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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가 회귀모형을 이용한 지역사회 특성과 

우울증의 계 분석

주요어 :우울증,우울감 경험률,공간  자기상 성,지리가 회귀모형,

지역사회건강조사,건강형평성

학  번 :2011-22109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해 국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

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학계획인 

Health Plan 2020을 발표하 다. Health Plan 2020은 「온 국민이 함께 만

들고 리는 건강세상」을 비 으로 삼고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총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형평성의 확보는 건강불균등을 해소하여 건강수 을 상향평 화하

는 것이며 불균등은 지역에 따라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지역마

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구

성  요인과 지역마다 개인의 건강 수 에 향을 미치는 사회 , 물리

 환경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수 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는 맥락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건강지표  건강결정요인이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강수 에 한 지역별 요인 분석에 한 연구

사례는 드문 실정이며 국내 지역간 변이 요인에 한 연구는 만성질환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오늘날 건강을 하는 비감염성질환  만성질환은 

재, 많은 사람들이 심을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꾸 히 리하는 단계

에 이르 다.이에 비해 정신질환은 개인 수 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한 인지율  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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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실정이다.특별히 정신질환  가장 흔한 우울증의 경우 집단의 

특성간 발생 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근을 통한 연구가 요

구된다.

 이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지역  변이요인을 분석하

여 지역별 재가 필요한 건강결정요인을 악하고, 나아가 우울증 사례

뿐만 아니라 보건 역에서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다른 건강수

 사례에도 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방법론  연구결과제시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2011년,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리가

회귀모형을 통해 지역별 건강행태,이환,사회․물리  환경과 우울증의 

연 성을 분석하 다.변수선정은 1단계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기

존 연구에서 우울증과 련 있는 것으로 단된 지표를 우선 으로 선별 

하 으며 2단계에서 상 분석을 통해 우울증과 상 성이 있는 변수를 분

석 상에 포함시켰다.이의 변수들에 해 Moran의 I지수를 산출하여 

공간  자기 상 성을 확인하 고 공간  지리가 회귀분석의 타당성을 

단하여 ArcGIS10.1을 사용하여 지리가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지리

가 회귀분석은 다 공선성에 한 엄격한 기 이 용되므로 모형에 포

함되는 변수에 역별 편향이 없도록 변수들을 건강행태,이환,사회․물

리  환경 역으로 분류하여 각각 지리가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역

별 향력이 큰 변수들을 선별하여 최종모형을 구성하 다.

1단계 변수 선정을 통해 선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  50개 지표

의 상 분석 결과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연 성을 보인 

변수는 흡연 역 2개,음주 역 3개,신체활동  운동 역 4개,식생활 

역 2개,정신건강 역 3개,이환 역 8개,의료서비스 역 1개,사

회․물리  환경 10개로 총 33개 변수를 인과분석의 상 변수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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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속변수 외 33개의 변수는 부분 통계 으로 유의하게 공간  

양의 자기상 계를 보 으며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우울감 경험률의 경

우 Moran의 I지수가 0.34로 군집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변수들을 건

강행태,이환,사회․물리  환경 역으로 분류하여 각각 지리가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건강행태 역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변수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는 지역에 따라 간 흡연 노출률 는 스트 스 인지율이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 다.이환 역에서 우울증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심근경색증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 

지역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사

회․물리  환경 역에서는 지역사회 신뢰 환경이 가장 향을 많이 미

치는 것으로 신뢰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역별 향이 높은 변수들로 최종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우울

증에 향을 미치는 순 에 따라 ①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

알 르기성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스

트 스인지율 > 교통 환경 ②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아

침식사 빈도 주 1~2>,알 르기성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스트

스인지율 > 교통 환경과 같이 2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분류 

결과,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동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그룹 ①에 

해당하 다.

모든 분석은 지리가 회귀분석의 타당성확인  변수별 유의성 검정

을 해 OLS회귀분석값과 비교하 으며 R2와 AIC를 통해 OLS회귀분

석 모형의 사용보다 지리가 회귀모형의 사용이 합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 의 생태학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을 비롯한 지역단 보건 련지표는 지역별 군



-iv-

집 특성이 있었으며 지역별 건강행태,이환,사회․물리  환경은 지역의 

우울증 발생과 유의미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우

울증과 연 성이 있는 지표의 우선순 는 지역별 차이가 있음이 밝 졌

다. 한 연구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우울증과 연 이 있다고 밝 진 

여러 변수들은 기존의 연구 사례와 동일한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 으며 

이들의 지역  특성에 따른 우선순 를 제시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나아가 공  보건 역의 의미 있는 다른 사례에 동일한 연구

방법론  연구결과 제시 방안을 용함에 따라 지역의 건강수 향상 

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 자료의 제공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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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해 국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

법을 제정하 다. 이를 근거로 2002년 제1차, 2005년 제2차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 수립을 거쳐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학계획인 Health 

Plan 2020을 발표하 다. Health Plan 2020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리는 건강세상」을 비 으로 삼고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

성 확보’를 총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형평성 확보는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의미하며 건강불평등이란 인구

집단 간 건강상태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윤태호 et 

al. 2010). 불균등의 격차를 여 건강수 을 상향평 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 으로 국민의 건강수 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궁극 으

로 온 국민의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건강불평등이 흔하게 나타나

는 형태  하나로 지역간 차이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역마다 서

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구성  

요인과 지역마다 개인의 건강 수 에 향을 미치는 사회 , 물리  환

경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수 에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맥

락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Berkman et al. 2000).

 실제로 많은 건강 련지표  건강결정요인이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

다(고수정. 2010; 김순양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수 의 지

역별 요인 분석에 한 연구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를 

고려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거의 부분 만성질환에 한해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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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석향숙 et al. 2013; 김유미 et al. 2014a; 김유미 et al. 2014b; 김

유미 et al. 2015a; 김유미 et al. 2015b). 오늘날 건강을 하는 비감염

성질환  만성질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심을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도 꾸 히 리하는 단계에 이르 으나 정신질환은 개인 수 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한 인

지율  리율이 낮은 실정이다(이진향 et al. 2011). 특별히 정신질환 

 가장 흔한 우울증의 경우, 집단의 특성간 발생 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노병일 et al. 2003; 남일성 et al. 2014) 지역간 차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역별 근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우울증은 고 압이나 당뇨병, 염, 요통 등과 같은 만성질환보다 개

인의 사회 , 신체  안녕을 더욱 손상시키는 질환으로 밝 진 바 있으

며(Wells KB et al. 1989), 가족 계, 사회생활 등에 부정 인 향을 미

쳐 반 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애를 유발하여 유병자  10-15%

는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다(The World health 

Report. 2001). 자살시도자의 50-87% 가량이 자살시도 당시 우울감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병훈. 2006) 우울증 환자의 자살 험도가 정상

인보다 20배 높다는 연구결과(Oquendo MA et al. 2002) 등과 같이 우울

증은 자살시도의 주요 원인질환으로 알려져 있다(Hunt et al. 2006; Mann 

et al. 2005). 국제 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 ,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표 화 자살률 평균은 인구 100,000명 당 12.1

명인데, 한국의 경우 27.3명으로 평균 자살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

록하 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주요국  가장 높았으며 1990년 약 

100,000명당 10명 미만이었으나 이후 20여 년 간 꾸 히 증가 추세를 보

여 2002년 이후 재까지 1 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

증치료에 쓰이는 항우울제(Antidepressant drug) 소비량은 1천 명 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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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efined daily dose)로 28개 조사국  두 번째로 낮았으며 OECD 

평균은 58DDD로 한국의 3배에 달하는 수 을 기록했다(OECD Health 

Statistics. 2015). 이는 우울증의 리가 낮은 실정임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직장인 일인당 노

동손실은 4,426 USD로 나타났으며(Kessler el al. 2006)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으로 인해 직장인 체 여의 26%의 노동 능력 상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 졌다(Kim et al. 2007). 한, 국제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s, GBD) 연구 결과 291개 질병의 장애보정손실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 순 는 1990년을 기 으로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이 15 으며(Murray et al. 2013) 2010년 11 로 높

아졌다. 특히 장애보정 손실년수(DALY)는 조기 사망에 따른 손실년수

(Years of Life Lost, YLL)와 장애생활년수(Years lived wity Disability, 

YLD)의 합으로 산출되는데, 이 때 장애생활년수의 순 는 1990년 3 , 

2013년 2 로(vos et al. 2015) 높아졌으며, 이의 결과를 통해 우울증이 

직 으로 사망에 미치는 향은 치명 이지는 않지만 건강한 삶의 측

면에서는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부정  결과를 

래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 인 국가 발 의 

차원에서도 리가 필요하다.

