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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그들의 삶을 보다 풍

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 이다. 사회 자본

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건강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집단 간 건강수준의 격차에 관여하는 요인들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는 보건의료에 한 접근성과 건강한 습관의 차이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관여

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를 필두로 이러한 요인들을 밝혀내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건강격차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정책적으로 통

제하려는 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0년 발간된 블랙보고서에서 인구집단 간 건강불평등이 있음을 최

초로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지역 간 사망률 격차 감소를 국가 정책으

로 의제화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 중

심으로 시작된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이 점점 전 세계적 관심사로 확 되어 가는 추세

에 있다. 

우리나라도 제2차,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연속적으로 “건강불평등 해소”

가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총괄목표로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건강불평등 해

소를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단순한 선언적인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다. 

유럽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건강불평등 문제의 

측정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국가단위의 건강불평등 지표를 산

출하여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나타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2013년도에 발간된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보고서

에서 제시하였던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를 보완하여 지표를 생산하였다. 본 보고서에

서 생산되는 지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건강격차 발생요인을 활용하여 우리나

라의 지역별, 인구집단별 현황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건강불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원인들까지 고려한 지표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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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는 김동진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을지 학교 의과 학 기명 교수, 시민

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 동아 학교 의과 학 김유미 교수, 부산 학교 의

과 학 윤태호 교수, 중앙 학교 간호 학 장숙랑 교수, 이화여자 학교 의과 학 정

최경희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아울러 지표의 작성과 정리에 본 원의 최지희 연구

원, 채희란 연구원, 그리고 강아람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윤강재 부연구위

원, 황도경 부연구위원과 충남 학교 의과 학 유원섭 교수, 고려 학교 보건과학 학 

김승섭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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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Report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As the second period study of a multi-year project measuring and mon-

itoring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health 

inequalities report. Drawing on the framework of the third Korean Health 

Plan 2020, and the health inequality model of WHO CSDH(2008), we have 

identified three indicator categories: social structural determinants, inter-

mediary determinants, and health outcomes (including healthy life expect-

ancy, morbidity, mortality, etc.). 

At first, this study team reviewed existing social status indicators, and di-

mensions, which have been used in various ways by different researchers. 

After several consensus meetings, the study team concluded to measuring 

health inequalities according to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 – gender, 

income level,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 which have been 

considered to affecting individual’s health status, as well as health 

behaviors. In addition, the study team also included “region” as another 

important health inequality indicator. Thus, this report analyzes health in-

equality based on three dimensions of deprivation-social, economic, and 

regional dimension. 

To more exactly measuring and presenting health inequality status in 

Korea, this report selects more sensitive indicators in each category. 

Considering availability of stable statistic data output and representative-

ness of indicators, the study team has decided to suggest total eighty eight 

indicators in this health inequality report; twenty four indicators in the so-

cial structural category, thirty nine indicators in the intermediary dete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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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ts category, and twenty five indicators in the health outcomes category. 

According to data availability, the number of final indicators was finally 

decided as eighty four indicators in total.

Through measuring various health inequality indicators, this report 

could identify an existing gap among different socioeconomic population. 

In the social structural category, the rate of temporary employment was 

greater as ten percent point in women population group than men. As an 

individual having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he or she had the bigger 

rate temporary employment. The health inequality has also similar pattern 

in the intermediary category. The population group having the lowest in-

come had greater smoking rate than the population group having highest 

income, and muscular laborers smoked more than office workers. 

According to "healthy life expectancy" in the outcome category, the gap 

between genders, or among regions had been decreased from 2000 to 

2010. However, the gap among different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had 

been scarcely decreased. 

This study result has a significance meaning to analyze Korea health in-

equalities throughout various category and domains using statistical and 

objective method. Simultaneously, this report makes following suggestions. 

Above all, it will be needed to make a department in the government to 

take charge of conducting various tasks regarding health inequalities. 

What’s more, health inequalities indicators should be produced more dedi-

cated way-reflecting the statistics of the smallest district units including 

“eup”, “myeon”, and “dong”. Finally, a systematic framework should be es-

tablished in order to reflect the analyzing results of health inequality into 

the process of producing proper policie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인구집단간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지난 2005년에 수립

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건강수명’ 연

장과 함께 계획의 2가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에 해 인정한 바 있

고, 2006년 1월에는 건강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장단기 건강격차 해

소 책을 마련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통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생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서 발간하고 있는 ‘국민건강통계’와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망원인 통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통계 수치를 넘어

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건강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로 건강불평등 해소가 제

시되고 있으나 이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생산하여 환류․배포한 다음 다시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용하는 모니터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관련 지표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때 건강불평등 보고서가 영국의 블랙보고서와 같이 전국민의 건강불평등 현

황을 파악하고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단

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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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세부 지표

사회
구조적
요인

인구 (5)

