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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암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주된 사망원인이었으며, 주로 환경적 요인이 암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암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리적 및 환경적 요인이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국내 사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 관점에서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주요 암의 발생률이 지리･환경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 수준에서 계산된 암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

고,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13가지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공간적 의존성 및 군집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역적, 국지적 Moran’s I 통계량을 이용하였고,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 및 공간회귀모형들을 

활용하였다. 전역적 Moran 통계량과 LISA Cluster map을 통하여 암 발생의 공간적 패턴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OLS 회귀 분석을 통하여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암에서 연령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였다. OLS 모형의 잔차에서 공간적 의존성이 명확하게 나타남을 확인 한 후, 공간적 의존성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공간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유형 별 암에 대한 발생률을 설명하는데 있어 공간회귀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할 경우 암별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OLS 분석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공간통계분석을 통하여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리 환경적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의 환경을 요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 암 발생률, 지리･환경적 특성, 공간적 의존성, 공간통계기법

Abstract : Cancer has long been the leading cause of death for Koreans, mainly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Despite the high mortality caused by cancer, Korean studies on how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cancer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incidence of major cancers including
thyroid, colorectal, stomach, lung, liver, prostate, and breast cancers differs according to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rom a spatial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Cancer incidence calculated at the si-gun-gu
level was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13 variables that were expected to affect cancer development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Global and local Moran's I statistics were used to identify spatial dependency
and clustering of the dependent variables. OLS and spatial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cancer development. Global Moran’s I statistics and LISA cluster maps show spatial autocorrel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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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암은 우리나라에서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53.9명

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

하는 질병이다. 이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인구 10만 명당 60.2명)의 두 배를 뛰어넘

는 수치다(통계청, 2018). 한국의 암 발생 양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해왔다. 1999년 101,032명이었던 

암 발생자 수가 해마다 점차 늘어나 2010년에는 그 수가 

207,765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 암 발생자 수가 227,93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에는 214,701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보건복지

부·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2017).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암 발생자 수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으로 봤을 때 암 사망자 수

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

행한 2013년 World Cancer Report(Stewart and Kleihues, 

2003)에 따르면 암의 원인의 70% 정도는 흡연, 만성감염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음식, 음주, 방사선 및 화학물질 

노출 등의 환경적 요인이며 유전적인 원인이 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적 요인은 통제하기가 어려운 반

면, 환경적 요인은 적절한 원인을 찾아내어 생활습관이나 

거주 환경 등에 변화를 준다면 암 발생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송하나, 2014). 따라서 지역별 암 발

생의 패턴과 지리·환경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암 발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암을 비롯한 질병의 원인 분석과 예방을 위해 지리

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는 등 공간적 접근을 취하는 시

도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는 전역

적(global), 국지적(local)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분석, 선형회귀분석 및 지리가중회귀분

석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공간분포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정귀준, 2017). 과거에는 시군구와 같

은 공간단위 별로 집계된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

에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암 발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별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유상현, 2001; 임소라, 

2015; 강미란, 2017; 김소민, 2017). 그러나 2016년 보건복

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 및 발생 지도를 발표하면서(보건복지부·중

암암등록본부, 2016) 모든 시군구별 암 발생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지역별 암 발생 특성에 관

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발표된 암 통계 자료

와 암 발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암을 비롯한 갑상선암, 대

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병의 분포

와 각 암 발병에 영향을 주는 지리·환경적 요인이 암별로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특정 

지역의 암 발생이 인접한 지역과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있

는지 확인해 본다. 그런 다음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 이하 OLS 회귀분석)을 통하여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1차적으로 파악하여 공간회귀분석을 

위한 비교 근거를 마련한다.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과 OLS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간회귀분석을 통하여 공간적 

의존성을 설명하고,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공간적 

spatial patterns of cancer development. The OL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variables affecting
cancer development. Since age effect was strong in most cancers, it was controlled. After confirming that spatial
dependence is clearly shown in the residuals of OLS model, spatial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model
spatial dependenc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patial regression models are suitable for explaining the incidence
for all types of cance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spatial dependency, it was confirmed that factors affecting
cancers may be different from those of OL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patial 
statistical analysis can more accurately identify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cancer 
development. These findings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local environments to prevent cancer.
Key Words : Cancer incidence,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patial dependency, Spatial 

statistic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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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 고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한다. 공간회

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상황

에서 지역의 어떠한 지리·환경적 요인이 암 발생에 영향

을 주는지 정리한다. 이때 분석에 사용된 종속 및 독립변

수 모두 시군구와 같은 행정구역 단위로 합역된 데이터이

기 때문에 분석에서 고려한 요인들은 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니는 

지역의 특성임을 미리 밝혀둔다.

2. 선행 연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가

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인 암과 관련하여 의학계를 포함하

여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암과 환

경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와 암 발생의 

패턴이 공간성을 띤다고 보고 지리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암과 환경적인 요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암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

소민(2017)은 암 발견 건수가 박탈지수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박탈지수와 암 

발견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부산의 5개 

대학병원의 데이터에 국한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소라(2015)는 

전립선암과 관련 있는 위험요인으로 연령, 가족력, 당뇨

병, 흡연, 음주 등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강미란(2017)은 대전과 충남 지

역의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이 서구사

회와는 달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

니라 폐경 전후의 40-50대에서 가장 많으며 6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함을 밝혀내어 유방암 발생과 연령과의 관계

를 규명하였다. 유상현(2001)은 음주와 암 발생과의 관련

성을 연구한 결과 고음주군으로 갈수록 식도암, 췌장암, 

소화기계암, 순환기계암에서 유의하게 사망위험이 높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은 

모두 병원 단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별 환자 수준의 데이

터 또는 소지역 단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

역의 제반 특성이 암 발생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암 발생의 패턴에 공간성이 있음을 가정하여 공간적 자

기상관을 증명하고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리적

인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서윤

(2015)은 지역별 건강수준 및 의료공급 수준이 회피가능

한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남자의 경우 전문의 비율,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 흡연율, 음주율이, 여자의 경우 비만율이 회

