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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온 국민이 누리는 건강 세상을 위해 건강형평성의 확보는 시급한 현안이며 

실제로 많은 건강결정요인은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정신질환 중 가장 흔한 

우울증의 경우, 집단의 특성 간 발생 현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접근을 통한 연

구가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기저 감정인 우울감 경험의 지역적 변이를 

분석하여 지역별 중재가 필요한 건강결정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Methods: 지역사회건강조사 2011년, 2013년 자료 중 우울증과 관련 있는 지표를 분석대상

에 포함시켰다. 이의 변수들에 대해 Moran의 I 지수를 산출하여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확인 후 공간적 지리가중회귀분석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ArcGIS 10.1을 사용한 지리가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종 모형은 건강행태, 이환, 사회·물리적환경 모형을 별도 구축

한 후 유의한 변수 조합을 통해 구성하였다. 

Results: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아침식사 빈도 주 1~2회 변수가 가장 관련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에 따라 간접흡연 노출률 또는 스트레

스 인지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환 영역에서 가장 관련이 큰 것은 심근경색증 평생의사

진단 경험률이었으며 사회․물리적 환경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신뢰 환경이 가장 연관성이 

높아 신뢰가 낮을수록 우울감 경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영역별 영향이 높

은 변수들로 최종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우울감 경험과 관련이 높은 순위에 따

라 2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해 지역단위보건관련지표는 지역의 우울감 경험 발생과 유의미

한 연관성이 있으며 연관성 우선순위에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공중 보건 영역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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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본 연구방법론 및 연구결과 제시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건강수준향상 프

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keywords : Depression, Depressive disorder, Spatial regression, Spatial analysis , Health status 

 

서론 

 

온 국민이 누리는 건강 세상을 위해 건강형평성의 확보는 시급한 현안이다. 건강형평

성 확보란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의미하며 건강불평등이란 인구집단 간 건강상태가 불균

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1]. 건강불평등이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 중 하나로 지

역 간 차이를 꼽을 수 있으며[2] 실제로 많은 건강관련지표 및 건강결정요인이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수준의 지역별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를 고려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거의 대

부분 만성질환에 한해 다루고 있다[5-9]. 만성질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차원에서도 꾸준히 관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정신질환은 개인 수준에서뿐만 아니

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지 및 관리율이 낮은 

실정이다[10]. 특별히 정신질환 중 가장 흔한 우울증의 경우, 집단의 특성간 발생 현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11,12] 지역 간 차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역별 접근을 통

한 연구가 요구된다. 

 

우울증은 만성질환보다 개인의 사회적, 신체적 안녕을 더욱 손상시키는 질환으로 밝혀

진 바 있으며[13], 가족관계, 사회생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애를 유발하여 유병자 중 10-15%는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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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다[14].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OECD 주요 국가들

의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은 인구 100,000명 당 12.1명인데, 한국의 경우 27.3명으로 평

균 자살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제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s, GBD) 연구 결과 291개 질병의 장애보정손실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 순위는 1990년을 기준으로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이 15위였으며[15] 

2010년 11위로 높아졌다. 특히 장애보정 손실연수(DALY)는 조기 사망에 따른 손실연수

(Years of Life Lost, YLL)와 장애생활연수(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의 합으로 산

출되는데, 이 때 장애생활연수의 순위는 1990년 3위, 2013년 2위로 높아졌으며, 이의 결

과를 통해 우울증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건강한 삶의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우울증은 자

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

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전인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우울증은 성별, 연령 등 개인의 생물학적 취약성[16,17], ], 사회활동 참여[20] 등의 사

회적 자본[18,19], 지역사회 신뢰환경[21,22], 만성질환여부[23,24], 흡연[25], 음주, 운동, 수

면 시간 등 다양한 건강행태[10]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에 영향을 미

치는 이의 요인들은 대부분 지역별 상이한 분포를 나타냈으며[26] 이에 따라 우울증 발

생 양상에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재가 가능한 요

인으로서 이를 파악하는 것은 건강증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지역적 변이요인을 분석하여 지역별 중재

가 필요한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우울증 사례뿐만 아니라 보건영역에서 지역

적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다른 건강수준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방법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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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제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는 지역사회특성과 우울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지표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시의 확보를 위해 최신 가용 자료인 

