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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면서 다른 질병의 위험인자로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 급증

한 국내 비만인구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을 위하여 비만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만과 사회경제학적 요인간의 연관성은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

며 지역적 변동성 역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하여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성별에 따라 추정하고자 한다. 공간적 상관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조건부 자기회귀모형을 고려하였다. 실증예제로 201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비만율 자료에 대하여 제안한 공간 모형과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을 적합시켜본 결과,

공간적상관성을고려한모형이모형의적합도와예측력측면에서더우수함을알수있었다.

주요용어: 공간분석, 베이지안추론, 비만율, 사회경제적요인, 조건부자기회귀모형

.

1. 서론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임과 동시에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인자

로 알려져 있다 (WHO, 2000).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체질량 지수에 의한 성인 남성의 비

만율은 25.7%, 성인 여성의 비만율은 25.9%인데 2013년 성인 남성의 비만율은 37.6%, 성인 여성의 비

만율은 27.5%로 1998년 대비 남성은 약 12%, 여성은 약 2%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우리나라 성인

의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략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ng 등,

2011). 즉, 비만 인구의 증가는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 증가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보건의료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비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

이며, 국가차원에서의집중적인비만예방과관리대책이필요한상황이다.

비만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유전적 요인, 개인적 식습관 등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

한 분야와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최근들어 사회경제적 상태가 비만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들이 전세계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비만간에는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임을 확인하였다 (Sobal와

Stunkard, 1989; McLaren, 2007; Ogden 등, 2010).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가계소득 정도, 직업 등이

비만과관련이있는사회경제적요인으로알려져있다. 또한, 비만율은성별에따라서차이가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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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자료를

기반으로성별에따른비만과사회경제적요인간의관련성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

인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Yoo 등

(2010)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라 비만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만율은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양의 상관

성이 존재하며, 남성의 경우는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비만율이 양의 상관성이 존재하였다. Kang 등

(2013)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이용하여노인인구에서의 고용상태와비만간의 관계성에 관한연구

를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과 관련하여 개인자료가 아닌 서울시 행정자치구 별 비만율 자료와 사회경제적 요

인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행정자치구 자료는 공간 자료 중에서도 격자자료 (lattice

data)로지역간의공간상관성이존재할수있다 (An 등, 2015; Lee와 Park, 2015). 따라서, 본연구에

서 이런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한 베이지안 계층적 모형 (Bayesian hierarchical model)을 이용하여 비

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추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성별에 따라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과 고려한 모형을 모형의 적합도의 예측력 측면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간 모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할 비만율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공간적 상관성을 나타내는 모

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4절에서는 3절에서 소개한 모형을 자료에 적합한 후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결론을제시하였다.

2. 자료소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서울시 각 행정자치구별 비만율과 사회경제적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성별

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2010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자료는 서울통계 사이트

에서 취합하였다 (http://stat.seoul.go.kr). 여기서, 비만율 자료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에서 조사된 자료로 각 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약 9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다. 비만율 (obesity proportion)은 체질량지수 (=체중 (kg)/신장 (m2))가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로 정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비만율은 성별에 따른 응답자 중에서 체질량지

수가 25이상인사람의수로정의할수있다.

비만율(%) =
체질량지수(kg/m2)가 25이상인사람의수

조사대상응답자수
× 100.

Figure 2.1은 성별에 따른 각 자치구의 비만율에 대한 지도를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서울 북부 지

역인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와 중남부 지역인 동작구, 서초구에서 높은 비만율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서울 서북부 지역인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와 금천구에서 높은

비만율을보였다. 특히여성의경우서초구와송파구, 강동구, 관악구에서전반적으로낮은비만율을보

임을알수있다. 즉, 성별에따라비만율에대한지역적분포가서로상이함을알수있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각자치구별 25세이상인구중대졸이상의교육수준을가진사람의비율 (high

education prop.), 월평균가계소득이 300만원이상인가구비율 (household income prop. over aver-

age)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나이와 비만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각 자치구

