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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석을 이용한 지역별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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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ng the Effects of Regional Factors on the Regional Variation of Obesity 
Rates Using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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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obesity rates and regional variables.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Community Health Survey in 2012. The 
units of analysis were administrative districts such as city, county, and district.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age-sex adjusted re-
gional obesity rate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to represent four aspects of regions: health behaviour factor, psycho-
logical factor, socio-economic factor, and physical environment factor. Along with the traditional ordinary least square (OLS) regres-
sion analysis model, this study applied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analysis to calculate the regression coefficients 
for each region.
Results: The OL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gional obesity rates in high-risk drinking, walking, de-
pression,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e GWR results showed that the size of regression coefficients in independent variables was 
differed by regions.
Conclusion: Our results can help in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for health policy makers.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
ered when allocating health resources and developing health-relate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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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비만인구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영양과다 및 운동부

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
만 그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중요한 건강문제 및 정책 이슈로 대두되

고 있다[1].

비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비만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다룬 기존 연구[2-5]에 따르

면 성, 연령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 학력수준, 결혼 여부, 소득수준

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흡연, 음주, 걷기운동과 같은 건강행태,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상태가 비만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비만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단위의 생태학적 연구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사업이 진행될 때 각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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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함께 조사하는 지역단위

의 대표적인 통계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살펴보면 지역 간 건강수

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만율은 특별시, 광역시에 
비해 강원도, 제주도가 높으며, 매년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계속 높
게 유지되거나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지역 간 비만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 및 비만과 관
련된 지역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이며, 지역이라는 공간에 속한 인
구집단의 비만율은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 여러 가지의 비만 결정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7,8]. Schul-
tz 등[9]은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조

건, 물리적 환경(걷기를 위한 환경), 사회적 환경, 교육기회 및 정보 
접근성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요인이 비
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개인단위가 아닌 지
역단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생태학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단위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비만연구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변수를 연구에 반영하지 않거나 전
통적인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비만율의 변이요인을 확
인하였다[10,11].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지역적 요인과 비만율 간 관
계의 크기 및 방향이 모든 지역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간 특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분석방법인 지리적 가중회귀분석(geo-
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이용하여 지역별 비만

율과 지역특성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비만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모형

연구는 지역별 비만율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생태학

적 연구로 개인수준의 요인뿐 아니라 지역수준의 요인도 건강수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Schultz 등[9]의 지역결정요인 모
형과 Dever [12]의 환경요인을 반영한 건강모형에 기초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선정하였다. Schultz 등[9]은 건강위험요인으

로 지역사회의 자연환경, 정치경제적 환경, 사회물리적 환경, 지역
주민의 식습관, 신체활동, 건강행태 등을 제시하였으며 Dever [12]
는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측정할 때 보건의료체계, 생활양식, 사
회경제적 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요인을 크게 건강행태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변수

들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2년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이다. 국가통

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얻은 자료는 ‘시’ 단위인 반면, 지역사회건

강조사는 보건소 관할 지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구’ 단위이다. 즉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 구 단위의 행정구역이 있는 곳은 지역
사회건강조사에서는 자료가 있지만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에서

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로 기초자치단체의 ‘구’는 관
할 ‘시’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합

하여 하나의 분석단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229개 시·군·구이다.

2. 연구변수 및 자료원

비만의 결정요인은 다요인적인 특성으로 개인적 수준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지역적 수준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 문헌을 참
고하여 지역단위의 비만연구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별 비만율은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인 사

람의 분율(%)로 지역 간 인구구조 차이(성, 연령)를 반영하는 표준

화율이다.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자료를 표준화율로 수집

하였으며 이 표준화율은 통계청의 2005년 추계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여 산출하였다[6].
건강행태는 주요한 비만 결정요인이다. 그 중 음주는 비만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0,13,14]. 연구에서는 고위험 음주율을 사용하였으며 고위험 음
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

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이다. 걷기는 
비만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15]. 연구에서는 
걷기 실천율을 사용하였으며 걷기 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1회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이다. 이 자료

들은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수집한 것으로 지역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표준화율을 사용하였다.
정신적 요인을 나타내는 우울은 비만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1,16-18]. 연구에서는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Age-sex adjusted regional 
obesity rates