2013년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주제의 특성상 여러 건강행태 관련 변수와 종속

변수 간 역인과 발생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종속변수는 2013년, 독립변수는 2013년과 

과거 연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 때 변수 중 2년 주기 조사항목이 존재함에 따라 

과거 연도는 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매년 독립적인 표본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단면

조사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data)라는 점을 감안할 때 표본추출 및 설문조

사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7] 이의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중재이기 때문에 다년자료의 활용이 단년자료 사용보다 더 타당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우울증 관련된 지표는 
「
우울증 평생의사진단 경험률」과 

「
우

울감 경험률」이 있다. 
「
우울증 평생의사진단 경험률」은 의사의 진단에 따른 값으로 질

병유무가 검증된 사례에 대한 측정치이기는 하나, 병의원에 방문한 경우에만 해당되어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 실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보다 과소 측정될 가

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으며 타 질환의 의사진단 경험률보다 그 정도가 크며 질환의 유

무 이외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
우울감 경험률」 의 

경우, 우울증의 기저 감정에 대한 지표로서 정확히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경우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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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

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값으로 실제 우울증 진단 기준을 질문에 일

부 반영하고 있기에 이를 우울증을 설명하는 종속변수로 선택하였다. 미국 정신의학협회

의 정신질환 분류기준(DSM-IV)에 따르면 하루 종일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의 지속, 모든 

즐거움과 흥미의 현저한 상실, 식욕감퇴로 인한 현저한 체중감소 및 증가, 매일 계속되

는 불면증 또는 수면과다, 정신운동의 변화, 피로감 및 에너지 상실감, 무가치감 혹은 부

적절한 죄책감, 사고력이나 집중력 및 판단력의 저하,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과 자

살 계획 및 시도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2주 동안 지속되고 이전의 기능수준과 다른 변화

가 나타날 때 우울증으로 분류한다[27].  

분석에 포함될 독립변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중 문헌고찰을 통해 우울증과 관련

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를 1차로 선정 후 종속변수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를 선별하였다.  

최종 가용 변수는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총 50개였으며 시군구 지역의 수는 2011년과 

2013년 기간 중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013년 기준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지역의 정의를 조정하여 총 251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적 분석 

모든 지표는 정확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5년 추계인구를 사용하여 연령을 

10세간격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

별 성별 직접표준화를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선별한 우울증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 지표와 종속변수인 
「
우울

감 경험률」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상관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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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게 절댓값 0.2 이상인 변수를 공간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이 확보되지 않은 변수 중 중재의 가능성 및 보건학적 의미가 큰 변수는 분석에 포함하

였다. 

 

본 연구 자료는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된 자료로서 실제 영향요인이 행정구역 

분류로 인해 차단될 수 있음에 따라 물리적 인접성 반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

로 변량의 크기가 유사한 지역끼리 서로 이웃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등간

척도로 측정된 공간패턴을 전역적 Moran의 I 지수를 통해 파악하여 지리가중회귀분석의 

타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Moran의 I 지수를 통해 공간적 자기 상관을 확인하였음에 따라 

지리가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모형의 적합도는 대역폭의 설정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되는데 표본의 분포 패턴이 규칙적일 경우 고정된 커널(fixed kernel)을 사용하며 분

포가 불규칙적일 경우 가변적 커널(adaptive kernel)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게 

된다[28].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거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표본간 거리가 가까울 때 대

역폭을 작게, 비교적 거리가 멀 때에는 대역폭을 넓게 설정하기 위해 가변적 커널방식으

로 대역폭을 설정하고 일반적 사용이 용이한 AIC를 채택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였

다. 

 

지리가중회귀모형은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분석 시행 후 영역별 분석 결과

를 통해 유의하게 영향이 있는 변수들로 최종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는 엄격한 다중

공선성 기준 적용에 따라 모형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변수의 결정에 추가할 수 있는 변

수가 제한되므로 영역별 편향이 발생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분석에는 ArcGIS 10.1

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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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가중 회귀분석을 산출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타 지역에 비해 영향

의 정도가 가장 높은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회귀계수들을 Z 점수로 변환하여 

변수 간 비교를 하였다. Z 점수는 표준점수의 하나로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점수를 그 분

포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상대적 의미에서의 비교하였으며 변수 별 지역의 Z 점수를 산

출하여 순위로 변환한 후 지역 내 여러 변수 중 순위가 가장 높은 변수에 대해 파악하였

다.  