출생 (1) 합계출산율

인구집단별 인구비율 (4)

노인인구 규모(비율)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

등록장애인 규모(비율)

외국인주민 비율

교육 (4)

교육수준 (2)
학졸업자 인구 비율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육비 지출 (2)
공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고용 (6)

고용 및 실업 (4)

고용률(15~64세/65세 이상 구분)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비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직업 (2)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

피고용인 없는 자영자 비율

개인 및 
가구 단위 
결핍 (7)

소득 (3)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

가처분 소득

가구 균등화 소득

2. 주요 연구결과

  가.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의 영역별로 기 

설정된 지표 선정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을 보다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상으로 건강불평등 세부 지

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 세부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해 사회구조적 요인 24개 세부지표, 중

재요인 39개 세부지표, 그리고 건강결과 25개 세부지표로 총 88개 세부지표를 제안하

였다.

〈표 1〉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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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세부 지표

빈곤 (4)

여성가구주 빈곤율

아동 상 적 빈곤율

노인 상 적 빈곤율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

지역 단위 
결핍(2)

지방재정 (1) 재정자주도

지역박탈 (1) 지역박탈지수

중재요인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3)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3)

사회에 한 신뢰

투표율

단체활동 참여율

생활환경 
(3)

여가 및 복지환경 (1) 기준인구당 지역별 공공 보육시설 수

물리적 환경 (2)
유해환경 근로 비율

기준인구당 폐수배출시설 비율

건강생활 
습관 (21)

흡연 (3)

현재 흡연율

직장 내 간접 흡연율

금연시도율

음주 (1) 고위험(문제) 음주율

신체활동 (1)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체중 (2)
비만율(BMI) 

저체중율

영양 (3)

식품 미보장률

과일 섭취율

나트륨 초과 섭취율

정신건강 (3)

우울감 경험율

자살생각 경험율

자살시도 경험율

재생산 및 아동건강 (7)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

성관계경험 청소년 항상 피임실천율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 

기준인구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

제왕절개 분만율

안전의식 (1)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보건의료 
서비스 
(12)

예방서비스 (2)
국가 5 암(위암, 간암, 장암, 자궁경부암, 유
방암) 검진율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의료 이용 (3)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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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세부 지표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보건의료 자원 (4)

기준인구당 병상수

기준인구당 의사수 

기준인구당 간호사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보건의료 재정 (3)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보건소예산현황(주민 일인당)

건강결과

수명 (2) 기 수명, 건강수명 (2)
출생시 기 여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 (2) 주관적 건강수준 (2)

자기평가 건강수준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객관적 
건강 (14)

활동제한 (1) 활동제한(ADL, IADL)

만성질환 유병 (4)

고혈압 유병률

관절염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허혈성심질환 유병률

감염성질환 유병 (2)
폐결핵 유병률

간염유병률(B형 간염) 

재생산 및 아동건강 (4)

모성사망비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

학  아동 발견률

구강건강 (1)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손상 및 사고 (2)
손상경험률

3  응급환자 사망률

사망 (7)

총 사망 (1) 총 사망률

질병으로 인한 사망 (2)
암사망률(3  암, 암으로 인한 총사망)

5  사인별 사망률

외인으로 인한 사망 (4)

외인사망률(성인, 아동 구분)

산재 사망률

운수사고 사망률(성인, 아동 구분)

자살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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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표 생산 방법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세부지표를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

항에 유의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지표 산출시 세부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출식을 제시함은 물론 상자수, 조율, 

표준화율, 상 격차, 절 격차를 제시하여 산출값에 한 의미와 해석이 보다 용이하

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표값 산출시 다음의 내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 상 격차와 절 격차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

○ 분석 상: 성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직업계층별

      - 지역은 시군구별로 지표를 생산하되, 시군구로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을 경우 

시도별로 생산

      - 소득수준은 상, 중상, 중하, 하의 4분위로 나누어 분석

      - 교육수준별 분석은 3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65세 미만은 전문

졸 이상(일부 지표에서는 졸 이상)을 가장 높은 교육수준으로 분류하고, 65

세 이상은 고졸 이상으로 가장 높은 교육수준으로 분류

      - 직업계층별은 육체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으로 분류하고, 30-64세를 상

으로 분석

○ 각 분율은 조율과 표준화율 모두 제시하되, 표준화율에 사용되는 표준인구는 

2005년 추계인구 사용

  다. 사회구조적 요인 지표 산출 결과

사회구조적 요인은 크게 인구, 교육, 고용, 개인 및 가구 단위 결핍, 지역 단위 결핍

으로 나누어 세부지표를 구성되었으며, 24개 지표 중 22개(91.7%) 지표가 산출되었

다. 주요 지표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에는 그 증가폭이 다른 연도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도시 거주 학생들이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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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경우 전문 졸 이상인 집단의 고용률이 초졸 이하 저학력자의 고용률에 비

해 27%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학력 차이에 따른 

고용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10%p 가량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낮

은 학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육체직에서의 비정규

직 비율이 사무직에서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3.7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 또한 최

근 10년 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라. 중재 요인 지표 산출 결과

중재요인에서는 이웃(neighborhood), 작업장 및 주거 조건 등과 같은 물질적 환경

과 함께 심리사회적 환경, 그리고 생물학적·행태적 요인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위치에 있는 인구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열악한 물질적 조건에 노출

되고, 건강증진 행위는 덜하게 되는 한편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WHO, 2010). 

