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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통계학 전공

강신우

연구배경 :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질병과 장애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신건강 장애를 개선하는 데 있어 생

활환경 주변 녹지가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하

지만 녹지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며, 대부분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전

국 단위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녹지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도 거의 없다.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국단위에서 녹지가 부정

적 정신건강 지표 및 긍정적 정신건강 지표와 각각 어떠한 연관성

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연관성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연구방법 : 한국의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녹지, 6개 정신건강지표(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강한 수면

박탈률, 약한 수면박탈률, 주관적 행복인지율)와 보정에 필요한 지

역특성 변수를 수집하였다. 녹지자료는 MODIS Terra 플랫폼으로

부터 추출한 위성자료를 이용하였고, 정신건강지표는 지역사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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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2010년 센서스인구로 표준화한 지역

지표를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하여 지역별 사회경제, 건강, 거주, 의료 지표와 지

리적 공간특성 및 시계열 추세를 보정한 후 녹지와 정신건강의 연

관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 녹지 수준의 증가는 부정적 정신건강 지표와는

음의 연관성을 보였고, 긍정적 정신건강지표와는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 녹지의 0.1단위 증가에 따른 각 정신건강지표의 퍼센트 변

화는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0.214(95% CI: -0.341,

-0.088),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0.540(95% CI: -0.789,

-0.292), 우울감 경험률 -0.214(95% CI: -0.385, -0.043), 강한 수면

박탈률 -0.687(95% CI: -0.905, -0.469), 약한 수면박탈률

-1.132(95% CI: -1.493, -0.770), 주관적 행복인지율 0.975(95% CI:

0.360, 1.590)이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65세 미만 인구와 도시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양한 녹

지노출 정의의 변화에도 결과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 정책 수립에 있어 녹지가 지

역 인구의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한 중재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도시정책 수립 시 녹지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이 농

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중

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주요어 : 녹지, 정신건강, 전국단위 연구, 도시, 농촌

학 번 : 2018-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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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정신건강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질병과 장애의 증가에 실

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의 위험을 증

가시키고 의도치 않은 상해나 부상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러한 정신건강 장애로는 임상적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울

증이 대표적이며[1],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2]나 수면부족[3] 또한 정

신건강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 장애에 대한 위험 요인

은 유전적 요인, 사회경제적 상태, 생활환경, 건강상태 및 주변 환경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4]. 즉 정신질환의 영향요인은 복

잡하고, 오랜 시간에 걸친 여러 위험요인 노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요인 중 주거지역 주변의 녹지 수준이 신체적 활동의 증가

나[4-6], 사회적 관계의 향상[5-8],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7, 9, 10], 환경

적 위험에 대한 노출 감소[11, 12] 등의 영향을 통해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주거지역 주변의 녹지 수준

의 증가가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부정적인 정신질환

의 위험을 낮추고 정신건강의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들이 보고되고 있다[4, 6, 7, 13-18].

하지만 녹지가 도시화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과의 연

관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영국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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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낮은 녹지 수준의 도시에서 더 높은 녹지수준을 가진 친환경

도시 지역으로의 이동이 정신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도시 지역 간 이동에 한정되어 있고[13], 또한 국내에서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15, 18] 우리나라의 녹지와 정신건강 간의 관

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녹지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지 비교한 연구도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MODIS 위성자료를

통해 수집한 녹지(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자료

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건강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국 단위에

서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녹지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더불어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주변 녹지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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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28개 시군구 지역에서 녹지가 부정적 정신건

강 지표 및 긍정적 정신건강 지표와 각각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

펴본다. 또한 녹지와의 연관성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차

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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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녹지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지표 및 녹지지표를 활용하였다. 이 때 지역 간 행정단위를 통일하

기 위해 2차 행정단위지역(2nd level-district)을 기준으로 228개 지역을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2차 행정단위지역은 서울특별시(1차)-강남

구(2차)로 각 ‘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하고, 전주시 완산구 또는 덕진구의

경우 전라북도(1차)-전주시(2차)-완산구, 덕진구(3차)이므로 전주시를 하

나의 지역 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함에 따라 연구

기간 동안 지역 내 총생산(GRDP) 등의 일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구기간 동안의 녹지지표,

6개 정신건강지표, 10개 지역특성 변수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분석에 이

용하였다(표 1).

2.2.1 녹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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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자료는 녹지에 대한 노출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생지

수인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활용하였다.

NDVI는 Rouse et al(1973) 등이 처음으로 활용 사례를 제안하였으며,

식물의 엽록소는 적색 가시광 영역(630∼690nm)에서의 방사선(radiation)

은 흡수하고, 근적외선 영역(760∼900nm)에서는 반사하는데, 스펙트럼

영역에서 이 둘의 차이값를 이용하여 녹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산출

한다[19]. 즉 NDVI는 근적외선에서 적색광 밴드를 뺀 값을 두 밴드를

합한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며, NDVI는 이전 연구에서 녹지노출

지표로서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20].

자료는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위

성자료의 Terra 플랫폼을 기준으로 구축하였다. 한국의 전체 지역에 대

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50m 격자단위 자료를 16일 간격으로 추출한

후 지역별로 매년 연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한편 동일한 출처에서 NDVI지표와 상호보완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EVI(Enhanced Vegetation Index)지표를 MODIS 위성자료를 통해 추가

로 수집하였다. EVI는 NDVI와 유사하게 계산되지만 공지 중 빛의 반사

등 일부 왜곡을 보정하며, NDVI에 비해 녹지 포화도에 있어 쉽게 포화

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21]. 따라서 EVI를 NDVI와 동일한 형태의 분

석자료로 가공하여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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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신건강지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정신건강지표로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강한 수면박탈률, 약한 수

면박탈률, 주관적 행복인지율 등 6개 지표와 녹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해당 지표의 산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시군구 단위 표본추출을 통해 표본가구 가

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 조사방

식(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을 통해 조사를 수

행하고 있으며,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질병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개인위

생,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등 매년 약 200여개의 문항에 대해 조사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조사마다 전국 시군구에서 약 22만명이 조사에 참

여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 조사항목 중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우

울감 경험여부, 하루 평균 수면시간,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수준 등 4개

항목을 이용하여 지역별 조율을 산출하였다. 모든 지역별 지표 산출에는

표본설계 가중치가 반영되었다.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 느끼지 않는다’부터 ‘대

단히 많이 느낀다’까지의 4점 리커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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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응답자 중 ‘대단히 많이 느낀다’로 답한 사람의 비율을 각 지역별로

산출하여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로 정의하고, ‘많이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로 정의하였다.

우울감 경험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문항으로, ‘예’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을 우울감 경험률로 정의하였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시간 주무십니까?”라는 문항

에 대해 주관식 수치응답 형태로 답하는 문항으로 수면시간이 5시간 미

만인 사람의 비율을 강한 수면박탈률으로, 응답 수면시간이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약한 수면박탈률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수준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귀하의

삶에 (대체로)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부

터 ‘매우 만족’까지의 10점 리커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점 리커트

항목은 구분이 불확실한 회색지점(gray point)이 없으므로 6점 이상으로

답한 사람의 비율을 주관적 행복인지율로 정의하였다. 다만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수준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항목으

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값을 사용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얻은 지역별 정신건강지표의 조율을 성별, 연령별

표준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준화 방법은 직접표준화 방법을 이용

하였으며, 표준화를 위한 표준인구는 2010년 인구총조사의 인구구조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별 구조는 남성/여성, 연령 구조는 19∼24세/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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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35∼44세/45∼54세/55∼64세/65∼74세/75세 이상 집단 인구 기준이 적

용되었다.

또한 인구특성별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남성, 여성), 연령별

(65세 미만, 65세 이상) 하위인구그룹에 대한 표준화율을 별도로 산출하

였다. 즉 각 성별 그룹은 연령 표준화하고, 각 연령별 그룹의 경우 65세

미만 그룹은 성별 표준화와 연령(19∼24세/25∼34세/35∼44세/45∼54세

/55∼64세) 표준화하였다. 한편 65세 이상 그룹은 성별 표준화와 연령(65

∼74세/75세 이상) 표준화하였다.