 

연구결과 

우울증 관련요소 지역별 격차 현황 

지역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극단값비의 경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스트레스로 

인한정신상담률, 아토피피부염 및 알레르기성 비염 평상의사진단 경험률이 높게 나타

났다[table 1]. 

 

지역별 군집 유형 공간적 연관성 

우울감 경험률과 관련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을 보인 변수 총 33개였다. 이 중 가장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상관계수 0.65인 알레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었다[table 2].  

 

변수들의 공간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 결과, 상관분석을 

통해 선별한 대부분의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자기상관 관

계를 보여 지리 가중 회귀분석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인 우울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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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률의 경우 Moran의 I 지수가 0.34로 군집성이 나타났다[table 2].  

 

지역사회 특성과 우울감 

지역사회의 여러 보건학적 특성 중 우울감 경험과 연관이 깊은 요소를 다각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각 영역별 관련성이 높은 변수로 아래 식과 같이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5개의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변수 중 가장 

큰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었으며 유의확률이 0.002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1% 증가한 지역은 우울감 

경험률이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경상남도인 남부 지역에서 연관성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환 영역 내의 다른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의 경

우, 평균적으로 1% 증가함에 따라 우울감 경험률은 0.17% 증가하였으며 심근경색증의 

지역 분포와 달리 수도권 지역에서 연관성이 가장 낮았고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

타났다. 건강행태 영역에서 우울감 경험률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던 아

침식사 빈도 주 1~2회 변수의 경우, 이환과 사회․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함에 따라 

건강행태만을 고려하였던 모형에서의 결과보다 관련성의 정도가 줄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본 변수의 증가에 따라 우울감 경험률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아침식사를 잘 하

지 않는 집단일수록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스트



Volume: 39, Article ID: e2017025 

https://doi.org/10.4178/epih.e2017025 

레스 인지율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연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상도 지역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사회․물리적 환경 중 대중교통 환경은 알레르기

성 비염 평생의사 진단률과 우울감 경험률의 연관성과 유사한 지역 분포로 수도권 지역

에서 가장 낮았고 경상도 지역에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ure 1]. 본 모형에 포

함된 변수들의 분석 결과를 각 영역별 모형 분석 시 나타난 결과 비교하여 보면 회귀계

수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지역분포를 분포를 보여 모형의 구성이 타당함을 설명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 대중교통 환경의 경우 영역별 모형 분석의 결과와 회귀계수의 부호 및 

지역별 분포가 반대로 나타나 영역별 모형 분석 시 이의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했

음을 알 수 있었다. 

 

5개의 변수가 각 각 우울감 경험률에과 관련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관련성의 순

위가 지역별 상이함을 보였다.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우울감 경험률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는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가장 미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변수는 지역사

회 대중교통 환경이었다. 연관 정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Figure 2].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울감 경험률과 관련의 정도가 큰 지표의 순위를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1위인 지역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

도, 경상남도로 나타났으며 알레르기성 비염 평생의사 진단율이 1위인 지역은 경상북도, 

아침식사빈도 주 1~2회가 1위인 지역은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스트레스 인지율이 1위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대중교통 환경

이 1위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1개 구를 포함하여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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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성 

우울감과 각 영역별 관련성 대한 3개의 모형과 이를 통해 구축한 최종모형에 대하여 

GWR과 OLS를 비교 분석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
2 
는 4개의 모형에서 OLS보

다 GWR의 결과에서 미미하지만 높게 나타났으나 adjusted R
2
의 경우, 사회물리적 환경

에 대한 모형 3의 경우 OLS가 조금 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의 적

합성을 나타내는 AIC는모든 모형에서 GWR의 값이 OLS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

력이나 적합성의 종합적 확인을 통해 GWR을 통한 분석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Table 4].  