 우울증은 성별, 연령 등 개인의 생물학  취약성(Joormamm et al. 2014; 

ØStergaard et al. 2012), 지역사회 신뢰환경(De Silva, Mary J. et al. 

2007; Wang, Hongmei et al. 2009), 사회활동 참여(Choi MY. 2008) 등의 

사회  자본(Kim YH, Kim SS. 2008; Rho BI, Kwak HK. 2005), 만성질환

여부(Kang DA. 2005; Jung HS. 2007), 흡연(Kim Tae Suk et al. 2007), 음

주(김록범 et al. 2011), 운동, 수면 시간 등 다양한 건강행태와 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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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이의 요인들은 부

분 지역별 상이한 분포를 나타냈으며(질병 리본부, 2015) 이에 따라 우

울증 발생 양상에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특별히 맥락

 요인은 재가 가능한 요인이므로 이를 악하는 것은 건강증진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

 이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지역  변이요인을 분석하

여 지역별 재가 필요한 건강결정요인을 악하고, 나아가 우울증 사례

뿐만 아니라 보건 역에서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다른 건강수

 사례에도 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방법론  연구결과제시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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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지역별 우울증의 분포를 악하고 이와 련 있는 지역 보건 

지표를 찾아 효과 인 재의 단 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우리나라 체 시군구 단 로 수집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 본 연구의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 단 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우울증 발생 황을 악

한다.

 둘째, 지역 간 우울증 발생과 련 있는 주요 요인을 악한다.

 셋째, 지역별 우울증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순 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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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본론

제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보건 지표는 지역별 군집 특성이 있다.

(2) 지역별 건강행태, 이환, 사회․물리  환경은 지역의 우울증 발생과 유

의미한 연 성이 있다.

(3) 우울증과 연 성이 있는 지표의 순 는 지역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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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재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근거로 시행되는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조사로서 국민건강증진계획  지

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 의 기 자료 생산과 더불어 

건강통계를 산출한다. 이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 으로 평

가하여 성공 인 지역보건의료 정책 수행하며 궁극 으로 지역주민의 건

강증진을 목 으로 한다(kang et al. 2015).

 이의 목 에 따라 질병 리본부가 2008년부터 매년 국 시․군․구 보건

소 할 지역 주민을 상으로 조사를 시행해 왔다. 표본의 크기는 매년 

약 22만 명으로 254개 보건소별 평균 900명이 조사되며 표본의 추출은 

가구단 로 하여 조사 상가구의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조사 상자가 

된다. 조사의 내용은 건강수 , 건강행태, 방 종  검진, 이환, 의료

이용, 사고  독, 활동제한  삶의 질, 보건기  이용, 사회물리  

환경, 개인 생, 여성건강, 교육  경제활동, 가구조사 등 보건학  의

의를 가지는 역을 포 한다. 조사문항  지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지표 수요도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하며 지표의 특성  활용성

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순환조사 체계가 도입되어 매년 조사하는 지표 

 항목과 2년  4년 주기로 조사하는 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조사는 2010년부터 컴퓨터면 조사(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CAPI)를 도입하여 일련의 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조사 상자의 

가구를 직  방문하여 1:1로 진행되는 면 조사이다. 따라서 조사의 기

획부터 자료 생산  과정에 걸쳐 질 리 체계와 지표를 통해 지속 으

로 조사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건강조

사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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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  단 인 시․군․구 단 로 수집되는 규모 자료라는 에서 큰 

장 을 지닌다(김 택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통해 지역사회특성과 우울증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재 시 에서 최신 가용 자료인 2013년 자료를 

기본으로 하 다. 그러나 주제의 특성상 여러 건강행태 련 변수와 종

속변수 간 역인과 발생 가능성이 상됨에 따라 종속변수는 2013년, 독

립변수는 2013년과 2011년 자료를 사용하여 두 해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이 때 변수  2년 주기 조사항목이 존재함에 따라 2011년 자료를 

상으로 하 다.

 본 자료는 매년 독립 인 표본으로 구성된 표 인 단면조사자료

(repeted cross-sectional survey data)라는 을 감안할 때 표본추출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김유미 et al. 2014b) 이

의 보완이 필요하 다. 한 지역보건사업은 장기  에서의 재이

기 때문에 다년자료의 활용이 더 타당한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에

서 우울증은 실제로 우울증 진단 기 을 반 한 “최근 1년 동안 연속

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 거나 망감 등을 느

낀 이 있습니까?” 에 한 응답값인 「우울감 경험률」로 조작  정의

하 으며 분석에 포함될 험요인은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하 다. 최종 

가용 변수는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총 50개 다. 시군구 지역의 수는 

2011년과 2013년 기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013년 기 의 행정구역 기 으로 지역의 정의를 조정하여 총 

251개 지역을 연구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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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흡연

가정실내 간 흡연노출률

최근 1주일(7일) 동안 가정의 실내에서 다

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이 있

는 사람의 분율

공공장소 간 흡연경험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

로 인한 간 흡연 경험률

직장실내 간 흡연 노출률

최근 1주일(7일) 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

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이 있

는 사람의 분율

재흡연율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는 “가끔 

피움”)의 분율

흡연시작연령 처음으로 담배 한 를 다 피운 평균 만 나이

음주

연간음주율
최근 1년(365일)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월간음주율
최근 1년(365일) 동안 한 달(30일)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

음주문제로 인한 

상담경험률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문제로 인해 상

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

음주시작연령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셔본 이 있는 

사람의 분율 

평생음주율
지 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이 있는 사람의 분율

재음주자의 고 험음주율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 는 맥

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

표 1.우울증 련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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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운동  

신체

활동

걷기실천율
최근 1주일(7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

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1주일(7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근력운동 신철율
최근 1주일(7일) 동안 2일 이상 근력운동을 

한 사람의 분율

등도신체활동실천율

최근 1주일(7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등도 신체활동

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

람의 분율

식생활

과일 섭취율
최근 1달(30일) 동안 과일(과일 주스 제외)

을 먹은 사람의 분율 

생채소섭취율
최근 1달(30일) 동안 생으로 먹는 채소( , 

샐러드, 생채소 무침)를 먹은 사람의 분율 

아침식사빈도 주 1~2회
최근 1주일(7일) 동안 아침식사빈도가 1~2

인 사람의 분율

비만  

체

조

비만: 정상체 률 정상 = 18.5≤BMI<25 인 사람의 수×100

비만율: 비만
비만(비만인구율) = BMI≥25 인 사람의 

수×100

비만율: 체 체  =BMI <18.5 인 사람의 수×100

정신

건강

스트 스로 인한 

정신상담률

스트 스로 인해 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이 있는 사람의 분율

스트 스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스트 스를 " 단히 많이" 

