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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 근막염의 계절성에 대한 인터넷 검색어 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연관성
황석민, 이금호, 오승열
서울적십자병원 정형외과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Search Query Data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Data for Seasonality of Plantar Fasciitis
Seok Min Hwang, Geum Ho Lee, Seung Yeol Oh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Red Cross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are seasonal variations in the number of plantar fasciitis cases from the database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an internet search of the volume data related to plantar fasciitis and whether
there are correlations between variations.
Materials and Methods: The number of plantar fasciitis cases per month was acquired from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9. The monthly internet relative search volumes for the keywords ‘‘plantar fasciitis”
and ‘‘heel pain” were collected during the same period from DataLab, an internet search query trend service provided by the Korean
portal website, Naver. Cosinor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seasonality of the monthly number of cases and relative search
volumes, and Pearson and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Results: The number of cases with plantar fasciitis and the relative search volume for the keywords “plantar fasciitis” and “heel pain” all
showed significant seasonality (p<0.001), with the highest in the summer and the lowest in the winter. The number of cases with plantar fasciitis wa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relative search volumes of the keywords “plantar fasciitis” (r=0.632; p<0.001) and “heel
pain” (r=0.791; p<0.001), respectively.
Conclusion: Both the number of cases with plantar fasciitis and the internet search data for related keywords showed seasonality, which
was the highest in summer. The number of case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internet search data for the seasonality of
plantar fasciitis. Internet big data could be a complementary resource for researching and monitoring plantar fasciitis.
Key Words: Plantar fasciitis, Heel pain, Internet, Big data, Seasonality

서

론

족저 근막염은 발바닥 발뒤꿈치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일
생 동안 약 10% 사람들이 겪는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2)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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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요하는 전체 족부 증상 중에서 약 11%∼15%
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다.3) 일반적으로 호발 연령은 40∼60세이
며 위험 인자로는 과도한 달리기, 비만, 장시간 서거나 걷는 직업, 편
평족, 요족, 하지 부동, 족관절 배굴 운동제한, 아킬레스건 단축 등이
있다.1,2) 족저 근막염의 계절성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국내 연구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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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의 일차진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네이버에서 검색어 트렌드 정

연구에서는 족저 근막염의 발생률이 9월과 10월에 가장 높게 나타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DataLab (https://datalab.naver.com)은

4)

나는 계절적 변동성을 보고하였다. 족저 근막염의 발생률은 대규모

2016년 1월부터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여 이때부터 조사하였고, 건

환자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이런 조사 방식은 자료 수집, 정리 및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통계정보는 검색 시점에서 8개월 전까지의

데이터 산출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자료가 조회 가능하여 2019년 12월까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공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엔진에 검색어를 입력함으로
5)

써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은

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심의면
제를 승인받았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되
고 있다.6) 최근에는 의학 연구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성되

2. 연구 방법

는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 정보들이 환자 대상 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

사, 의무 기록 확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 취득 방식을 보완할

병 코드별로 월별 환자 수, 청구건수, 내원일수, 급여비용 총액 등

7)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어의 검색량 정보를 이

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통계정보에서

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질병 역학, 건강 관련 행동, 대중적 관심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질병코드가 족저 근막염(M722)

6-8)

인터넷의 발달로 인

인 데이터를 전체 성별, 전체 나이로 조건 설정하여 조회하였고, 이

해 사람들이 신체적 이상 또는 통증이 발생하거나 질병을 진단받으

중 월별 환자 수를 확인하였다. 이 환자 수를 다시 성별로 구분하였

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료 정보를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

고, 또한 나이대별로도 구분하여 각각의 환자 수를 확인하였다. 계절

기 때문이다. 건강 관련 연구에서 인터넷 검색량 데이터를 사용하기

별 분류는 3∼5월은 봄, 6∼8월은 여름, 9∼11월은 가을 그리고 12∼2

위해서는 인터넷 데이터가 질병의 실제 중등도나 유병률을 실시간으

월은 겨울로 구분하였다. 국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건

로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수 자료가

질병의 인터넷 검색량 데이터와 실제 질환 발생량 데이터 사이의 연

실제 환자 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4)