성인의평균나이 (age)를분석에고려하였다. 각자치구성인남성과여성에따라각각평균나이와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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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비율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다. 소득변수는 가구

별자료이므로성별에무관하게동일하며, 서울시에서실시한도시정책지표조사결과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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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Maps of the obesity proportion by gender in Seoul for the 2010 year

Table 2.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ype Variables
Male Female

Mean SD Mean SD

response variable obesity proportion (%) 28.29 3.53 15.50 2.97

explanatory variable

age (year) 37.61 1.01 39.41 1.12

high education prop. (%) 46.68 9.44 36.35 9.21

household income prop. over average (%) 67.76 11.76 67.76 11.76

Table 2.1은 반응변수와 설명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기술하였다. 2010년 서울시 남성의 평균 비

만율은 28.29%이며 여성의 평균 비만율은 15.50%로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비만율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평균나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고, 고학력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평균나이에 비해 고학력비율과 평균이상 가계소득비율의 표준

편차가크기때문에사회경제적요인에해당하는두변수는지역간변동성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여

기서, 남성과 여성의 비만율에 대한 Pearson의 상관계수는 0.195로 성별에 대한 양의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상관성이높다고는말할수없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성별을동시에고려한이변량분석

이아닌성별에따른각각의단변량분석을진행하여비교하고자한다.

3. 베이지안 공간 모형

총 N = 25개 자치구 중 i(= 1, . . . , N)번째 자치구의 남성의 비만율을 O1i이라고 하고, 여성의 비만

율을 O2i라고하자. 비만율은연속형자료로다음모형을가정한다.

Oki = XT
kiβk + ZT

i αk + ϵki, k = 1, 2, i = 1, 2, · · · , N, (3.1)

여기서, Xki = (1, xki1, · · · , xkip)
T는 성별그룹 k에 대한 i자치구에 해당하는 p개의 설명변수 자료

와 절편의 벡터 형태이며, Zi = (z1, · · · , zq)T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q개의 설명변수 자료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나이와 고학력비율이 성별에 따라 다른 자료이므로 Xki에 대응되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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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계소득비율은 성별에 무관한 자료이므로 Zi에 대응된다. 두 설명변수에 대응되는 회귀계수로

βk = (βk0, βk1, · · · , βkp)
T와 αk = (α1, · · · , αq)

T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성별에 무관하게 동일한 회

귀계수를가정할수도있고, 성별에따라서로다른회귀계수를가정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 ϵki는성

별에 따라 서로 독립이며 정규분포, N(0, σ2
ϵk ),를 따르는 오차항이다. 식 (3.1)에서 격자 자료의 공간적

상관성과성별에따른비만율의상관성을추가로고려할수있는모형은다음과같다.

Oki = XT
kiβk + ZT

i αk + vki + ϵki, (3.2)

여기서, vki는 공간 임의성분 (random component)으로 공간적 상관 구조 (spatially correlated struc-

ture)를가지며더불어남성과여성의비만율의상관성까지고려할수있다. 일반적으로두자료의상관

성이 높다면 공간적 상관성과 자료의 상관성까지 고려한 이변량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 (bivariate con-

ditionally autoregressive model; bivariate CAR model)이 적합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2010년

서울시 자치구별 비만율 자료는 성별에 따라 약한 양의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독립적

인 공간 상관성을 고려하는 단변량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을 가정한다. 3.1절에서는 단변량 조건부 자기

회귀모형에대하여자세히살펴보며, 3.2절에서는사전분포, 우도함수, 사후분포를제시하였다.