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365일) 동안 연속 으로 2주(14

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

의 분율

하루 평균 수면시간 

6시간 이하 비율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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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이환

고 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고 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

람의 분율

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염을 진단받은 50세 이상 사

람의 분율

뇌졸 ( 풍)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뇌졸 ( 풍)을 진단받은 50세 이

상 사람의 분율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

람의 분율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경험률
의사에게 심근경색증 진단받은 사람의 분율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사람의 

분율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알 르기비염을 진단받은 사람의 

분율

천식 평생 의사진단경험률 의사에게 천식을 진단받은 사람의 분율

심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심증을 진단받은 사람의 분율

우울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의 분율

의료이용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최근 1년(365일)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 있는 사람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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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사회

․

물리  

환경

사회 연결망(가족) 

한달에 1번 미만 연락

가장 많이 하는 가족과 한 달에 1번 미

만 연락하는 사람의 분율

사회 연결망(이웃) 

한달에 1번 미만 연락

가장 많이 하는 이웃과 한 달에 1번 미

만 연락하는 사람의 분율

사회 연결망(친구) 

한달에 1번 미만 연락

가장 많이 하는 친구와 한 달에 1번 미

만 연락하는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여가/ 활동 환경

한 달(30일)에 1번(1회) 이상 정기 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자선단체활동 환경

한 달(30일)에 1번(1회) 이상 정기 으로 

자선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종교활동 환경
한 달(30일)에 1번(1회) 이상 정기 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친목활동 환경
한 달(30일)에 1번(1회) 이상 정기 으로 

친목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교통 환경
지역의 사회 교통 환경에 한 정

으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도움 환경
지역의 사회  도움에 련한 환경에 한 

정 으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생활 환경
지역의 사회 생활환경에 한 정 으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신뢰 환경
지역의 사회 사람들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안 수  환경
지역의 사회 안  수 에 해 정 으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환경
지역의 사회 의료서비스 환경에 해 정

으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지역사회 자연 환경
지역의 사회 자연 환경에 한 정 으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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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분석방법

1.성․연령 표 화율 산출

 모든 지표는 정확한 지역 간 비교를 하여 연령별 성별 표 화를 하여 

사용하 다. 표 화는 2005년 추계인구를 사용하여 연령을 10세간격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 표 화 하 다. 직 표 화는 성․연령별 지표의 분율에 해당 구간의 

표 인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 다.

2.기 통계분석

 문헌고찰을 통해 선별한 우울증과 련된 지표의 2011년 표 화율과 

2013년 표 화율의 평균산출 후 이에 한 최솟값, 앙값, 평균값, 최댓

값을 통해 각 지표의 지역별 분포를 악하 다. 한 지역별 차이 악

을 해 최솟값과 최댓값의 비인 극단값비를 산출하 다. 본 분석에는 

SAS 9.3이 사용되었다.  

3.상 분석

 문헌고찰을 통해 선별한 우울증과 련된 지표와 종속변수인 “우울감 

경험률”의 연 성 확인을 해 상 분석을 하 다. 상 계수가 5% 유

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댓값 0.2 이상인 변수를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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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 으며 통계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변수  재의 가능성 

 보건학  의미가 큰 변수는 분석에 포함하 다. 분석에는 SAS 9.3이 

사용되었다.  

4.공간  자기상 성 분석

 지역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심의 기본이 되는 것은 특정 상에 

한 공간  분포이다. 본 연구 자료는 시군구 행정구역 단 로 수집된 

자료로서 실제 향요인이 행정구역 분류로 인해 차단될 수 있음에 따라 

물리  인 성 반 이 필요하며 이를 해 기본 으로 변량의 크기가 유

사한 지역끼리 서로 이웃하고 있는지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간  

자기상 성 분석이란 어떤 상의 공간패턴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서 그 상의 공간배열이 우연 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체계를 따라 

같은 변량을 가진 지역끼리 집 되어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

는 방법이다(Fotheringham et al. 2002). 공간  자기상 성에 한 계량

 분석은 1948년 Moran과 1949년 Krishna lyer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

며 1970년, 지리학자인 Tobler가 제 1법칙에서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과 련되어 있지만 가깝게 있는 것들일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보다 더욱 그 연 성이 크다.”는 개념을 정의하 다(Tobler. 1970). 그 

후 1973년 Cliff와 Ord는 공간  자기상 에 한 이론과 더불어 검정방

법을 정립하 다(Cliff et al. 1973). 공간  자기상 의 측정을 해서 공

간가 행렬(Spatial weighted matrix)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간 인 성을 기 으로 행렬을 구축하는 방법과 공간 거리를 기 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간 인 성을 기 으로 구축하는 행렬이 더 일

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간  자기상 성의 측정시 자료의 형태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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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형인지 등간 는 비율형인지에 따라 측정 방법을 달리한다. 수집된 

데이터가 이원화되어 측정되는 명목자료의 경우 계산 방법이 간편하지만 

많은 정보를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변량의 크기에 따라 순 화 

하거나 수치 그 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

간자료  비율자료의 공간  자기상 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1950년 

Moran에 의해 제안된 I 지수와 1954년 Geary에 의해 제시된 C 지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Sawada. 2001). 

 Moran의 I 지수는 공간 자료의 자기상 성 측정을 한 지표로 역

(global) 통계량과 국지 (local) 통계량으로 나 어진다. 역  통계량은 

연구 상 지역에서 유사한 값들의 반 인 군집 경향을 하나의 지표로 

요약하여 나타내며, 국지  통계량은 특정 지역을 심으로 주변에 유사

한 값들을 보이는 공간  군집 패턴을 세부 으로 나타냄으로써 특정 지

역들이 체의 공간  자기상 성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 지역 체의 공간  자기상 성의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역  Moran의 I 지수를 사용하 으며 다음의 수식 (1)

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1)

  지역 수

   지역
   지역
  평균값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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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의 I 지수는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1은 완 한 음의 자

기상 계, 1은 완 한 양의 자기상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값이 -1

에 가까운 음의 자기상  계를 가질 경우 높은 값과 작은 값을 가지는 

지역들이 규칙 으로 섞여 분포하는 공간패턴으로 해석되며 1에 가까운 

양의 자기상 계를 가질 경우 높은 유사값들이 갖고 있는 지역들이 공

간 으로 인 해 있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값이 0일 경우는 

값이 무작  패턴임을 의미한다(Keser et al. 2012). Moran의 I 지수에 

한 통계  유의성은 Z-socre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normality)과 임의성

(randomness) 검정을 하며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기 치와 분산이 계산

된다.

① 정규성의 검정

 


  ...........   (2) 

          
    

  ∑ 
  ...........   (3)   

② 임의성의 검정

 


  ...........  (4)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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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접합수

  


∑

 


∑ 


③ Z score 검정

   


 ...........   (6)   

 상기 식에 따라 Zc를 산출하여 귀무가설의 기각여부에 따라 정규성과 

임의성에 한 검정한다. 

 Moran의 I 지수는 큰 값들끼리 는 작은 값들끼리 군집되어 있는 경우

는 구분하지 못하는데 반해 Geary의 C 지수는 큰 값들의 군집시 값이 

높게 산출되고, 낮은 값들의 군집시 값이 작게 산출되는 장 이 있다.