피가능한 암 사망률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다. 송하나(2014)는 인구를 기반으로 지역별 암 발생률

을 비교하였는데 갑상선암의 경우 도시화 진행률이 높을

수록 암 발생률이 높으며, 폐암의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일

수록 암 발생률이 낮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위암의 경우 

수도권보다 남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대

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육류나 패스트푸드 중심의 

서구적인 식습관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

용함을 확인하였다. 정귀준(2017)은 공간회귀모형을 이

용하여 수돗물 음용률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높을수록, 경

제활동 비율이 높을수록,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낮을수

록 폐암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

하나(2018)는 공간검색통계량, 국지적 Moran’s I, 비모수

적 기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성별에 따른 대장암, 위

암, 폐암, 간암 발생에 대한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고영규(2016)는 부산지역의 암 발생 통계를 기반으

로 연령이 암으로 인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박탈지수가 높을수록 암 사망자 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결론은 김소민(2017)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해외의 경우 인구 통계 및 산업 데이터와 성별 및 인종, 

사회경제적 요인과 암 발생 간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

들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왔다. Gilbert and Chakraborty 

(2011)는 플로리다에서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암 위험이 인종과 민족, 사회 경제적 지

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리가중 회귀분석(GWR)을 통

해 밝혀내었다. 태양 복사와 암 사망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Grant(2003)는 자외선 B영역(UV-B)이 유방암, 결장암, 

난소암 및 전립선암, 비호지킨림프종 뿐만 아니라 방광암, 

식도암, 신장계, 폐암, 췌장암, 직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의 암 사망률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자

외선 B영역에 노출되는 것이 암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연

장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lot et al. 

(1978)은 미국에서 췌장암의 지리적 연관성을 연구한 논

문에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의 일부 지역에서 췌장암

의 클러스터가 나타났으며 특히 스칸디나비아 및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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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거주자가 많은 카운티의 도시지역에서 췌장암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 췌장암과 폐

암의 사망패턴이 담배 소비에 영향을 받으며, 여성의 경우 

췌장암의 사망패턴이 당뇨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처럼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암과 지역 환

경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

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하면 암 발생에 있어 지

역의 지리·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최

근까지 시군구와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간 단위

로 집계된 통계자료의 부재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

지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하여 규명

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마지막으

로 암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의 경우 데이터 

접근의 한계로 특정 소규모 지역 단위 혹은 특정 지역의 병

원을 중심으로 수집된 개별 수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가 보이는 이러한 한계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표된 우리나라의 

시군구별 암 발생률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전체를 대상으

로 암 발생과 주요 위험요인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변수 선정 및 분석 방법론

1. 변수 선정

본 연구에 이용한 변수는 표 1과 같다. 이러한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제시된 암별 주요 발생 원인을 검토

하여 선정하였다.

지리·환경적 요인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사용한 종속변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암

등록통계 자료의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5년의 시군구별 

암 조발생률이다. 종속변수로 연령표준화암발생률 대신 

암 조발생률을 사용한 이유는 암발생률이 노령화 정도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암 유형별로 노령화가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암 

전체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

립선암, 유방암의 조발생률을 성별 구분 없이 이용하였다. 

참고로 전립선암은 전적으로 남성에서만, 유방암은 대부

분 여성에서만 보고되었다. 암 조발생률은 인구 십만 명 

당 발생하는 암 환자 수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산출

한다.

암 조발생률 
연앙인구

암발생환자수
×       (1)

표 1.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구분 세부 변수명 출처(자료 시기)

종속변수 암 조발생률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2009년-2013년)

독립변수

인구학적 요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년) 자료를 가공

성비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년)

인구 밀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2010년) 자료를 가공

주거환경 요인

단독주택 비율 통계청, 주택총조사(2010년)

아파트 비율 통계청, 주택총조사(2010년)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통계청, 주택총조사(2010년)

1980년 이전 건축물 비율 통계청, 주택총조사(2010년)

1995년 이전 건축물 비중 통계청, 주택총조사(2010년)

사회경제적 요인

제조업 종사자 비율 통계청, 사업체총조사(2010년) 자료를 가공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2013년) 자료를 가공

대졸 이상 인구 비율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년) 자료를 가공

보건 요인

의사 1인당 인구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2010년) 자료를 가공

현재 흡연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2010년) 자료

고위험 음주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2010년) 자료

환경 요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수 국가공간정보포털(2017년)

녹지 비율 국토교통부, 지적통계(2010년) 자료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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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한 암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들을 인구학적 요인, 주거환경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보건 요인, 환경 요인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범주별

로 세부 변수를 설정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65세 이

상 인구 비율, 성비, 인구 밀도를 선정하였다. 암 발생은 연

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2018)에

서는 전립선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나이를 꼽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연령이 암 발생에 영향을 줄 것

으로 가정하고 암에 대한 연령 효과를 알아보고자 65세 이

상 인구 비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유방암과 전립선

암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구조의 차이로 인해 주로 한쪽 성

에서만 발병하는 암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과 전립선

암 이외의 암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발병 패턴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고자 성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인구 밀도에 

따라 암 종별로 발생률이 달라진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의 암 발생 패턴을 살펴본 결과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인 갑상선암의 발생률은 낮았지만, 위

암과 폐암의 발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하나, 

201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밀

집 정도에 따라 암 종별로 나타나는 발병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거환경 요인으로는 단독주택 비율, 아파트 비율,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80년 이전 건축물 비율, 95년 이전 건

축물 비율을 선정하였다.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의 비

율과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경제

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소민, 2017). 따라서 주

택 변수는 지역사람들의 주거 환경의 낙후된 정도와 주거 

형태에 따른 경제적인 위치를 반영할 수 있다. 단독주택 

비율이나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에 비해 아파트 비율이 

낮게 나타난 지역일수록 보다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

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단독이나 연립

주택보다 높기 때문에 주택 유형의 비율은 또한 간접적으

로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80년 이전 건축

물 비율이나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또한 직접적으로는 주

거 환경을, 주택가격은 건축연도에 따라 상각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주택 변수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거 

환경의 낙후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경제 

변수와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제조업 종사자 비율, 가구당 자

동차 등록대수,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을 선정하였다. 국가

암센터(2018)에 따르면 직업이나 작업 환경은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작업 환경과 경제적인 수준이 

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2010년의 시군구별 모든 산업 종사자의 총합에 대

한 시군구별 제조업 종사자 수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사회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김동진 등(2013)은 자동차가 없

는 가구 비율, 고졸 미만 교육수준의 인구 비율 등을 통해 

사회경제수준(박탈수준)을 유추하였다. 따라서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가정 하에 변수를 선정하였다.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의 시군구별 자동차 등록대수를 시군구별 총 가구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보수

를 받는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

고 가정하였다.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은 시군구별 총 연앙

인구에 대한 시군구별 대졸 이상(학사, 석사, 박사 포함)의 

인구수의 비율 산출하였다.