본 연구의 중재요인에서는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생활환경, 건강생활 습관, 보

건의료서비스로 영역을 나누어 39개 지표 중 37개(94.9%) 지표를 산출하였다. 중재

요인의 주요 지표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에 한 신뢰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무

직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활동 참여율의 경우, 교육수준별

로 격차가 있어 전문 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보다 단체활동 참여

율이 크게 높았고, 직업별로도 사무직의 단체활동 참여율이 육체직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건강생활습관과 관련된 지표는 표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영양 등과 

관련된 지표를 산출하였다. 현재흡연율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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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비해, 그리고 육체직 근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증도 이

상 신체활동 실천율 또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만율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비만율(BMI)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 따라서는 육체직에서의 비만율(BMI)이 가장 높

았다.

식품 미보장률은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 그리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

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육체직에서 식품 미보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트륨 초과 섭취율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

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나트륨 초과섭취

율이 높았다.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생각 경험률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

리고 육체직 보다는 사무직에서 더 높은 우울감 경험률을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이 낮

은 군과 소득수준이 낮은 군에서는 실제 자살시도 경험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저체중아 출생

률이 더 높았고, 반 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 높을수록 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

률이 높았다.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뿐만 아니라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율 또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암 검진율의 경우 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위암, 간암, 장암, 유방암의 경우 

사무직에서의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서비스판매직의 검진

율이 가장 높았다.   

  마. 건강결과 지표 산출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을 수명, 주관적 건강, 객관적 건강, 사망의 4가지로 구분하였

으며, 제안된 25개 지표 중 24개(96.0%) 지표를 산출하였다. 건강결과 세부 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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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요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전반적으로 출생 시 기 여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성별 

격차와 지역별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력 집단 간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

다. 2010년 현재 출생 시 건강기 여명의 경우, 성별 격차는 기 여명 격차보다 작지

만 학력 집단과 지역 별 격차는 기 여명 격차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허혈성 심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

은 집단일수록 유병률이 낮았고, 반 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망률의 경우 성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5.45배 높았고, 남성 육체직 종사자는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1.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사망률의 경우, 성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

단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88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암사망 위험이 1.98배 높았다. 육체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사무직 남

성에 비해 암사망 위험이 2.11배 높았고, 서비스·판매직은 2.51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암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3.95배 높았다.

심장질환 사망률의 경우, 성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

해 사망 위험이 4.45배 높았고,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

망 위험이 5.46배 높았다.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성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4.48배 높았고,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5.47배 높았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외인으로 인한 사망 또한 인구집단별 격차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외인으로 인

한 사망 위험이 6.30배 만큼 높았고,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

해 외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06배 높았다. 자살사망률의 경우 또한 남성과 여성 모

두 학력에 따른 인구집단간 격차를 나타내었는데, 성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

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자살사망 위험이 5.03배 높았고,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

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4.58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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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2000년 이후 국내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건강불평등 연구의 양적 질적 향

상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관심

과 정책적 노력은 상 적 취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점차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먼저 우

리 사회의 건강불평등에 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정책 목표를 세

우는 게 중요하다. 실제 건강불평등이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로 건강 불평등에 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과 이를 파악하려는 정부의 의지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건강불평등은 소득, 교육수준, 주거 및 근로환경, 보건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발

생기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만큼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책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때문에 영국의 블랙보고서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강불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건강형평성 정책은 집단간/집단내 건강행동, 건강결과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

를 완화하는 정책들을 의미한다고 하였을 때,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표

들은 이러한 정책들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향후에도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평가·검증하고, 이를 DB

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편, 국제적인 지표들과도 비교, 호환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건강불평등, 건강형평성, 지표, 사회경제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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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보고서의 필요성

  1. 건강불평등의 정의

건강불평등에 한 모니터링을 위해 우선 건강불평등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건강불평등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건강불평등의 측정방법, 측정도

구, 정책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1)).

‘건강불평등’ 혹은 건강불평등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강비형평성’에 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Whitehead(1992)는 “불필요하면서(unnecessary) 회피가능하고(avoidable), 

공정하지 않은(unfair, unjust) 건강상의 차이를 ‘건강비형평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 또한, 국제건강형평성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에서는 건강형평성을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구분

된 인구집단 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에서 건강상의 잠재적으로 치유가능한 체계

적 차이의 부재”로 규정한 바 있다(Macinko & Starfield, 20022); 한국건강형평성학

회, 2008 재인용).