 본 분석 단계에서는 등간척도로 측정된 공간패턴을 역  Moran의 I 

지수를 통해 악하 다. 특별히 종속변수의 Moran의 I 지수를 확인하

으며 상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

의 Moran의 I 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자기상 계가 있는지 확

인하여 지리가 회귀분석의 타당 여부를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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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리가 회귀분석

 지역별 특성으로 자료상 공간  이질성이 있는 경우 변수 간 인과 계

를 밝히기 한 일반 인 방법인 통 인 OLS 회귀모형을 통한 분석 

시 종속변수의 측치  오차값이 서로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종속변수가 나타내는 특성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공간  자기 상 성을 보인다면 OLS 회귀모형의 가정

에 배되므로 이러한 경우 공간  이질성을 가정하는 모형이 더 합하

다. 본 연구 자료의 변수들은 앞서 Moran의 I 지수를 통해 공간  자기 

상 을 확인하 음에 따라 지리가 회귀모형을 사용하 다. 지리가 회

귀모형은 역  통계치에 한 국지 인 상세화가 가능하여 단일한 하

나의 계수값을 산출하는 OLS와 달리 다양한 계수값을 산출할 수 있으며 

결과에 한 지도화가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이희연 외. 2015). 한 

공간  근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공간  이질성을 강조할 수 있다. 

지리가 회귀모형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7)

 


 
 

′   ′
   ′     ...........   (8)

   번째 종 변수

   번째 종 변수 지역적 특

  평균  고 산  독립정규 포 갖 차항

 공간행렬

 는 가 회귀최소제곱에 의해 산출되는 지역에 한 지리가 회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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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서 두 지역 간 거리로 측정된 공간행렬(W)과 결합되어 지역을 심

으로 이에 가까울수록 향을 크게 고려하게 된다. 공간행렬은 측값의 

거리에 기 한 가 치 벡터 를 포함하는 × 각행렬이다.

    

    
     

    

    ∈

  ...........  (9) 

상기한 공간행렬 구축 시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수 함수 는 

커  함수를 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수 함수의 경우 역폭이 커질수

록 동일한 거리에 한 가 치가 커지고 역폭이 작아질수록 동일한 거

리에 한 가 치 값이 0에 근 하게 되므로 역폭이 커져 가 치 값이 

1에 근 하게 되면 공간 인 이질성은 고려되지 않게 되어 OLS 회귀모

형과 유사하게 된다. 커 함수의 경우에는 공간속성의 값이 큰 지역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 치 값이 어들다가 역폭이 경계에 하면 

가 치가 0이 된다. 이때 역폭이란 가 치를 만들 때 속성값이 향을 

미치는 범 로 지리가 회귀모형은 가 치를 산출하는 커 함수의 형태

보다는 역폭 설정에 따른 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역폭의 설정이 

요하다. 역폭은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커 (fixed kernels)과 가변커

(adaptive kernels)로 구분이 된다. 일반 으로 고정커 은 연구 상을 

기 으로 표본이 되는 들이 규칙 으로 분포해 있을 때 사용하며, 가

변커 은 표본 들이 불규칙 으로 분포할 경우 사용된다. 

 이때 정한 역폭의 선택을 해 찰값과 추정값 간 차이인 교차검

증(cross validation, CV)값을 산출하여 값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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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그러나 직  설정하거나 자동 으로 계산되게 하는데 역폭을 직  설

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 으로 자동계산법을 선택한다

(Fothefingham et al. 2008). 역폭의 자동 설정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통해 모형의 합성을 단할 수 있는데 AIC

를 통해 역폭 선정뿐만 아니라 OLS 모형에 비해 지리가 회귀모형이 

더 합한가에 한 단을 할 수 있다. AIC는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계산되며 산출식의 Tr(s)는 지리가 회귀모형의 hat 행렬을 추 한 기록

이다. 

 
 

   ...........   (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가변  커 방식으로 역폭을 

설정하고 일반  사용이 용이한 AIC를 채택하여 모형의 합도를 정

하는 지리가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연구모형의 구축은 3개의 역으

로 구분하여 역별 분석 시행 후 역별 분석 결과를 통해 유의하게 

향이 있는 변수들로 최종연구모형을 구축하 다. 이는 엄격한 다 공선

성 기  용에 따라 모형에 우선 으로 포함되는 변수의 결정에 추가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되므로 역별 편향이 발생을 보완하기 한 방법이

다. 분석에는 ArcGIS 10.1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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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Z 수(Zscore)비교

 지리가  회귀분석을 산출된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타 지

역에 비해 향의 정도가 가장 높은 변수를 악하기 하여 지역별 회

귀계수들을 Z 수로 변환하여 변수 간 비교를 하 다.

 Z 수는 표 수의 하나로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수를 그 분포의 

표 편차로 나 어 상  의미에서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아래 식에 

의해 산출된다.

 


  ........... (12) 

  

변수별 지역의 Z 수를 산출하여 순 로 변환한 후 지역내 여러 변수 

 순 가 가장 높은 변수에 해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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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연구결과

1.기 통계분석

지역사회건강조사 변수  우울증과 련이 있다고 단된 변수의 시

군구별 값의 기 통계량을 분석하여 지역별 황을 악하 다. 종속변

수인 우울감 경험률은 국 평균은 5.07%로 나타났다. 안산시 상록구가 

10.8%로 가장 높았고, 울산 역시 동구가 1.0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극단값비가 2.13으로 지역 간 차이가 비교  높았다. 상  5%인 지역은 

경상도 4개 지역, 라도 7개 지역, 울산 역시 1개 지역, 인천 역시 1

개 지역이었으며 하  5%인 지역은 경기도 5개 지역, 서울특별시 5개 

지역, 경상도 1개 지역, 부산 역시 1개 지역, 충청도 1개 지역으로 나타

났다.

건강행태 역의 가정실내 간 흡연 노출률은 국 평균은 11.21%, 극

단값비는 5.12 으며  상  5%에 해당하는 지역은 인천 역시 3개 지역, 

라도 3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4개 지역, 경기도 1개 지역, 경상도 1

개 지역으로 특정 지역에 높게 분포되어 있었다. 음주와 련된 변수  

연간음주율은 국 평균 73.53%, 월간음주율을 58.18%, 음주시작연령은 

21.23세로 세 변수 모두 극단값비는 1.13~1.59로 나타나 타 변수에 비해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운동  신체활동 역의 변

수들은 극단값비의 범 가 4.33~15.13으로 지역별 차이를 크게 보 다. 

식생활 역의 과일섭취율의 경우 42.43%, 아침식사빈도 주1~2회의 경우 

5.94%로 식생활 역에서는 아침식사 빈도의 지역차가 비교  높았다. 

정신건강 역에서 지역간 차이가 가장 큰 변수는 스트 스로 인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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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기  통 계 량

Mean Min Max Std. 극단값비

우울감 경험률 5.07 1.05 10.80 2.13 1.77

가정실내 간 흡연 노출률 11.21 4.30 22.00 2.99 5.12 

연간음주율 73.53 53.25 82.75 5.93 1.55 

월간음주율 58.18 41.45 65.75 4.40 1.59 

음주시작연령 21.23 20.05 22.65 0.49 1.13 

걷기실천율 40.55 15.25 69.30 10.44 4.54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14.46 7.35 31.80 3.92 4.33 

근력운동 실천율 18.28 6.15 33.15 3.96 5.39 

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13.49 3.60 54.45 7.80 15.13 

과일 섭취율 42.43 20.95 69.00 7.68 3.29 

아침식사 빈도1~2 5.94 1.85 9.50 1.57 5.14 

스트 스로 인한 정신상담률 5.48 0.80 12.65 2.00 15.81 

스트 스인지율 27.11 15.05 35.55 3.89 2.36 

하루평균 수면시간 6시간 이하 비율 42.89 25.30 54.05 6.17 2.14 

고 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14.89 10.95 19.50 1.66 1.78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5.69 4.00 8.20 0.75 2.05 