 

영역별 모형의 비교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좋은 모형은 모형4에 해당하는 최종모

형이었으며 모형의 적합성 측면에서도 모형 4가 AIC값이 가장 낮아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OLS 모형이 가정을 준수하는 가를 진단하기 위해 오차의 정규성을 판정하는 

Jarqure-Bera 통계량은 4개의 모형 모두 유의하지 않아 오차의 정규성 가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등분산성 가정 준수를 확인하는 Koenker 통계량은 모형 1과 모

형 4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관계들이 비고정성(non-stationary)이 

있어 지역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공간적 이질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4]..  

 

고찰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의 의사진단 경험률의 극단값비를 살펴보면 고혈압은 1.78, 당뇨

병의 경우 2.05, 뇌졸중(중풍)은 4.40, 심근경색증 5.60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종속변수로 선정한 우울감 경험률은 극단값비가 10.29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



Volume: 39, Article ID: e2017025 

https://doi.org/10.4178/epih.e2017025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우울감 경험률에 대한 지역 단위 분석이 의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의 필요에 따라 지역별 자료가 필요하였으나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된 지역별 자료는 

임의의 구분에 따라 실제 영향이 차단되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별 분석 

시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주거지와 직장 및 학업 환경이 일치하지 않아 이동이 잦은 

현대 사회의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이동 가능한 거리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였다. 이러한 발생 가능한 오류의 최소화와 발생 가능한 가정을 포괄하기 위해 지리

가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영역별 모형의 분석 결과, 건강행태 영역 모형과 이환 영역 모형은 최종 모형과 비교

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설명계수 및 적합성을 진단하는 AIC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건강행태와 이환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소들로 해당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사회․물리적 환경 영역 모형은 모형의 설명력이나 적합성이 최종 모형에 비

해 현저하게 낮았고 이는 우울감 경험을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건강행태와 우울감 경험의 관계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

이 우울증과 흡연 및 음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25] 본 분석에서는 흡연 및 

음주와 관련한 대부분의 변수가 우울감 경험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스트레스가 우울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기존의 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하였다[29,30]. 그러나 우울감 경험과 운동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10]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걷기실천율은 본 지표의 표준화율이 증가하면 우울감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아침식사 빈도 주 



Volume: 39, Article ID: e2017025 

https://doi.org/10.4178/epih.e2017025 

1~2회 변수는 영양 상태에 대한 해석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을 설명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 아침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군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높음을 밝

혀낸 바 있다[10]. 다른 질병과 우울감 경험의 관계 분석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우울감 경험과의 연관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요한 질환이

기는 하지만 만성질환이 오늘날 국가 수준에서도 잘 관리되어[31]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크게 주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분석에서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심근경색증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부위의 장애 경험으로 재발 시 위

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바[32], 관리를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이 많은 질병

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의 연결을 생각할 수 있다[33].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또한 우울감 경험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

레르기성 질환군에서 우울과 적대감이 많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4]. 아토피피

부염은 현대인에게 관심과 관리의 대상이 되었으나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큰 장애를 

초래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겪어 본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간과하게 되는 질병 중 하

나이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약 80% 정도는 후에 천식이나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보인다는 점[35]과 같이 이 두 질병은 생리학적 기전에 있어

서 연관성이 높은 질환으로 알레르기성 비염도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

물리적 환경은 정도가 크지 않지만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사회 대중교통 환경의 경우 대중교통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의 분율이 높을

수록 우울감 경험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도시화와 대중교통의 발달

에 양의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도시화가 되지 않은 곳에서 우울감 경험

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 우울감 경험의 심각성을 입증

하는 많은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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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우울감 경험과 관련이 높은 순위는 지역별 차이가 있었는데 경상도 

동부 지역이 다른 지역과 분포를 달리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강행태보다는 질병에 

기인한 연관성이 크게 나타난 반면, 경상도 동부 지역에서는 심근경색증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다음으로 아침식사 빈도가 관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단위 사업의 우선순

위 결정에는 지역에서의 연관성 정도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며 국가단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는 관련의 정도가 특히 큰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예산 배분의 근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역학연구는 분석의 단위가 지역, 즉 집단이므로 생태학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재사업을 위한 활용 시 보건사업대상의 1차 탐색과정에서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효과적인 중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과 적합성 비교 결과, 지역별 차이 및 거리의 인접성에 대한 영향을 고