2.2.3 지역특성지표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특성

을 고려하기 위해 지리정보, 사회경제, 건강, 거주, 의료 관련 지표 자료

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지역특성지표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모든 기간에서 완전한 연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료가 가용한

최근 연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지리정보지표는 각 지역별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 정보를

국가공간정보포털(URL: http://www.nsdi.go.kr)을 통해 수집하였다. 사회

경제지표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per capita)은 통계청(URL:

http://kosis.kr)에서 시군구별로 연도별 지역 내 총생산에서 해당 연도

해당 지역의 연말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2013∼2016년 평균을 분

석에 이용하였다. 지역별 인구의 경우 통계청에서 시군구별 연말기준 인

구 자료를 수집하여 각 연도별 인구를 이용하였다.

건강지표의 경우 정신건강지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http://www.nsdi.go.kr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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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자료에서 지역별 BMI(Body Mass Index),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걷

기실천율에 대한 조율을 산출하고 표준화하여 이용하였다. 이 역시 조율

산출 시 표본설계 가중치가 반영되었으며, 2008년∼2017년 각 연도별 값

을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BMI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몸무게

(kg)/키(m)2를 통해 개인별로 산출하여 지역 평균 BMI를 계산하였고, 고

위험음주율은 음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

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

율로 하여 산출하였다. 흡연율의 경우 조사대상 응답자 중 현재 흡연자

의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걷기실천율은 조사대상 응답자 중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30분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을 계산하였

다.

거주지표는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지역별 단독주택수와 전체

주택수 자료를 수집하여 단독주택수를 전체주택수로 나누어 단독주택비

율을 산출하였으며, 2015년∼2016년 평균 비율을 사용하였다. 의료지표의

경우 통계청의 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자료에서 지역별 총 병

상 수를 수집하고 앞서 수집한 인구를 나누어 준 뒤 1000을 곱하여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산출하였으며, 2012∼2016년 평균 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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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출처 정의 연도

녹지지표 식생지수(NDVI) MODIS  


(NIR: Near Infrared; Red: Red light band) 2008∼2017

각 연도

정신건강

주관적 정신건강/행복지표 2010년 센서스인구로 연령, 성별 표준화한 지표 이용

강한스트레스인지율(%) 지역사회건강조사원시자료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에 응답한 사람/조사대상
응답자 X 100

2008∼2017
각 연도

약한스트레스인지율(%) 지역사회건강조사원시자료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조사대상
응답자 X 100

2008∼2017
각 연도

우울감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조사대상 응답자 X 100

2008∼2017
각 연도

강한수면박탈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조사대상 응답자 X 100 2008∼2017

각 연도

약한수면박탈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사람/조사대상 응답자 X 100 2008∼2017

각 연도

주관적 행복인지율(%) 지역사회건강조사원시자료
최근 삶에 대한 만족점수(1∼10; Likert scale)에서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조사대상 응답자 수

2011, 2013,
2015, 2017
각 연도

지리정보
위도 국가공간정보포털 적도 기준 남위, 북위 90 2012

경도 국가공간정보포털 자오선 기준 동경, 서경 180 2012

사회경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백만원) 통계청 시군구별 (GRDP/인구) 2013∼2016

평균

시군구별 연도별 인구(명) 통계청 시군구별 인구 2008∼2017
각 연도

건강

BMI(Body Mass Index) 지역사회건강조사원시자료 몸무게(kg)/키(m)제곱) 2008∼2017
각 연도

고위험음주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 수

2008∼2017
각 연도

흡연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현재 흡연자/조사대상 응답자 수 2008∼2017

각 연도
걷기실천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최근 일주일동안 1일 30분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조사대상
응답자 수

2008∼2017
각 연도

거주 단독주택비율(%) 통계청 단독주택수/전체주택수
* 주택=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15∼2016
평균

의료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개) 통계청 총 병상 수 / 인구수 x 100

* 병상수 = 일반입원실+정신과폐쇄+중환자실+격리병실+무균치료실 병상 수
2012∼2016

평균

표 1. 분석에 사용된 지역특성 변수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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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적 분석방법

2.3.1 도시/농촌 정의

본 연구에서는 녹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도시와 농촌 간 연관성에서 주목할 만

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연구대상 지역인 228개 시군구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하여 하위그룹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때 도시의 정의는 특별시, 광역시 내 ‘시’ 또는 ‘구’, 특별자치시

및 그 외 ‘시’ 단위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농촌의 경우 광

역시 내 ‘군’ 또는 그 외 ‘군’ 단위 지역을 농촌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군 단위 지역이 없이 25개 구로 이루

어져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모든 지역은 도시로 분류되었다. 한편, 인천

광역시의 경우 부평구, 연수구 등 ‘구’ 단위 지역은 도시로, 강화군, 옹진

군 등 ‘군’ 단위 지역은 농촌으로 분류되었다. 그 외 경기 파주시, 경북

포항시 등 ‘시’ 단위 지역은 도시로, 경북 청도군, 전남 화순군 등 ‘군’ 단

위 지역은 농촌으로 분류되었다.

2.3.2 통계분석

본 연구는 녹지와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지

역별로 반복측정된 지역지표를 활용하므로 선형혼합모형(LMM; 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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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228개 지역, 는 2008∼2017년까지 각 연도이며, 종속변

수 는 각 지역별 주관적 정신건강지표를 의미한다. 즉,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강한 수

면박탈률, 약한 수면박탈률, 주관적 행복인지율 등 6개 정신건강지표 각

각에 대해 모형을 적합하였다.

는 고정효과항(fixed effect term)으로서 본 연구의 주요 노출변수

인 녹지지표(NDVI)와 함께 사회경제 보정변수로 1인당 GRDP와 인구,

지역건강지표 보정변수로 BMI,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및 걷기실천율, 거

주지표 보정변수로 단독주택비율, 의료지표 보정변수로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포함되었다. 이 때 녹지지표는 당해연도 값을 이용하였다.

한편 항은 임의효과항(random effect term)으로 각 시군구에 대한

random intercept에 해당한다. 지역별 지리적 위치특성에 따른 공간상관

성을 보정하기 위해 각각 자유도 4의 Narural cubic spline을 이용하여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를 모형에 포함하고, 연도별 시계열 보

정 역시 자유도 4의 Narural cubic spline을 이용하여 계절성을 보정하였

다. 위 모형을 통해 녹지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은 각 정신건강지표가

표준화율이므로 녹지수준의 단위 증가에 따른 퍼센트 변화(Percentile

Change)로 표시되며, 녹지의 단위는 0.1 증가 시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위 모형을 통해 먼저 전체 228개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녹지

와 6개 정신건강지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을

하위그룹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여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에서

녹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각각의 분석에서 남

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등 하위 인구집단에서의 영향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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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한편 여러가지 다른 조건에서도 연관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녹지노출 조건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먼

저 NDVI와 함께 녹지지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VI를 노출변수로

하였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녹지의 노출지연에 따른 효과

를 감안하여 당해연도∼1년 전 값의 평균(Lag 0∼1 year avg.), 당해연

도∼2년 전까지 값의 평균(Lag 0∼2 years avg.), 당해연도∼3년 전까지

값의 평균(Lag 0∼3 years avg.) 녹지수준을 노출 값으로 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녹지수준을 여름철 녹지(6∼8월) 수준으로 한정하

여 정의하였을 때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9.4버전(SAS Institute Inc., Cary, NC,

USA)과 R 3.6.1버전(https://cran.r-project.org/)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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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결과

3.1 연구대상 지역의 녹지 및 정신건강지표 기술통계

[표 2]에서 한국의 228개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녹지수준과 정신건

강지표의 기술통계 정보를 제시하였다. 녹지의 경우 농촌 지역

[Mean(SD): 0.6(0.05)]이 도시 지역[0.4(0.11)]보다 녹지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신건강 지표들은 도시가 농촌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은 도시는 3.8%(SD: 0.7), 농촌은

3.4%(1.0)으로 도시가 소폭 높았고,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은 도시

가 24.1%(2.0), 농촌이 21.3%(2.3)로 도시가 2.8%p 높게 나타났다. 우울

감 경험률은 도시가 6.5%(1.2), 농촌이 5.2%(1.2)로 역시 도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수면박탈률의 경우 강한 수면박탈률에서는 도시와 농촌 각