이 연구들을 통해 기존의 조사 방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인터넷 검색엔진 점유율은 네이버

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 및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검

가 58.1%∼85.8%로 가장 높다.15) 따라서 네이버에서 검색한 양이

색 정보는 실시간으로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게다가 비용도 저렴

국내 인터넷 검색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검색어의 상대

하면서 실제 질환의 발생 상태를 유의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적 검색량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빅데이터

여주었다.

서비스인 DataLab을 이용하였다. DataLab은 네이버에서 특정 검

관성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국내에도 인터넷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일별, 주별, 월별로 각각 합산하여 조회 기간

이용한 검색량 데이터와 실제 질환 발생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한 상대적인 검색량(relative search

11-14)

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에 대한 조사였고, 근골

volume) 지수를 제공한다. 검색어는 질환명인 ‘족저 근막염’과 족

격계 질환의 실제 발생량과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인터

저 근막염의 주요한 연관 검색어인 ‘발뒤꿈치 통증’으로 정하였다.

넷 검색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DataLab의 검색어 트렌드에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족저 근막염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체 성별, 전체 연령으로 조건 설정 후 검색어 ‘족저 근막염’ 및 ‘발

환자 수 자료와 국내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

뒤꿈치 통증’에 대한 각각의 월별 상대적 검색량을 수집하였다. 또

naver.com)의 ‘족저 근막염’ 검색어 트렌드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한 검색자 조건 설정을 변경하여 성별 및 연령별로 각각의 월별 상대

계절적 변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자료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

적 검색량을 조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족저 근막염의 인터넷 빅데이터가 실제 임상

공하는 의료통계정보에서 확인한 월별 족저 근막염 환자 수 및 검색

자료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어 ‘족저 근막염’, ‘발뒤꿈치 통증’의 월별 상대적 검색량이 계절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월별 환자 수와 검색어별 상대적 검

대상 및 방법

색량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전체 환자, 성별, 연령별로
각각 분석하였다. 다만 네이버 DataLab에서는 10대의 연령 분류를

1. 연구 대상

12세 이하와 13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

의 10대(10∼19세) 연령층과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

원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족저 근막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와 네

다. 따라서 연령대별 분석에서 10대는 제외하였고 20대 이상에 대

이버에서 제공하는 ‘족저 근막염’, ‘발뒤꿈치 통증’ 검색어 데이터를

해서만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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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실시하였다. Cosinor 분석의 유의수준은 다중 검정으로

3.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R version 3.6.1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및 IBM SPSS ver. 25.0 (IBM

인한 false discovery rate를 억제하기 위해 p<0.025로 설정하였고,
피어슨 및 스피어만 상관분석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환자 수와 인터넷 검색
량의 계절성 확인을 위해서는 cosinor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군 간

결

과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증을 실
시하였고,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변수끼리는 피어슨 상관분석

족저 근막염으로 진단된 월별 환자 수를 확인한 결과, 여름에 환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규성 가정을 만

자가 가장 많았고 겨울에 가장 적었다. 월별로는 8월에 환자가 가장

족하지 못하는 변수를 포함한 상관분석에서는 비모수(non-para-

많았고 2월에 가장 적게 나타났다(Fig. 1A). 검색어 ‘족저 근막염’과

metric) 상관분석인 스피어만 상관분석(Spearman correlation

‘발뒤꿈치 통증’에 대한 각각의 월별 상대적 검색량 역시 여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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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ime series plots for plantar fasciitis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9.
(A) The number of plantar fasciitis cases. (B)
The relative search volume for “plantar fasciitis”. (C) The relative search volume for “hee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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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고 겨울에 가장 적었다(Fig. 1B, C). 월별로는 ‘족저 근막염’은

체 월별 상대적 검색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632,

7월이 가장 많았고 1월이 가장 적었다. ‘발뒤꿈치 통증’은 8월이 가

p<0.001). 족저 근막염의 남자 및 여자 월별 환자 수는 검색어 ‘족저

장 많았고 12월이 가장 적었다.