보건 요인으로는 의사 1인당 인구수, 현재 흡연율, 고위

험 음주율을 선정하였다. 거주지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거리에 따라 암 종별 사망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김영애, 

2014).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과의 물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 자원의 양과 질에 의해서도 암 사망률

뿐만 아니라 검진으로 인한 발생률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

로 가정하였다. 의사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의

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검진률이 낮기 때문에 암 발

생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시군

구별 연앙인구를 시군구별 의사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임소라(2015)는 전립선암에 대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흡연율과 음주율을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는 전립선암에 있어서 흡연율 및 음주율의 상관관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립

선암 이외의 다른 암의 발생이 흡연율 및 음주율과의 관계

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

율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흡연율은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

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비

율로 정의되며,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

자리에서 남자 7잔(여자 5잔)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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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인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수, 녹지 비율

을 선정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은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NOx, 

PM10이며, NOx와 PM10으로 인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 

발생 위험성이 크다(성광모,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업체 수에 따라 암 발생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도시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암 발생률에 차이가 있다. 실제로 인구수가 많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도시 지역에서 갑상선 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송하나, 2014). 본 연구에서는 녹지 비율이 

낮을수록 도시화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고, 녹지 비

율의 정도에 따라 각 암의 발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

석하고자 하였다. 

2. 변수 사이의 상관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피어슨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들 간

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몇몇 

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다른 암들과는 반대의 패턴으

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떤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경

우 대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밀도, 아파트 비율과의 상관

관계가 다른 암들과는 반대로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 녹지 비율, 단독주택 비율에서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다른 암들과는 반대로 부적인 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방암의 경우에는 95년 

표 2. 독립변수와 암 발생율과의 상관관계

전체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

65세 이상 인구 비율
Pearson 상관 계수 .947** -.181** .903** .925** .963** .866** .835** -.522**

유의확률 (양측) .000 .006 .000 .000 .000 .000 .000 .000

성비
Pearson 상관 계수 -.594** -.209** -.525** -.511** -.476** -.490** -.504** .029

유의확률 (양측) .000 .001 .000 .000 .000 .000 .000 .666

인구 밀도
Pearson 상관 계수 -.371** .288** -.335** -.451** -.494** -.384** -.277** .59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단독주택 비율
Pearson 상관 계수 .920** -.183** .865** .901** .954** .872** .801** -.579**

유의확률 (양측) .000 .006 .000 .000 .000 .000 .000 .000

아파트 비율
Pearson 상관 계수 -.892** .194** -.858** -.850** -.916** -.845** -.798** .463**

유의확률 (양측) .000 .003 .000 .000 .000 .000 .000 .000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Pearson 상관 계수 -.435** .051 -.354** -.488** -.479** -.422** -.320** .536**

유의확률 (양측) .000 .447 .000 .000 .000 .000 .000 .000

80년 이전 건축물 비율
Pearson 상관 계수 .920** -.054 .856** .867** .902** .892** .788** -.460**

유의확률 (양측) .000 .415 .000 .000 .000 .000 .000 .000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Pearson 상관 계수 .658** .037 .630** .592** .610** .646** .518** -.231**

유의확률 (양측) .000 .575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종사자 비율
Pearson 상관 계수 -.186** -.142* -.192** -.045 -.094 -.129 -.326** -.226**

유의확률 (양측) .005 .031 .004 .501 .156 .051 .000 .001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Pearson 상관 계수 -.005 -.194** -.004 .043 .084 -.006 .000 -.177**

유의확률 (양측) .938 .003 .950 .520 .204 .932 .998 .007

대졸 이상 인구 비율
Pearson 상관 계수 -.648** .365** -.636** -.724** -.771** -.710** -.445** .678**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의사 1인당 인구수
Pearson 상관 계수 .002 -.211** -.020 .042 .094 .026 .005 -.278**

유의확률 (양측) .978 .001 .766 .523 .155 .694 .945 .000

현재 흡연율
Pearson 상관 계수 -.322** -.441** -.217** -.208** -.183** -.172** -.347** .01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1 .002 .006 .009 .000 .822

고위험 음주율
Pearson 상관 계수 -.180** -.326** -.113 -.157* -.113 -.059 -.099 .182**

유의확률 (양측) .006 .000 .087 .017 .087 .374 .135 .006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수
Pearson 상관 계수 -.276** -.010 -.274** -.225** -.247** -.223** -.305** .061

유의확률 (양측) .000 .877 .000 .001 .000 .001 .000 .355

녹지 비율
Pearson 상관 계수 .423** -.340** .402** .491** .549** .415** .380** -.604**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유의확률 ＜ 0.05, ** 유의확률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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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건축물 비율, 80년 이전 건축물 비율, 고위험 음주율,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비율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나머지 모

든 암들의 패턴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분석 방법론

암 발생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

하여 실증된 사실이다(Glick, 1979; Rosenberg et al., 1999; 

Al-Ahmadi and Al-Zahrani, 2013). 이는 암 발생이 공간적

으로 무작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립

성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통계분석 기법이 아닌 공간적 의

존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된 암 조발생률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역적 Moran’s I 와 국지

적 Moran’s I 를 이용하고자 한다. 