각 15.2%(1.7), 12.4%(1.5), 약한 수면박탈률에서는 각각 41.6%(3.5),

34.2%(2.9)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

다. 한편 긍정적 정신건강 지표인 주관적 행복인지율의 경우 도시

[75.1%(3.9)]가 농촌[74.8%(3.7)]에 비해 미미하게 높기는 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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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n=228) 도시 지역(n=146) 농촌 지역(n=82)
ap-

　 Mean(SD) Min Median Max Mean(SD) Min Median Max Mean(SD) Min Median Max

녹지수준
(NDVI) 0.5(0.11) 0.2 0.5 0.7 0.4(0.11) 0.2 0.5 0.6 0.6(0.05) 0.4 0.6 0.7 **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3.7(0.8) 1.7 3.7 7.1 3.8(0.7) 2.2 3.9 5.4 3.4(1.0) 1.7 3.3 7.1 **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23.1(2.5) 15.9 23.4 27.8 24.1(2.0) 18.3 24.2 27.8 21.3(2.3) 15.9 21.3 26.3 **

우울감 경험률 6.0(1.4) 2.7 6.0 9.3 6.5(1.2) 2.9 6.6 9.3 5.2(1.2) 2.7 5.0 7.6 **

강한 수면박탈률
(<5h) 14.2(2.1) 8.6 14.1 18.7 15.2(1.7) 11.0 15.1 18.7 12.4(1.5) 8.6 12.6 15.3 **

약한 수면박탈률
(5∼6h) 39.0(4.9) 26.4 39.1 48.5 41.6(3.5) 32.1 41.5 48.5 34.2(2.9) 26.4 34.5 40.6 **

주관적
행복인지율 75.0(3.9) 64.1 75.2 85.9 75.1(3.9) 64.1 75.3 85.9 74.8(3.7) 66.7 74.8 83.4 0.41

a. 윌콕슨순위합검정(Wilcoxon rank sum test) 결과에 대한 p-value

*p<0.05, **p<0.01

표 2. 한국 228개 지역의 녹지 및 정신건강지표 기술통계(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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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는 228개 연구대상지역의 녹지수준을 단계구분도를 통

해 제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광역시 지역들은 모두

녹지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쪽과 남쪽

지역에서 녹지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동쪽

의 경우 한국의 대표 산맥인 태백산맥 줄기와 남쪽의 경우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녹지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주변 지역 녹지 역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녹지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경북 울진군(0.660), 경북 영덕군

(0.642), 경남 거제시(0.634), 경북 영양군(0.626), 전남 구례군(0.626)으로

대부분 농촌 지역이었으며, 반대로 녹지수준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은 서

울 성동구(0.194), 서울 영등포구(0.197), 인천 동구(0.208), 서울 용산구

(0.209), 서울 광진구(0.211)가 위치하였다. 특히 녹지수준 하위 20개 지

역은 모두 도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S1).

그림 1. 한국 228개 시군구 녹지수준의 지역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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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6개 정신건강지표(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약한 주

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강한 수면박탈률, 약한 수면박탈

률, 주관적 행복인지율)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록에

서는 각 정신건강지표에 대한 상위/하위 20개 지역에 대한 표를 제시하

였다(표 S2∼S7).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수도권과 경기도 북부,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위 5개 지

역은 전북 고창군(7.1), 경기 양평군(5.9), 경기 양주시(5.4), 대구 중구

(5.2), 인천 남동구(5.0)이며 하위 5개 도시는 전남 진도군(1.7), 경북 군

위군(2.0), 전남 장흥군(2.0), 경북 영덕군(2.1), 경북 영양군(2.1)으로 나타

났다(표 S2).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수도권과 주변 도시들을 중심

으로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상위 5개 지역은 서

울 성북구(27.8), 경기 광명시(27.4), 인천 남구(27.3), 대전 대덕구(27.1),

서울 동대문구(27.1)이며 모두 도시 지역이 차지하였다. 반면 하위 5개

도시는 전남 고흥군(15.9), 전남 신안군(16.0), 전남 장흥군(16.7), 경북 울

릉군(17.2), 경북 영덕군(17.6)으로 모두 농촌 지역으로 나타났다(표 S3).

한편 강한 수면박탈률과 약한 수면박탈률의 경우 모두 주로 수도권

이나 광역시 지역에 높은 수면박탈률 분포가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또

한 강한 수면박탈률과 약한 수면박탈률 모두에서 상위 20개 지역이 전부

도시 지역으로 나타났다(표 S5, S6). 강한 수면박탈률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안양시(18.7), 서울 동대문구(18.5), 인천 계양구(18.4), 인천 남동구

(18.3), 서울 강북구(18.2)이며, 하위 5개 지역은 모두 농촌으로 전북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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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8.6), 전북 진안군(8.9), 전북 장수군(9.2), 경북 성주군(9.2), 전남 고흥

군(9.4)이었다(표 S5). 한편 약한 수면박탈률의 경우 상위 5개 지역은 서

울 서대문구(48.5), 인천 남구(47.5), 서울 동작구(47.2), 서울 영등포구

(47.0), 서울 강동구(47.0)로 모두 도시 지역이고 하위 5개 지역은 전북

임실군(26.3), 전남 고흥군(27.2), 전북 진안군(27.9), 전남 신안군(28.7),

경북 성주군(28.8)으로 모두 농촌 지역으로 나타났다(표 S6).

우울감 경험률의 지역적 분포는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과 유

사한 양상을 보였다. 우울감 경험률 상위 5개 지역은 모두 도시 지역으

로 경기 안산시(9.3), 인천 남동구(8.8), 서울 강동구(8.8), 경기 오산시

(8.7), 서울 영등포구(8.7)로 나타났고, 하위 5개 지역은 경북 영덕군(2.7),

전남 무안군(2.7), 경남 양산시(2.9), 울산 동구(3.0), 경북 군위군(3.1)이었

다(표 S4).

본 연구의 긍정적 정신건강지표인 주관적 행복인지율의 경우 부정적

정신건강지표의 분포와는 조금 다르게 강원도 북부나 해안지역에 높은

행복인지율을 가지는 지역이 분포해 있으며, 내륙지방에서는 중부지역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인지율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 행복인지율은 상

위지역과 하위지역 모두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으며, 상위 5개 지역

은 서울 서초구(85.9), 경기 과천시(84.1), 대전 유성구(84.0), 서울 강남구

(84.0), 강원 철원군(83.4)이고 하위 5개 지역은 부산 동구(64.1), 경북 칠

곡군(66.7), 서울 강북구(66.8), 경기 동두천시(67.3), 경북 군위군(67.5)으

로 나타났다(표 S7).



23

그림 2. 한국 228개 시군구 주관적 정신건강지표의 지역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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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녹지와 정신건강의 연관성

3.2.1 전체 지역의 녹지와 정신건강의 연관성

[표 3]에서는 한국 228개 연구대상지역 전체에서 녹지와 정신건강과

의 연관성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녹지는 부정적 정신

건강 지표와는 음의 연관성을 보이고 긍정적 정신건강 지표와는 양의 연

관성을 보였다.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녹지의 0.1 단위 증가에 따른

퍼센트변화가 -0.214(95% CI: -0.341, -0.088),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

지율은 -0.540(95% CI: -0.789, -0.292)으로 높은 수준의 녹지가 낮은 주

관적 스트레스 인지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우울감 경험률 또한 녹지의 0.1 단위 증가에 따른 퍼센트변화가

-0.214(95% CI: -0.385, -0.043)로 높은 수준의 녹지가 낮은 우울감 경험

률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녹지

는 낮은 수면박탈률과도 상당히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녹지수준의 0.1

단위 증가에 따른 퍼센트변화는 강한 수면박탈률의 경우 -0.687(95% CI:

-0.905, -0.469), 약한 수면박탈률은 -1.132(95% CI: -1.493, -0.770)로 녹

지와 수면박탈률은 강한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긍정적 정신건강지

표인 주관적 행복인지율의 경우 녹지수준의 0.1 단위 증가 당 퍼센트변

화가 0.975(95% CI: 0.360, 1.590)로 녹지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주관적

