.088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Ultrafine dust 0.012 0.801 1.730 1.760 1.683 1.666

Fine dust 0.002 0.859 0.889 0.844 0.932 0.915

Sulfur dioxide 36.485 0.431 0.478 1.094 1.46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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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값 0.8이상 ~ 1.0 미만의 보통 또는 약간 중요한 변수로 추정된 요인으로는 미세먼지(0.915), 의료인력(0.907), 의사수

(0.841), 의료보장적용인구(0.824), 재정자립도(0.805) 순으로 도출되었다. 

비도시지역 특성요인 규명

비도시지역에서의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PLS 회귀분석 결과, 각 잠재요인을 통한 설명변

수의 분산 설명정도(Cumulative X Variance)는 5개의 잠재요인을 통해 전체 27개의 설명변수 분산이 74.3%로 설명된다

(Table 6). 반면 결정계수인 반응변수의 분산 설명정도(Cumulative Y Variance)는 98.5%로 설명력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잠재요인수가 2개로 늘어날 때 17.7%의 가장 큰 증가분을 나타내었다.

Table 6. Summary of model result (Rural area)

Latent Factors 1 2 3 4 5

X Variance 0.355 0.131 0.035 0.135 0.087

Cumulative X Variance 0.355 0.486 0.521 0.656 0.743

Y Variance 0.647 0.176 0.14 0.014 0.008

Cumulative Y Variance (R-square) 0.647 0.824 0.963 0.977 0.985

Adjusted R-square 0.618 0.791 0.952 0.966 0.976

분석결과, 비도시지역에서 결핵 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 중 우울감 경험률이 중요도(VIP)값 1.391로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VIP:1.2 이상)으로 도출된 요인은 초등학교 수

(1.368), 독거노인수(1.333), 중학교수(1.304), 기초수급자수(1.247), 재정자립도(1.235)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VIP값

이 1.0 이상~ 1.2 미만의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된 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수(1.174), 고등학교 수(1.167), 여성인구

(1.120), 남성인구(1.120), 실업률(1.084), 인구밀도(1.08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1.079), 의사수(1.055)인 

것으로 나타났다. VIP값 0.8이상~1.0 미만의 보통 또는 약간 중요한 변수로 추정된 요인으로는 의료보험료(0.994), 유치원 

수(0.983), 음주율(0.956), 초미세먼지(0.895), 이산화 황(0.864) 순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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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 of PLS regression analysis (Rural area)

Variable Parameter (B)
Latent Factors

1 2 3 4 5

constant -4.471

Populat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Number of old people (Over 65yr) 5.987E-05 1.463 1.300 1.206 1.198 1.197

Number of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0.001 1.611 1.432 1.345 1.338 1.333

Population of male -0.001 1.015 1.170 1.098 1.123 1.120

Population of female 0.001 1.015 1.170 1.098 1.123 1.120

Number of elementary school 0.156 1.575 1.404 1.369 1.367 1.368

Number of middle school 0.217 1.348 1.196 1.306 1.303 1.304

Number of high school -0.306 0.168 1.123 1.166 1.172 1.167

Number of nursery 0.000 1.138 1.013 0.979 0.986 0.983

Number of kindergarten 0.000 1.288 1.154 1.067 1.079 1.080

Density of population 0.007 1.021 0.923 0.919 0.943 0.956

Rate of drinking 0.028 0.058 0.692 0.664 0.662 0.698

Rate of stress recognition 0.110 1.016 0.980 1.389 1.389 1.391

Rate of depression experience 0.041 0.976 1.063 1.086 1.088 1.084

Economic 

characteristics

Unemployment rate 0.001 1.500 1.353 1.258 1.253 1.247

Number of basic recipient 0.001 1.433 1.280 1.184 1.176 1.174

Number of basic recipient (over 65 yr) -0.008 1.218 1.149 1.241 1.240 1.235

Financial self-reliance 2.499E-08 1.063 1.034 1.002 0.997 0.994

Medical premium 3.875E-05 0.596 0.707 0.654 0.666 0.663

Welfare 

characteristics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 0.000 0.082 0.586 0.544 0.540 0.553

Population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0.001 0.542 0.522 0.507 0.516 0.515

Number of hospitals 0.073 0.034 0.518 0.533 0.559 0.558

Number of doctors -0.053 0.129 0.968 1.059 1.056 1.055

Influenza immunization rate 0.012 0.246 0.406 0.625 0.625 0.650

Number of employees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ies
-0.001 1.120 1.025 1.091 1.084 1.079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Ultrafine dust 0.012 0.946 0.907 0.888 0.886 0.895

Fine dust -0.008 0.088 0.318 0.322 0.354 0.427

Sulfur dioxide 94.795 0.285 0.537 0.859 0.856 0.864

분석결과의 해석

공통적인 분석결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분석 결과,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Table 8). 