려한 분석 시 OLS보다 GWR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영역별 모형의 설명력 비교를 

통해 서로 밀접한 관계로 간접적 설명이 가능한 건강행태와 이환의 경우 최종 모형에 비

해 설명력이 낮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사회·물리적 환경 영역 모형의 경우 

타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사회·물리적 환경으로만 우울

감 경험을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영역별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보건지표로 구성한 최종모형을 구축한 방법론의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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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리가중회귀 분석 방법은 지리 정보 활용을 통해 공간적인 이질

성을 반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모형 구축 시 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충

분한 문헌 고찰 및 중재 가능성 고려를 통해 효과적인 우울감 경험의 예방 및 관리 사업

을 위한 모형을 구축한다면 일반회귀분석보다 더 정확하고 타당한 기초정보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울감 경험 사례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역별 차이 및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한 아직까지 공중보건 분

야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분석 방법 및 결과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지역기반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사업 기획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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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indicators related to depression 

Indicators Mean Min Max Std. 
Extremal 

Quotient 

rate of experiencing depressive symptoms 5.07 1.05 10.80 2.13 10.29 

rate of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at home  11.21  4.30 22.00 2.99  5.12  

annual rate of drinking 73.53  53.25 82.75 5.93  1.55  

monthly rate of drinking 58.18  41.45 65.75 4.40  1.59  

age at drinking onset (years) 21.23  20.05 22.65 0.49  1.13  

rate of walking 40.55  15.25 69.30 10.44  4.54  

rate of performing vigorous exercise  14.46  7.35 31.80 3.92  4.33  

rate of performing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18.28  6.15 33.15 3.96  5.39  

rate of performing moderate to high intensity physical 

activities  
13.49  3.60 54.45 7.80  15.13  

level of fruit consumption 42.43  20.95 69.00 7.68  3.29  

weekly breakfast intake frequency of 1-2 times 5.94  1.85 9.50 1.57  5.14  

rate of consulting a psychologist due to stress 5.48  0.80 12.65 2.00  15.81  

rate of the perceived stress level 27.11  15.05 35.55 3.89  2.36  

rate of sleeping less than 6 hours per day  42.89  25.30 54.05 6.17  2.14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hypertension 14.89  10.95 19.50 1.66  1.78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diabetes 5.69  4.00 8.20 0.75  2.05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cerebral infarction 

(stroke) 
1.08  0.50 2.20 0.29  4.40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myocardial infarction 0.79  0.25 1.40 0.23  5.60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topic dermatitis 2.88  0.30 6.15 1.02  20.50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llergic rhinitis 12.88  1.85 21.25 3.70  11.49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sthma 2.10  0.80 3.80 0.59  4.75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ngina 1.06  0.40 1.95 0.28  4.88  

rate of not receiving necessary medical services 13.61  2.70 25.30 3.41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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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with social networks (neighbors) less than 

once per month 
33.31  0 68.70 17.61  0.00  

Leisure environment 29.30  14.30 61.35 7.47  4.29  

Religious environment 26.13  11.15 44.10 6.41  3.96  

Social environment 56.77  40.00 77.85 7.44  1.95  

     Continued 

Public transit environment 65.05  29.00 93.10 14.45  3.21  

Supportive environment  51.87  15.40 95.65 22.90  6.21  

Trust environment  66.41  39.65 97.90 11.49  2.47  

Safety environment  75.35  48.50 95.05 9.56  1.96  

Healthcare environment  62.82  23.35 90.40 13.33  3.87  

Natural environment  80.30  36.60 97.80 11.5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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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between indicators and depression and spatial autocorrelation 

Indicators Correlation p value 
Moran's 

I 
Z score p value 

rate of experiencing depressive symptoms  - - 0.34 27.85 <.0001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depression - - 0.06 5.47 <.0001 

rate of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at 

home 
0.24  0.0001 0.03 3.18 0.001886 

rate of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public 
0.41  <.0001 0.20 16.736188 <.0001 

annual level of drinking 0.51  <.0001 0.33 26.96 <.0001 

monthly level of drinking 0.46  <.0001 0.32 26.0861 <.0001 

age at drinking onset (years) -0.49  <.0001 0.36 29.459516 <.0001 

rate of walking 0.20  0.0011 0.37 30.2492 <.0001 

rate of performing rigorous physical 

activities 
-0.29  <.0001 0.06 5.39408 <.0001 

rate of performing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0.55  <.0001 0.43 34.634041 <.0001 