행복인지율과 연관이 있었으며, 이는 높은 녹지수준을 가지는 지역의 경

우 낮은 녹지수준의 지역보다 주관적 행복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표 3]의 인구 하위구조에 따른 결과에서는 녹지와 정신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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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의 양상이 인구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결과에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녹

지수준의 증가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낮은 스트레스 수준과 연관성을

보였다. 즉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0.152(95% CI: -0.285, -0.019), -0.243(95% CI: -0.380, -0.107), 약한 주

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0.359(95% CI:

-0.646, -0.073), -0.695(95% CI: -0.982, -0.407)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녹지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과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하지만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남성에서만 연관성을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0.190,

95% CI: -0.337, -0.044). 수면박탈률과 주관적 행복인지율의 경우 남성

과 여성 모두에서 연관성을 보였으며, 녹지가 수면박탈률과는 음의 연관

성을, 주관적 행복인지율과는 양의 연관성을 보여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65세 미만, 65세 이상의 연령에 따른 결과에서는 각 그룹별로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의 연관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65세 미만

의 경우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0.242, 95% CI: -0.372, -0.112)과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0.583, 95% CI: -0.847, -0.320), 우울감

경험률(-0.228, 95% CI: -0.391, -0.065)이 녹지와 유의미한 음의 연관성

을 보인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수면박탈률의 경우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그룹 모두에

서 강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65세 미만의 경우 녹지수준의 0.1 단위 증가

가 강한 수면박탈률에서 -0.665(95% CI: -0.871, -0.459), 약한 수면박탈

률은 -1.162(95% CI: -1.550, -0.774)의 변화를 보였고, 65세 이상의 경우

강한 수면박탈률은 -0.857(95% CI: -1.302, -0.412), 약한 수면박탈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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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1(95% CI: -1.404, -0.498)으로 녹지수준의 증가가 수면박탈률의 감

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인지율 또한 65세 미만

과 65세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65세 미만에서는 녹지수준의 증가가

1.041(95% CI: 0.454, 1.628) 정도의 주관적 행복인지율 변화와 관련이 있

었던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긴 했으나 유의한 결과

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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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역
(n=228)

Percentile Change (95% Confidence Interval)

전체 남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0.214(-0.341, -0.088) ** -0.152(-0.285, -0.019) * -0.243(-0.380, -0.107) ** -0.242(-0.372, -0.112) ** -0.103(-0.264, 0.057)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0.540(-0.789, -0.292) ** -0.359(-0.646, -0.073) * -0.695(-0.982, -0.407) ** -0.583(-0.847, -0.320) ** -0.314(-0.646, 0.019)

우울감 경험률 -0.214(-0.385, -0.043) * -0.190(-0.337, -0.044) * -0.180(-0.387, 0.027) -0.228(-0.391, -0.065) ** -0.156(-0.452, 0.140)

강한 수면박탈률(<5h) -0.687(-0.905, -0.469) ** -0.505(-0.735, -0.274) ** -0.776(-1.013, -0.540) ** -0.665(-0.871, -0.459) ** -0.857(-1.302, -0.412) **

약한 수면박탈률(5∼6h) -1.132(-1.493, -0.770) ** -0.926(-1.338, -0.513) ** -1.269(-1.623, -0.915) ** -1.162(-1.550, -0.774) ** -0.951(-1.404, -0.498) **

주관적 행복인지율 0.975(0.360, 1.590) ** 0.856(0.230, 1.483) ** 1.113(0.465, 1.760) ** 1.041(0.454, 1.628) ** 0.837(-0.189, 1.862)

모형은 녹지를 노출변수, 각 정신건강지표를 반응변수로 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모형은 위도, 경도, 인구, 1인당

GRDP, BMI,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걷기실천율, 단독주택비율,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연도별 시계열 추세 및 지역별 임의효과를 보정한 결과임

보정변수 중 BMI,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걷기실천율의 경우 각 인구집단별(전체, 남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표준화 값을 이용함

*p<0.05, **p<0.01

표 3. 전체 연구대상 지역의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 변수 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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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녹지와 정신건강의 연관성

[표 4]에서는 도시 지역의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보여

준다. 도시와 농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녹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신건강지표에 대한 녹지수준과 도시/농촌 교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에

서 도시와 농촌의 녹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표 S8).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는 녹지가 우울감 경험률을 제외한

모든 정신건강지표와 연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녹지 수준의 증가가 부정

적 정신건강지표와는 음의 연관성을, 긍정적 정신건강지표와는 양의 연

관성을 보여 도시에서 녹지가 정신건강의 개선과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

케 했다.

도시 지역에서 녹지 수준의 0.1 단위 증가는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0.215(95% CI: -0.334, -0.096) 퍼센트 변화와 관련이 있

었으며,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은 -0.432(95% CI: -0.680, -0.185),

강한 수면박탈률은 -0.748(95% CI: -0.983, -0.513), 약한 수면박탈률은

-1.304(95% CI: -1.689, -0.919)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었다. 우울감 경험

률의 경우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음의 방향성은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긍정적 정신건강지표인 주관적 행복인지율의 경우

녹지수준의 0.1 증가에 따른 퍼센트변화가 0.970(95% CI: 0.337, 1.603)으

로 유의미한 양의 연관성을 나타냈다.

도시 지역의 성별에 따른 결과에서, 남성 인구에서는 녹지가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0.145, 95% CI: -0.273, -0.018)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지만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증 경험률과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여성 인구의 경우 두가지 주관적 스트레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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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0.242, 95% CI: -0.371, -0.114; 약

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0.633, 95% CI: -0.896, -0.369) 모두와 연

관성을 보였지만 남성 인구와 마찬가지로 우울증 경험률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도시 지역의 65세 미만 인구에서는 모든 정신건강지표와 연관

성을 보였다. 즉 녹지 수준의 증가가 부정적 정신건강지표와는 음의 연

관성을(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0.247, 95% CI: -0.370, -0.124;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0.486, 95% CI: -0.752, -0.124; 우울감

경험률: -0.199, 95% CI: -0.383, -0.016; 강한 수면박탈률: -0.716, 95%

CI: -0.942, -0.491; 약한 수면박탈률: -1.321, 95% CI: -1.733, -0.910),

긍정적 정신건강지표와는 양의 연관성(주관적 행복인지율: 1.059, 95%

CI: 0.461, 1.658)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

구집단에서는 65세 미만 인구집단과는 달리 녹지가 주관적 스트레스 인

지율, 우울감 경험률, 주관적 행복인지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

은 반면, 녹지가 수면박탈과는 뚜렷한 음의 연관성(강한 수면박탈률:

-0.973, 95% CI: -1.440, -0.505; 약한 수면박탈률: -1.209, 95% CI:

-1.668, -0.751)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도시 지역에서는 전

인구집단에 걸쳐 녹지가 수면박탈률과 강한 음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특

징을 보였다.

[표 5]에서는 농촌 지역의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제시

하였다. 도시 지역과 달리 농촌 지역에서는 녹지수준이 65세 이상에서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과 연관성을 보인 것 외에는 아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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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S9], [표 S10]에서는 녹지의 정의를 다르게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녹지지표로 EVI지표를 사용하였

을 때의 결과에서는 NDVI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표 S9). 또한 녹지노출 기간을 당해연도∼1년 전까지 평균(Lag 0∼1

year avg.), 당해연도∼2년 전까지 평균(Lag 0∼2 years avg.), 당해연도

∼3년 전까지 평균(Lag 0∼3 years avg.)과 여름철 녹지수준(6∼8월)으

로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도 매우 일관적인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

다(표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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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
(n=146)

Percentile Change (95% Confidence Interval)

전체 남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0.215(-0.334, -0.096) ** -0.145(-0.273, -0.018) * -0.242(-0.371, -0.114) ** -0.247(-0.370, -0.124) ** -0.086(-0.259, 0.087)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0.432(-0.680, -0.185) ** -0.217(-0.526, 0.092) -0.633(-0.896, -0.369) ** -0.486(-0.752, -0.221) ** -0.208(-0.550, 0.134)

우울감 경험률 -0.169(-0.362, 0.024) -0.126(-0.290, 0.037) -0.167(-0.404, 0.070) -0.199(-0.383, -0.016) * -0.120(-0.469, 0.229)