전역적 공간적 자기상관(global spatial autocorrelation)

이란 연구대상 전체의 특정 변수들의 값이 공간적 의존성

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전역적 공간적 자기상관을 검증하

는 방법으로는 Moran’s I (1950)와 Geary(1954)의 C 통계치

가 주로 이용된다.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Moran’s I 

통계량이다. 이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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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은 지역 단위의 수, 는 i 지역의 속성, 는 j 지

역의 속성, 는 Y 변수의 평균값, 는 인접성 행렬 W의 

요소로 두 공간 단위가 인접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의 값을 갖는다(이희연·노승철, 2017).

국지적 공간 연관성 지표(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이하 LISA)는 또 다른 공간적 자기상관을 파악

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연구지역이 상대적으로 넓을 

경우, 이 지역 안에서도 공간적 자기상관이 위치에 따라 

상이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전역적 

Moran’s I 는 전체 연구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 관계를 하

나의 값으로 보여주는 전역적 지수이다(김광구, 2003). 

즉, 전역적 Moran’s I 는 어떤 특정 지역들이 전체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nselin(1995)은 공간적 연관성에 

대한 국지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Moran’s I를 수정하여 

LISA를 개발하였다. 국지적 Moran’s 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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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전역적 Moran’s I 와 동일하다. 

국지적 Moran’s Ii 값은 이웃한 값들이 전체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 대상의 공간 단위와 이웃

한 공간단위가 모두 평균보다 크거나 모두 평균보다 작으

면 양의 값을 갖고, 두 값 모두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국지적 Moran’s Ii 값이 커지고 공간적 군집점이 된

다. 이와 달리 측정 공간 단위가 평균보다 높고 주변은 낮

은 경우 또는 측정 공간 단위가 평균보다 낮은데 주변은 높

은 경우 국지적 Moran’s Ii 값은 음의 값을 갖게 되고 공간적 

특이점이 된다(이건학·김감영, 2016).

암 조발생률이 공간적 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 증명된

다면, 독립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적용되는 전통적인 회귀

분석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편기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공간회귀모형을 적용하

여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리·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자 한다. 공간회귀모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결

과를 OLS 회귀모형의 결과와 비교한다. OLS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사례수가 n, 독립변수의 개수가 k라고 할 때, 여기서 

와 는 각각 크기 n의 종속변수와 랜덤오차항의 열벡터, 

는 회귀계수를 나타내는 크기 (k+1)의 열벡터, 는 독립

변수를 나타내는 크기 n × (k+1)의 행렬이다.

전통적인 OLS 분석은 공간적 상관성, 공간적 의존성, 또

는 공간적 이질성 등 공간의 영향을 반영하지는 못한다(김

광구, 2003; 이건학·김감영, 2016; 이희연·노승철, 2017). 

따라서 암 발생과 관련 변수들이 공간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 효과를 반영하는 공간회귀모형을 사용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자기상관성을 반영하기 위

해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SLM)과 공간오차모형

(spatial error model, SEM)을 사용하였다.  공간시차모형

은 종속변수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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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회귀 모형의 대안으로 사용된다. 공간시차모형의 기

본 개념은 인접한 지역의 관측치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

기 위해 주변지역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변수

화하여 새로운 설명변수로 회귀모형에 추가로 투입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특정 현상은 

그 지역의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받거나 그 주변지역의 영

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이희연·노승

철, 2017). 공간시차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5)

이 식은 공간적 의존성을 공간시차 변수()로 반영한 

것으로, 는 공간시차항의 추정계수를 나타낸다. 공간오

차모형은 오차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할 경우 OLS 

회귀 모형의 대안으로 사용된다. 오차에서 공간적 자기상

관이 발견되었다면 관측되지 못한 설명변수가 오차에 포

함되어있다는 해석을 내리게 되는데, 공간적 자기상관이 

일어나는 변수를 관측할 수 없거나 공간데이터가 집계되

는 관측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공간적 자기상관

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오차모형은 장점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이희연·노승철, 2017). 오차항에 공간

적 자기상관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오차모형의 식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6)

여기서 는 공간오차항의 추정계수이다. OLS 회귀모형에 

비해 공간시차모형이나 공간오차모형이 효과적이고 신

뢰도가 높은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먼저 OLS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여야 한다. OLS 회귀모형에 오차의 비정

규성, 이분산성, 공간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면 공간회귀모

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오차의 비정

규성은 Jarque-Bera 통계량을, 오차의 이분산성은 Breusch- 

Pagan 통계량을 사용해서 판정한다. 종속변수와 오차항

의 공간적 종속성은 LM-Lag, LM-Error의 통계치를 통해 판

정한다. LM-Lag, LM-Error의 통계가 유의하다면 종속변수

와 오차항의 공간적 독립성에 대한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이희연·노승철, 2017). 공간적 독립성에 관한 귀무가설

이 기각되었다면 공간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IBM SPSS(버전 25)와 GeoDa(버

전 1.14.0)를 이용하였다. 

III.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리･환경적 요인

1. 암 발생의 공간적 자기상관

전체암과 주요 7가지 암의 조발생률이 공간적 자기상관

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역적 Moran’s I 를 산출하였

다(표 3). 이 때 Queen 방식의 행표준공간인접성행렬을 

사용하였다. Moran’s I 값 산출 결과 모든 암에서 양의 공간

적 자기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란지수 값이 가장 높

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0.631이었고, 통계적으로 강한 유

의성을 보였다. Moran’s I 값이 가장 작은 암의 유형은 전립

선암으로 그 값이 0.469로 나타났다. z-score 또한 가장 낮

은 전립선암의 경우 10.916으로 나타나 모든 암에 대한 

Moran’s I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

간적 자기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암에서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암 발생의 분포 

표 3. 암 유형별 전역적 Moran’s I 통계량

　 Moran’s I z-score p-value

전체암 0.541 12.577 ＜ 0.001

갑상선암 0.631 14.652 ＜ 0.001

대장암 0.484 11.262 ＜ 0.001

위암 0.600 13.937 ＜ 0.001

폐암 0.573 13.315 ＜ 0.001

간암 0.560 13.015 ＜ 0.001

전립선암 0.469 10.916 ＜ 0.001

유방암 0.591 13.730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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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공간적 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역적 모란지수 값 분석을 통해 암의 분포패턴의 공간