3.1.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

Besag (1974)에 의해 소개된 가우스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평균이 0인 i(=

1, . . . , N)번째자치구의공간임의성분을 vi라하면, 가우스조건부자기회귀모형은

vi|vj , j ̸= i ∼ N

(
N∑

j=1

mijvi, σ
2
i

)
, i = 1, . . . , N, (3.3)

이고, mii = 1이며 σ2
i는조건부분산 (conditional variance)이다. Brook의보조정리 (Brook, 1964)와

Hammersley-Clifford정리 (Besag 1974; Clifford, 1990)에의해유한한 N인경우 v = (v1, . . . , vN )T의

결합분포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v ∼ N
(
0, (IN −M)−1 D

)
, (3.4)

여기서, 행렬 M = {mij}, D = Diag
{
σ2
1 , · · · , σ2

N

}
이며 IN은 N -차원 단위행렬 (identity matrix)이

다. (IN −M)의역행렬이존재하기위해서는 mijσ
2
j = mjiσ

2
i조건을만족하여야하며, (IN −M)−1 D

는 대칭이며 양정치행렬이다. v의 공분산 행렬에 공간적 연관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행렬 M의 구성 성

분 mij에대하여

mij =
wij

wi+
, wi+ =

N∑
j=1

wij

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wij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지역간의 거리 (distance)를 이용하거나 인접성 (con-

tiguity)을 이용할 수 있다. 거리에 기반한 경우 각 지역의 중심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이용하는 경

우, 설정된 임계거리 (threshold distance)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접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인접

성 정의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두 지역의 경계선이 공유하는 경우, 두 지역의 모서리가

공유하는 경우, 두 지역의 경계선이나 모서리가 공유하는 경우 등을 인접하다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라

wij가달리계산된다.

본연구에서는두지역의경계선이공유하는경우를인접하다라고정의하고, wij를지역 i와지역 j가

서로 인접하면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wij = 0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다. 그렇다면 wi+는

i지역에 인접한 지역의 총 개수로 정의된다. 조건부 분산은 σ2
i = σ2

v/wi+로 가정하며, σ2
v는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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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 분산 모수이다. 이 모형을 고유 자기상관 (intrinsic autoregressive; ICAR) 모형이라 하고,

v ∼ICAR(σ2
v)로 표현한다. 인접성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 임의성분 v = (v1, . . . , vN )T의 가우스 조건

부자기회귀모형인식 (3)을다시표현하면다음과같다.

vi|vj , j ̸= i ∼ N

(
N∑

j=1

wijvi
wi+

,
σ2
v

wi+

)
, i = 1, . . . , N. (3.5)

또한, v의결합분포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v ∼ N
(
0,Σv = σ2

v(Dw −W)−1) ,
Dw = Diag{w1+, · · · , wN+}은 대각행렬이며, W은 wij를 구성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이다. 여기서,

(Dw −W)1 = 0이므로 Σv
−1은 특이행렬 (singular matrix)로 Σv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v의 결

합분포는 부적절하다. 반면, 제약조건
∑

i vi = 0하에서는 비록 결합분포는 부적절하지만 조건부 분포

는 적절하기 때문에, ICAR 모형은 자료에 대한 모형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사전분포로는 사용이 가

능하다.

고유자기상관모형의부적절성을해결하기위하여 Cressie (1993)은다음모형을소개하였다.

v ∼ N
(
0,Σv = σ2

v(Dw − ρW)−1) , (3.6)

여기서, 모수 ρ는 공간 상관성을 나타내는 모수로 Σv
−1이 비특이행렬 (nonsingular matrix)이 되기

위한 ρ값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λ(1) < · · · < λ(N)이 D
−1/2
w WD

−1/2
w 의 순서 고유값들이면, ρ ∈

(1/λ(1), 1/λ(N))인 경우 Σv
−1이 비특이행렬이 된다. 또한, tr(D

−1/2
w WD

−1/2
w ) =

∑N
i=1 λi = 0이므로

λ의 범위에는 항상 0을 포함하고, 만약 λ = 0이면 vi는 독립모형이다. 제안한 모형은 적절한 조건부 자

기회귀 (proper conditional autoregressive; proper CAR) 모형이라하고, v ∼CAR(ρ, σ2
v)으로표현된

다. proper CAR모형에대한자세한설명은 Stern과 Cressie (1999)을참고하기바란다.