강한 수면박탈률(<5h) -0.748(-0.983, -0.513) ** -0.56(-0.800, -0.319) ** -0.795(-1.053, -0.537) ** -0.716(-0.942, -0.491) ** -0.973(-1.440, -0.505) **

약한 수면박탈률(5∼6h) -1.304(-1.689, -0.919) ** -1.091(-1.517, -0.664) ** -1.391(-1.770, -1.012) ** -1.321(-1.733, -0.910) ** -1.209(-1.668, -0.751) **

주관적 행복인지율 0.970(0.337, 1.603) ** 0.769(0.101, 1.437) * 1.179(0.534, 1.824) ** 1.059(0.461, 1.658) ** 0.789(-0.371, 1.949)

모형은 녹지를 노출변수, 각 정신건강지표를 반응변수로 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모형은 위도, 경도, 인구, 1인당

GRDP, BMI,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걷기실천율, 단독주택비율,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연도별 시계열 추세 및 지역별 임의효과를 보정한 결과임

보정변수 중 BMI,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걷기실천율의 경우 각 인구집단별(전체, 남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표준화 값을 이용함

*p<0.05, **p<0.01

표 4. 도시 지역의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 변수 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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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n=82)

Percentile Change (95% Confidence Interval)

전체 남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0.437(-0.178, 1.052) 0.262(-0.421, 0.945) 0.535 (-0.158, 1.228) 0.316(-0.326, 0.958) 0.827(0.123, 1.531) *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0.120(-1.232, 1.472) -0.218(-1.701, 1.265) 0.449(-1.168, 2.066) 0.101(-1.318, 1.519) -0.313(-1.905, 1.279)

우울감 경험률 0.208(-0.557, 0.973) 0.131(-0.540, 0.802) 0.420(-0.512, 1.351) 0.142(-0.601, 0.885) 0.506(-0.732, 1.745)

강한 수면박탈률(<5h) 0.268(-0.691, 1.228) 0.334(-0.772, 1.440) 0.200(-0.876, 1.276) 0.170(-0.731, 1.071) 0.613(-1.383, 2.609)

약한 수면박탈률(5∼6h) 1.294(-0.259, 2.848) 1.475(-0.431, 3.380) 0.943(-0.687, 2.573) 1.269(-0.400, 2.938) 1.105(-1.084, 3.293)

주관적 행복인지율 -1.387(-4.221, 1.448) -1.550(-4.356, 1.256) -1.334(-4.473, 1.806) -1.367(-4.062, 1.327) -0.521(-5.282, 4.240)

모형은 녹지를 노출변수, 각 정신건강지표를 반응변수로 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모형은 위도, 경도, 인구, 1인당

GRDP, BMI,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걷기실천율, 단독주택비율,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연도별 시계열 추세 및 지역별 임의효과를 보정한 결과임

보정변수 중 BMI,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걷기실천율의 경우 각 인구집단별(전체, 남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표준화 값을 이용함

*p<0.05, **p<0.01

표 5. 농촌 지역의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 변수 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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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

강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관성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녹지 수준의 증가가 주관적 스

트레스 인지율이나 수면박탈률과 같은 부정적 정신건강 지표와는 음의

연관성을 보였고, 주관적 행복인지율과 같은 긍정적 정신건강지표와는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도시 지역에서 더욱 뚜렷

하게 나타나는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은 유의

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양한 녹지노출 정의의 변화에도 결과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녹지의 증가가 주관적 스트레스[7, 16]와 우울증

[13, 14, 16-18], 그리고 수면박탈[23]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고, 주관적 행

복인지율[24]과는 양의 연관성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나아가 이러한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의 연

관성에 있어서 성별 및 연령별 인구에 따른 차이와 도시/농촌 지역에 따

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남성 인구에서는 녹지와 우울감 경험률이 음의

연관성을 가진 반면 여성인구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는

데, 이는 성별에 따라 녹지의 영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5, 25]. 또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의 경우 65세 미만에서는 녹지와 연관성

을 보였으나 65세 이상 인구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주관

적 행복인지율 또한 65세 미만 인구에서만 녹지와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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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녹지가 신체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정신건강의 개선에

관여하는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집단에게는 이러한 신체적 활동에 있

어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26, 27]. 특히 우울증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최소 5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

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녹지의 영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이러한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표 S11).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으로 녹지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은

도시 지역의 경우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강한 수면박탈률, 약한 수면박탈률, 주관적 행복

인지율 등 모든 정신건강 지표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녹지가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녹지가 주관적 정신건강

지표와 갖는 방향성이 대부분 도시와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도

시 지역에서는 녹지수준의 증가가 부정적 정신건강지표와는 음(-)의 방

향으로, 긍정적 정신건강지표와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던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녹지와의 연관성의 방향이 부정적 정신

건강지표와는 양(+)의 방향, 긍정적 정신건강지표와는 음(-)의 방향을 나

타냈다. 이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있어 녹지의 역할에 중요한 차이

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시 지역과 시골지역이 고령인구, 인구밀도, 소득, 교육수준,

건강수준 등 인구구조나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물 등 주

변 환경적 여건까지 매우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28], 이러한 차이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들이 녹지의 효과를 조정했을 수 있다. 또한 도시 지역의

경우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농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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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보다 더 나쁘고, 농촌 지역의 경우 주변 녹지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은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녹지가 이미 충분한-심지어 필요한 수준

이상일 수 있는- 농촌에서 녹지수준의 증가는 도시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녹지의 영향이 없거나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개인자료가 아닌 지역별 지표를 사용한 생태학

적(ecological) 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개인에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

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

고 지역지표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고유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주

민 건강수준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조사로서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

이다[22, 29]. 즉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설계부터 자료수집에 이르기까

지 지역지표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수행되므로, 본 연구 또한 조

사의 본래 목적에 맞는 연구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표로

가공한 지역단위 지표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지역지표를 활용할 경우 지

역 간 발생할 수 있는 공간상관을 고려해주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위도와 경도의 스

플라인을 통해 공간상관을 보정하였고, 각 정신건강변수별 모형 잔차에

대한 공간상관 검정(Moran’s I test) 결과 유의미한 공간상관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표 S12). 다음으로 본 연구는 주관적 정신건강 변

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 임상적 기준이 아닌 설문응답을 기반으로 하였

다. 이는 임상적 관점에서 정밀한 정신건강 지표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또한 녹지 노출변수로서 사용한 NDVI의 경우 공원 등 녹지의 구체적인

용도 구분이 불가하여 녹지공간의 세부 용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단위 자료수집의 한계로 녹지와 정신건강



36

의 혼란변수로서 대기오염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의 전국단위 자료를 이용

한 대규모 연구이며, 각 지역지표를 2010년 센서스 인구구조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지역별 상이한 인구구조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지리적 위치특성이나 시계열 추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건강,

사회경제, 의료, 거주 지표를 보정한 후의 녹지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성별, 연령에 대한 하위 집단 분석을 통해 녹지 수준

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구집단을 밝혀내고, 도시/농촌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녹지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 정책 수립에 있어 녹지가 지역 인구의 정신건강 증

진에 중요한 중재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도시정책 수립 시

공중보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 효율적

인 녹지공간의 조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녹지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이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

역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

화된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아직까지 녹지와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국 수준에서 녹지와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녹지와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

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녹지의 보건학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녹

지의 영향에서 지역 특성이나 지역의 인구 구조가 중요할 수 있다는 근

거를 제시함에 따라 본 연구가 지역별 도시계획 및 녹지정책 수립 시 하

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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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상위 지역 지역
구분 값 하위 지역 지역