근막염’의 남자 및 여자 월별 상대적 검색량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

Cosinor 분석 결과 족저 근막염 환자 수는 8월에 최고로 높았고

관관계를 보였다(r=0.886, p<0.001; r=0.857, p<0.001). 20세 이상 연

2월에 가장 낮은 유의한 계절성을 보였다(amplitude [A]=8,523.97,

령대별 월별 환자 수와 ‘족저 근막염’의 월별 상대적 검색량 간의 분

phase month [P]=7.9, low point month [L]=1.9; p<0.001). 그리

석에서도 20대(r=0.827, p<0.001), 30대(r=0.870, p<0.001), 40대

고 검색어 ‘족저 근막염’의 상대적 검색량(A=14.15, P=6.9, L=0.6,

(r=0.787, p<0.001), 50대(r=0.800, p<0.001), 60대 이상(r=0.877,

p<0.001)은 7월에 최고, 1월이 최저의 결과를 보이는 유의한 계

p<0.001)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절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검색어 ‘발뒤꿈치 통증’의 상대적 검색량

2). 그리고 족저 근막염의 전체 월별 환자 수와 네이버 DataLab의

(A=9.69, P=7.1, L=1.1; p<0.001)도 7월에 최고, 1월에 최저를 나

검색어 ‘발뒤꿈치 통증’의 전체 월별 상대적 검색량 간에도 유의한

타내는 유의한 계절성을 보였다(Fig. 2, Table 1).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고, 검색어 ‘족저 근막염’보다 더 높은 상

상관관계 분석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족저 근막염의 전

관계수를 보였다(r=0.791, p<0.001). 족저 근막염의 남자 및 여자

체 월별 환자 수는 네이버 DataLab의 검색어 ‘족저 근막염’의 전

월별 환자 수는 검색어 ‘발뒤꿈치 통증’의 남자 및 여자 월별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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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lots of the cosinor model for the seasonal variation of plantar
fasciitis. (A) The number of plantar fasciitis cases. (B) The relative search
volume for “plantar fasciitis”. (C) The relative search volume for “heel pain”.

Table 1. Seasonal Variation in the Number of Plantar Fasciitis Cases and in the Search Volume Data by Naver from 2016 to 2019 Using the Cosinor Analysis
Variable
No. of plantar fasciitis cases
RSV of “Plantar fasciitis”
RSV of “Heel pain”

Amplitude

Phase month

Low point month

p-value

8,523.97
14.15
9.69

7.9
6.9
7.1

1.9
0.6
1.1

<0.001
<0.001
<0.001

RSV: relative search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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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Plantar Fasciitis Cases and the
Relative Search Volume for ‘Plantar Fasciitis’ by Naver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Plantar Fasciitis Cases and the
Relative Search Volume for ‘Heel Pain’ by Naver

Variable

r

p-value

Variable

r

p-value

Total
Sex
Male
Female
Age (yr)
20~29
30~39
40~49
50~59
≥60

0.632

<0.001

0.791

<0.001

0.886
0.857

<0.001
<0.001

0.841
0.802

<0.001
<0.001

0.827
0.870
0.787
0.800
0.877

<0.001
<0.001
<0.001
<0.001
<0.001

Total
Sex
Male
Female
Age (yr)
20~29
30~39
40~49
50~59
≥60

0.651
0.840
0.693
0.653
0.692

<0.001
<0.001
<0.001
<0.001
<0.001

검색량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841, p<0.001;

