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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과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 및 공공의료 체계

의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현황 분석을 할 수 있는 평가체계인 지역사회보

건지수(Community Health Index: CHI)를 개발하고, 이를 우리나라 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 간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건강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보건지수는 지역사회의 보건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해 보건의료

자원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거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 정책

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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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가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

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이하에서는

보건의료를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

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과 의

료공급 체계의 비효율 및 공공의료 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다(김

지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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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사회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평균 사망률과 이환율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은 향상되어 왔지만, 지역 간 건강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박은옥, 2012; 이미숙, 2005). 지역에 따른 건강

수준 차이는 지리적 위치 그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기보다 개인

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및 사회구조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박은옥, 2012).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농업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

답한 농업인 중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5%로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8%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의 질, 의료 접근성 모두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

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불균형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

해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역시 우리 사회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현상이

되고 있다(윤태호, 20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보건 현황 분석과 진

단을 통해 보건자원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 개발을 위해 보건취약 지역 선정기준 개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한국건강

증진개발원, 2014). 이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보건 취약지역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 이 지수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별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해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

원, 소득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허필강, 2017).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건강증진개발원이 개발한 ‘지역보건 취약지역 지표’가 지표 수 부족, 측정영역 협

소, 통제 불가능한 지표 위주의 구성 등으로 인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허필강, 2017).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보건 현황 분석 및 진단

이 가능한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자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정책

1)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

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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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Ⅱ. 지역사회보건지수의 개발

1.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과 건강 결정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다. 각국은 산출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보

건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배상수 외(2011)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선정기준 마련 및

지원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성 평가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역낙후성

과 보건의료 취약성 등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지역낙후성은 5개의 하위

영역으로, 보건의료 취약성은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지표를 제시하였

으며, 각 지표의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적용, 가중치 및 최종점수 산출 등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김은정(2012)은 WHO의 ‘건강도시 지표’에서 사용된 지표를 기반으로 ‘건강도

시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였다. 세부 영

역을 시민건강, 의료서비스, 환경, 사회․경제 등 총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AHP 분석을 통해 4개 부문, 20개 지표 간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자료 구

득의 한계로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인 교육, 사회안전 등의 지표

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분석의 범위가 수도권에 한정되어 전국 단위의 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김동현 외(2013)는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두 개의 건

강 결과 지표와 다섯 개 영역의 건강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건강 결과와 건강 결

정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점수산출을 시도하였다. 건강 결과는 연령표준화 사망률

과 자가평가 건강 수준으로, 건강 결정요인으로는 건강행위, 보건의료 자원과 서

비스,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

는 여타 국내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건강 결과와 건강 결정요인을 분리하여 지

표를 선정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배우자율, 편부모 및 조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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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 등의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엘리오앤컴퍼니(2018)는 우리나라 지역별 건강 수준 평가 및 건강 수준 향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건강성과, 질병예방, 의료공급, 의료효율성 4개 영역, 총

25개 지표로 구성된 ‘지역건강지수(Regional Healthcare Index: RHI)’를 개발하고,

2011년부터 매년 산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

지표와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지표가 동일 수준에 혼재되어 있어 지수

의 논리 구조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은 배상수 외(2011)에서 개발한 지수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보건 취약개념과 지표체계를 재검토하여 ‘지역보건 취약지역 지표’를 개발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보건 취약지역을 ‘지역의 발전 잠재력, 재정여건 등이

취약하고, 보건의료 수요는 높으나 지역보건자원의 접근성이 낮고, 건강 수준도

열악한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지표체계를 크게 지역낙후성 영역과 보건의료 취약

성 영역으로 구성하고, 핵심지표 11개와 보조지표 5개, 총 16개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설정된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지역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림 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보건 취약지역 지표’의 지표체계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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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지역보건 취약지역 지표’가 지표 수 부족, 측정

영역 협소, 통제 불가능한 지표 위주의 구성 등으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허필강, 2017). 또한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들에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지표와 건강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원인지표가 혼재되

어 있어 지표체계의 논리 구조에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표준화 사망률의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health status)를 나타내는 결과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만 명당 의사 수와 같은 원인지표와 동일수준의 지표체계(hierarchy)에 혼

재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보건 취약지역 지표’의 목적과 산출 결과가 의

미하는 바를 오인하게 만든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건강 수준에

대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가시화하여 개인 단위가 아닌 지역 차원의 건강 수

준에 대한 연구와 자료 공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Population Health Institute(2018)가 개발한

‘Country Health Ranking’은 미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state) 내의 건강순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untry Health Ranking은 건강 결과

(health outcomes)와 건강 결정요인(health factors)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건강 결정요인의 경우 건강 행태, 병원진료,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강 결과는 5개의 핵심지표로 측정되며, 건강 결정요인

은 30개의 핵심지표로 측정된다.

미국 United Health Foundation(2017)이 제공하는 ‘America’s Health Rankings’

는 인구집단의 건강(health of population) 증진을 목적으로 개인 건강,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데이터의 평가를 통해 주(state) 단위 건강순위를 산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하고 있다. 또한 종합 순위뿐만 아니라 세부지표별 순위도 확인이 가능

하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기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체계에 결과지표와 원인지표가 혼재되어 있다. 즉, 평균 기대수명, 유병률 등

의 지표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지표이다. 반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인구 천 명당 병실 수 등의 지표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원인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인-결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강화된 지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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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지수개발 및 지표 선정을 위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소 불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측정된 지수 및 지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표 선정 및 지수 산출을 위한 명확

한 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측정영역이 협소하고 지표 수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다양

한 건강 결정요인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결정요

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 보건의료 자원 요인 등 지역사

회를 둘러싼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체계를 구성하고 지

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보건지수의 개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보건지수(Community Health Index:

CHI)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표설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 전략 수립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보건지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측정 가능해야 한다. 첫째,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측정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건강 행태,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사회보건지수 개발을 위한 원칙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수개발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지

수개발 원칙은 지수개발부터 산출 과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일관성을 갖기 위함

이며, 지표선정과 정량적인 수치 산출에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지수개발

원칙은 Kim and Yang(2016)과 이춘수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원칙을 검토

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첫째, 지수는 유계성(boundedness)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지수 산출 결

과가 일정 범위(0≤CHI≤1)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계성 조건이 충족될 경

우 지수의 산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쉬울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시점 간 비교가

용이하다. 또한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산출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Kim and Ya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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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수에 사용된 자료들은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

출한다(public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이는 특정 대상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배제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지수

산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춘수 외, 2014).

셋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replicability). 동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산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수의

산출 과정이 명확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보건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특성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

는 지표를 선택해야 한다(completeness).

다섯째, 지표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independence).