3.2. 베이지안 추론

본 절에서는 3.1절에서 소개한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 중에서 ICAR 모형을 고려한 경우, 베이지

안 추정법을 사용하여 모형에서 고려한 모수들을 추정하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성별그룹 k(=

1, 2)에 대한 모형에서 고려한 모든 모수들을 θk = (αT
k ,β

T
k , σ

2
vk , σ

2
ϵk )

T으로 정의하고, 자료 Ok =

(Ok1, · · · , OkN )T의우도함수는다음과같이표현이된다.

L(θk|Ok,Xk,Z) ∝
∣∣σ2

ϵkIN + σ2
vk (Dw −W)−1

∣∣−1/2

× exp

{
−1

2
(Ok − µk)

T (σ2
ϵkIN + σ2

vk (Dw −W)−1)−1
(Ok − µk)

}
,

where µk = XT
k βk + ZTαk.

이논문에서는회귀계수에대한사전분포로분산이큰무정보적사전분포를다음과같이고려하였다.

αk ∼ N(0, σ2
αIq),

βk ∼ N(0, σ2
βI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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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2
α = σ2

β = 106으로 가정하였다. 표준편차에 대한 사전분포로는 Gelman (2006)이 제안한 균

등분포 (uniform distribution)를본연구에서적용하였다.

σϵk ∼ Unif(0, a0)

σvk ∼ Unif(0, b0).

본 예제에서는 a0 = b0 = 10을 고려하였다. ICAR 모형 대신 proper CAR 모형인 경우 모수 ρ의 분

포는 균등분포 Unif(1/λ(1), 1/λ(N))를 사전분포로 사용한다. 각 모수가 서로 상호 독립이라는 가정하

에주어진우도함수와사전분포로부터모수들의결합사후분포 (posterior distribution)는다음과같다.

p(θk|Ok,Xk,Z) ∝ L(θk|Ok,Xk,Z)p(αk)p(βk)p(σ
2
vk )p(σ

2
ϵk ).

각 모수의 사후분포 및 추정은 마코프 연쇄 몬테칼로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방법을

사용하여수행하였다.

4. 자료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3절에서 소개한 공간 모형들 (ICAR 모형과 proper CAR 모형)을 2절에서 소개한 서울

시 비만율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추가로 비공간 모형인 식 (3.1) 역시 자료에 적합하여, 공간

모형과비공간모형을비교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고려하는모형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 Model 1: Non-spatial Model

• Model 2: Spatial Model with ICAR

• Model 3: Spatial Model with proper CAR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한 모수 추정을 위해 통계 패키지 WinBUGS (http://www.mrc-bsu.cam.ac.

uk/software/bugs/the-bugs-project-winbugs/)를 사용하였으며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초기값으로

부터 각각 200,000번씩 반복한 후 처음 100,000번은 burin-in으로 제거하고, 나머지 100,000번의 값 중

에서 매 10번째 해당하는 사후표본 총 10, 000 × 5 = 50, 000개를 모수추정에 사용하였다. 각 모수들

의 수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상관그림 (autocorrelation plots), 추적그림 (trace plots), 그리

고 Gelman-Rubin 통계량 (Gelman과 Rubin, 1992)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통계 프로그램 R (http:

//www.R-project.org)의 CODA 패키지(Plummer 등, 2006)를이용하여각모형의모든모수들에대

한 Gelman-Rubin 통계량은 1.02보다작은값을가졌다. 이는모든모수가수렴함을알수있다. 본자

료분석에서는베이지안모수의추정치로사후평균값 (posterior mean)을사용하였다.

고려한 모형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모형의 적합도 기준인 DIC (Deviance Information Cri-

terion; Spiegehalter 등, 2002)를사용한다. 우선, 편차 (deviance)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D(θ) = −2 logL(θ|O,X,Z).