이 연구들을 통해 인터넷 검색량이 실제 질환의 발생을 유의하게 반

r=0.802, p<0.001). 20세 이상 연령대별 월별 환자 수와 ‘발뒤꿈

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네이버 DataLab에

치 통증’의 월별 상대적 검색량 간의 분석에서도, 20대(r=0.651,

서 제공하는 검색어 ‘족저 근막염’과 ‘발뒤꿈치 통증’의 월별 상대적

p<0.001), 30대(r=0.840, p<0.001), 40대(r=0.693, p<0.001),

검색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족저 근막염 월별 환자 수와 유의

50대(r=0.653, p<0.001), 60대 이상(r=0.692, p<0.001) 모든 연령

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남,

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여 모두 높은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 20대 이상의 연령대별 상관관
계 분석에서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고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령대별로도 상관계수에 큰 차이가

찰

없었다. 이를 통해 증상 발생 시 인터넷을 통한 검색 행위가 남녀 간
본 연구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에도 차이가 없고, 또한 연령 간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자료에 기반한 족저 근막염 월별 환자 수가 여름에 가장 많이 증가

있었다. 그리고 ‘족저 근막염’과 ‘발뒤꿈치 통증’의 검색량은 각각 7,

하고 겨울에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

8월에 가장 많았고, 1, 12월에 가장 적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4)

다. Rasenberg 등 은 네덜란드의 일차진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족저 근막염 월별 환자 수는 8월에 가장 많고, 2월에 가장 적게 나타

여 족저 근막염의 발생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났는데 이는 검색량 결과와 유사하지만 약 1달 정도 늦게 발생하는

들은 족저 근막염의 발생이 9, 10월에 가장 많고, 겨울에 가장 적다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환자들이 처음 증상을 느끼면 우선적으로

고 보고하였다. 족저 근막염은 장시간 보행이나 달리기와 같은 신체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이후 의료기관을 찾거나 또는

1,2)

활동이 많은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체 활동이 많아

지는 계절에 족저 근막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Tucker와 Gil16)

상급의료기관의 경우 진료 예약 후 일정 시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해
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liland 는 8개 국가에서 총 291,8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7개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연구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결과, 신체 활동은 계절과 날

의 2018년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individuals using

씨에 영향을 받아 변동한다고 보고하였다. 신체 활동의 수준이 계절

the internet)은 95.1%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

적으로는 봄과 여름(4∼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겨울에는 감소

람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고 있다.19) 따라서 국내에서

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체 활동이 7, 8월에 정점

는 인터넷 검색이 대다수 사람들의 행동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족저 근막염의 발생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증상 및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찾기

이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계절적으로 신

위해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하여 검색이 증가

체 활동이 여름에 증가하고, 겨울에는 감소하는 변동성과 연관이 있

할수록 검색 데이터는 실제 현실 데이터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족저 근막염’보다 ‘발뒤꿈치 통증’

기존 인터넷 검색 데이터를 의학연구에 이용한 경우는 대부분 감

의 검색량이 실제 환자 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일

10-14)

최근에는 대상이 확장되어 폐

반인(비의료인)이 인터넷 정보 검색 시 질환명보다는 본인의 증상을

등 다양한 비감염성 질환을 대상

검색어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검

으로 인터넷 검색량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색어 데이터를 조사할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검색어를

염성 질환을 위주로 시행하였다.
9)

17)

암, 요로 결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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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는 것이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정보 수집 방법은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하
지만 시간, 비용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인터넷 빅데이터

환자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터넷 빅데이터는 족저 근
막염의 연구와 모니터링에 보완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는 대부분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비용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실제 질병에 대한 정확하

ORCID

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자료의 수집 및 가공에 시간이 걸리
므로 실제 정보를 알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인

Seok Min Hwang, https://orcid.org/0000-0002-8594-5745

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트렌드 정보는 실시간으로

Geum Ho Lee, https://orcid.org/0000-0001-7775-3017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임상적 의미는 족저 근막염의
계절적 변동성에 대해 대표적인 정보 수집 방식인 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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