4. 지수 산출 방식

지수를 개발하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영역별 세부지표

의 가중치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김동현 외(2013), 김은정

(2012) 등의 연구에서는 영역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2)을 이용하여 영역 내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나, 본 연구

는 동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산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

다는 복제 가능성(replicability) 원칙에 따라 세부지표에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는

산술평균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정 평가지표의 산출 방식은 Kim and Yang(2016)과 이춘수 외(2014)의 연구

에서 제안한 방식을 따른다. 지표 산출에 이용하는 자료의 값 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세부지표 값을 산출

하였다.

첫째, 가 유계성(boundedness) 조건을 충족하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 해당 자료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식 (1-1)과 식 (1-2)를 이용하여 세부지표

값을 도출하였다.

 I= (가 클수록 우수) (1-1)

2) AHP는 의사 결정을 위해 적은 수의 표본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측정이 쌍대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많은 속성들이 평가될 때에는 일치성 지수가 높

아져 측정의 논리성에 대해서 여러 번 검증하고 측정을 다시 해야 할 경우도 생기는 번거

로움이 존재한다(장택원, 2009).



44  지역사회보건지수의 개발과 한국 사례에 적용

 I=1- (가 작을수록 우수) (1-2)

둘째, 가 유계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의 최댓값(m ax )과 최솟값

(m in )을 이용하는 식 (2-1)과 식 (2-2)를 통해 세부지표 값( I)을 도출하였다.

식 (2-1)과 식 (2-2) UNDP(2007)가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산출 식으로 이를 통해 도출되는 세부지표 값은 상대적 지표로서 절대

적 수준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이춘수 외, 2014).

 I=m ax m in

  m in 
(가 클수록 우수) (2-1)

 I=max m in

  m in 
(가 작을수록 우수) (2-2)

셋째, 가 유계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의 평균과 표준편차(SD)를

이용하여 도출한 임의의 최댓값( m ax=평균+3SD)과 최솟값( m in=평균-3SD)을

이용하는 식 (3-1)과 식 (3-2)를 통해 절대지표 값을 산출하였다.  max와
 m in

는 가 정규분포 또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현실적으로 달성 가

능한 최댓값과 최솟값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식 (3-1)과 식 (3-2)를 통해 도출된

세부지표 값( I)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절대지표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표는 세부지표 산출 시 분포를 자의적으로

가정한다는 한계를 지니며,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지표 산출의 기준이 되는

 max와
 m in 산출에 이용하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

년 또는 10년 단위로 기준값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이춘수 외, 2014).

 I = max 
 m in

   m in 
(가 클수록 우수) (3-1)

 I =  max 
 m in

   m in 
(가 작을수록 우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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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보건지수의 논리체계와 영역별 세부지표 구성

1) 지역사회보건지수의 논리체계

지역사회보건지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지

역별 건강증진 전략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

역사회보건지수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건강 결과지수(Health

Outcomes Index)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결정요인을 측

정하기 위한 지수로 구성된다.

건강 결과지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

며, 건강 결정요인지수(Health Factors Index)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① 건강 행태, ② 보건의료 자원, ③ 사회경제, ④ 물

리환경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구성하

였다.

<그림 2> 지역사회보건지수의 논리체계와 세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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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건지수의 원인-결과 논리 구조는 건강 결과(health outcomes)와 건

강 결정요인(health factors)을 원인-결과 논리 구조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한 미

국 위스콘신 대학의 ‘Country Health Ranking’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 또

한 Evans and Stoddart(1990)의 연구에서 건강을 건강 상태, well-being 등으로

파악하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및 행태뿐 아

니라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역할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

2) 건강 결과지수의 세부지표 구성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질병에 이환되거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

다.3)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 없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상태

를 건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승연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령표준화 사망

률과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을 사용하였다.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은 인구 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을 의미하며, OECD(2018), 김동현

외(2013), 김은정(2012) 등의 연구에서 주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 바 있다.

<표 1> 건강 결과지수의 세부지표

지표명 지표 정의 및 산출 방식 활용연도 자료출처

연령 표준화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십만 명당) 2016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다”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관적 건강 수준 인식이란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로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 정의될 수 있다(Ware,

3)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Construc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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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은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삶의 질을 나

타내는 지표로 이용되어 왔으며(OECD, 2018; 김동현, 2013; 하영미․박현주,

2012), 실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유효한 대리변수임이 입증된 바 있다(최요한,

2016).

3) 건강 결정요인지수의 영역 및 세부지표

(1) 건강 결정요인지수의 세부 영역

사망률이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의 특성만

으로 사망 및 건강 수준의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박은옥, 2012). 그 이유는

지역사회가 지닌 지역적 특성이 그 지역사회의 사망 및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현 외, 2013; 박은옥, 2012; 이미숙, 2005; Takano and

Nakamura, 2001).

선행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측정영역 협소, 지표 수 부족, 통제 불가능한

변수 위주의 지표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강 결정요인

을 분석한 다양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고, 이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판명된 지표들만을 선별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개인 수준

의 건강 결정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 등

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 결정요인지수는, ① 건강 행태 영

역, ② 보건의료 자원 영역, ③ 사회․경제 영역, ④ 물리․환경 영역으로 구분하

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2) 건강 행태 영역의 지표선정 근거와 세부지표

흡연, 영양, 음주, 운동 등의 건강 행태는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Kvaavik et al., 2010; 김혜련 외, 2006; 정용호 외, 2006; McGunnis and

Foege, 1993). McGinnis and Foege(1993)는 미국의 조기 사망의 요인으로 건강

행태에 의한 것이 57%를 차지하여 건강 행태가 통제 가능한 요인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요인 관련 질병 비용과 위험도를 활용하여 주요 건강 위험요

인을 추정한 정용호 외(2006)에 의하면 흡연 9.12%, 음주 8.58%, 신체 비활동

3.75%, 영양 0.37%, 과체중 및 비만이 6.6% 등이 주요 건강 위험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흡연, 과음, 신체 비활동, 불량한 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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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등이 심혈관계 질환, 암, 조기사망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 행태 중 건강 수준

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흡연, 음주, 비만, 운동, 정신건강을 건강

행태 영역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하고 <표 2>와 같이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2> 건강 행태 영역의 지표구성 및 산출 방식

지표명 지표 정의 및 산출 방식 활용연도 자료출처

흡연
현재

흡연율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

는 사람의 분율(%)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음주
고위험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비만 비만율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동
걷기

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정신

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

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

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걷기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은 표준화율

을 적용.