구분 값

1 경북 울진군 농촌 0.660 1 서울 성동구 도시 0.194

2 경북 영덕군 농촌 0.642 2 서울 영등포구 도시 0.197

3 경남 거제시 도시 0.634 3 인천 동구 도시 0.208

4 경북 영양군 농촌 0.626 4 서울 용산구 도시 0.209

5 전남 구례군 농촌 0.626 5 서울 광진구 도시 0.211

6 제주 서귀포시 도시 0.625 6 서울 마포구 도시 0.213

7 전남 곡성군 농촌 0.624 7 서울 동대문구 도시 0.217

8 경남 남해군 농촌 0.623 8 대구 중구 도시 0.223

9 전남 완도군 농촌 0.622 9 부산 중구 도시 0.237

10 강원 삼척시 도시 0.621 10 인천 남구 도시 0.246

11 경남 의령군 농촌 0.621 11 서울 강서구 도시 0.254

12 경북 청송군 농촌 0.619 12 대구 서구 도시 0.255

13 경북 청도군 농촌 0.616 13 서울 송파구 도시 0.255

14 경남 합천군 농촌 0.615 14 서울 중구 도시 0.264

15 전남 화순군 농촌 0.615 15 서울 구로구 도시 0.268

16 경남 하동군 농촌 0.615 16 서울 동작구 도시 0.270

17 경남 고성군 농촌 0.614 17 서울 양천구 도시 0.284

18 경남 산청군 농촌 0.613 18 인천 부평구 도시 0.286

19 전남 순천시 도시 0.612 19 서울 강동구 도시 0.297

20 경북 봉화군 농촌 0.611 20 서울 강남구 도시 0.297

표 S1. NDVI 상위/하위 2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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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지역 지역
구분 값 하위 지역 지역

구분 값

1 전북 고창군 농촌 7.093 1 전남 진도군 농촌 1.672

2 경기 양평군 농촌 5.876 2 경북 군위군 농촌 1.972

3 경기 양주시 도시 5.375 3 전남 장흥군 농촌 2.013

4 대구 중구 도시 5.231 4 경북 영덕군 농촌 2.054

5 인천 남동구 도시 4.959 5 경북 영양군 농촌 2.102

6 서울 강남구 도시 4.953 6 전남 신안군 농촌 2.123

7 부산 중구 도시 4.921 7 경북 울진군 농촌 2.125

8 부산 동래구 도시 4.887 8 전남 고흥군 농촌 2.139

9 경기 안산시 도시 4.842 9 전북 완주군 농촌 2.158

10 경기 광주시 도시 4.837 10 울산 북구 도시 2.212

11 경기 파주시 도시 4.824 11 울산 동구 도시 2.220

12 경기 시흥시 도시 4.807 12 강원 철원군 농촌 2.221

13 서울 광진구 도시 4.797 13 전남 무안군 농촌 2.251

14 경남 남해군 농촌 4.796 14 경남 양산시 도시 2.281

15 울산 울주군 농촌 4.790 15 부산 서구 도시 2.311

16 서울 서대문구 도시 4.773 16 경남 거제시 도시 2.341

17 경기 의정부시 도시 4.760 17 경북 성주군 농촌 2.386

18 경기 광명시 도시 4.751 18 충북 단양군 농촌 2.458

19 전북 무주군 농촌 4.734 19 전남 구례군 농촌 2.465

20 강원 평창군 농촌 4.711 20 대구 서구 도시 2.484

표 S2.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상위/하위 2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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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지역 지역
구분 값 하위 지역 지역

구분 값

1 서울 성북구 도시 27.781 1 전남 고흥군 농촌 15.919

2 경기 광명시 도시 27.444 2 전남 신안군 농촌 15.992

3 인천 남구 도시 27.349 3 전남 장흥군 농촌 16.655

4 대전 대덕구 도시 27.121 4 경북 울릉군 농촌 17.264

5 서울 동대문구 도시 27.115 5 경북 영덕군 농촌 17.561

6 경기 안산시 도시 26.842 6 전북 임실군 농촌 17.703

7 충남 보령시 도시 26.793 7 경북 청도군 농촌 17.750

8 경기 남양주시 도시 26.643 8 전남 완도군 농촌 18.073

9 경기 김포시 도시 26.637 9 경남 밀양시 도시 18.278

10 경기 시흥시 도시 26.621 10 경북 군위군 농촌 18.341

11 경기 포천시 도시 26.614 11 전남 구례군 농촌 18.464

12 서울 양천구 도시 26.566 12 전남 진도군 농촌 18.692

13 인천 중구 도시 26.487 13 경북 울진군 농촌 18.870

14 경기 광주시 도시 26.459 14 경북 영양군 농촌 18.999

15 대전 중구 도시 26.433 15 전남 강진군 농촌 19.060

16 인천 부평구 도시 26.419 16 울산 동구 도시 19.132

17 경기 이천시 도시 26.371 17 경북 상주시 도시 19.326

18 충남 서산시 도시 26.311 18 경남 거제시 도시 19.355

19 충남 홍성군 농촌 26.289 19 전북 장수군 농촌 19.364

20 인천 남동구 도시 26.284 20 울산 북구 도시 19.413

표 S3.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상위/하위 2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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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지역 지역
구분 값 하위 지역 지역

구분 값

1 경기 안산시 도시 9.277 1 경북 영덕군 농촌 2.664

2 인천 남동구 도시 8.838 2 전남 무안군 농촌 2.741

3 서울 강동구 도시 8.764 3 경남 양산시 도시 2.920

4 경기 오산시 도시 8.729 4 울산 동구 도시 3.026

5 서울 영등포구 도시 8.660 5 경북 군위군 농촌 3.080

6 인천 부평구 도시 8.465 6 전북 임실군 농촌 3.327

7 서울 송파구 도시 8.404 7 경북 울릉군 농촌 3.355

8 경기 시흥시 도시 8.349 8 전남 구례군 농촌 3.355

9 서울 중랑구 도시 8.334 9 전남 고흥군 농촌 3.392

10 서울 동작구 도시 8.273 10 전남 보성군 농촌 3.672

11 서울 서대문구 도시 8.251 11 전남 강진군 농촌 3.723

12 서울 구로구 도시 8.122 12 전남 진도군 농촌 3.770

13 서울 도봉구 도시 8.093 13 부산 북구 도시 3.926

14 인천 연수구 도시 8.028 14 전남 순천시 도시 4.012

15 서울 광진구 도시 8.019 15 울산 북구 도시 4.025

16 강원 동해시 도시 8.002 16 경남 거제시 도시 4.075

17 경기 동두천시 도시 7.943 17 경남 창녕군 농촌 4.087

18 경기 포천시 도시 7.892 18 경북 청도군 농촌 4.111

19 부산 영도구 도시 7.830 19 전북 장수군 농촌 4.126

20 인천 동구 도시 7.816 20 경남 고성군 농촌 4.170

표 S4. 우울감 경험률 상위/하위 2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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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지역 지역
구분 값 하위 지역 지역

구분 값

1 경기 안양시 도시 18.688 1 전북 임실군 농촌 8.577

2 서울 동대문구 도시 18.538 2 전북 진안군 농촌 8.901

3 인천 계양구 도시 18.363 3 전북 장수군 농촌 9.197

4 인천 남동구 도시 18.264 4 경북 성주군 농촌 9.207

5 서울 강북구 도시 18.218 5 전남 고흥군 농촌 9.429

6 서울 서대문구 도시 18.194 6 전남 장흥군 농촌 9.489

7 인천 부평구 도시 18.111 7 전북 순창군 농촌 9.592

8 경기 안산시 도시 18.050 8 경북 군위군 농촌 10.047

9 서울 도봉구 도시 18.046 9 전북 무주군 농촌 10.321

10 서울 관악구 도시 18.038 10 전남 진도군 농촌 10.341

11 서울 중랑구 도시 18.019 11 전남 신안군 농촌 10.440

12 서울 강동구 도시 17.985 12 전남 보성군 농촌 10.473

13 인천 남구 도시 17.953 13 경북 영덕군 농촌 10.542

14 서울 영등포구 도시 17.645 14 충남 청양군 농촌 10.773

15 경기 광명시 도시 17.614 15 강원 인제군 농촌 10.855

16 서울 양천구 도시 17.526 16 경북 안동시 도시 11.039

17 서울 성북구 도시 17.485 17 전북 완주군 농촌 11.197

18 서울 금천구 도시 17.430 18 전남 완도군 농촌 11.201

19 서울 강서구 도시 17.409 19 충북 단양군 농촌 11.244

20 서울 구로구 도시 17.295 20 경북 상주시 도시 11.451

표 S5. 강한 수면박탈률(<5h) 상위/하위 2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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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지역 지역
구분 값 하위 지역 지역