Health behavior factor
∙ High-risk drinking rate
∙ Walking

Psychological factor
∙ Depression

Socio-economic factor
∙ Financial independence
∙ Number of car per capita

Physical environment factor
∙ City park area per capita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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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집한 우울감 경험률을 사용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
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
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이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에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재정자립도

를 사용하였다[19].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

산규모×100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

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를 사용하였고

[10,14,20,21],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높을수록 비만율이 높아지

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 등록대수를 해당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누

어 산출한 것으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
물차, 특수차)로 정의된다. 재정자립도와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였다.
물리적 환경이 지역의 건강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연구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사용하였다[9,10,19,20].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시·군·구별 도시공원면적(m2)을 해당 주
민등록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2012년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하였다.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
군·구별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도시공원만을 이용하여 면
적을 산출하였다.

3. 분석방법

지역단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크게 전역적(global) 통계모형

과 국지적(local) 통계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역적 통계모형은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전통적 회귀분석을 말한다. 전통적 회귀분석은 오차의 등분산성을 
가정하여 공간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다. 즉 어떤 변
수의 효과가 모든 지역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22]. 하지
만 지역단위 연구를 할 때 가까운 지역일수록 공간상의 유사성을 
갖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나 공간적 이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국지적 통계모형의 사용이 제시되고 있다

[23,24]. 국지적 통계모형에 해당하는 GWR은 지역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므로 분석단위인 229개 지역마다 회귀계수가 산출된다.
GWR 모형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비만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후, 이 중 다중공선성이 없는 요인들로 구성

하여 최종 모형에 활용하였다. 또한 GWR 분석의 효과성을 검정하

기 위해 동일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분석에 사용

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별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공간

적 자기상관성과 이질성을 고려하는 GWR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은 IBM SPS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과 ArcGIS 
ver. 10.3 (ESRI, Redlands, CA, USA)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Table 1은 연구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결과이다. 성과 연령이 보정된 지역별 비만율의 평균은 24.18%
였다. 전라남도 보성군이 16.3%로 비만율이 가장 낮았고 전라남도 
영광군이 32.4%로 가장 높았다. 고위험 음주율의 평균은 15.89%였
으며, 최소값이 6.0%인 전라남도 진도군부터 최대값이 28.7%인 강
원도 속초시까지 분포하였다. 걷기 실천율의 지역별 평균은 40.19%
이었고 의성군이 12.9%로 가장 낮은 지역이었던 반면 경기도 군포

시가 69.0%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우울감 경험률의 평균은 
4.79%이며 최소 0.6부터 최대 12.6의 분포를 보였다.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27.54%이고 전라북도 고창군이 7.8%로 가장 낮은 지역이었
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81.5%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의 평균은 0.4대였으며 최소 0.22부터 최대 0.67의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평균은 26.32 
m2이고 표준편차는 52.18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

Table 2는 OLS 회귀분석결과로 고위험 음주율, 걷기실천율, 우울

감 경험률, 재정자립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걷기실천율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 229)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Age-sex adjusted regional obesity rates 24.18± 2.76 16.30 32.40
High-risk drinking rate 15.89± 3.85 6.00 28.70
Walking 40.19± 11.80 12.90 69.00
Depression 4.79± 2.07 0.60 12.60
Financial independence 27.54± 15.60 7.80 81.50
No. of car per capita 0.40± 0.07 0.22 0.67
City park area per capita (m²) 26.32± 52.18 0.37 7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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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록 지역별 비만율은 높아지는 관계를 보
였으며,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지역별 비만율

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OLS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20%이며, 모형의 적합도

를 보여주는 AIC 값은 1,073.3이다.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
to-correlation)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Moran’s I 지수를 사용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GWR을 
실시하였다.