(3) 보건의료 자원 영역의 지표선정 근거와 세부지표

보건의료 자원 영역은 지역사회가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

하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보건의료

자원 영역은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력, 의료시설 등의 인적․물적 인

프라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보건교육, 질병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검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인력 및 의료시설 분포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매

우 크다(오영호 외, 2007).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

한 여지영․김혜련(2014)은 보건의료 자원 평가지표로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인구 천 명당 의료기기의 수 등을 평가지표로 사용하였으며, 박기수 외(2010)는

의료서비스 공급요인인 보건의료인력 규모와 의료기관의 접근성 분석을 위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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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력 수,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수를 의료인

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고,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를 의료

시설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건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 수단 중 하나로 적절한 의료이용을 들 수 있

다. 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김혜련 외, 2006). 국민건강

보험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 이외의 경제적․지리적 요인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이용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간 미충족 의

료율을 사용하였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보다 향상된 건강 수준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

로 건강 결정요인을 통제하고, 건강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활동을 건강증진이라

고 정의할 때(서문자 외, 2000), 보건교육과 질병관리의 의미는 매우 크다. 심폐소

생술4) 교육 등의 보건교육을 통해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수

행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강경희․임준, 2008).

또한 질병관리5) 중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은 영유아뿐 아니라 성인

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Wang, 2003; 위혜승, 2013). 특히, 독감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합병증

의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육 수준을 나타내

는 지표로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을, 질병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률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자원 요인 영역을

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이용, 보건교육, 질병관리로 세부 영역을 구분하고 세부

지표를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4) 심정지로 인한 주요 장기의 비가역적 손상을 막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은 인

공호흡과 순환 보조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산소공급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심장박

동을 회복시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 기술이다(강경희․임준, 2008).

5) 질병을 예방하고 발생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가해서 심신의 기능장애를 최소한으

로 머물게 하면서 치료를 이끌어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고, 회복자에게는 필요한 간호와 관

찰을 통하여 재발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하는 등 이러한 모든 것을 총칭하여 질병관리라고

정의한다(간호학대사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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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건의료 자원 영역의 지표구성 및 산출 방식

지표명 지표 정의 및 산출 방식 활용연도 자료출처

의료

인력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수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수

(의료인력: 간호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

료사, 작업치료사)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의료

시설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01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시도별통계연보

의료

이용

연간

미충족

의료율

최근 1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의 분율(%)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

최근 2년 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의 분율(%)
2016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

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

종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2017

지역사회

건강조사

(4) 사회경제 영역의 지표선정 근거와 세부지표

사회경제 영역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고용,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사회경제 영역의 세부 영역 및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망 및 건강 수준 간의 관계

를 보여준 박은옥(2012), 심주호(2007), 강영호․김혜련(2006), 강영호 외(2004) 등

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강영호․김혜련(2006)과 강영호 외(2004)의 연구는 교육 수준을 사망률의 중요

한 결정요인으로 분석하였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우리나라 시군구별 사망

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심주호(2007)는 실업률, 재정자립도, 교육 등이 중요한 사

회경제적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은옥(2012)은 사회복지 시설 수, 재정자립도

가 낮을수록 표준화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통계적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재정자립도는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

자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김동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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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업률을, 교육수준을 나

타내는 지표로 중학교 졸업률을, 사회복지 예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

계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의 재정 수준을 나타내는 지

표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추락, 화상 등으로 인해 연간 약 4백만 건 이상의 손상6)

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30%는 입원을 하고, 약 1%는 사망하고 있다(질병

관리본부, 2017).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손상을 예방 가능한 공중보건 문

제로 보고 있으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

라서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주민 일만 명당 화재발생 건수를 사용하였다.

<표 4> 사회경제적 영역의 지표구성 및 산출 방식

지표명 지표 정의 및 산출 방식 활용연도 자료출처

고용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0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시도 통계연보

교육
중학교

졸업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중학교 졸업 이상자

의 비율
201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시도 통계연보

사회

복지

사회복지

예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 201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시도 통계연보

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201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시도 통계연보

안전

사회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시도 통계연보

주민 일만

명당

화재발생

건수

주민 일만 명당 화재발생 건수

(화재발생 건수/주민 수)×10,000
20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 시도 통계연보

6)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의 해로

운 결과”로 정의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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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회경제 영역의 건강 결정요인을 근

거로 사회경제 영역을 고용, 교육, 사회복지, 재정, 안전사회로 세부 영역을 구분

하고 세부지표를 <표 4>와 같이 선정하였다.

(5) 물리환경 영역의 지표선정 근거와 세부지표

인간은 각종 생활공간에서 물, 주거 등의 생활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생존을 유

지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요인이 생성되거나 변화되어

궁극적으로 인간은 생활뿐 아니라 기존의 환경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질병관리본

부, 2017). 물리환경 영역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리

환경적 요인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물리환경 요인은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

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승연 외, 2013; 김은정․강민규, 2011; Dunn, 2003;

Shaw, 2004; Dunn, 2002; WHO, 2000; Evan and Stoddart, 1990).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물리환경 측

면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 물리환경 영역의 지표구성 및 산출 방식

표명 지표 정의 활용연도 자료출처

주거

환경

상수도

보급률
(급수인원/주민등록인구)×100 2016

환경부

상수도통계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주민등록인구)×

100
2016

환경부

하수도통계

생활

환경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201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시도통계연보

주민 일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생활폐기물 배출량/주민 수

(생활폐기물: 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 생

활폐기물)

2016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김승연 외(2013)의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이 거주자의 주관적 건강 인식 상태

등 건강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상하수도 시설 등 최저 주거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

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aw(2004)는 주거환경은 건강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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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환경 요인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거주자의

신체적, 주관적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

는 주거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을 사용하

였다.

풍부한 녹지 및 공원 등의 여가시설은 개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의 건강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오염은 지역의 건강 수준

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진희, 2016; 김동

현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 천 명당 도

시공원 조성면적, 주민 일인당 생활폐기물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Ⅲ. 지역사회보건지수의 적용: 한국의 사례

1. 분석 범위

지역사회보건지수를 우리나라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

역사회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지역사회

(community)란 일정한 지역에서 주민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통

된 문화를 가지며 그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을 갖게 하는 삶의 터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2010).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정의하기 위한 다

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건지수의 세부지표로 사

용된 모든 통계자료가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를 행정단위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구분

하고, 지역사회보건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 범위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229개 시․군․구(78개

시, 82개 군, 69개 구)7)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7) 2018년 7월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

시를 두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비교의 편의상 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여

총 299개의 시․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역의 명칭 변

경으로 인해 지역명이 실제 명칭과 다른 지역이 일부 존재하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구(舊) 명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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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앞서 제시된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이용

해야 한다는 원칙(public availability and reliability)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

공하는 ‘2017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및 ‘각 시도별 통계연

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 환경부의 ‘상하수도 통계’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 등급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유계성(boundedness)의 원칙에 따라 일정 범위(0

≤CHI≤1)에 위치하게 된 건강 결과지수의 산출 결과를 <표 6>과 같이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등급화를 시도하였다. 등급화의 목적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입안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 누구라도 쉽고, 직관적으로 산출 결과를 이해할 수 있

도록 하고, 지역사회 스스로가 시점 간 등급 비교를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보건증진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출 결과에 따라 등