뇌졸 ( 풍) 평생 의사진단경험률 1.08 0.50 2.20 0.29 4.40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경험률 0.79 0.25 1.40 0.23 5.60 

표 2.우울증 련 변수의 성별 연령별 표 화율 기 통계량

상담률로 국 평균은 5.48%로 높지 않으나 극단값비가 15.8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환 역의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고 압, 알 르기성 

비염,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천식, 뇌졸 ( 풍), 심증, 심근경색증 순

으로 높았으며 극단값비는 아토피피부염, 알 르기성 비염, 심근경색증, 

천식, 뇌졸 ( 풍), 당뇨병, 고 압 순이었다. 지역의 사회․물리  환경에 

한 만족도의 경우 가장 지역차이를 보인 변수는 지역사회 도움과 련

한 변수로 극단값비가 6.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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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기  통 계 량

Mean Min Max Std. 극단값비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2.88 0.30 6.15 1.02 20.50 

알 르기성 비염 평생의사진단경험률 12.88 1.85 21.25 3.70 11.49 

천식 평생 의사진단경험률 2.10 0.80 3.80 0.59 4.75 

심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1.06 0.40 1.95 0.28 4.88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13.61 2.70 25.30 3.41 9.37 

사회 연결망(이웃) 

한 달에 1번 미만 연락
33.31 0 68.70 17.61 0.00 

지역사회 여가/ 활동 환경 29.30 14.30 61.35 7.47 4.29 

지역사회  종교활동 환경 26.13 11.15 44.10 6.41 3.96 

지역사회  친목활동 환경 56.77 40.00 77.85 7.44 1.95 

지역사회  교통 환경 65.05 29.00 93.10 14.45 3.21 

지역사회 도움 환경 51.87 15.40 95.65 22.90 6.21 

지역사회 신뢰 환경 66.41 39.65 97.90 11.49 2.47 

지역사회 안 수  환경 75.35 48.50 95.05 9.56 1.96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환경 62.82 23.35 90.40 13.33 3.87 

지역사회 자연환경 80.30 36.60 97.80 11.5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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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우울감 경험률의 성별 연령별 표 화율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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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상 계수 P value

가정실내 간 흡연 노출률 0.24 0.0001

공공장소 간 흡연 경험률 0.41 <.0001

연간음주율 0.51 <.0001

월간음주율 0.46 <.0001

음주시작연령 -0.49 <.0001

걷기실천율 0.20 0.0011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0.29 <.0001

근력운동 실천율 0.55 <.0001

등도신체활동실천율 -0.35 <.0001

과일 섭취율 0.33 <.0001

표 3.우울증과 련 변수의 상 계

2.상 분석

우울감 경험률과 련이 있는 변수를 악하기 한 상 분석 결과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연 성을 보인 변수는 흡연 역 

2개, 음주 역 3개, 신체활동  운동 역 4개, 식생활 역 2개, 정신

건강 역 3개, 이환 역 8개, 의료서비스 역 1개, 사회․물리  환경 10

개로 총 33개 변수를 인과분석의 상 변수로 선정하 다. 34개 변수  

우울증과 가장 연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상 계수 0.65인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으며 연간음주율, 근력운동 실천

율, 아침식사빈도 1~2회, 스트 스인지율, 하루평균 수면시간 6시간 이하 

비율,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지역사회 신뢰환경이 상 계

수 0.5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연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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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상 계수 P value

아침식사빈도1~2 0.59 <.0001

스트 스로 인한 정신상담률 0.45 <.0001

스트 스인지율 0.57 <.0001

하루평균 수면시간 6시간 이하 비율 0.58 <.0001

고 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35 <.0001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21 0.0007

뇌졸 ( 풍) 평생 의사진단경험률 0.20 0.0011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경험률 0.37 <.0001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59 <.0001

알 르기성 비염 평생의사진단경험률 0.65 <.0001

천식 평생 의사진단경험률 0.41 <.0001

심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23 0.0002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0.40 <.0001

사회 연결망(이웃) 한 달에 1번 미만 연락 0.47 <.0001

지역사회 여가/ 활동 환경 0.41 <.0001

지역사회  종교활동 환경 0.24 0.0001

지역사회  친목활동 환경 -0.47 <.0001

지역사회  교통 환경 0.28 <.0001

지역사회 도움 환경 -0.47 <.0001

지역사회 신뢰 환경 -0.55 <.0001

지역사회 안 수  환경 -0.47 <.0001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환경 0.14 0.0253

지역사회 자연환경 -0.40 <.0001



-28-

변 수 명 Moran's I Z score p value

우울감 경험률 0.34 27.85 <.0001

우울증평생의사진단경험률 0.06 5.47 <.0001

가정실내 간 흡연 노출률 0.03 3.18 0.001886

공공장소 간 흡연 경험률 0.20 16.736188 <.0001

연간음주율 0.33 26.96 <.0001

월간음주율 0.32 26.0861 <.0001

음주시작연령 0.36 29.459516 <.0001

평생음주경험률 0.29 23.5164 <.0001

걷기실천율 0.37 30.2492 <.0001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0.06 5.39408 <.0001

근력운동 실천율 0.43 34.634041 <.0001

등도신체활동실천율 0.28 22.627235 <.0001

과일 섭취율 0.28 23.053 <.0001

아침식사빈도 1~2 0.37 30.087411 <.0001

스트 스로 인한 정신상담률 0.10 8.316251 <.0001

스트 스인지율 0.32 25.957428 <.0001

하루평균 수면시간 6시간 이하 비율 0.59 47.2999 <.0001

고 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59 47.2999 <.0001

표 4.우울증 련 변수의 공간 자기 상 계

3.공간  자기상 성 분석

변수들의 공간  연 성을 확인하기 한 공간  자기상 성 분석 결

과, 상 분석을 통해 선별한 부분의 변수가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양의 자기상  계를 보여 지리 가  회귀분석에 합하

다는 단을 하 다. 특히 종속변수인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Moran의 I 

지수가 0.34로 군집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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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Moran's I Z score p value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06 4.983583 <.0001

뇌졸 ( 풍)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03 3.045525 0.002323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04 3.827217 0.00013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54 43.125389 <.0001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42 34.144919 <.0001

천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12 10.257864 <.0001

심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07 5.809221 <.0001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0.00 0.378656 0.704943

사회 연결망(이웃) 한달에 1번 미만 연락 0.51 40.656439 <.0001

지역사회 여가/ 활동 환경 0.34 27.468532 <.0001

지역사회  종교활동 환경 0.44 27.468532 <.0001

지역사회  친목활동 환경 0.39 31.122194 <.0001

지역사회  교통 환경 0.41 33.377054 <.0001

지역사회 도움 환경 0.49 39.614313 <.0001

지역사회 신뢰 환경 0.50 40.423398 <.0001

지역사회 안 수  환경 0.31 25.416693 <.0001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환경 0.22 18.156994 <.0001

지역사회 자연환경 0.33 26.39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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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리가 회귀분석

(1)건강행태와 우울증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건강행태를 악하기 해 건강행태 역의 16

개의 변수  변수 간 다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아래의 식과 같이 선정하 다.

우울감경험    가정실내 간접흡연 출 

  아침식사빈도 주   

  스트레스 지 

  걷 실천  

 분석 결과, 가정실내 간 흡연 노출률이 높을수록,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인 사람들의 분율이 높을수록, 스트 스 인지율이 높을수록 통계

으로 유의하게 우울증과 련이 있었으며 걷기 실천율의 경우 p value가 

0.263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에 포함된 건강행태  우

울증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로 아침식

사를 잘 하지 않을수록 우울증 발생이 증가함이 나타났다. 