구분 값

1 서울 서대문구 도시 48.519 1 전북 임실군 농촌 26.346

2 인천 남구 도시 47.469 2 전남 고흥군 농촌 27.240

3 서울 동작구 도시 47.202 3 전북 진안군 농촌 27.852

4 서울 영등포구 도시 47.048 4 전남 신안군 농촌 28.686

5 서울 강동구 도시 46.979 5 경북 성주군 농촌 28.810

6 서울 동대문구 도시 46.957 6 전북 장수군 농촌 29.345

7 경기 안양시 도시 46.721 7 전북 무주군 농촌 30.114

8 서울 성북구 도시 46.658 8 경남 함양군 농촌 30.385

9 서울 서초구 도시 46.585 9 전남 보성군 농촌 30.717

10 서울 노원구 도시 46.531 10 경북 영양군 농촌 30.743

11 서울 도봉구 도시 46.439 11 전남 장흥군 농촌 30.909

12 서울 강북구 도시 46.430 12 경북 군위군 농촌 30.910

13 서울 양천구 도시 46.379 13 경남 합천군 농촌 31.163

14 서울 관악구 도시 46.371 14 경남 의령군 농촌 31.340

15 인천 계양구 도시 46.346 15 전남 해남군 농촌 31.617

16 경기 군포시 도시 46.299 16 충남 청양군 농촌 31.684

17 경기 과천시 도시 46.237 17 경북 의성군 농촌 31.715

18 서울 종로구 도시 46.196 18 전남 완도군 농촌 31.978

19 경기 의왕시 도시 46.195 19 경북 상주시 도시 32.142

20 서울 마포구 도시 46.096 20 경북 울릉군 농촌 32.150

표 S6. 약한 수면박탈률(5∼6h) 상위/하위 2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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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지역 지역
구분 값 하위 지역 지역

구분 값

1 서울 서초구 도시 85.926 1 부산 동구 도시 64.057

2 경기 과천시 도시 84.134 2 경북 칠곡군 농촌 66.696

3 대전 유성구 도시 83.986 3 서울 강북구 도시 66.830

4 서울 강남구 도시 83.925 4 경기 동두천시 도시 67.290

5 강원 철원군 농촌 83.417 5 경북 군위군 농촌 67.502

6 경북 상주시 도시 83.147 6 전남 화순군 농촌 67.655

7 경북 울릉군 농촌 82.850 7 경기 안산시 도시 67.920

8 전남 고흥군 농촌 82.596 8 경북 영천시 도시 67.927

9 충남 계룡시 도시 82.498 9 전북 김제시 도시 67.934

10 대구 수성구 도시 82.422 10 부산 사하구 도시 68.004

11 충북 진천군 농촌 81.887 11 경북 청송군 농촌 68.369

12 인천 옹진군 농촌 81.579 12 서울 성북구 도시 68.408

13 강원 양구군 농촌 81.320 13 대구 서구 도시 68.422

14 서울 용산구 도시 81.292 14 충남 당진시 도시 68.988

15 서울 송파구 도시 81.240 15 경북 의성군 농촌 69.035

16 강원 속초시 도시 80.693 16 제주 서귀포시 도시 69.144

17 충북 영동군 농촌 80.636 17 부산 영도구 도시 69.588

18 경기 양평군 농촌 80.496 18 경북 봉화군 농촌 69.617

19 전남 순천시 도시 80.217 19 전남 함평군 농촌 69.621

20 울산 남구 도시 80.120 20 전북 정읍시 도시 69.808

표 S7. 주관적 행복인지율 상위/하위 2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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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

주관적 정신건강 지표 녹지수준
(연속형) p-value 도시/농촌

(Reference: 도시) p-value 녹지수준×도시농촌 p-value

강한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240
(-0.367, -0.113) 0.0002 -1.703

(-3.496, 0.091) 0.0628 0.366
(0.047, 0.685) 0.0248

약한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550
(-0.802, -0.299) <.0001 -0.195

(-3.899, 3.51) 0.9178 0.07
(-0.589, 0.73) 0.8338

우울감 경험률 -0.221
(-0.392, -0.049) 0.0118 -2.561

(-5.075, -0.047) 0.0459 0.432
(-0.016, 0.88) 0.0588

강한 수면박탈률(<5h) -0.697
(-0.917, -0.477) <.0001 -2.395

(-5.346, 0.556) 0.1115 0.401
(-0.123, 0.925) 0.1333

약한 수면박탈률(5∼6h) -1.166
(-1.532, -0.800) <.0001 -5.149

(-10.007, -0.291) 0.0378 0.903
(0.041, 1.765) 0.0400

주관적 행복인지율 1.039
(0.438, 1.640) 0.0008 13.049

(4.989, 21.109) 0.0016 -2.304
(-3.734, -0.874) 0.0017

모든 결과는 위도, 경도, 인구, 1인당 GRDP, BMI,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걷기실천율, 단독주택비율,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연도별 시계열 추세 및

지역별 임의효과를 보정한 결과임

표 S8. 교호작용항을 포함한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지표의 연관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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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정신건강변수
Percentile Change (95% Confidence Interval)

전체 　 남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지역

강한 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383
(-0.584, -0.182) ** -0.268

(-0.480, -0.056) * -0.427
(-0.644, -0.210) ** -0.434

(-0.64, -0.227) ** -0.167
(-0.421, 0.088)

약한 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853
(-1.250, -0.457) ** -0.484

(-0.942, -0.027) * -1.193
(-1.650, -0.737) ** -0.922

(-1.343, -0.500) ** -0.511
(-1.04, 0.018)

우울감경험률 -0.393
(-0.664, -0.121) ** -0.384

(-0.615, -0.152) ** -0.296
(-0.628, 0.035)

-0.434
(-0.693, -0.174) ** -0.191

(-0.662, 0.279)

강한 수면박탈률(<5h) -1.191
(-1.530, -0.851) ** -0.849

(-1.212, -0.486) ** -1.398
(-1.767, -1.030) ** -1.150

(-1.472, -0.828) ** -1.538
(-2.239, -0.838) **

약한 수면박탈률(5∼6h) -2.098
(-2.657, -1.539) ** -1.666

(-2.313, -1.018) ** -2.406
(-2.950, -1.863) ** -2.145

(-2.748, -1.542) ** -1.806
(-2.514, -1.098) **

주관적 행복인지율 1.848
(0.858, 2.837) ** 1.713

(0.710, 2.716) ** 1.935
(0.889, 2.982) ** 2.073

(1.129, 3.018) ** 0.927
(-0.716, 2.570)

도시
지역

강한 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354
(-0.545, -0.163) ** -0.221

(-0.426, -0.016) * -0.410
(-0.615, -0.204) ** -0.416

(-0.612, -0.219) ** -0.111
(-0.388, 0.167)

약한 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745
(-1.140, -0.35) ** -0.343

(-0.838, 0.151)
-1.120

(-1.540, -0.701) ** -0.847
(-1.271, -0.424) ** -0.325

(-0.873, 0.223)

우울감경험률 -0.301
(-0.609, 0.008) * -0.267

(-0.528, -0.006) * -0.248
(-0.628, 0.133)

-0.375
(-0.668, -0.082) * -0.116

(-0.675, 0.442)

강한 수면박탈률(<5h) -1.280
(-1.645, -0.915) ** -0.931

(-1.311, -0.552) ** -1.429
(-1.831, -1.026) ** -1.239

(-1.590, -0.888) ** -1.688
(-2.426, -0.951) **

약한 수면박탈률(5∼6h) -2.363
(-2.949, -1.778) ** -1.918

(-2.584, -1.253) ** -2.626
(-3.194, -2.057) ** -2.398

(-3.028, -1.767) ** -2.239
(-2.948, -1.529) **

주관적 행복인지율 1.799
(0.776, 2.821) ** 1.522

(0.445, 2.600) ** 1.999
(0.950, 3.048) ** 2.067

(1.101, 3.033) ** 0.871
(-1.003, 2.746)

농촌
지역

강한 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528
(-0.597, 1.652)

0.016
(-1.267, 1.299)

1.047
(-0.236, 2.330)

0.363
(-0.819, 1.546)