급화된 건강 결과지수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 결정요

인지수의 세부 영역별 산출 결과의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의 파악과

이에 적합한 보건증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표 6> 등급 기준

등급 분류 등급 범위

등급 A 0.600≤CHI≤1.000

등급 B 0.500≤CHI＜0.600

등급 C 0.400≤CHI＜0.500

등급 D 0≤CHI＜0.400

등급화 방법에는 크게 상대값을 이용한 방법과 절대값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Kim and Yang, 2016). 상대값을 이용한 방법은 지수의 산출 결과가 정규분포한

다는 것을 가정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 간 임계치를 설정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각 등급 간 임계치 설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 시점마다 임계치가 변하여 등급 기준 및 범위 바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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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반면, 절대값을 이용한 방법은 UNDP(2007)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

ment Index)와 Kim and Yang(2016)의 농촌개발지수(Rural Development Index)

등급화에 사용된 방법으로,8) 등급 간 임의의 임계치 혹은 산출 결과 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등급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계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측정 시기가 변하더라도 임계치는 변하지 않아 등급의 상

승 혹은 하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값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등급화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보건지수의 등급화가 단순 지역

간 건강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역사회 스스로 시점 간 등급 비교를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목

표설정 및 보건증진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등급 D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건취약 지역’으로 명명하였

다. ‘보건취약 지역’이란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매우 낮아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보건증진 전략 수립 및 이행이 시급한 지역이며, 보건의료 자원 투입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정부 및 보건당국은 지역 간 보건수

준 격차 감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보건환경이 취약한 ‘보건취약 지역’에

의료시설, 의료인력, 예산 등 의료자원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보건지수의 산출 결과

1) 광역시․도 대상 산출 결과

광역시․도 대상 지역사회보건지수 산출 결과, 건강 결과지수 기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0.61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0.564), 경기도

(0.544), 제주특별자치도(0.536), 세종특별자치시(0.5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

위 5개 지역은 경상남도가 0.442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충청북도(0.453), 부산

8)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는 0부터 1 사이에 위치한 산출 결과를 절대값을 이용

하여 Very High Human Development(0.800～1.000), High Human Development(0.700～

0.799), Medium Human Development(0555～0.699), Low Human Development(0.350～

0.554)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등급 간 임계치 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

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299개 지역 산출 결과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임

계값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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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0.453), 강원도(0.454), 경상북도(0.457) 순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인 서울특별시(0.613)와 최하위를 기록한 경상남도(0.442)의 산출 결과는

0.171의 차이를 보이며, 건강 결정요인종합지수는 서울특별시 0.685, 경상남도

0.640으로 0.045의 차이를 보인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광역시․도 간 지역주민

들의 건강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결정요인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산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최하위를 차지한 경상남도(0.442)의 경우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력, 의

료시설 등의 수준을 나타내는 보건의료 자원 영역의 산출점수는 0.515로 전국 평

균(0.510)보다 높지만, 건강 행태 요인, 경제사회 요인 등 다른 영역에서 전국 평

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상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서는 의료시설, 의료인력 등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건강 행

태의 변화, 사회경제, 물리환경 요인들의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과 건강증진사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환경이 좋아 건강 수준이 높을 것으로 인식되어 온 강원도의 건강 결과지

수는 0.454점으로 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원인을 건강 결정요인지수를

통해 분석해 보면, 강원도는 흡연율, 비만율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 행태 요인 점수가 평균보다 낮았으며(0.604), 또한 보건의료 자원

(0.506), 사회경제(0.549), 물리환경(0.678) 등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권을 차지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건강 결과지수는 0.453으로 낮지만, 모든

영역의 건강 결정요인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보건의료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들의 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강 수준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괴리는 현행의 보건의료 자원, 사회

경제적 요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들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

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건의료 자원 등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최상위를 차지한 서울시의 경우 보건의료 자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건

강 결정요인지수가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 이는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 자원이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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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수가 적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8.43개로 전국 평균인 13개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서울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

으로 많은 인구 대비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시설 향상 등을 통해 보건의료 자

원 영역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광역시․도 대상 지역사회보건지수 산출 결과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서울특별시 1 A 0.613 0.685 0.769 0.504 0.724 0.744

대전광역시 2 B 0.564 0.664 0.745 0.513 0.663 0.736

경기도 3 B 0.544 0.657 0.722 0.488 0.692 0.727

제주특별자치도 4 B 0.536 0.605 0.707 0.474 0.605 0.637

세종특별자치시 5 B 0.524 0.659 0.744 0.467 0.673 0.755

광주광역시 6 C 0.498 0.676 0.739 0.560 0.668 0.739

충청남도 7 C 0.488 0.611 0.698 0.504 0.595 0.647

전라북도 7 C 0.488 0.638 0.725 0.531 0.588 0.707

인천광역시 9 C 0.485 0.670 0.721 0.493 0.723 0.745

전라남도 10 C 0.466 0.618 0.711 0.542 0.552 0.668

대구광역시 10 C 0.466 0.661 0.736 0.513 0.666 0.728

울산광역시 12 C 0.461 0.668 0.724 0.531 0.689 0.729

경상북도 13 C 0.457 0.615 0.702 0.505 0.584 0.671

강원도 14 C 0.454 0.604 0.682 0.506 0.549 0.678

부산광역시 15 C 0.453 0.675 0.742 0.532 0.687 0.738

충청북도 15 C 0.453 0.619 0.703 0.500 0.592 0.679

경상남도 17 C 0.442 0.640 0.713 0.515 0.632 0.701

평균 0.494 0.645 0.722 0.510 0.640 0.708

표준편차 0.048 0.028 0.022 0.024 0.057 0.037

최댓값 0.613 0.685 0.769 0.560 0.724 0.755

최솟값 0.442 0.604 0.682 0.467 0.549 0.637

범위 0.171 0.081 0.087 0.093 0.17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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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 대상 산출 결과

시․군․구 대상 지역사회보건지수 산출 결과 건강 결과지수 기준 상위 10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가 0.7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 과천시

(0.755), 서울 송파구(0.752), 서울 서초구(0.744), 대전 유성구(0.685), 경북 울릉군

(0.681), 충남 계룡시(0.669), 서울 용산구(0.664), 서울 영등포구(0.657), 서울 광진

구(0.655)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건강 결정요인종합지수

는 전국 평균(0.621)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건강 결과지수

가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 결정요인종합지수도 0.6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보건지수의 원인-결과 논리 구조가 건

강 수준과 건강 결정요인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9)

시․군․구 대상 산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우선 경북 울릉

군의 경우 건강 결과지수가 0.681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건강 결정요인지수는

모든 영역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산출 결과 간 괴

리는 울릉군의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사회보건지수의 세부지표로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결합하여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결정

요인 산출 결과를 해석할 때 울릉군은 보건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현대화, 육지와의 응급후송체계 선진화, 전문의

료인력 충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위를 차지한 경기 과천시의 경우 건강 결정요인 산출 결과는 건강 행태 영