가정 실내 간 흡연 노출률은 강원도 지역에서 높게, 라남도 지역에서 

비교  낮게 나타났다. 아침식사 빈도의 경우 서울, 경기, 충청, 강원도 

지역에서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향이 비교  낮게 나타났다. 스트 스인지율과 걷기실천율은 수도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에  가장 큰 향을 요인의 지역 차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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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변수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 흡연 노출률과 스트 스 인지율이 지역별로 

향의 정도가 다르게 분포함을 보 다. 

모형

GWR

(N=251)

OLS

(N=251)

Mean Min Max Std. B p value

상수항 -2.46 -4.69 -0.89 1.30 -3.15 <.0001

가정실내 

간 흡연 노출률
0.11 0.06 0.15 0.02 0.08 0.003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0.44 0.31 0.54 0.08 0.48 <.0001

스트 스인지율 0.13 0.07 0.17 0.02 0.16 <.0001

걷기실천율 0.01 -0.02 0.03 0.02 0.01 0.263

모형

설명력

R2 0.53 0.48

R2
adj 0.50 0.47

모형 

합성
AIC 839.36 847.83

정규성 Jarque-Bera 19.0774*

등분산성 Koenker-Bassett 4.3914

표 5.건강행태와 우울증의 GWR OLS분석 결과

* :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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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실내 간 흡연 노출률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스트 스 인지율 걷기 실천율

그림 2.건강행태 변수의 성별 연령별 표 화율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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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실내 간 흡연 노출률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스트 스 인지율 걷기 실천율

그림 3.건강행태와 우울증의 지역별 GWR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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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병과 우울증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신체  질병을 악하기 해 이환 련 변수 

 변수간 다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아래의 식과 같이 선정하 다.

우울감경험    당뇨병 평생 사진단 경험 

  심근경색 평생 사진단경험 

  아토피피 염 평생 사진단 경험 

  알레 비염 평생 사진단 경험  

 

 이환 역의 변수  우울증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근경색

증이었으며 심근경색증 평생의사 진단 경험률이 평균 으로 1% 증가 시 

우울증이 1.43% 증가하는 것으로 다른 질병에 비해 향을 미치는 정도

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

도 지역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과 알 르기성 비염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질환의 증가에 

따라 우울증도 증가하 으며 당뇨병의 경우에는 그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평균 으로 1 

% 증가 시 우울증이 0.23%, 알 르기성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평

균 으로 1% 증가 시 우울증이 0.26% 증가하는 것으로 비슷한 향력을 

보 다. 그러나 향의 정도에 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토피피부

염의 경우 서울, 수도권지역이 높고 경상남도 지역이 낮았으나 알 르기

성 비염은 이와 반 의 경향을 보 다. 지역별 향의 정도 비교 결과, 

모든 지역에서 심근경색증이 이환 역  가장 크게 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아토피피부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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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알 르기성 비염, 경상도 지역에서는 

당뇨병이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GWR

(N=251)

OLS

(N=251)

Mean Min Max Std. B p value

상수항 -1.01 -1.67 -0.40 0.28 -1.26 0.060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23 0.13 0.36 0.05 0.26 0.215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1.43 0.81 1.74 0.30 1.37 0.000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23 0.00 0.36 0.10 0.29 0.014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26 0.21 0.26 0.01 0.23 0.000

모형

설명력

R2 0.52 0.50

R2
adj 0.50 0.49

모형 

합성
AIC 833.14 836.32

정규성 Jarque-Bera 5.7374

등분산성 Koenker-Bassett 5.2279

표 6. 질병과 우울증의 GWR  OL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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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그림 4.이환 역 변수의 성별 연령별 표 화율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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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분포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분포

아토피피부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분포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그림 5.질병과 우울증의 지역별 GWR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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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물리  환경과 우울증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사회․물리  요소의 악을 해 변수 간 다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아래의 식과 같

이 선정하 다.

우울감경험    지역사 통 경 

  지역사 신뢰 경 

  지역사 료 비스 경 

 사회․물리  환경 역의 변수 우울증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변

수는 지역사회 신뢰 환경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 ”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이 1% 증가함에 따

라 우울감 경험률은 0.08% 감소하는 것으로 보 다. 이는 OLS 회귀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향력이 큰 변수는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환경으로 “우리 동네의 의료서비스 여건(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등)에 해 만족한다.”의 질문에 “ ”로 응

답한 사람의 분율이 1% 증가하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우울감 경험률이 

0.03% 감소함을 보 다. “우리 동네의 교통 여건(버스, 택시, 지하

철, 기차 등)에 해 만족한다.”에 “ ”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인 지역

사회 교통 환경 변수는 1% 증가하면 우울감 경험률은 0.02% 증가하

으나 근소한 차이로 통계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 다.

 지역별 향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교통 환경과 신뢰환경에 따른 

향은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상도 

지역에서 비교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서비스 환경에 한 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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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권 지역은 비교  낮고 경상도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

GWR

(N=251)

OLS

(N=251)

Mean Min Max Std. B p value

상수항 10.63 9.78 10.98 0.34 10.74 <.0001

지역사회 

교통환경
0.02 0.01 0.03 0.03 0.03 0.05

지역사회 

신뢰환경
-0.08 -0.08 -0.06 0.01 -0.08 <.0001

지역사회 

의료서비스환경
-0.03 -0.04 -0.02 0.00 -0.03 0.02

모형

설명력

R2 0.35 0.31

R2
adj 0.33 0.35

모형 합성 AIC 905.070 913.911

정규성 Jarque-Bera 5.5818

등분산성 Koenker-Bassett 6.5394

표 7.사회․물리 환경과 우울증의 GWR OLS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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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교통 환경

지역사회 신뢰환경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환경

그림 6.사회․물리 환경 변수의 성별 연령별 표 화율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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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교통 환경

지역사회 신뢰환경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환경

그림 7.사회․물리 환경과 우울증의 지역별 GWR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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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사회 특성과 우울증

 지역사회의 여러 보건학  특성  우울증에 향 미치는 요인을 다각

으로 악하기 각 역별 향력이 높은 변수로 최종 모형을 확정하

다. 분석에 사용된 최종 모형은 아래 식과 같다.

우울감경험    심근경색 평생 사진단 경험 

  알레 비염 평생 사진단 경험 

  아침식사 빈도 주   

  스트레스 지 

  지역사 통 경  

 모형에 포함된 5개의 변수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있었다. 

변수  가장 큰 향을 보이는 것은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로 

유의확률이 0.002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

험률이 1% 증가하면 우울감 경험률이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라남도, 경상남도인 남부 지역에서 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환 

역 내의 다른 질환인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의 경우, 

평균 으로 1% 증가함에 따라 우울감 경험률은 0.17% 증가하 으며 심

근경색증의 지역 분포와 달리 수도권 지역에서 향이 가장 낮았고 경상

도 지역에서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건강행태 역에서 우울감 경

험률과 가장 연 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던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변수의 경우, 이환과 사회․물리  환경의 향을 고려함에 따라 건강행태

만을 고려하 던 모형에서의 결과보다 향의 정도가 었으나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본 변수의 증가에 따라 우울감 경험률도 증가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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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아침식사를 잘 하지 않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서 

향이 높게 나타났다. 스트 스 인지율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지역에서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상도 지역에서 비교  낮은 

향력을 보 다. 사회․물리  환경  교통 환경은 알 르기성 비염 

평생의사 진단률이 우울감 경험률에 미치는 향과 유사한 지역 분포를 

보여 수도권 지역에서 향이 가장 낮았고 경상도 지역에서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분석 결과를 각 역별 모형 분석 시 나타