한편 불평등과 형평성에 해 한국건강형평성학회(2008)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서술하고 있다. “어원적으로 불평등(inequality)은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개념

적으로 차이(difference), 격차(disparity), 변이(variation)도 같은 의미이다. 비형평

성(inequity)은 불평등 현상에 한 윤리적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 불평등 현상이 정

의(justice)에 입각할 때 공정한지(fairness)를 판단하게 된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 “불평등은 현상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형평성은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갖는 용

1)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형평성측정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8. p.18.
2) Macinko JA, Starfield B. “Annotated bibliography on equity in health, 1998~2001”. Int J 

Equity Health. 2002: 1. pp. 1~20.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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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이데올로기적 환경의 영향에 더 

민감하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

아울러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서는 “건강형평성 또는 건강불평등은 교육수준, 직업

계층, 소득수준, 재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지역간 건강수준의 격차도 건강

불평등 현상으로 이해하고”, “건강에서의 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사용될 수 있으

며, ‘건강형평성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을 의미”(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 건강형평성이나 건강불평등을 엄 하게 구분하

여 사용하지는 않고자 하며, 특별한 언급이 있지 않는 한 부분 “사회경제적 위치 혹

은 지역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

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인구집단간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가장 비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막 한 국가재정을 투

입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인종을 비롯한 인구집단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큰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지난 2005년에 

수립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건강수

명 연장’과 함께 계획의 2가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에 해 인정한 

바 있다. 이 때 보건복지부는 “건강형평성은 소득수준, 교육정도 등에 의해서 구분되는 

사회경제적 계층 간에 존재하는 건강수준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형평성의 실태를 총괄적으로 나타낼 자료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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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형평성 제고의 계량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건강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총괄적 목표의 양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업계획의 모든 

측면에서 형평성 추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지침이 될 것”3)임

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후 2006년 한 일간지에서 연재한 건강불평등 관련 특집기사4)가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자, 그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 책마련 추진’을 

발표하면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사회문화정책 관계 장관 회의에서 양극화 관련 의제

로 채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아울러 ‘특별팀을 꾸려 장단기 

건강격차 해소 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초조사와 성과평가도 벌이기

로’5) 할 것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림 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 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

국가적인 수준에서 건강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국가 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이유

가 있을 수 있다. Woodward 등(2000)6)은 건강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하는 이유로서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2005. pp.46.
4) 한겨레신문, 2006 연중기획 함께 넘자, 양극화, 1부 건강불평등 사회
5) 한겨레신문, ‘건강불평등 해소 정부가 나선다’(2006. 1. 26 보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8289.html)
6) Woodward, A and I. Kawachi, Why reduce health inequalities? J Epidemio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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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불공평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불평등은 회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들이 비용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신영전 등, 2009).

한편, Sen(1985)7)은 건강의 가치에 해 “그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하였으며(신영전 등, 2009), 

Marmot(2010)은 “The Marmot Review”에서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의 산

물”로 설명하였다.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건강의 중요성에 더하여 사회정의와 관련

된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건강불평등은 건강의 사회적 가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Whitehead(1998)는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협조적인 정책이 필

요함을 지적하였다. 제시한 정책 단계에 따르면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현

상에 한 측정과 이해에서 출발한다. 건강 격차에 한 접근은 현상을 측정하고 이를 

인식한 다음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계를 거쳐 직접적인 조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한국

건강형평성학회, 2012).

〔그림 1-2〕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활동단계

자료: Whitehead(1998); 한국건강형평성학회(2012). 춘계학술 회 자료집.

Health, 2000, 54(12): p. 923-9.
7) Sen, A,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1985, Amsterdam, North 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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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통계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민건강통계’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치별로 건

강행위나 건강결과에 한 인구집단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있

는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지역별로 사망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관련 통계 생산 현황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0;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2010

그러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통계 수치를 넘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윤태호, 

2007).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건강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건강불평등 해소가 제시

되고 있으나 이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생산하여 환류․배포한 다음 다시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용하는 모니터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관련 지표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할 때 건강불평등 보고서가 영국의 블랙보고서와 같이 전국민의 건강불평등 현황

을 파악하고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단계

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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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의 국내외 현황

건강불평등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

오른지 오래이다. WHO는 1980년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HFA)’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건강형평성 지향을 보다 명시화하였다(정최경희 등, 2013). 뿐

만 아니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형성과 실행을 위해 각 국가별로 노력을 경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간 혹은 국가내 인구집단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을 정책화하여 실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노력

들은 부분 건강형평성에 한 측정과 모니터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1998년 세계보건총회는 사회계층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사

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를 개최하였다. WHO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SDH)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2008년 이 위원

회의 최종보고서로서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을 출간하였다.