역, 사회경제 영역, 물리환경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인 반면, 보건의료

자원 영역의 건강 결정요인지수 산출 결과는 0.43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과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의

료인력 강화, 의료이용률 향상, 보건교육 및 질병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이와 관련된 건강증진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9) 건강 결과지수와 건강 결정요인종합지수 간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0.438로 뚜

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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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군․구 대상 지역사회보건지수 산출 결과 상위 10개 지역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1 A 0.773 0.699 0.791 0.585 0.682 0.737

경기도 과천시 2 A 0.755 0.641 0.784 0.439 0.612 0.728

서울특별시 송파구 3 A 0.752 0.699 0.816 0.547 0.687 0.746

서울특별시 서초구 4 A 0.744 0.684 0.784 0.520 0.696 0.736

대전광역시 유성구 5 A 0.685 0.652 0.759 0.487 0.640 0.722

경상북도 울릉군 6 A 0.681 0.546 0.692 0.473 0.567 0.452

충청남도 계룡시 7 A 0.669 0.638 0.722 0.480 0.625 0.726

서울특별시 용산구 8 A 0.664 0.659 0.773 0.498 0.625 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A 0.657 0.683 0.797 0.555 0.639 0.740

서울특별시 광진구 10 A 0.655 0.665 0.773 0.496 0.645 0.745

평균 0.478 0.621 0.718 0.508 0.581 0.676

표준편차 0.093 0.040 0.032 0.048 0.067 0.070

최댓값 0.773 0.699 0.816 0.714 0.716 0.756

최솟값 0.247 0.526 0.632 0.416 0.459 0.438

범위 0.526 0.173 0.183 0.298 0.256 0.318

반면, 하위 10개 지역으로는 강원 정선군이 0.24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전남 진도군(0.271), 경남 의령군(0.278), 강원 홍천군(0.302), 경북 의성군

(0.314), 부산 사상구(0.314), 경북 영양군(0.322), 전남 영광군(0.324), 대구 서구

(0.326), 경남 고성군(0.3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모두 최하위인 등급

D 지역으로 보건취약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위 10개 지역 중 대구 서구와 부산 사상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건강 결정

요인종합지수는 전국 평균(0.62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들의 변화를 통해 건강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최하위를 차지한 강원 정선군의 영역별 건강 결정요인

의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의 건강 결정요인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강원 정선군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지원과 이와 관련된 건강증진 전략 수립

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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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건강 결과지수가 0.314로 하위권에 위치하였지만, 모든 영역의

건강 결정요인지수가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 이는 보건의료 자원 등

건강 결정요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들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임에도 불구

하고, 높은 건강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괴리는 현행

의 건강 결정요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들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거나, 비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시․군․구 대상 지역사회보건지수 산출 결과 하위 10개 지역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경상남도 고성군 220 D 0.327 0.591 0.687 0.529 0.493 0.654

대구광역시 서구 221 D 0.326 0.626 0.709 0.511 0.585 0.701

전라남도 영광군 222 D 0.324 0.592 0.687 0.539 0.510 0.633

경상북도 영양군 223 D 0.322 0.565 0.722 0.432 0.496 0.610

부산광역시 사상구 224 D 0.314 0.664 0.731 0.554 0.635 0.735

경상북도 의성군 224 D 0.314 0.565 0.673 0.507 0.513 0.566

강원도 홍천군 226 D 0.302 0.566 0.676 0.492 0.494 0.604

경상남도 의령군 227 D 0.278 0.568 0.666 0.550 0.476 0.578

전라남도 진도군 228 D 0.271 0.591 0.733 0.450 0.524 0.657

강원도 정선군 229 D 0.247 0.581 0.657 0.493 0.533 0.642

평균 0.478 0.621 0.718 0.508 0.581 0.676

표준편차 0.093 0.040 0.032 0.048 0.067 0.070

최댓값 0.773 0.699 0.816 0.714 0.716 0.756

최솟값 0.247 0.526 0.632 0.416 0.459 0.438

범위 0.526 0.173 0.183 0.298 0.256 0.318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보건 현황 분석과 진단을 위해 수행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건지수

(Community Health Index: CHI)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지수를 우리나라 광



김태화․임재영 61

역시․도와 시․군․구 단위에 적용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 분석과 보건 현황

진단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 간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건강 결과지수(Health Outcomes Index)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순위

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의 산출 결과는 0.773인 반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강

원 정선군은 0.247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간 건강 수준

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불균형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

도권 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역시 우리 사회

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자원배분 방식과 정책 마련

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는 한정된 예산 하에서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

건의료 자원을 배분하기보다, 취약지역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

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보건정책

과 건강증진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역사회보건지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과 보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자원의 우선 지

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건

강증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수 산출 결과의 공표를 통해

보건의료 영역에 던지는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개발된 지역사회보건지수는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건강 결정요인이 존재함에도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지표 수의 부족으로

측정 영역을 충분히 확장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국가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지표개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 결과지수와 건강 결정요인지수 간 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관련 자료의 보완을 통해

지역사회보건지수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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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도 1> 지역사회보건지수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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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지역사회보건지수 산출 결과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

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1 A 0.773 0.699 0.791 0.585 0.682 0.737

경기도 과천시 2 A 0.755 0.641 0.784 0.439 0.612 0.728

서울특별시 송파구 3 A 0.752 0.699 0.816 0.547 0.687 0.746

서울특별시 서초구 4 A 0.744 0.684 0.784 0.520 0.696 0.736

대전광역시 유성구 5 A 0.685 0.652 0.759 0.487 0.640 0.722

경상북도 울릉군 6 A 0.681 0.546 0.692 0.473 0.567 0.452

충청남도 계룡시 7 A 0.669 0.638 0.722 0.480 0.625 0.726

서울특별시 용산구 8 A 0.664 0.659 0.773 0.498 0.625 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A 0.657 0.683 0.797 0.555 0.639 0.740

서울특별시 광진구 10 A 0.655 0.665 0.773 0.496 0.645 0.745

서울특별시 강동구 11 A 0.654 0.675 0.774 0.530 0.657 0.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2 A 0.652 0.669 0.762 0.540 0.631 0.744

서울특별시 동작구 13 A 0.647 0.666 0.780 0.495 0.638 0.750

경기도 군포시 14 A 0.638 0.663 0.751 0.479 0.673 0.750

경기도 김포시 15 A 0.636 0.637 0.723 0.480 0.645 0.699

경기도 용인시 16 A 0.633 0.654 0.730 0.470 0.692 0.722

서울특별시 성동구 17 A 0.628 0.657 0.760 0.464 0.656 0.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18 A 0.624 0.663 0.795 0.451 0.654 0.751

서울특별시 종로구 19 A 0.619 0.673 0.762 0.637 0.591 0.70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 A 0.610 0.662 0.760 0.475 0.662 0.753