적 자기상관을 확인하였으므로 암 발생이 국지적으로 어

떤 공간적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하여 LISA 분석을 통해 각 암의 공간적 군집지역과 이

례지역을 LISA Cluster Map으로 확인하였다(그림 1). 그림 1

이 보여주는 패턴을 정리해보면 갑상선암과 유방암을 제

외한 전체암을 비롯한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그림 1. 암 유형별 LISA Clust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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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ISA Cluster Map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그 지역과 

주변 지역의 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인 핫스팟(HH 지역)과 

그 지역과 주변 지역의 암 발생률이 함께 낮은 지역인 콜드

스팟(LL 지역)이 비슷한 유형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 나머지 다른 암들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

었다.

각 암의 LISA Cluster Map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암, 대

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에서 HH(High-High)지

역이 경상북도 북부에서 전라남도 남부로 이어지는 패턴

을 기본 바탕에 두고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HH 지역은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비도시지역에 해당한다. 전체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

암, 전립선암에서 LL(Low-Low)지역은 암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유방

암의 경우에는 전체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

암에서 나타나는 패턴과는 반대로 HH지역이 서울을 중심

으로 나타났으며, LL지역이 강원도 북부의 일부 지역과 강

원도 남부에서 전라도 지역으로 이어지는 패턴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HH지역

이 서울의 일부와 대구, 전라남도에서 나타났고, LL지역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과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 북부, 

경기도 동부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

럼 암의 발병은 특정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비슷한 패턴으

로 공간적 군집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각 

암의 발생에 국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암의 발병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한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고, 원인 규명을 위한 모형에서 공간적 의존성을 명

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OLS 접근

앞에서 암 발생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각종 암의 발병에 영향에 미치는 위험 요인들을 파

악하고 비교를 위한 기저의 모형으로 OLS 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전체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의 

경우 조발생률 데이터를 정규분포로 만들기 위하여 자연

로그를 취하였고, 갑상선암, 유방암은 원자료 값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변수 선정 방법으로 단계적 선택법을 적용하

였다. 이때 새로운 독립변수가 선택될 때마다 분산팽창인

자(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토하여 독립변수들 사이

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형을 최종

적으로 선정하였다. 갑상선암과 유방암을 제외한 대부분

의 암들은 설명변수들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표 2), 회귀분석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표 4, 표 5). 이는 대체로 암이 퇴행성 질환으

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렇게 강한 연령 효과를 통제할 경우 암 발생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표 5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경우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통제한 경우 각종 암에 영향을 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포함한 경우 전체암은 5개, 갑상선암은 5개, 대장

암은 6개, 위암은 4개, 폐암은 1개, 간암은 5개, 전립선암은 

6개, 유방암은 6개의 변수가 암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 중 65세 이상 인

구 비율의 표준화 계수가 전체암은 0.739, 대장암은 0.933, 

위암은 0.891, 폐암은 0.963, 전립선암은 0.993으로 다른 

변수에 비하여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매우 큼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상선암에서도 65세 이상 인구 비

율의 표준화 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암과는 달리 

–1.088로 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는 달리 간암과 유방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영향

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4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만 사용하였을 경우 암 유형별 공간적 변이에 대

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폐암의 경우 이 변수의 설명

력은 92.7%에 이르고, 전체암,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

암에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방암의 

경우 설명력이 27.2%, 갑상선암의 경우 3.3%에 불과하다. 

이처럼 갑상선암과 유방암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수의 암 발생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 상

대적으로 다른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

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설명변수들의 암 발생에 대한 

표 4. 암 발생의 공간적 변이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설명력 

종류 전체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

결정계수 0.897 0.033 0.815 0.856 0.927 0.750 0.744 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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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OLS 결과

암 종 변 수 명
65세 이상 인구 포함 65세 이상 인구 통제

수정 R2 표준화계수 베타 유의확률 수정 R2 표준화계수 베타 유의확률

전체암

65세 이상 인구 비율

　0.927

0.739 ＜ 0.001

0.261

　 　

80년 이전 건축물 비율 0.277 ＜ 0.001 0.382 ＜ 0.001

인구 밀도 0.068 0.004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0.056 0.031 0.218 0.010

대졸 이상 인구 비율 0.061 0.040 0.303 0.001

녹지 비율 　 -0.370 ＜ 0.001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0.135 0.041

갑상선암

65세 이상 인구 비율

0.423

-1.088 ＜ 0.001

0.361

　

현재 흡연율 -0.359 ＜ 0.001 -0.396 ＜ 0.001

성비 -0.249 ＜ 0.001 　 　

고위험 음주율 -0.200 ＜ 0.001 -0.194 0.001

80년 이전 건축물 비율 0.687 ＜ 0.001 　 　

녹지 비율 　 　 -0.392 ＜ 0.001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0.197 0.005

대장암

65세 이상 인구 비율

0.844

0.933 ＜ 0.001

0.160

　

인구 밀도 0.160 ＜ 0.001 0.339 ＜ 0.001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0.121 0.001 0.314 ＜ 0.001

현재 흡연율 0.079 0.006 0.171 0.007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0.088 0.010 0.197 0.012

의사 1인당 인구수 -0.065 0.025 -0.147 0.029

위암

65세 이상 인구 비율

0.869

0.891 ＜ 0.001

0.087

　

제조업 종사자 비율 0.125 ＜ 0.001 0.325 ＜ 0.001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0.092 0.005 0.186 0.007

의사 1인당 인구수 -0.066 0.013 -0.189 0.006

폐암

65세 이상 인구 비율

0.927

0.963 ＜ 0.001

0.240　

　

현재 흡연율 　 0.230 0.001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0.199 0.008

성비 　 0.385 0.000

아파트 비율 　 -0.238 0.002

간암

80년 이전 건축물 비율

0.833

0.620 ＜ 0.001

0.153

　