영국은 1980년 블랙보고서(Black report) 발간 이후 1997년 애치슨보고서

(Acheson report), 2010년 마못리뷰(the Marmot review) 등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가장 적극적으로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영국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정부인 런던에서도 건강격차와 관련된 

모니터링 보고서나 정책보고서들을 출간하며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 건강격차 모니터링 보고서 “Fair London, Healthy Londoners?”에서는 인구 

5,000명에서 15,000명 단위의 자치구(borough)별로 박탈지수와 기 수명을 제시하

고 있다(정최경희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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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영국(the Marmot review)과 런던(Fair London, Healthy Londoners?)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자료: Strategic Review of Health Inequalities in England post-2010, Fair Society Healthy Lives, 2010.; 
London Health Commission, Fair Lonon Healthy Londoners?, 2011.

건강이나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 건강불평등에 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건강불평등에 한 

관심은 학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각 인구집단별 제공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건강결

과(health outcome)에 한 연구들이 계속되면서 건강결과에 한 사회 환경적인 중

요성이 먼저 두되었다(김동진 등, 2013). 

이와 동시에 건강불평등에 관한 주(state) 단위의 연구들(Mcpherson, Wennberg, 

Hovind, Clifford 1982; Barnes, O'brien, Comstock, D'arpa, Donahue, 1985)

이 차례로 나오게 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에 관한 국가적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는 질병 및 사

망과 관련하여 흑인과 다른 소수인종을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보여주는 

‘Health, United States, 1982’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NCHS, 1984). 이어 이 보

고서에서 나타난 건강불평등에 한 책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TF팀을 조직하여 

1985년 ‘Report of the Secretary’s Task Force on Black and Minority Health’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990년에 수립된 국가의 향후 10년간의 의료 계획인 

Healthy People 20008)의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를 건강불평등의 감소를 명시해 놓음

8)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 내용 일부 재정리 
(http://www.cdc.gov/nchs/healthy_people/hp20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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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건강불평등에 한 국가적 개입을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미 의회는 미국 의학회(Institute of Medicine, IOM)에 의료서비스의 종

류와 질에 있어서의 격차(disparity)에 관해 조사하고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 방

법과 정책에 해 제언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2002년 ‘Unequal Treatment: 

Confronting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Health Care9)’라는 보고서를 발표

했고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인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의회의 지시에 따라 2003년부터 미국 

건강불평등에 관한 보고서(National Healthcare Disparities Report, NHDR)를 연

례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림 1-5〕 미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National Healthcare Disparities Report)

자료: AHRQ, National Healthcare Disparities Report, 2013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제3차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에는 총괄목표 중의 하나로 “건강수명의 연장” 외에 “건강형평성 제고”가 

포함되어 있다(김동진 등, 2013). 

9) Smedley, B.D., Stith, A.Y. and Nelson, A.R. eds. (2003). Unequal Treatment: Confronting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Health Car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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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형평성 제고”가 중점과제로 제시

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는 중점과제 조차 제시되지 않은 반면 인구집단별 건강증진사업 중 취약인구집단

의 건강개선에만 초점을 두는 것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사업을 국한하여 전 국가적인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건강형평정책의 단계는 건강불평등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부분적인 

인식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회 아젠다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이(신영전 

외, 2011) 앞서 살펴본 영국, 미국 등의 사례와 달리, 건강불평등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건강불평등 보고서 작성 목적 및 활용

  1. 건강불평등 보고서 작성 목적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2차 년도 

연구로서, 지역, 성, 소득, 교육, 직업 등 소집단별로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요인, 중재요인, 그리고 건강결과에 이르는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생산하는 것을 첫 번

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 개발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

를 개발하는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의 1차 년도 연구에서는 WHO CSDH(2008)에서 제안한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모형에 근거를 두고, 사회경제적 위치, 지역, 건강행태, 건강결과(건강수명, 유병, 

사망), 그리고 의료접근성의 5개 분야 47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특히, 1차 년도 연

구에서 제안된 지표는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를 해소를 목적으로 산출된 지표별 측정

결과가 건강불평등 중재를 위한 개입으로 이어져야”(김동진 등, 2013) 할 필요성을 인

식하였고, 지표 개발 시에도 이를 지표 선정의 기본 원칙으로 활용한 바 있다. 