편차의 사후평균을 D(θ)이라 하며,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을 측정한다. 모형의 복잡성을 나타내

는 pD는

pD = D(θ)−D(θ̂)

으로 정의되며, θ̂는 모수 θ의 사후평균이다. DIC는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한 적합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정의되며, 일반적으로자료에대한모형적합이잘된모형은작은 DIC값을갖는다.

DIC = D(θ) +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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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형을 예측력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제곱예측오차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

MSPE)를사용한다.

MSPE =
1

N

N∑
i=1

(Oi − Ôi)
2, (4.1)

여기서 Ôi는 각 모형에서 사후 예측 분포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를 통해 계산된 사후 평균

값으로 Oi의예측값이다.

Table 4.1에서는 성별에 따라 고려한 3가지 모형의 DIC값과 MSPE값을 제시하였다. 성별에 상관없

이 본 예제에서는 비공간 모형보다 공간모형에서 월등히 작은 DIC값과 MSPE값을 가짐을 알 수 있으

며, 공간모형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proper CAR 모형보다는 ICAR 모형을 고려한 경우 모형

의 적합도와 예측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비만율 자료에 비해 남성의 비만율 자료에서 공

간모형을고려한경우비공간모형보다현저히작은 DIC값과 MSPE값을가짐을확인할수있다.

Table 4.1 Comparison results for the three models in terms of DIC and MSPE

Gender Model deviance pD DIC MSPE

Male

Model 1 130.412 4.828 135.240 22.270

Model 2 81.937 1.660 83.597 7.152

Model 3 86.919 -1.342 85.577 9.491

Female

Model 1 98.648 4.837 103.485 6.249

Model 2 79.660 5.026 84.686 4.108

Model 3 83.233 4.589 87.822 4.599

남성과 여성에서 DIC와 MSPE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모형인 Model 2의 성별에 따른 모수의 베이지

안추정치와 95% 신뢰집합 (credible set)을 Table 4.2에제시하였다. 이표를살펴보면, 남성과여성에

따라비만율과연관성이있는사회경제적요인이서로상이함을알수있다. 남성의경우평균이상가계

소득비율의모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값을나타내고있으며, 여성의경우고학력비율이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공간적 효과를 고려한 경우 남성의 경우 평균이상 가계

소득비율이증가하는경우비만율이증가함을알수있고, 여성의경우고학력비율이증가할수록비만율

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Yoo 등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

을수록비만율이증가하며여성의경우학력이높을수록비만율이감소함을알수있다.

Table 4.2 Parameter estimates from Model 2

Male Female

Variabless Est. 2.5% 97.5% Est. 2.5% 97.5%

age -1.578 -3.174 0.022 0.351 -0.490 1.175

high education prop. -0.191 -0.401 0.018 -0.223 -0.342 -0.099

household income prop. over average 0.161 0.032 0.290 -0.002 -0.077 0.076

σ2
ϵ 3.819 0.010 13.330 2.324 0.032 5.403

σ2
v 23.200 1.211 57.300 4.681 0.007 17.58

Figure 4.1은 Model 2에서 공간 임의성분 vi에 대한 모수의 추정치를 성별에 따라 나타내었다. 여성

에 비해 남성의 공간 임의성분 변동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Table 3의 공간 임의성분의 분산 추

정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남성의 비만율은 여성에 비해 공간적 상관성에 의해 더 많이 설

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도 남성의 경우 공간 상관성을 고려한 경우 그렇

지않은경우보다월등히모형의성능이우수함을보이는것과도같은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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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terior means of vi (Male) (b) Posterior means of vi (Female)

Figure 4.1 Maps of the estimates for the spatial random component vi in Model 2

Figure 4.2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모형들을 통해 계산된 비만율 예측치를 지도로 나타내었다.