대졸 이상 인구 비율 -0.247 ＜ 0.001 -0.212 0.011

성비 -0.129 ＜ 0.001 　 　

고위험 음주율 0.075 0.010 0.215 0.001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0.076 0.046 0.234 0.001

녹지 비율 　 -0.271 ＜ 0.001

전립선암

65세 이상 인구 비율

0.796

0.993 ＜ 0.001

0.202　

　

대졸 이상 인구 비율 0.428 ＜ 0.001 0.680 ＜ 0.001

아파트 비율 -0.253 0.001 -0.623 ＜ 0.001

고위험 음주율 0.070 0.032

성비 0.125 0.005 0.198 0.002

제조업 종사자 비율 -0.094 0.012 -0.199 0.003

유방암

대졸 이상 인구 비율

　0.589

0.517 ＜ 0.001

0.392

0.525 ＜ 0.001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0.205 ＜ 0.001 　 　

고위험 음주율 0.204 ＜ 0.001 0.234 ＜ 0.001

성비 -0.194 ＜ 0.001 -0.366 ＜ 0.001

녹지 비율 -0.220 0.001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0.141 0.005 0.150 0.023

아파트 비율 　 -0.347 ＜ 0.001

인구 밀도 　 0.27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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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암 발생에 대한 연령 효과를 제거

하고 관련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표 5의 두 번째 칼럼). 연령을 통제할 경우 대

장암과 위암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서 상당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전체암의 경우 연령 

효과를 통제할 경우 인구 밀도의 영향은 사라지고, 대신 

녹지 비율과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의 영향이 추가되었

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폐암이다. 폐암의 경우 모든 

변수를 고려할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 효과를 통제

할 경우 현재 흡연율, 성비,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아파트 

비율이 폐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의 

경우 연령 효과를 통제하여도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의 영향은 지속된 반면, 성비의 영향은 사라졌고, 녹지 비

율,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연령 

효과를 통제할 경우 간암에서는 성비의 영향이 사라졌고, 

전립선암에서는 고위험 음주율이 사려졌다. 이와 같이 표 

5를 통하여 암 유형별로 연령 효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

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 연령 효과를 통제할 경우 드러나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유형의 암

의 경우 연령 효과를 통제할 경우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간회귀 접근

OLS 회귀모형은 공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

간적 의존성을 반영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공간회귀모

형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령 효과를 제외한 

OLS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얻은 암 발생률의 비

표준화 잔차값이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모형을 이용하여 암 발생과 주

요 위험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령 효과를 제거한 전체암을 비롯한 7가지 암의 조발

생률의 비표준화 잔차값에 대한 전역적 Moran’s I 값을 산

출하여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전체암은 0.393, 갑상선암

은 가장 높은 0.622, 폐암은 가장 낮은 0.227의 Moran’s I 값

을 보였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OLS 

회귀분석의 잔차에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하고, OLS 접근이 기본 가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추정된 

결과가 편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암을 비롯한 7종의 암들의 3가지 모형(OLS 회귀모

형,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의 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하였다. 원고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어 모형별로 결과

의 차이가 큰 갑상선암과 간암을 들어 모형의 결과를 비교

하고자 한다.

표 7은 갑상선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보

는 것처럼 공간 효과를 나타내는 ρ와 λ 계수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 공간적 의존성을 잘 포착하고 있다. 공간

적 의존성을 고려할 경우 갑상선암에 영향을 변수가 달라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OLS 회귀분석에서 연령 효과를 통제

한 상태에서 갑상선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연립 및 다세

대 주택 비율,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녹지 비율 중에

서 공간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공간시차모

형에서는 현재 흡연율과 녹지 비율, 공간오차모형에서는 

현재 흡연율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갑상선암의 

발생과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밝혀진 주요 요인으로는 과

체중 및 비만, 요오드 섭취 부족, 갑상선암 가족력, 다량의 

방사선에의 노출 등이 있다(국립암센터, 2018). 흡연의 경

우 일반적으로 암 발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는 기

존의 인식과 달리 흡연율이 갑상선암 발생률에 대해서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나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오차모형에서는 현재 흡연율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 모형 사이

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간적 의존성이 회귀모형에 

표 6. 연령 효과를 통제한 비표준화 잔차값에 대한 Moran’s I 통계량

　 Moran’s I z-score p-value

전체암 0.393 9.220 ＜ 0.001

갑상선암 0.622 14.534 ＜ 0.001

대장암 0.266 6.273 ＜ 0.001

위암 0.382 8.965 ＜ 0.001

폐암 0.227 5.368 ＜ 0.001

간암 0.565 13.211 ＜ 0.001

전립선암 0.359 8.431 ＜ 0.001

유방암 0.342 8.036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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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설명되면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 

또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흡연율의 경우 세 모

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오

고 있는데, 공간모형에서 그 강도는 더 커졌다. 반대로 녹

지 비율의 경우 공간시차모형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만 계수값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M-Lag, LM-Error 통계치를 보면 LM-Lag와 LM- 

Error가 모두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공간적 독립성에 관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공간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각 

모형의 설명력과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R2, AIC, SC, Log 

likelihood 등을 살펴보면, 설명력은 OLS 회귀모형에서 

0.373, 공간시차모형에서 0.648, 공간오차모형에서 0.640

으로 공간시차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C는 OLS 회귀모형에서는 1913.24이던 것이 공간시차모

형에서는 1809.34, 공간오차모형에서는 1826.56로 나타

나 OLS 회귀모형에 비해 공간회귀모형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C도 OLS 회귀모형에서는 

표 7. 갑상선암: OLS 회귀모형과 공간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비교

구분 OLS 회귀모형
공간시차모형

(SLM)

공간오차모형

(SEM)

공간효과
ρ (rho) 0.683 ***

λ (lambda) 0.792 ***

상수항 104.9320 *** 50.9973 *** 42.4920 ***

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0.4028 ***  -0.1464  -0.0644