아울러 건강결과와 건강격차 발생과 연관된 각종 지표들을 연도별·소집단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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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득, 교육) 사회경제적 수준, 건강수준 등을 보다 면 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강격차의 현황과 추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국가간 그리고 국가내에서도 지역별, 인구집단별 건강

격차에 한 문제를 인지하고 그러한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

분은 건강불평등에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국내에

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인구집단별 건강격차에 한 사회적 인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지역별‧인구집단별 건강격차 해소

를 위한 정책개발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로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서 개발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과 세부지

표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지표의 특징은 1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그

로 따랐다. 즉, 본 연구에선 최종 선정된 지표는 유병률이나 사망률과 같이 건강결과에 

한 격차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인구, 교육, 직업, 소득 등 건강결과의 유발요인으로

서 다소 원인적인 지표들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한 지표, 그리고 생활환경, 

건강생활습관, 보건의료서비스 등 건강결과와 관련된 근인 지표까지 다양한 지표를 아

울러 산출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최종적인 건강격차에 

한 파악뿐만 아니라 건강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더불어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건강불평등 보고서 활용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는 인구집단별로 주관적, 객관적 건강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물

론 그러한 건강결과의 격차를 유발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나타내는 지표값을 제시함으

로써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 하며 작성되었다. 

때문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집단별 건강격차 해소에 한 

책임이 있거나 혹은 인구집단별 건강격차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을 희망한다.

중앙정부 건강정책결정자는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구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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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인구집단별 건강격차가 사회적으로 처하여야 

할 문제임을 인지하는 한편, 건강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많은 정권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성과로서 강조해왔던 ‘우리나라 국

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인구집단별

로 발생하고 있는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고, 

관련 정책개발에 한 기초자료로서 본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수립, 집행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들 중에서는 

인구집단별 건강격차 해소와 관련된 계획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3

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발전 기본계획, 지

역보건의료계획 등이 표적이다.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은 그 중장기 성과지표로서 인

구집단별 건강격차 해소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정부 건강정책결정자는 본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건강수

준은 물론 전국적인 건강수준과 지역의 건강수준과의 격차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본 보

고서는 지역의 수준을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고, 시군구 내에서 소집단별 자료를 제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 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지

는 않다 하더라도 ‘건강불평등’이라는 하나의 큰 시각으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지역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주변의 지자체와 연계하고, 기

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마을, 건강도시, 장수도시 등이 지자체 상품화되

고 있는데, 그러한 단위사업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목표가 “인구집단별 건강격차 해소”

가 되기를 희망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상 적으로 학술적인 가치보다는 실용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기획, 

작성되었다. 때문에 학계 및 연구자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각

종 연구에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 나타난 지표를 활용해 줄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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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중반 이후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각종 연구들이 급

성장 하였고, 지금도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부분적으로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을 뿐 건강격

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실에 적합하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정책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지표

의 개발과 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 이후에도 그러한 측면에서의 학

문적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국민들은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거주지역과 인구집단 특성별로 건강수준

에 격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 줄 것을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본 보고서를 직접 접할 기

회가 많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각종 언론매체 등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격차 수준을 인지하고 건강격차가 발

생되는 원인에 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를 희망한다. 특히, 인구집단별로 유병율이나 사망률의 격차가 발생하는 데에는 의료

에 한 개인별 접근성이나 개인의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적

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별로 접근하는 의

료보장과 보건교육 외에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자원이 분배되어야 

함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4절 건강불평등 보고서 작성 절차

모니터링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건강에 한 모니터링은 인구집단 수준에서 건강수준이 향상되었거나 악화되었

거나 혹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WHO, 2013). 건강 

관련 분야에서 실시되는 모니터링은 [그림 1-6]과 같이 순환되는 형태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1-6]은 특정 주제를 상으로 한 모니터링의 5단계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1) 건강관련 지표의 확인, (2)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획득, (3) 획득한 데이

터 분석, (4) 결과 보고, (5) 개선 정책 실행의 순서로 나누고 있다(WH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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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건강관련 분야 모니터링 순환 구조 

자료: WHO(2013), Handbook on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본 보고서 작성시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지표를 지역별, 인구집단별로 산출하

기 위하여 WHO(2013)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랐으며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

었다. 

〔그림 1-7〕 연구의 진행 절차

문헌연구 지표선정 데이터 검토·확보

✜ 지표 선정원칙
✜ 건강불평등 지표 외국 사례
✜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의 

정책반영 사례

⇨ ✜ 지표영역별 지표 후보군 설정
✜ 지표 후보군에 한 전문가 

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한 연구진 

검토를 거쳐 최종 지표 선정

⇨ ✜ 지표별 이차자료 검토
✜ 지표별 가용성과 접근성,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데이터 선정

지표 산출 및 결과보고

✜ 인구집단별 지표 산출: 
지역별/셩별/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직업별

✜ 연도별 지표 산출
✜ 지표산출 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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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선정된 세부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와 지표에 

한 정의를 비교적 자세하고 분명히 기술하여 추후 지표값에 한 측정 오류가 생기

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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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 지표

제1절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제2절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 원칙

제3절  한국형 건강불평등 세부 지표





제1절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선정을 위해서는 ‘건강’에 한 정의를 내리고, 인

구집단별로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건강결정요인에 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구집단별로 발생된 건강결정요인의 수준차이가 건강격차로 연결