첫째, 결핵에 취약한 연령대는 어린이와 고령자인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였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초등학교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독거노인수가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두 지역 모두 어린이와 고령자에 대한 결핵예방대책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수는 음(-)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및 복지시설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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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도시지역의 결핵사망자수는 적음이 그 이유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가 결핵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수급자수, 특히 65세 이상 기초수급

자수도 중요도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결핵발생 및 이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인력 충원 및 보강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보건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종사자수가 공통적으로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8.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Variable
Urban Rural

VIP Order VIP Order

Populat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Number of old people (Over 65yr) 1.618 3 1.197 7

Number of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1.355 9 1.333 3

Population of male 0.582 23 1.120 10

Population of female 0.582 23 1.120 10

Number of elementary school 1.844 1 1.368 2

Number of middle school 0.537 25 1.304 4

Number of high school 1.089 13 1.167 9

Number of nursery 0.650 22 0.983 17

Number of kindergarten 1.153 11 1.080 13

Density of population 1.553 4 0.956 18

Rate of drinking 0.508 26 0.698 21

Rate of stress recognition 0.796 21 1.391 1

Rate of depression experience 0.000 27 1.084 12

Economic 

characteristics

Unemployment rate 1.459 5 1.247 5

Number of basic recipient 1.320 10 1.174 8

Number of basic recipient (over 65 yr) 0.805 20 1.235 6

Financial self-reliance 1.025 15 0.994 16

Medical premium 1.125 12 0.663 22

Welfare 

characteristics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 0.824 19 0.553 25

Population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0.907 17 0.515 26

Number of hospitals 1.369 8 0.558 24

Number of doctors 0.841 18 1.055 15

Influenza immunization rate 1.378 7 0.650 23

Number of employees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ies 1.088 14 1.079 14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Ultrafine dust 1.666 2 0.895 19

Fine dust 0.915 16 0.427 27

Sulfur dioxide 1.425 6 0.86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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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분석결과

도시지역의 분석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미세먼지 및 이산화황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결핵 사망자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이산화황의 경우 기존연구에서 언급되었지만 초미세먼지의 경우 새롭게 추가된 변수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이

슈임을 감안할 때 초미세먼지가 결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병원수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의료보험료와 같은 복지적 특성이 그 다음으로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록 도시지역의 인구나 어린이,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많지만 의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 결핵사

망자수가 적음을 의미한다. 

비도시지역의 분석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중요도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도시지역의 인구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고령자층의 인구수가 많음을 감안할 때 우울감 경험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또한, 우울감은 

우리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에 문제를 일으켜 결핵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재정자립도의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음(-)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핵사업에 예산투자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도시지역에 비해 성별특성이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도시지역에서는 성별특성에 

맞게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을 해야 하며, 남성은 결핵사망자수에 음(-)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반면 여성은 양(+)의 영향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에 대한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이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 론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제시

본 연구는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들을 도출하고 도시 및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결핵 사망자수는 차이검증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만명당 평균 결

핵 사망자수는 도시지역은 0.39명, 비도시지역은 1.06명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결핵예방 및 관리 정책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향요인 규명 결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결핵 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통적으로는 연령별 특성 중 어린이나 고령자 층이 결핵 사망자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도

출되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황과 같은 환경적인 특성과 병원수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의

료보험료와 같은 복지적 특성이 그 다음으로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초미세먼

지가 결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인 경우 결핵환자 및 

보유자들의 외출을 자제하는 알림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해주어서 예방 및 관리하여야 한다. 비도시지역은 이런 환경적인 측

면과 복지적 측면 외에 우울감 경험률과 같은 새로운 특성 및 재정자립도와 같은 경제적 측면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결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차별성 있는 결핵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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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비도시지역의 결핵과 관련된 의료시설 및 인력수의 확충이 필요하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초등학교수, 65

세 이상 고령자수, 독거노인수가 결핵사망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도

시지역의 초등학교수는 결핵사망자수와 음(-)의 영향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복지 시설 및 인력이 비도시지역

에 비해 중요하게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도시지역의 발전이 결핵사망자수는 감소케하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65

세 이상 고령자와 독거노인의 경우도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으로 결핵사망자수 감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결핵예방사업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을 검

증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은 결핵발생 및 이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다

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본 연구와 기존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집중적인 예방 및 관리 결핵보

균자의 조기 발견 및 결핵감염자의 적극적인 복약사업, 치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단편적이던 결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들을 종합하고 새롭게 추가 및 분류하여 결핵 사망자수에 영향

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향후 결핵예방 및 관리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인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및 이산화황이 결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 중요도가 높았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와 결핵

과의 연관성을 통계적 분석이 아닌 실험을 통하여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결핵사망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검토를 통한 본 연구내용의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내용은 종속변수인 결핵사망

자에 대한 인적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에 분석결과를 통한 거시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한 결핵사망자의 인적특성과 분석결과와의 비교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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