보건
현재 흡연율   -0.8253 ***  -1.5099 ***  -1.3644 ***

고위험 음주율   -2.6390 ***  -0.2634  -0.1496

환경 녹지 비율  -31.3128 *** -10.6133 ***  -0.8190

모형의 설명력 R2 0.373 0.648 0.640

모형 적합성

AIC 1913.24 1809.34 1826.56

SC 1930.50 1830.04 1843.82

Log likelihood -951.62 -898.67 -908.28

LM-Lag 73.882 ***

Robust LM-Lag 45.800 ***

LM-Error 35.323 ***

Robust LM-Error 7.241 **

* 유의수준 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01

표 8. 간암: OLS 회귀모형과 공간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비교

구분 OLS 회귀모형
공간시차모형

(SLM)

공간오차모형

(SEM)

공간효과
ρ (rho) 　 　 0.608 *** 　 　

λ (lambda) 　 　 　 　 0.648 ***

　 상수항 -0.1087 　 -0.0426 　  0.0246 　

주택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0.0038 *** 0.0021 ***  0.0015 　

사회경제 대졸 이상 인구 비율 -0.0059 ** -0.0046 ** -0.0061 **

보건 고위험 음주율 0.0100 *** 0.0056 ***  0.0042 *

환경 녹지 비율 -0.2226 *** -0.1270 ** -0.0904 　

모형의 설명력 R2 0.169 　 0.471 　 0.463 　

모형 적합성

AIC -140.15 　 -221.34 　 -216.45 　

SC -122.90 　 -200.63 　 -199.19 　

Log likelihood 75.07 　 116.67 　 113.22 　

LM-Lag 81.173 *** 　 　 　 　

Robust LM-Lag 10.464 ** 　 　 　 　

LM-Error 70.709 *** 　 　 　 　

Robust LM-Error 0.0002 　 　 　 　 　

* 유의수준 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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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50, 공간시차모형에서는 1830.04, 공간오차모형에서

는 1843.82로 나타나 OLS 회귀모형에 비해 공간회귀모형

에서 작아졌다. Log likelihood값은 OLS 회귀모형에서는 

–951.622, 공간시차모형에서는 –898.67, 공간오차모형에

서는 –908.28로 OLS 회귀모형의 값보다 공간회귀모형의 

값들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LS 회귀모형보다는 공

간회귀모형이 더 적합하다. 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모

형 중에서는 공간시차모형이 보다 적합하다. 이와 같은 방

식으로 모든 유형의 암에 대하여 적합한 공간모형을 판별

하였다.

간암의 경우도 OLS와 공간모형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표 8). 먼저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할 경우 모형의 

설명력은 공간시차모형에서 0.471로, 공간오차모형에서 

0.463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곰

팡이(아플라톡신) 섭취, 음주와 흡연 습관, 비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암센터, 2018). 먼저 OLS 분석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율이 간암의 발생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음주가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95년 이전 건

축물 비율과 간암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오

래된 주거환경이 간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녹지 비율과 대졸 이상 인구 비율과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간암이 녹지 공간이 상대적으

로 빈약한 도시적인 환경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어 보인

다. 마지막으로 간암의 발생은 지역 거주자의 학력 수준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간

암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OLS 분석에서 유의한 변

수들이 공간시차모형에서도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모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간오차모형에서는 대졸 이상 비율과 

고위험 음주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과 녹지 비율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

로운 것은 대졸 이상 비율의 영향이 OLS나 공간시차모형

보다 더 커졌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할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

라 독립변수의 유의미성뿐만 아니라 영향의 정도도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갑상선암과 간암뿐만 아니라 분석의 대상

이 된 모든 암에 대한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암 발생에 

영형을 주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재정리한 것이 그림 2이

다. 전체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의 경우 공간오차모형이 

공간시차모형보다 높았고, 갑상선암, 위암, 간암, 전립선

암은 공간시차모형이 보다 적합하게 나왔다. 그림에 표시

된 화살표는 적합성이 높은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만들 유의수준을 달리하여 표시한 것이다. 선이 굵

을수록 유의수준이 높고, 검은 선은 정적인 관계를, 회색 

선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먼저 전체적으로 OLS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데 이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통제

하고 남은 잔차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표 4

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R2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

다. 모든 유형의 암에서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할 경우 모

형의 설명력은 향상되었는데 그 정도는 암 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간암의 경우 설명력이 30.2%p(16.9% → 47.1%)

나 향상되었으며, 갑상선암(27.5%p), 위암(22.4%p), 대장

암(14.5%p), 전체암(13.8%p), 전립선암(13.5%p), 유방암

(8.5%p), 폐암(3.5%p) 순으로 나타났다. 폐암과 유방암의 

경우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ρ 혹은 λ 값이 통계적으로는 유

의하였지만 다른 암에 비하여 크지 않았다. 

표 1에서 고려한 독립변수 중에서 어떠한 암과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주거환경 요인

에서 단독주택 비율,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율, 환경 요인

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수 등이다. 그 외 독립변수들

은 하나 이상의 암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

주었다. 암 종류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앞에

서 살펴본 갑상선암을 제외하고는 표 5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개별 독립변수들이 어떤 암에 영향을 주는지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는 성비와 인구 밀도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폐암의 경우 계수 값이 양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흡연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립선암에서 성비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신체기관

이기 때문이며, 유방암의 경우에 성비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유방은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있는 기관이지

만 유방암 발병은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

구 밀도는 대장암,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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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대장암과 유방암의 경우 인구가 밀집한 도시적인 

환경이 대장암, 유방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주거환경 요인 중에서는 아파트 비율과 80년 이전 건축

물 비율,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비율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관련

이 있었다.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모두 아파트 비율 변수

의 계수 값이 음수인 것으로 보아 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비율은 주거환

경의 쾌적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가

격이 단독 혹은 연립주택보다 높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은 폐암을 비롯하여 전립

선암, 유방암의 발생률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은 전체암, 대장암, 위

암, 폐암, 간암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와 같은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직접적으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간접적으로 소득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제조업 종사자 비율,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이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위암과 전립선암