되는 과정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재요인, 그리고 건강수준이 모두 포함된 건강격차 발생 모

형으로서 설명 가능하고, 그러한 모형에 나타난 건강결정요인은 건강행동이나 의료이

용과 같은 개인단위에서의 요인은 물론 성, 교육, 소득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주거환경이나 노동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들도 폭넓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건강불평등 발생 모형은 물론이고 그러한 모형에 의해 선정되는 건강불평등 지표

는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distal)이나 근인(proximal)이 골고루 잘 나타나 있어

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건강격차 발생 기전을 나타내는 모형에서는 각 수준에서의 건강결정요인을 

통해 유발된 건강격차와, 그러한 건강격차가 해소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을 모두 염

두하고 설정되어야 한다. 즉,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

는 구체적인 실행수단과 연결되도록 건강불평등 지표가 선정될 수 있다면, 지표 산출

을 통한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은 물론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의 직간접적 성과지표로서

도 건강불평등 발생 모형이나 건강불평등 지표값이 활용될 수 있어 그 의미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WHO(2010)에서 제시한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모형의 구성 목표는 건강불평등 해소

를 위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의 요인을 찾아내고, 주요 결정요인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사회결정요인이 건강불평등을 발생

시키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의 핵심구성요소는 사회 정치적 맥락, 구조적 요인 및 건강불평등의 사

건강불평등 지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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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경제적 결정요인, 그리고 중재적 요인 및 건강불평등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등이

며, 건강불평등의 사회경제적·정치적 맥락과 구조적 결정요인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

다. 여기서 ‘맥락’은 포괄적으로 사회·정치적 메커니즘을 포함한 사회적 계층으로 정의

되며, 맥락적 요소들 가운데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복지·분배정책

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 WHO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자료: WHO (2010). A Conceptual framework for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p.48 ; 김동진 
등(2013) 재인용

또한, WHO(2010) 모형에서 구조적인 메커니즘은 맥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

내며, 구조적 메커니즘이 사회적 계급을 만들었고 이것이 건강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

라고 보고 있다. 

이 외에 중재요인은 불건강을 유발하는 사회계층화와 불건강 환경에 한 노출, 그

리고 노출에 한 취약성을 유발하는 결정요인들로부터 발생하며, 물리적 환경(Material cir-

cumstances), 심리적 환경(psychosocial circumstances), 생물학적 요소(behavioral 

and/or biological factors), 보건의료 시스템(health system)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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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WHO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중 중재요인

자료: WHO (2010). A Conceptual framework for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p.41 ; 김동진 
등(2013) 재인용

WHO(2010) 모형은 상당부분 Diderichsen 등(1998)의 모형에서 출발하였는데, 

Diderichsen 등(1998)이 개발한 모형의 핵심은 “사회적 맥락은 사회적 계층화로 개

인의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계층화는 결국 건강상태에 따라 차별적인 노

출과 차별적인 취약성에 노출되게 하며, 결국 취약계층이 질병에 쉽게 이환되는 등 차

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는 데에 있다. 

〔그림 2-3〕 Diderichsen & Hallqvist(1998)의 모델

자료: Diderichsen, F., & Hallqvist, J. (1998).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the study of social position and social context. Inequality in health—a Swedish 
perspective. Stockholm: Swedish Council for Social Research, 25-39(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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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구집단별 건강불평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영역을 선정하기 

위해 WHO(2010)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건강불평등 지표영역을 사회

구조적 요인, 중재요인, 그리고 건강결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2절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 원칙

WHO(2010) 모형을 활용하여 건강격차를 유발하는 지표 영역을 설정하였다면, 다

음으로는 지표 영역별 세부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기존

연구들에 나타난 건강불평등 세부 지표 선정시 고려된 원칙들을 살펴보았다. 

강영호 등(2006)의 연구에서는 건강형평성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큰 지표

(예, 건강여명 등), 건강불평등의 기전으로서 상 적 중요성이 큰 지표(예, 흡연 등), 건

강불평등이 악화되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지표(예, 자살 등), 건강불평등의 절 적, 상

적 크기가 큰 지표 등이 제시되었다.

권순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건강수준의 차이를 정확히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 향후 건강불평등 개선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도 목표달성 정도

를 참고할 수 있어서 진행중인 사업의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지표, 변화를 쉽

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익숙한 체계의 숫자들로 구성된 지표, 변화를 제때에 제

로 감지해 낼 수 있는 지표, 가능한 계산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사용하기 쉬운 지표., 

상당히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 목표 설정이 가능한 지표 등이 제

시되었다.