난 결과 비교하여 보면 회귀계수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지역분포를 분

포를 보여 모형의 구성이 타당함을 설명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 교통 

환경의 경우 역별 모형 분석의 결과와 회귀계수의 부호  지역별 분

포가 반 로 나타나 역별 모형 분석 시 이의 향에 해 잘 설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5개의 변수가 각 각 우울감 경험률에 미치는 향의 정도는 차이가 있

었으며 향을 미치는 정도의 순 가 지역별 상이함을 보 다.  지역

에서 동일하게 우울감 경험률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심근경

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가장 미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사

회 교통 환경이었다. 향력의 우선순 에 따라 ①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 알 르기성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 아침식사 빈

도 주 1~2회 > 스트 스 인지율 > 지역사회 교통 환경, ② 심근경색

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 알 르기성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 스트 스 인지율 > 지역사회 교통 환경과 

같이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룹 ②에 해당 하는 지역은 경

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동부 일부지역이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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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 으로 우울증 경험률에 향을 미치는 정도

가 큰 지표의 순 를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1

인 지역은 강원도, 충청북도, 라남도, 경상남도로 나타났으며 알 르

기성 비염 평생의사 진단율이 1 인 지역은 경상북도, 아침식사빈도 주 

1~2회가 1 인 지역은 충청남도, 울산 역시, 스트 스 인지율이 1 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 라북도로 나타났으며 지역사

회 교통 환경이 1 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1개 구를 포함하여 5개 지

역으로 나타났다(그림 10).

모형

GWR

(N=251)

OLS

(N=251)

Mean Min Max Std. B p value

상수항 -1.88 -3.31 -0.42 1.04 -1.98 0.0011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1.21 0.48 1.59 0.34 1.12 0.0021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0.17 0.13 0.23 0.03 0.18 <.0001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0.26 0.17 0.35 0.05 0.24 0.0005

스트 스인지율 0.10 0.07 0.13 0.02 0.10 <.0001

지역사회 

교통 환경
-0.01 -0.02 0.002 0.01 -0.01 0.0062

모형

설명력

R2 0.58 0.54

0.55 0.53R2
adj

모형 

합성
AIC 808.714 815.417

정규성 Jarque-Bera 7.0584*

등분산성 Koenker-Bassett 9.2515

표 8.지역사회 특성과 우울증의 GWR OLS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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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스트 스인지율

그림 8-A.지역사회 특성과 우울증의 지역별 GWR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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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교통 환경

그림 8-B.지역사회 특성과 우울증의 지역별 GWR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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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지역사회 특성과 우울증 향 순 에 따른 분류

그림 10.지역사회 특성과 우울증 지역 상 향 순 에 따른 분류



-48-

(5)모형의 비교

 우울증과 각 역별 향요인에 한 3개의 모형과 이를 통해 구축한 

최종모형에 하여 GWR과 OLS를 비교분석하 다. 모형의 설명력을 의

미하는 R2  adjusted R2는 4개의 모형에서 OLS보다 GWR가 높게 나타

났다. 한 모형의 합성을 나타내는 AIC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GWR

의 값이 OLS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이나 합성 통해 GWR

을 통한 분석이 더 합함을 확인하 다. 

 역별 모형의 비교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좋은 모형은 모형4에 해

당하는 최종모형이었으며 가장 설명력이 낮은 모형은 사회·물리  환경

에 해당하는 변수로만 구성된 모형3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합성 측면

에서도 모형 4가 AIC값이 가장 낮아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형 3의 AIC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LS 모형이 가정을 수하는 가를 진단하기 해 오차의 정규성을 

정하는 Jarqure-Bera 통계량은 4개의 모형 모두 유의하지 않아 오차의 

정규성 가정을 수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등분산성 가정 수를 

확인하는 Koenker 통계량은 모형 1과 모형 4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종속

변수와 설명변수 간 계들이 비고정성(non-stationary)이 있어 지역에 

따라 계가 달라지는 공간  이질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 다. 

 OLS 가정 수 여부  모형의 합성, 설명력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방법론이 타당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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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모형분석 모형11) 모형22) 모형33) 모형44)

GWR

R2 0.53 0.52 0.35 0.58

R2
adj 0.50 0.50 0.33 0.55

AIC 839.36 833.14 905.07 808.71

OLS

R2 0.48 0.50 0.31 0.54

R2
adj 0.47 0.49 0.35 0.53

AIC 847.83 836.32 913.91 815.42

Koenker Statistics 19.0774* 5.7374 5.5818 7.0584*

Jarqure-Bera Statistics 4.3914 5.2279 6.5397 9.2515

표 9.모형 비교 분석

1):건강행태 역의 변수로 구성된 모형

2):이환 역의 변수로 구성된 모형

3):사회·물리  환경 역의 변수로 구성된 모형

4):최종 모형

* :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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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고찰

 본 연구는 국 251개 시군구 지역의 보건학  의미가 있는 지역 특성

과 우울증의 련성을 악하여 지역주민의 우울증 방  리 사업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행정구역 단 로 수집된 지역별 자료는 임의의 구분에 따라 실제 향

이 차단되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한 지역별 분석 시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주거지와 직장  학업 환경이 일치하지 않아 이동이 잦은 

 사회의 황을 최 한 반 하기 하여 이동 가능한 거리의 향에 

한 고려가 필요하 다. 이러한 발생 가능한 오류의 최소화와 발생 가

능한 가정을 포 하기 해 지리가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지리가 회귀분석의 경우, 다 공선성에 한 엄격한 기 이 용됨에 

따라 보건학  의미  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모형의 구축에 있어 제

한이 있다. 이에 따라 변수 선별 시 우선 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종류에 따라 이후 추가할 수 있는 변수가 결정되므로 역의 편향을 최

소화하기 해 역별 모형 구축 후 역 내 의미 있는 변수를 선별하여 

건강행태, 이환, 사회․물리  환경 역을 포 하는 최종 모형을 구축하

다. 

 역별 모형의 분석 결과, 건강행태 역 모형과 이환 역 모형은 최

종 모형과 비교하 을 때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설명계수  합성

을 진단하는 AIC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건강행태와 이환

은 한 연 이 있는 요소들로 해당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특

성을 어느 정도 반 하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사회․물리  환경 역 모형은 모형의 설명력이나 합성이 최종 모

형에 비해 하게 낮았고 이는 우울증을 환경 인 요인으로만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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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건강행태와 우울증의 계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이 우울

증과 흡연  음주의 연 성에 해 설명하고 있으나(Kim tae suk et al. 

2007; 김록범 et al. 2011) 본 분석에서는 흡연  음주와 련한 부분

의 변수가 우울증을 설명하지 못하 다. 그러나 가정실내 간 흡연 노출

률은 우울증과의 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흡연 련 변수의 연 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간  흡연 

자체에 한 신체  향 보다 가정의 환경을 반 하는 변수로서 의미가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 스 인지율의 경우 스트 스가 우울증 발생

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기존의 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하 다

(Hammen, Constance. 2005; Burke, Heather M. et al. 2005). 그러나 우울

증과 운동의 연 성을 밝힌 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걷기실천율

은 본 지표의 표 화율이 증가하면 우울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아침식사 빈

도 주 1~2회 변수는 타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요인임에 의미가 있으며 

이는 양 상태에 한 해석보다는 규칙 인 생활을 설명하는 지표로 해

석된다.