과 관련이 있었다. 위암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 비율 변수

의 계수 값이 양수로 나타났고, 전립선암의 경우 회귀계수

가 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암의 발병에는 제조업 종사자

가 근무하는 작업 환경이, 전립선암의 발병에는 비제조업 

종사자가 근무하는 작업 환경이 영향을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

체암, 대장암, 유방암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대장암

과 유방암의 경우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변수의 회귀계

수 값이 양으로 나왔는데,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장암과 유방암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대장암과 유방암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임을 시사

한다. 대장암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을수록 장시

간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하는 시간도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대졸 이상 인구 비율 변수는 전체암,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의 경우 대졸 

이상 인구 비율 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음수로 나왔고, 전립

선암과 유방암의 경우는 회귀계수 값이 양으로 나왔다. 이

는 간암의 경우 저학력일수록 많이 발병하는 유형의 질병

이며,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많이 발병

하는 유형의 질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과 경제

적 수준을 연관 짓는다면 간암은 비교적 저학력의 낮은 경

그림 2. 각종 암과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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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서 주로 발병하며, 전립선암과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높은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질병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 요인 중에서는 의사 1인당 인구수, 고위험 음주율, 

현재 흡연율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인구수는 대장암, 위암과 관련이 있었고, 대장암과 위암 

모두 의사 1인당 인구수 변수의 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났

다.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는 것을 함의하는데, 암 발생률이 1인당 인구수

와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높은 의료 접근성을 

가진 지역일수록 암 검진 가능성이 높아져 암 발생률이 높

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험 음주율은 간암, 유방암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암과 유방암 모두 

고위험 음주율 계수 값이 암 발생률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와 간암, 유방암의 발생이 관

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공간적 의존성을 가정하지 않은 

기존의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가

정하더라도 그 관계가 유의한 사실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흡연율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과 관련이 있

었다. 갑상선암의 경우 암의 발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과는 달리 흡연율과 부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떠한 요인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인지 향후에 연

구가 더 필요하다. 대장암과 폐암은 흡연율과 정적인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율과 두 암의 발병이 공간적

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 중 

녹지 비율 비율은 전체암, 갑상선암, 간암과 유의미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 비율의 회귀계수 값은 

모두 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녹지 비율이 높을수록 암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두에서도 언급하

였듯이 이상에서 기술한 각종 암 발생률과 지리·환경적 

요인 사이의 관계는 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지

역의 제반 특성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의미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암 발생의 공간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암 발생과 그에 영향을 주는 지리·환경

적 요인을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전역적 Moran’s I 통계량과 LISA 분석을 통해 전

체암과 주요 7가지암 발생에 공간적 자기상관의 존재여부

를 확인하였다. 전역적 Moran’s I 값을 확인한 결과 전체암

을 비롯한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에서 암 발생에 공간적 의존성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암 유형별 지역적 공간 군집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각 

암의 LISA Cluster map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암, 대장

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에서 HH지역이 경상북도 

북부에서 전라남도 남부로 이어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

었고, LL지역은 대체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반대로 HH지

역이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LL지역이 강원도 남부

와 강원도 북부, 전라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HH지역이 서울의 

일부와 대구, 전라남도에서 나타났고, LL지역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과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 북부, 경기도 동

부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OLS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각 암의 발생과 그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리·환경적 요인들과의 연

관성을 분석하였다. OLS 회귀모형의 추정값을 분석한 결

과 간암과 유방암을 제외한 전체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

암, 폐암, 전립선암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수의 효과

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

의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령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각 암의 조

발생률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만을 이용하여 OLS 회귀분

석을 수행하여 연령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표준화 잔

차를 종속변수로 하여 나머지 설명변수들과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추정결과 전체암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암에서 

연령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새로운 지리·환경적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폐암에서 두드러

졌는데, 폐암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포함하여 모

든 변수를 고려하였을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만이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지만, 연령 효과를 통제할 경우 현재 

흡연율,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성비, 아파트 비율 등의 변

수들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대장암이나 위암의 경

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셋째, OLS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추정 결과가 공간적 

관점에서도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해 공간회귀모형인 

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모

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

할 경우 대체로 변수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 OLS 회귀

분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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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변수들이 공간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암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공간

모형을 토대로 연령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암 발생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하면, 전체암에서는 공간오차모형

이 가장 적합하며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대졸 이상 인

구 비율, 80년 이전 건축물 비율,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에서는 공

간시차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현재 흡연율만이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에서는 공간오차모

형이 가장 적합하며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인구 밀도, 현재 흡연율에서 정적으로 영향

을 주었으며, 의사 1인당 인구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위암의 경우 공간시차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제조업 종사

자 비율,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은 정적인 영향을, 의사 1인

당 인구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의 

경우 공간오차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성비, 95년 이전 건축

물 비율, 현재 흡연율 등이 정적인 영향을, 아파트 비율은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에서는 공간

시차모형이 적합하며 95년 이전 건축물 비율, 고위험 음주

율이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대졸 이상 인구 비율과 

녹지 비율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전립선암에서는 공간

시차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성비,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은 정

적인 영향을, 아파트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에서

는 공간오차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인구 밀도, 가구당 자동

차 등록대수, 대졸 이상 인구 비율, 현재 흡연율과 정적인 

관계를, 성비, 아파트 비율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암 발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시군구와 

같은 보다 상세한 공간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그리고 연령 효과를 통제하고 공간적 의존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존 회귀분석에서 포착할 수 

없었던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

별성을 지닌다. 연구 결과, 암의 발병과 일부 주요 위험요

인 간에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각 암

의 발병에 어떤 지리·환경적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

는지 공간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암의 극복과 예방을 위해서 지역 차원

에서 어떤 지리·환경적 요인들을 개선할지에 대한 유의

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암의 발병에 관련해 지역의 

취약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보건 대책을 세우

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분석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본 연

구에서 연령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암 조발생률을 종속변수로, 공간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이 

통제된 잔차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연령표준화암발

생률을 종속변수로 이용하면 연령 효과를 통제하는 번거

로움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잔차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

는데, 잔차에는 음의 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선형모형

(GLM)과 같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선정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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