서울특별시 중구 21 A 0.608 0.671 0.790 0.590 0.606 0.697

대전광역시 서구 22 A 0.606 0.649 0.758 0.505 0.636 0.697

경기도 의왕시 23 A 0.602 0.655 0.726 0.480 0.669 0.745

서울특별시 마포구 24 A 0.601 0.654 0.804 0.441 0.635 0.738

경기도 광주시 25 B 0.597 0.628 0.714 0.445 0.646 0.706

경기도 구리시 26 B 0.596 0.659 0.753 0.505 0.637 0.741

경기도 안양시 27 B 0.594 0.667 0.761 0.484 0.673 0.749

인천광역시 연수구 28 B 0.591 0.667 0.728 0.470 0.716 0.756

대구광역시 수성구 29 B 0.590 0.655 0.763 0.460 0.661 0.735

경기도 고양시 29 B 0.590 0.656 0.717 0.500 0.678 0.728

서울특별시 성북구 31 B 0.584 0.655 0.770 0.470 0.632 0.748

서울특별시 구로구 32 B 0.575 0.664 0.778 0.481 0.650 0.749

경기도 하남시 33 B 0.573 0.642 0.732 0.455 0.666 0.714

전라북도 장수군 34 B 0.569 0.585 0.717 0.439 0.5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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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 속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

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경기도 성남시 35 B 0.568 0.668 0.736 0.511 0.680 0.746

경기도 광명시 36 B 0.567 0.657 0.746 0.466 0.666 0.748

충청남도 서산시 37 B 0.563 0.601 0.683 0.471 0.592 0.656

전라북도 전주시 38 B 0.562 0.673 0.751 0.557 0.639 0.743

부산광역시 동래구 39 B 0.560 0.681 0.797 0.552 0.636 0.741

경기도 화성시 40 B 0.555 0.644 0.717 0.484 0.673 0.701

서울특별시 은평구 41 B 0.554 0.660 0.746 0.472 0.668 0.753

전라남도 함평군 42 B 0.549 0.605 0.745 0.572 0.459 0.642

서울특별시 강서구 43 B 0.546 0.660 0.752 0.464 0.674 0.750

부산광역시 연제구 43 B 0.546 0.674 0.753 0.542 0.660 0.741

전라남도 담양군 45 B 0.545 0.607 0.710 0.578 0.487 0.652

경기도 부천시 46 B 0.542 0.668 0.743 0.522 0.654 0.753

경기도 남양주시 46 B 0.542 0.640 0.721 0.458 0.641 0.740

광주광역시 서구 48 B 0.538 0.656 0.750 0.535 0.636 0.703

서울특별시 도봉구 48 B 0.538 0.647 0.728 0.469 0.645 0.745

부산광역시 수영구 50 B 0.536 0.673 0.764 0.551 0.637 0.742

전라남도 곡성군 51 B 0.535 0.586 0.710 0.489 0.495 0.650

서울특별시 노원구 52 B 0.533 0.661 0.744 0.500 0.651 0.748

강원도 춘천시 53 B 0.532 0.629 0.682 0.551 0.577 0.704

경기도 수원시 54 B 0.531 0.659 0.725 0.493 0.679 0.741

전라남도 장성군 55 B 0.530 0.598 0.730 0.531 0.503 0.629

광주광역시 남구 55 B 0.530 0.670 0.731 0.574 0.632 0.7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5 B 0.530 0.590 0.690 0.456 0.587 0.627

대구광역시 남구 58 B 0.528 0.681 0.753 0.628 0.597 0.7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8 B 0.528 0.615 0.729 0.479 0.612 0.640

전라남도 영암군 60 B 0.526 0.589 0.694 0.545 0.487 0.63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61 B 0.524 0.650 0.718 0.457 0.673 0.755

전라남도 강진군 62 B 0.523 0.550 0.709 0.470 0.461 0.561

전라남도 구례군 63 B 0.520 0.599 0.721 0.549 0.492 0.636

인천광역시 서구 63 B 0.520 0.652 0.730 0.490 0.687 0.700

서울특별시 중랑구 65 B 0.519 0.645 0.727 0.485 0.625 0.744

충청남도 아산시 65 B 0.519 0.627 0.693 0.468 0.651 0.697

충청북도 진천군 67 B 0.517 0.581 0.670 0.467 0.542 0.644

경상남도 양산시 68 B 0.516 0.656 0.699 0.556 0.64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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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 속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

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경상북도 경산시 69 B 0.515 0.636 0.709 0.485 0.626 0.7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9 B 0.515 0.670 0.747 0.509 0.683 0.740

전라남도 순천시 71 B 0.512 0.643 0.697 0.558 0.587 0.728

인천광역시 옹진군 72 B 0.509 0.538 0.693 0.483 0.538 0.438

경상북도 김천시 73 B 0.508 0.609 0.699 0.504 0.572 0.662

전라남도 신안군 73 B 0.508 0.563 0.726 0.448 0.515 0.561

대전광역시 대덕구 75 B 0.506 0.643 0.735 0.500 0.604 0.733

경기도 의정부시 75 B 0.506 0.648 0.706 0.506 0.638 0.744

경상북도 안동시 77 B 0.505 0.624 0.717 0.580 0.532 0.666

강원도 화천군 77 B 0.505 0.550 0.659 0.475 0.514 0.550

대구광역시 중구 79 B 0.504 0.686 0.736 0.714 0.569 0.724

충청남도 부여군 80 B 0.503 0.565 0.694 0.526 0.510 0.530

충청남도 논산시 80 B 0.503 0.603 0.729 0.558 0.526 0.599

부산광역시 금정구 82 B 0.500 0.665 0.749 0.531 0.641 0.740

경기도 오산시 82 B 0.500 0.641 0.693 0.477 0.650 0.74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2 B 0.500 0.661 0.745 0.546 0.613 0.738

서울특별시 금천구 85 C 0.498 0.648 0.744 0.466 0.641 0.742

경기도 이천시 86 C 0.497 0.627 0.714 0.483 0.614 0.696

충청남도 당진시 86 C 0.497 0.581 0.672 0.490 0.567 0.596

경기도 파주시 86 C 0.497 0.640 0.718 0.476 0.643 0.723

전라남도 무안군 86 C 0.497 0.609 0.750 0.500 0.520 0.667

대전광역시 중구 90 C 0.496 0.659 0.725 0.584 0.617 0.710

전라남도 보성군 91 C 0.495 0.595 0.723 0.598 0.511 0.548

전라북도 순창군 92 C 0.494 0.584 0.729 0.542 0.500 0.567

전라남도 나주시 93 C 0.493 0.609 0.679 0.598 0.526 0.634

전라북도 임실군 93 C 0.493 0.581 0.726 0.475 0.492 0.632

경상남도 함양군 95 C 0.491 0.551 0.694 0.439 0.481 0.590

전라북도 고창군 95 C 0.491 0.596 0.705 0.491 0.517 0.670

인천광역시 부평구 97 C 0.490 0.664 0.737 0.484 0.680 0.756

광주광역시 북구 98 C 0.489 0.665 0.755 0.532 0.639 0.736

경기도 안산시 99 C 0.488 0.644 0.686 0.499 0.645 0.746

충청북도 청주시 100 C 0.487 0.635 0.712 0.501 0.620 0.707

강원도 삼척시 100 C 0.487 0.598 0.717 0.497 0.517 0.663

울산광역시 중구 102 C 0.486 0.645 0.717 0.520 0.63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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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 속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