 다른 질병과 우울증의 계 분석 결과 고 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

환은 우울증과의 연 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한 질

환이기는 하지만 만성질환이 오늘날 국가 수 에서도 잘 리되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크게 주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질병 리

본부. 2015). 본 분석에서 우울증에 미치는 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심근경색증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부 의 장애 경험으로 재발 시 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바(Thune, Jens Jakob et al. 2011), 리를 

해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이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정신 인 문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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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생각할 수 있다(박진희 et al. 2011). 아토피 피부염과 알 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한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아토피피부염은 인에게 심과 리의 상이 되었으나 알

르기성 비염의 경우 큰 장애를 래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겪어 본 증상

이 나타는 질병으로 간과하게 되는 질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두 질

병은 생리학  기 에 있어서 연 성이 높은 질환으로 알 르기성 비염

도 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물리  환경은 정도가 크지 않지만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교통 환경의 경우 교통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의 분율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 는데 일반 으로 도시화와 교통의 발달에 양의 상 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도시화가 되지 않은 곳에서 우울증이 더 많이 발생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농  지역 우울증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이수애 et al. 2002; 지용석 et al. 

2007; 손용진. 2010). 

 한 본 연구에서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순 는 지역별 차

이가 있었는데 경상도 동부 지역이 다른 지역과 분포를 달리했다. 부

분의 지역에서 건강행태에 한 향보다 질병에 기인한 향이 크게 나

타난 반면, 경상도 동부 지역에서는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다음으로 아침식사 빈도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단  사업의 우선순  결정에는 지역에서의 향 정도의 우선순

가 요하며 국가단  사업의 우선순  결정에는 향의 정도가 특히 큰 

지역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이는 산 배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 으로 우울증 

경험률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지표의 순 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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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충청북도, 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근경

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우울증 발생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우울증 

발생요인으로서 심근경색증 련 재 사업시 다른 지역 보다 우선시 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경상북도 지역은 알 르기성 비염, 충청남도, 울

산 역시 지역에서는 아침식사의 권장,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도, 

라북도 지역에서는 스트 스의 리 사업에 비 을 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모형의 설명력과 합성 비교 결과, 지역별 차이  거리의 인 성에 

한 향을 고려한 분석 시 OLS보다 GWR이 합하다는 결론을 얻었

다. 역별 모형의 설명력 비교를 통해 서로 한 계로 간  설명

이 가능한 건강행태와 이환의 경우 최종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낮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사회·물리  환경 역 모형의 경우 타 모

형에 비해 설명력이 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사회·물리  환경

으로만 우울증을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 다. 한 이를 통해 역별 

구축을 통해 반 인 보건지표로 구성한 최종모형을 구축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리가 회귀 분석 방법은 지리 정보 활용을 통해 

공간 인 이질성을 반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모형 구축 시 제

한이 있다는 큰 제한 이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문헌 고찰  재 가

능성 고려를 통해 효과 인 우울증의 방  리 사업을 한 모형을 

구축한다면 일반회귀분석보다 더 정확하고 타당한 기 정보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울증 

사례의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별 차이  인  지역으로부터의 향을 고

려한 아직까지 공 보건 분야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분석 방법 

 결과도출 방안을 제시하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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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반의 효과 인 건강증진 사업 기획을 기 할 수 있다.



-55-

제 4장 결론

 본 연구는 지역별 우울증의 분포를 악하고 이와 련 있는 지역 보건 

지표를 찾아 효과 인 재의 단 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 다. 이를 해 지역 단  수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보건 

지표의 지역별 군집 특성을 확인하 으며 지리가 회귀분석 통해 우울증

의 지역  변이요인을 악하여 지표의 지역별 순 가 상이하다는 결론

을 얻었다. 연구 결과 도출 시 일반회귀분석 모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지

역 단  수집 자료의 지리가 회귀모형 용 타당성을 입증하 다. 본 

연구 방법의 제시는 우울증에 한 지역  변이요인 악뿐만 아니라 유

사 형태 자료에의 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법론  결과제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고려가 필요한 공 보건 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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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people’s health,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in 1995, and based on the law, 

announced Health Plan 2020, the 3rd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in 

2011. Under the motto ‘A healthy world created and enjoyed by all people,’ 

Health Plan 2020 aims at ‘the extension of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and ‘the assurance of health equality.’

 The assurance of health equality is leveling up the general health status by 

resolving health inequality, and inequality is observed commonly among 

regions. Regional health inequality is explained by the constructing factor 

that each region has a distinguished group of individuals or by the 

contextual factor that each region has different characteristic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influencing individuals’ health status.

In fact, many indicators and determinants of health show regional 

variations. Nevertheless, few studies have been made to analyze regional 

factors related to the health level, and most of domestic studies on regional 

variation factors have dealt with chronic diseases. Among non‐communicable 

diseases threatening people’s health today, chronic diseases have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and now come under stable control by the government. 

In contrast, mental diseases, though emerging as serious issues not only in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in the social level, are not recognized and 

managed properly. Particularly in case of depression, the most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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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disorder, its incidence is varied among groups and region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refore, it requires research through regional 

approaches.

In recognition of this necessity, this study purpos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health that require regional interventions by analyzing the 

regional variation factors of depression, and to propose a research 

methodology and outcome presentation method that may also be applicable 

to other public health issues involving regional difference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regional 

health behavior, morbidity, and social‐physical environment through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using the raw data of the Community 

Health Survey in 2011 and 2013. In the process of variable selection, the 

1st stage identified indicators reported to be related to depression in previous 

studies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and the 2nd stage selected 

variable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For these variables, Moran’s I Index was calculated to determine spatial auto

‐correlation and to test the validity of spatial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d then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rcGIS 10.1. As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pplies 

strict criteria for multicollinearity, this study, in order to avoid biases in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model by domain, classified the variables into the 

health behavior, morbidity, and social‐physical environment domains and 

performed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domain, and 

then, selected highly influential variables in each domain and built the final 

model. Whe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50 indicator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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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data of the Community Health Survey in the 1st‐stage variable 

selection, there were 33 variables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at a significance level of 5%, including 2 in the domain of smoking, 3 in 

drinking, 4 in physical activities and exercise, 2 in eating life, 4 in mental 

health, 8 in morbidity, 1 in medical service, and 10 in social‐physical 

environment. Most of the 33 variabl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with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mood, one of the dependent variables, was found 

to have a clustering property with Moran’s I Index of 0.34. When the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the health behavior, morbidity, and social‐

physical environment domains, and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domain, breakfast frequency of 1~2 times 

per week in the health behavior domain was found to have the biggest 

effect in all the regions, and the passive smoking rate or the stress 

recognition rate was the second biggest influential factor depending on the 

region. The most influencing factor for depression in the domain of 

morbidity was myocardial infarction, and the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was relatively higher in Seoul, Gyeonggi‐do, and Gangwon‐do, and 

lower in the southern regions. In the domain of social‐physical environment, 

community trust environment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nd the 

depression level was higher when the trust level was low. When the final 

model was built with the significant variables in each domain, the variables 

were grouped in two ways according to their effect on depression as 

follows: ① lifetime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 lifetime prevalence 

of allergic rhinitis > breakfast frequency of 1~2 times per week >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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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rate > public transportation environment; and ② lifetime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 breakfast frequency of 1~2 times per 

week > lifetime prevalence of allergic rhinitis > stress recognition rate > 

public transportation environment. All the regions except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belonged to Group ①. 

In all the analyses, the validity of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d 

the significance of each variable were test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OLS regression analysis, and it was confirmed through R2 and 

AIC that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was more appropriate 

than OLS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ecological data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ound that health‐related 

indicators including depression have a clustering property by region, and the 

incidence of depression in each region was in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health behavior, morbidity, and social‐physical environment of the region. 

What is more, the priority of indica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was 

different among the regions.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variables found in this study to be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depression were consistent with previous reports, and the results 

suggested the priority of the variable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as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outcome presentation method 

are applicable to other topics in the domain of public health,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develop region‐specific programs 

for enhancing the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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