Figure 4.2 (a)와 (b)는남성과여성에대한 Model 1을통한예측치이며, Figure 4.2 (c)와 (d)는남성와

여성에 대한 Model 2를 통한 예측치, 마지막으로 Figure 4.2 (e)와 (f)는 Model 3을 통한 예측치이다.

실제 서울시 비만율 자료인 Figure 2.1과 비교하면, 공간상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예측력이좋지않음을알수있다. 반면, 남성의경우 ICAR모형을고려한경우 proper CAR 모형

을 고려한 경우보다 조금 더 예측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지도상으로는 예측력에 큰

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이는 Table 4.1의 MSPE값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즉, Figure 4.2를통

해 2010년 서울시 비만율 자료에서는 공간모형, 특히 ICAR 모형을 고려한 경우 남성과 여성에서 예측

력이우수함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추가로 남성과 여성의 비만율 자료에 대하여 두 자료의 상관성을 모형에 고려한 이변량 공간 분석을

진행하여 단변량 공간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공간 임의성분 vki에 다변량 intrinsic CAR model을 고

려하였다 (Banerjee 등, 2004). 즉, v의결합분포는

v ∼ N2N

(
0,
[
(Dw −W)⊗ Ω−1]−1

)
,

Ω = {τij}는 2×2공분산행렬로 τ11과 τ22는각각 v1과 v2의조건부분산이며 τ12는 v1과 v2의공분산

이다. v ∼MCAR(Ω)으로 표현된다. 이변량 공간모형을 서울시 비만율 자료에 적합한 결과 남성과 여

성의 사후 상관계수는 γ = τ12/
√
τ11τ22 = 0.245 (95% 신뢰집합: -0.865,0.955)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

만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igure 2.1에서 보여지는 남성과 여

성의 비만율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남성의 경우 평균

이상 가계소득비율에 대응하는 추정치가 0.159 (0.023, 0.294)이며 여성의 경우 고학력비율에 대응하는

추정치는 -0.230 (-0.345,-0.112)이다. 즉, 이변량 공간모형을 통해 추정된 사회경제적 요인의 회귀계수

값은 단변량 공간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값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고려한 서울

시 남성과 여성의 비만율 자료는 두 자료간 공간적 변동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독립적으

로 단변량 공간 모형을 고려할 수 있었으며, 단변량 공간모형과 다변량 공간 모형을 통해 구한 회귀계수

추정치역시서로유사함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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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Predicted obesity proportions from the model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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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한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각 행정자치구의 비만

율과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연관성을 추정하였다. 성별에 따라 비만율에 대한 공간적 분포

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

우 학력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보다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공

간적 상관성을 모형에 고려한 경우 모형적합에 있어서 비만율을 월등히 더 잘 설명하였다. 고려한 두

가지 공간 모형, ICAR 모형과 proper CAR 모형, 중에서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ICAR 모형이 proper

CAR 모형보다우수함을알수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서울시 비만율에 대한 고정된 년도 (2010년)에 대한 공간적 상관성만을 고려하였다.

향후, 비만율에 대한 시공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 상관성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적합하고자

한다. 더불어 비만율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연관성에 해당하는 회귀계수에 시간과 공간 상관성을 고려

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만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시간과 공간적 측면에서

심도있게연구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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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esity is a risk factor for various diseases as well as itself a disease and associated

with socioeconomic factors. The obesity proportion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over

about 15 years so that investigation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related with obesity

is important in terms of preventation of obesity. In particular, the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socioeconomic status varies with gender and has spatial dependency. In the

paper, we estimat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on obesity proportion by gender,

considering the spatial correlation. Here, a conditional autoregressive model under the

Bayesian framework is used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spatial dependency. For

the real applicaiton, we use the obestiy proportion dataset at 25 districts of Seoul in

2010. We compare the proposed spatial model with a non-spatial model in terms of

the goodness-of-fit and prediction measures so the spatial model perform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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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c status, spat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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