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경상남도 진주시 103 C 0.485 0.652 0.718 0.536 0.628 0.724

강원도 양구군 104 C 0.484 0.585 0.664 0.516 0.516 0.644

부산광역시 강서구 105 C 0.483 0.628 0.713 0.443 0.629 0.727

경상북도 예천군 106 C 0.482 0.571 0.699 0.487 0.512 0.586

울산광역시 울주군 106 C 0.482 0.634 0.720 0.497 0.613 0.706

인천광역시 계양구 108 C 0.481 0.659 0.714 0.486 0.681 0.756

전라남도 완도군 109 C 0.479 0.574 0.667 0.453 0.526 0.650

경기도 양평군 110 C 0.478 0.592 0.708 0.480 0.551 0.628

서울특별시 강북구 111 C 0.477 0.636 0.720 0.458 0.616 0.750

대전광역시 동구 111 C 0.477 0.633 0.725 0.503 0.607 0.698

강원도 강릉시 111 C 0.477 0.602 0.675 0.487 0.557 0.690

부산광역시 북구 111 C 0.477 0.649 0.724 0.474 0.656 0.741

강원도 속초시 115 C 0.474 0.622 0.706 0.494 0.566 0.720

충청남도 태안군 116 C 0.472 0.555 0.674 0.472 0.503 0.572

충청남도 청양군 117 C 0.471 0.526 0.666 0.486 0.465 0.489

대구광역시 달성군 117 C 0.471 0.635 0.724 0.494 0.627 0.696

충청북도 증평군 119 C 0.470 0.603 0.685 0.451 0.548 0.729

충청남도 천안시 119 C 0.470 0.640 0.700 0.503 0.647 0.709

대구광역시 달서구 121 C 0.469 0.654 0.733 0.500 0.650 0.734

충청북도 옥천군 122 C 0.468 0.611 0.711 0.536 0.526 0.672

강원도 인제군 123 C 0.466 0.564 0.671 0.476 0.498 0.611

전라북도 남원시 124 C 0.465 0.613 0.719 0.532 0.531 0.669

경상북도 포항시 124 C 0.465 0.633 0.699 0.531 0.616 0.688

전라남도 여수시 126 C 0.464 0.627 0.718 0.501 0.603 0.684

인천광역시 남동구 127 C 0.463 0.658 0.705 0.496 0.684 0.746

경기도 여주시 127 C 0.463 0.599 0.707 0.474 0.571 0.643

충청남도 공주시 129 C 0.462 0.613 0.731 0.590 0.514 0.618

부산광역시 기장군 130 C 0.461 0.649 0.736 0.498 0.643 0.718

경상남도 거창군 131 C 0.459 0.579 0.682 0.476 0.527 0.630

광주광역시 광산구 131 C 0.459 0.658 0.714 0.536 0.646 0.734

경기도 시흥시 133 C 0.457 0.633 0.685 0.473 0.647 0.726

강원도 원주시 134 C 0.456 0.609 0.671 0.508 0.552 0.706

전라북도 정읍시 135 C 0.453 0.612 0.705 0.534 0.513 0.696

부산광역시 남구 136 C 0.452 0.660 0.735 0.497 0.667 0.743



김태화․임재영 67

<부표 1> 계 속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

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강원도 양양군 137 C 0.451 0.553 0.683 0.456 0.470 0.605

전라북도 익산시 137 C 0.451 0.627 0.698 0.503 0.588 0.720

경상북도 문경시 139 C 0.450 0.604 0.710 0.515 0.526 0.666

경상남도 함안군 139 C 0.450 0.594 0.706 0.510 0.551 0.609

전라북도 군산시 141 C 0.449 0.633 0.703 0.507 0.596 0.726

경상남도 하동군 141 C 0.449 0.561 0.696 0.483 0.511 0.555

경상북도 구미시 141 C 0.449 0.636 0.692 0.472 0.640 0.742

전라남도 광양시 144 C 0.448 0.620 0.707 0.482 0.600 0.692

전라남도 고흥군 145 C 0.447 0.578 0.735 0.528 0.474 0.577

울산광역시 동구 146 C 0.446 0.665 0.724 0.566 0.661 0.708

강원도 영월군 146 C 0.446 0.573 0.665 0.497 0.511 0.620

울산광역시 북구 146 C 0.446 0.657 0.737 0.496 0.650 0.744

인천광역시 중구 149 C 0.445 0.666 0.713 0.573 0.655 0.723

경상북도 상주시 150 C 0.444 0.575 0.705 0.482 0.511 0.602

경기도 평택시 151 C 0.443 0.631 0.708 0.493 0.617 0.705

경상남도 김해시 152 C 0.442 0.647 0.712 0.507 0.634 0.735

경기도 안성시 152 C 0.442 0.602 0.681 0.491 0.575 0.663

울산광역시 남구 154 C 0.440 0.667 0.723 0.564 0.658 0.724

경기도 양주시 155 C 0.437 0.614 0.700 0.459 0.585 0.712

경상북도 청송군 155 C 0.437 0.547 0.655 0.485 0.525 0.522

전라남도 화순군 155 C 0.437 0.643 0.698 0.674 0.518 0.680

경상북도 칠곡군 158 C 0.433 0.610 0.701 0.489 0.586 0.664

경상북도 성주군 158 C 0.433 0.577 0.785 0.505 0.493 0.525

충청남도 예산군 160 C 0.431 0.562 0.670 0.517 0.505 0.555

경상북도 영주시 160 C 0.431 0.600 0.689 0.504 0.544 0.663

경상북도 경주시 162 C 0.430 0.615 0.702 0.513 0.557 0.687

충청남도 홍성군 163 C 0.428 0.612 0.722 0.532 0.548 0.646

강원도 동해시 164 C 0.427 0.627 0.689 0.534 0.558 0.727

경상남도 거제시 165 C 0.425 0.633 0.724 0.509 0.601 0.696

경상남도 창원시 165 C 0.425 0.657 0.720 0.511 0.666 0.730

경상남도 산청군 165 C 0.425 0.526 0.690 0.416 0.477 0.521

인천광역시 남구 168 C 0.424 0.657 0.707 0.500 0.671 0.750

경상북도 청도군 168 C 0.424 0.598 0.708 0.595 0.516 0.572

충청북도 괴산군 170 C 0.423 0.544 0.682 0.503 0.49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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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 속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