rate of performing moderate to high intensity 

physical activities 
-0.35  <.0001 0.28 22.627235 <.0001 

level of fruit consumption 0.33  <.0001 0.28 23.053 <.0001 

weekly breakfast intake frequency of 1-2 

times 
0.59  <.0001 0.37 30.087411 <.0001 

rate of consulting a psychologist due to stress 0.45  <.0001 0.10 8.316251 <.0001 

perceived stress level 0.57  <.0001 0.32 25.957428 <.0001 

rate of sleeping less than 6 hours per day 0.58  <.0001 0.59 47.2999 <.0001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hypertension 0.35 <.0001 0.59 47.2999 <.0001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diabetes 0.21  0.0007 0.06 4.983583 <.0001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cerebral 

infarction (stroke) 
0.20  0.0011 0.03 3.045525 0.002323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myocardial 

infarction 
0.37  <.0001 0.04 3.827217 0.00013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topic dermatitis 0.59  <.0001 0.54 43.125389 <.0001 

    Continued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llergic rhinitis 0.65  <.0001 0.42 34.1449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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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sthma 0.41  <.0001 0.12 10.257864 <.0001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ngina 0.23  0.0002 0.07 5.809221 <.0001 

rate of not receiving necessary medical 

services 
0.40  <.0001 0.00 0.378656 0.704943 

Contacting social networks (neighbors) less 

than once per month  
0.47  <.0001 0.51 40.656439 <.0001 

Leisure environment 0.41  <.0001 0.34 27.468532 <.0001 

Religious environment 0.24  0.0001 0.44 27.468532 <.0001 

Social environment -0.47  <.0001 0.39 31.122194 <.0001 

Public transit environment 0.28  <.0001 0.41 33.377054 <.0001 

Supportive environment -0.47 <.0001 0.49 39.614313 <.0001 

Trust environment -0.55  <.0001 0.50 40.423398 <.0001 

Safety environment -0.47 <.0001 0.31 25.416693 <.0001 

Healthcare environment 0.14  0.00253 0.22 18.156994 <.0001 

Natural environment -0.40 <.0001 0.33 26.39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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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model 

GWR 

(N=251) 

OLS 

(N=251) 

Mean Min Max Std. B p value 

Constant -1.88 -3.31 -0.42 1.04 -1.98 0.0011 

The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myocardial infarction  
1.21 0.48 1.59 0.34 1.12 0.0021 

The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llergic rhinitis 
0.17 0.13 0.23 0.03 0.18 <.0001 

The weekly breakfast intake 

frequency of 1-2 times 
0.26 0.17 0.35 0.05 0.24 0.0005 

The perceived stress level 0.10 0.07 0.13 0.02 0.10 <.0001 

Public transit environment -0.01 -0.02 0.002 0.01 -0.01 0.0062 

R
2
 

0.58 0.54 

0.55 0.53 
R

2
adj 

AIC 808.714 815.417 

Normality Jarque-Bera 7.0584* 

Homoscedasticity Koenker-Bassett 9.2515 

1
GWR =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2
OLS = Ordinary least square 

3
AIC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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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models 

Model Comparative analysis model 11) model 22) model 33) model 44) 

GWR 
     

 
R

2
 0.53 0.52 0.35 0.58 

 
R

2
adj 0.50 0.50 0.33 0.55 

 
AIC 839.36 833.14 905.07 808.71 

OLS 
     

 
R

2
 0.48 0.50 0.31 0.54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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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model consisting of health behavior indicators 
2)A model consisting of disease indicators 
3)A model consisting of social-physical environment indicators 
4)final model 

*p value < 0.05 
5
GWR =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6
OLS = Ordinary least square 

7
AIC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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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igure 1. Regression coefficient based on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myocardial infarction, (B) rate of lifetime diagnosis of allergic rhinitis, (C) weekly breakfast 

intake frequency of 1-2 times, (D) perceived stress level, and (E) public transi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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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lassification based on the ranking of influenc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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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lassification based on the relative ranking of influence fa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