1.279
(-0.030, 2.588)

약한 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1.956
(-0.610, 4.523)

2.104
(-0.787, 4.995)

1.504
(-1.521, 4.530)

2.279
(-0.446, 5.004)

-0.779
(-3.650, 2.092)

우울감경험률 0.248
(-1.232, 1.729)

-0.207
(-1.521, 1.108)

0.844
(-0.981, 2.669)

0.130
(-1.312, 1.571)

0.995
(-1.377, 3.367)

강한 수면박탈률(<5h) 1.013
(-0.721, 2.747)

1.340
(-0.692, 3.372)

0.614
(-1.372, 2.599)

1.093
(-0.573, 2.760)

0.164
(-3.365, 3.694)

약한 수면박탈률(5∼6h) 2.791
(-0.020, 5.602)

3.310
(-0.185, 6.804)

2.203
(-0.796, 5.203)

3.033
(0.002, 6.063) * 1.450

(-2.474, 5.374)

주관적 행복인지율 -2.134
(-8.001, 3.733)

-1.947
(-7.734, 3.840)

-2.692
(-9.195, 3.811)

-1.344
(-6.948, 4.259)

-6.295
(-15.966, 3.376)

*p<0.05, **p<0.01

표 S9. EVI 녹지지표와 주관적 정신건강 변수 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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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정의

Percentile Change (95% Confidence Interval) 　

강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약한 주관적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강한 수면

박탈률(<5h) 　 약한 수면
박탈률(5∼6h) 　

주관적
행복인지율 　

NDVI Lag 0∼1 year avg. -0.238
(-0.366, -0.110) **

-0.563
(-0.813, -0.312) **

-0.228
(-0.400, -0.056) * -0.677

(-0.898, -0.456) **
-1.186

(-1.554, -0.818) **
1.021

(0.403, 1.64) **

NDVI Lag 0∼2 year avg. -0.242
(-0.370, -0.114) **

-0.564
(-0.815, -0.313) **

-0.222
(-0.395, -0.049) * -0.697

(-0.920, -0.475) **
-1.205

(-1.576, -0.835) **
1.022

(0.401, 1.643) **

NDVI Lag 0∼3 year avg. -0.242
(-0.370, -0.113) **

-0.554
(-0.806, -0.302) **

-0.229
(-0.402, -0.056) * -0.715

(-0.939, -0.491) **
-1.208

(-1.579, -0.836) **
1.033

(0.413, 1.653) **

Summer NDVI (6∼8월) -0.143
(-0.229, -0.057) **

-0.321
(-0.495, -0.148) **

-0.196
(-0.314, -0.078) **

-0.507
(-0.647, -0.367) **

-0.812
(-1.043, -0.582) **

0.731
(0.299, 1.164) **

EVI Lag 0∼1 year avg. -0.427
(-0.631, -0.224) **

-0.910
(-1.311, -0.510) **

-0.397
(-0.671, -0.122) **

-1.191
(-1.537, -0.844) **

-2.186
(-2.756, -1.615) **

1.880
(0.888, 2.873) **

EVI Lag 0∼2 year avg. -0.426
(-0.631, -0.221) **

-0.884
(-1.286, -0.481) **

-0.401
(-0.676, -0.125) **

-1.255
(-1.604, -0.906) **

-2.211
(-2.785, -1.636) **

1.828
(0.832, 2.823) **

EVI Lag 0∼3 year avg. -0.42
(-0.626, -0.215) **

-0.878
(-1.282, -0.475) **

-0.422
(-0.698, -0.145) **

-1.254
(-1.605, -0.904) **

-2.171
(-2.749, -1.593) **

1.804
(0.811, 2.798) **

Summer EVI (6∼8월) -0.195
(-0.309, -0.080) **

-0.451
(-0.683, -0.219) **

-0.262
(-0.419, -0.105) **

-0.739
(-0.925, -0.553) **

-1.264
(-1.569, -0.959) **

1.091
(0.508, 1.674) **

*p<0.05, **p<0.01

표 S10. 녹지 정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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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실천율 상위50% 지역 걷기실천율 하위50% 지역

주관적 정신건강 지표 Percentile
Change p-value Percentile

Change p-value

강한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138
(-0.294, 0.017) 0.081 -0.106

(-0.341, 0.130) 0.376

약한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371
(-0.669, -0.073) 0.015 -0.588

(-1.065, -0.111) 0.016

우울감 경험률 -0.256
(-0.479, -0.033) 0.025 0.042

(-0.278, 0.363) 0.794

강한 수면박탈률(<5h) -0.424
(-0.696, -0.153) 0.003 -0.429

(-0.788, -0.071) 0.019

약한 수면박탈률(5∼6h) -0.707
(-1.184, -0.230) 0.004 -0.776

(-1.356, -0.197) 0.009

주관적 행복인지율 0.334
(-0.504, 1.173) 0.431 1.028

(-0.023, 2.079) 0.055

모형은 녹지를 노출변수, 각 정신건강지표를 반응변수로 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

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모형은 위도, 경도, 인구, 1인당 GRDP, BMI, 고위험음주율, 흡연율, 단독

주택비율,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연도별 시계열 추세 및 지역별 임의효과를 보정한 결과임

표 S11. 걷기실천율 상위/하위 지역의 녹지와 주관적 정신건강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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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s I p-value

강한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107 0.989

약한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0.071 0.932

우울감 경험률 0.052 0.101

강한 수면박탈률(<5h) 0.020 0.289

약한 수면박탈률(5∼6h) 0.066 0.054

주관적 행복인지율 -0.041 0.796

표 S12. 분석모형의 잔차 공간상관성 검정 결과(Moran’s 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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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Greenness and

Subjective Mental Wellbeing

Cinoo Kang

Department of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Mental health disorders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increase in overall diseases and disability worldwide. Green

areas around the living environment are drawing attention as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s in improving such mental health

disorders. However, the association between greenness and

positive or negative mental health is still unclear. In addition,

most of the researches were conducted focused on major

metropolitan cities and barely to find nationwid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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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there are few studies comparing the association of

greenness and mental health in urban and rural regions.

Objectives: In this study, we identify how greenness relates to

negative and positive mental wellbeing indicators at the

nationwide community-level in Korea and investigate whether

these associations differ in urban and rural regions.

Methods: We collected regional indicators annually of

greenness, 6 mental wellbeing indicators(strong perceived stress

level, mild perceived stress level, depressive symptom, strong

deprivation of sleep, mild deprivation of sleep, perceived

happiness), and local socioeconomic variables for adjustment in

228 basic local districts in South Korea from 2008 to 2017.

Greenness data was derived from the Terra platform of the

MODIS satellite image. In addition, we processed raw data of

community health survey, thereafter we calculated standardized

mental wellbeing outcomes by the census population in 2010.

Linear Mixed Model was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greenness and subjective

mental wellbeing after adjusting the socioeconomic, health,

residence, medical indicators, geographical location and time

trends of each local district.

Results: Increased greenness was associated negatively with

negative mental wellbeing outcomes, on the contrary, positively

associated with positive mental health outcome. The percentile

change in mental wellbeing outcomes with an increase of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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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in greenness were: strong perceived stress level

-0.214(95% CI: -0.341, -0.088); mild perceived stress level

-0.540(95% CI: -0.789, -0.292); depressive symptom -0.214(95%

CI: -0.385, -0.043); strong deprivation of sleep -1.132(95% CI:

-1.493, -0.770); mild deprivation of sleep -1.132(95% CI: -1.493,

-0.770); perceived happiness 0.975(95% CI: 0.360, 1.590). In

addition, these results were more pronounced in the population

aged 65 y+ and in urban regions. By contrast, greenness and

subjective mental wellbeing in rural regions showed no

significant associations. Moreover, the results remained

consistent even with changes in the definition of various

greenness exposure.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at greenness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promoting the mental health of the

local population on making or implementing the urban

development policy. Moreover, this study also provides

important evidence for the necessity for the differentiated urban

plann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hen

establishing urban policies, considering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greenness and subjective mental wellbeing is more

pronounced in urban regions than in rural.

Keywords : Greenness, Mental Health, Nationwide study,

Urban city, Rural area, Ecological study

Student Number : 2018-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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