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경상북도 영덕군 171 C 0.423 0.577 0.754 0.440 0.471 0.645

경상남도 사천시 172 C 0.422 0.619 0.698 0.526 0.546 0.705

전라북도 진안군 173 C 0.421 0.587 0.717 0.480 0.526 0.627

충청북도 충주시 174 C 0.417 0.602 0.703 0.481 0.546 0.679

부산광역시 사하구 174 C 0.417 0.660 0.740 0.507 0.651 0.740

경기도 동두천시 176 C 0.416 0.641 0.692 0.552 0.576 0.745

충청북도 보은군 177 C 0.415 0.554 0.655 0.518 0.492 0.551

경상북도 군위군 178 C 0.414 0.545 0.713 0.447 0.496 0.525

전라북도 완주군 179 C 0.411 0.623 0.733 0.538 0.580 0.642

강원도 횡성군 179 C 0.411 0.548 0.679 0.445 0.508 0.561

충청북도 영동군 181 C 0.410 0.589 0.724 0.497 0.521 0.614

강원도 평창군 182 C 0.406 0.547 0.632 0.459 0.489 0.606

인천광역시 강화군 183 C 0.405 0.568 0.708 0.490 0.523 0.553

경상북도 고령군 184 C 0.404 0.575 0.670 0.491 0.505 0.633

전라북도 무주군 185 C 0.403 0.584 0.706 0.486 0.513 0.630

대구광역시 북구 186 C 0.402 0.646 0.732 0.493 0.640 0.719

대구광역시 동구 186 C 0.402 0.636 0.728 0.496 0.632 0.688

경상북도 봉화군 188 D 0.398 0.540 0.675 0.440 0.501 0.543

충청남도 보령시 189 D 0.397 0.585 0.696 0.500 0.536 0.606

전라남도 해남군 190 D 0.396 0.582 0.717 0.546 0.501 0.563

충청북도 제천시 191 D 0.392 0.609 0.676 0.507 0.539 0.714

경기도 가평군 192 D 0.391 0.589 0.692 0.521 0.514 0.632

경기도 연천군 193 D 0.390 0.615 0.754 0.487 0.525 0.693

경상북도 울진군 193 D 0.390 0.596 0.778 0.481 0.546 0.580

전라남도 장흥군 195 D 0.389 0.559 0.686 0.477 0.462 0.611

전라북도 부안군 196 D 0.386 0.596 0.697 0.533 0.480 0.675

경상남도 합천군 196 D 0.386 0.552 0.702 0.507 0.488 0.5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98 D 0.383 0.668 0.733 0.553 0.646 0.739

경상남도 남해군 198 D 0.383 0.545 0.672 0.431 0.488 0.589

경기도 포천시 200 D 0.381 0.567 0.690 0.476 0.536 0.565

광주광역시 동구 201 D 0.377 0.693 0.751 0.713 0.575 0.734

충청남도 금산군 202 D 0.367 0.589 0.696 0.500 0.527 0.632

충청북도 단양군 202 D 0.367 0.575 0.692 0.478 0.528 0.603

강원도 철원군 204 D 0.366 0.615 0.794 0.507 0.496 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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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 속

구분 건강 결과 건강 결정요인

지역 순위 등급

건강

결과

지수

종합

지수

건강

행태

보건

의료

자원

사회

경제

물리

환경

인천광역시 동구 205 D 0.364 0.656 0.718 0.508 0.643 0.754

전라북도 김제시 206 D 0.359 0.612 0.725 0.584 0.504 0.637

경상남도 통영시 207 D 0.356 0.605 0.712 0.489 0.533 0.685

강원도 태백시 208 D 0.355 0.621 0.702 0.531 0.559 0.692

강원도 고성군 208 D 0.355 0.588 0.705 0.497 0.501 0.650

경상남도 밀양시 210 D 0.354 0.606 0.731 0.531 0.533 0.628

충청남도 서천군 211 D 0.353 0.572 0.705 0.540 0.476 0.565

충청북도 음성군 212 D 0.350 0.598 0.707 0.540 0.551 0.593

경상남도 창녕군 213 D 0.348 0.619 0.741 0.558 0.504 0.674

부산광역시 서구 214 D 0.344 0.693 0.747 0.711 0.578 0.737

부산광역시 중구 215 D 0.343 0.662 0.727 0.605 0.571 0.746

부산광역시 영도구 216 D 0.335 0.635 0.716 0.483 0.604 0.739

경상북도 영천시 217 D 0.333 0.585 0.673 0.497 0.514 0.656

부산광역시 동구 217 D 0.333 0.660 0.699 0.612 0.593 0.737

전라남도 목포시 219 D 0.332 0.664 0.722 0.600 0.587 0.749

경상남도 고성군 220 D 0.327 0.591 0.687 0.529 0.493 0.654

대구광역시 서구 221 D 0.326 0.626 0.709 0.511 0.585 0.701

전라남도 영광군 222 D 0.324 0.592 0.687 0.539 0.510 0.633

경상북도 영양군 223 D 0.322 0.565 0.722 0.432 0.496 0.610

부산광역시 사상구 224 D 0.314 0.664 0.731 0.554 0.635 0.735

경상북도 의성군 224 D 0.314 0.565 0.673 0.507 0.513 0.566

강원도 홍천군 226 D 0.302 0.566 0.676 0.492 0.494 0.604

경상남도 의령군 227 D 0.278 0.568 0.666 0.550 0.476 0.578

전라남도 진도군 228 D 0.271 0.591 0.733 0.450 0.524 0.657

강원도 정선군 229 D 0.247 0.581 0.657 0.493 0.533 0.642

평균 0.478 0.621 0.718 0.508 0.581 0.676

표준편차 0.093 0.040 0.032 0.048 0.067 0.070

최댓값 0.773 0.699 0.816 0.714 0.716 0.756

최솟값 0.247 0.526 0.632 0.416 0.459 0.438

범위 0.526 0.173 0.183 0.298 0.25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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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Health Index

and Its Application to the Case of Republic

of Korea

Taehwa Kim*ㆍJae Young Li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nd diagnose the health status of

the community in a scientific and systematic wa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re threatened due to regional

imbalance of medical services, and inefficiency of medical supply system,

We developed the Community Health Index and applied it to the case of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ealth level of the

community residents in the region is different and various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health level as well. These results mean that despite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health status of the Korean population over the last 50

years, there is still a need for creating policy devices and ongoing efforts to

improve them.

The Community Health Index can be used to select areas that need

priority of support for health care resources or to develop health promotion

policie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based on analysis and diagnosis of

health status in the community. In addition, the publicity of the calculated

results of the Community Health Index will invoke important health issue in

a way of calling for public interests.

Keywords: community health index, health inequality, health gap, healthcare

resources,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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