3.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결과

Table 3은 GWR 결과이다. GWR 모형의 설명력은 23%로 OLS 
모형에 비해 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AIC 값은 1,065로 OLS의 AIC 값(1,073)과 비교했

을 때 두 모형의 부합도 차이가 4보다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AIC 값의 차이가 4보다 클 때 GWR 모형이 OLS와 비교하여 모형
의 적합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25]. OLS 분석방법은 지역별 
비만율과 독립변수들 간 관계를 전역적(global) 차원에서 나타내므

로 하나의 회귀계수가 산출되는 반면, GWR은 공간의 국지적(lo-
cal) 이질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마다 회귀계수가 산출된다. 따라서 
OLS와 달리 지역별 회귀계수의 방향과 크기를 살펴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OLS 결과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79라는 하나의 회귀

계수를 산출하지만 GWR은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의 회귀계수가 
최소 0.35부터 최대 3.63으로 각 지역마다 회귀계수의 크기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2는 GWR 분석에서 도출된 독립변수별 회귀계수의 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고위험 음주율은 모든 지역에서 비만율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옹진군(회귀계수= 0.187614), 
경기 연천군(0.187394), 강원 철원군(0.187009) 순으로 영향이 크

고, 부산 영도구(0.13684), 경남 거제시(0.13666) 순으로 고위험 음
주율과 비만율 간 관계의 크기가 작았다. 이러한 회귀계수는 우리

나라의 남쪽지역으로 갈수록 크기가 감소하였다. 우울감 경험률도 
모든 지역에서 비만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북동부 지역에서 남서부 지역으로 갈수록 회귀계수가 증가하였다. 
걷기 실천율은 비만율과 음의 관계로 우리나라의 남서부 지역으로 
갈수록 회귀계수의 크기가 상승하였다. 재정자립도는 비만율과 모
든 지역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부산 해운대구(-0.022518), 부
산 남구(-0.022519) 순으로 재정자립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고 우리나라의 남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회귀계수의 크기가 증가하

였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비만율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지역에서 방향성은 
일치하였으나 회귀계수의 크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
해 지역에 따라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지역별 비만율과 지역특성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

며, 이를 통해 비만율에 미치는 지역특성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시·군·구별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지역자치단

체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비만과 관련된 건강행태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한 변수를 수집하였다. 이 
때 지역별로 변수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인구구조(성, 연
령) 차이가 보정된 지역별 지표를 사용하였다[26].

OLS 분석결과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재정

자립도가 지역별 비만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고위

험 음주율은 지역별 건강행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행연구에서 비
만율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10,11,14,20]. 음주와 비만 간 관계는 개
인단위의 비만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입증된 바 있
다[5,13]. 이는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비만율

Table 2. Results of ordinary least square   

Variable Coefficient p-value Variation inflation factor

High-risk drinking rate 0.17 0.00 1.08
Walking -0.05 0.00 1.38
Depression 0.35 0.00 1.17
Financial independence -0.02 0.03 1.22
No. of car per capita 1.79 0.49 1.31
City park area per capita (m²) 0.01 0.09 1.07
F 10.60**
Adjusted R2 0.20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1,073.30
Moran’s Index 0.02*

Dependent variable: age-sex adjusted regional obesity rates.   
*p< 0.05. **p< 0.01.   

Table 3. Results of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High-risk drinking rate 0.16± 0.02 0.14 0.19
Walking -0.05± 0.00 -0.06 -0.03
Depression 0.35± 0.02 0.30 0.41
Financial independence -0.02± 0.00 -0.03 -0.02
No. of car per capita 1.45± 0.54 0.35 3.63
City park area per capita (m²) 0.005± 0.00 0.004 0.006
Adjusted R2 0.23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1,065.30

Dependent variable: age-sex adjusted regional obesity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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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비만예방 관리사업을 실시할 때 
음주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지역
별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지역보건사업이 수반된다면 지역
별 비만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행태를 나타내는 걷기 실천율은 비만율과 음의 관계가 있었

다. 걷기 실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별 비만율이 낮을 가능성

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10,11]. 걷기 
실천율은 개인수준의 비만연구에서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

Figure 2. Distribution of regression coefficients variables. (A) High risk drinking rate. (B) Walking. (C) Depression. (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E) Number of car per capita. (F) City park area per capit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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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바 있으며[15], 이는 지역수준의 비만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걷기 실천율은 개인과 지역수준에서 모두 주요

한 비만 결정요인임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지역별 비만율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11].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요인은 개인단위의 비만연구에서도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바 있
으며, 연구를 통해 개인수준뿐 아니라 지역수준에서도 우울감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비
만사업을 실시할 때 지역의 정신건강상태를 평가 및 관리하는 노력
이 필요하며,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걷기 실천율과 관련하여 신체활

동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재정자립도는 지

역별 비만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 선
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19], Kim [10]은 경제적 수준과 비만은 
음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재정자립도는 그 지역 자체에서 재정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

적으로 충분한 자원과 예산을 보유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
건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며[27], 이는 비만율 감소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OLS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사

업 및 정책의 효과를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다면 지역별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는 GWR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없
다. 이는 지역별 비만율과 지역특성 간 관련성 정도가 지역마다 다
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란 일종의 위험의 공간이며, 공간에 속
한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은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건강결정요

인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7,8]. 즉 인근 지역
일수록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연
구에서는 인접한 지역과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한 것이다[28]. 하지만 기존의 OLS 분석은 지역별 지표의 영향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전체 지역을 대상

으로 하나의 회귀계수 값을 산출하게 되므로 지역별 차이를 반영

하거나 지역특성변수 간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즉 지역별 비만율 차이의 요인(전국지역의 평균 회귀계수)
은 알려주지만 지역별로 어떠한 요인이 두드러진 영향을 주는지 확
인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는 지역별 비만관리사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반면에 GWR 분석은 공간적으로 근접한 사례들은 유사성을 가

진다는 가정에 따라 지역단위마다 회귀계수를 산출하게 되어 지역
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22]. GWR을 이용하여 비만과 지역특성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29-32], 걷기, 빈곤율이 비만과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지역
별로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재정자립

도 변수의 회귀계수가 229개 지역별로 산출되었으며 회귀계수가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용한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보건사업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지역별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걷기 실천율과 우울감 경
험률의 회귀계수가 지역별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히, 걷
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우울감 경험률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자
원을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즉 각 지역마다 이러
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비만율 사업을 실시한

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러한 회귀계수의 분포를 지도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때
문에 지역보건사업을 수립하는 관리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
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즉 지역의 공간적 차이를 반영한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만에 대한 맞춤

형 지역보건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OLS 분석과 
더불어 지역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GWR 분석방법을 적용하였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GWR 분석을 통하여 
비만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모형의 설명력과 적합도는 OLS보다 개선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비만율과 지역특성요인 간 관계가 지역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이는 지역마다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시·군·구 또는 하
위 읍·면·동과 같은 세부 행정단위의 자료가 수집 가능해진다면 
지역단위의 연구를 시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실시되면서 지역단위의 자료가 증가하였지만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시·도 단위까지만 제공되고 있는 자료가 많았

다.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 지역단위의 보건사업

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부지역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

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만의 주요 요인인 식생활

행태를 변이요인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사

회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식품환경이 반영된다면 더욱 설
명력이 높아지는 모형이 될 것이다. 둘째, 변수 사용의 제한성이다.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변수들을 넣어 분석하고 싶
었지만 다중공선성 문제와 GWR 모형의 한계로 많은 변수들을 사
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비만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밝혀

진 건강행태, 정신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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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지역단위 비만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변수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연구에서는 지역의 건강행

태부터 물리적 환경까지 비만의 영향요인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
력하였다. 셋째, 자료수집의 한계로 기초자치단체의 구를 분리하지 
못하고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최근 지역단위로 수집된 자료의 사
용이 증가하였지만 아직 자료구축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시·도 단
위의 자료와 비교하여 시·군·구 단위의 자료수집에는 한계가 있었

으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보건소 단위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구까지 
정보가 있었던 반면,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는 특별시나 광역시

의 구 자료는 있었지만 수원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구에 대한 
자료는 없어 시 단위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세부

적인 지역단위의 자료까지 구축되면 더욱 자세하고 활발한 지역단

위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2012년 기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

로 지역별 비만율과 지역특성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재정자립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수준

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우
울감 경험률과 같은 건강지표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유효

성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공간적 차이를 반영한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맞춤형 지역보건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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