신영전 등(2009)의 연구에서는 가치와 목표 추구가 가능한 지표, 건강과 건강불평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사회구조적 요인이 포함된 지표, 성인지적 관점이 견지될 

수 있는 지표, 안정된 통계생산을 위해 타당성과 가용성이 확보된 지표, 현장성과 용이

성을 갖춘 지표 등을 지표 선정의 우선순위로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 들을 토 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 관련 분

야 전문가10)들을 상으로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을 위한 원칙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

10) 전문가 조사는 건강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건강불평등 지표영역(사회경제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
을 변할 수 있는 각 영역별 전문가 16인을 선정하여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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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음과 같이 4개의 항목이 설정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측정용이성이다.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측정이 가능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연속성이 확보되는 

지표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요성이다. 건강불평등 해소에 주요하게 기여하거나 향후 기여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다. 산출된 지표를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도 측정이 가능한 지표, 건강불

평등 해소를 위해 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지표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비교가능성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란 측면과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별 혹은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원칙 하에서 각 지표영역별 세부지표를 선정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3절 한국형 건강불평등 세부 지표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의 영역별로 기 

설정된 지표 선정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을 보다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상으로 건강불평등 세부 지

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 세부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해 사회구조적 요인 24개 세부지표, 중

재요인 39개 세부지표, 그리고 건강결과 25개 세부지표로 총 88개 세부지표를 제안하

였으며, 각각에 해 지표값을 산출하였다(일부 자료 가용성에 제약이 있는 경우 지표 

미산출).

을 위한 세부지표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지표 선정원칙과 함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지표에 해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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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세부 지표

인구 (5)

출생 (1) 합계출산율

인구집단별 인구비율 (4)

노인인구 비율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

등록장애인 비율

외국인주민 비율

교육 (4)

교육수준 (2)
학졸업자 인구 비율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육비 지출 (2)
공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고용 (6)

고용 및 실업 (4)

고용률(15~64세/65세 이상 구분)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직업 (2)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

피고용인 없는 자영자 비율

개인 및 가구 
단위 결핍 (7)

소득 (3)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

가처분 소득

가구 균등화 소득

빈곤 (4)

여성가구주 빈곤율

아동 상 적 빈곤율

노인 상 적 빈곤율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

지역 단위 
결핍 (2)

지방재정 (1) 재정자주도

지역박탈 (1) 지역박탈지수

  1. 사회구조적 요인

WHO(2010) 모형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속하는 변수로 사회계층이나 사회계급

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

을 포함하고 있다(WHO, 2010).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크게 인구, 교육, 고용, 개인 및 가

구 단위 결핍, 지역 단위 결핍으로 나누어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사회구조적 

요인에는 최종적으로 10개 중분류, 24개 세부지표가 구성되었다.

〈표 2-1〉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사회구조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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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세부 지표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3)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3)

사회에 한 신뢰

투표율

단체활동 참여율

생활환경 (3)

여가 및 복지환경 (1) 영유아 아동 천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물리적 환경 (2)
유해환경 근로 비율

인구 만명당 폐수배출시설 비율

건강생활 습관 
(21)

흡연 (3)

현재 흡연율

직장 내 간접 흡연율

금연시도율

음주 (1) 고위험(문제) 음주율

신체활동 (1)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체중 (2)
비만율(BMI) 

저체중율

영양 (3)

식품 미보장률

과일 섭취율

나트륨 초과 섭취율

  2. 중재요인

중재요인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요소들로 구성되었

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재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구집단에 미치는 직접적인 건강영향을 완충하는 작용

을 할 수 있다(WHO, 2010). 

중재요인에서는 이웃(neighborhood), 작업장 및 주거 조건 등과 같은 물질적 환경

과 함께 심리사회적 환경, 그리고 생물학적·행태적 요인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인구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열악한 물질적 조건에 

노출되고, 건강증진 행위는 덜하게 되는 한편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갖게 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WHO, 2010). 

본 연구의 중재요인에서는 영역을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생활환경, 건강생활 

습관, 보건의료서비스로 나누어 15개 중분류, 39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2-2〉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중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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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세부 지표

정신건강 (3)

우울감 경험율

자살생각 경험율

자살시도 경험율

재생산 및 아동건강 (7)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

성관계경험 청소년 항상 피임실천율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 

인구 십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

제왕절개 분만율

안전의식 (1)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보건의료 서비스 
(12)

예방서비스 (2)
국가 5 암(위암, 간암, 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율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의료 이용 (3)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율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보건의료 자원 (4)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

인구 십만명당 의사수 

인구 십만명당 간호사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인당 주민수

보건의료 재정 (3)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보건소예산현황(주민 일인당)

  3. 건강결과

건강결과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중재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최종 상으로서 인구집

단이 속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는 건강 지표들로 구

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을 수명, 주관적 건강, 객관적 건강, 사망의 4가지로 정의하였으

며, 각각에 해 11개 중분류와 25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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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세부 지표

수명 (2) 기 수명, 건강수명 (2)
출생시 기 여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 (2) 주관적 건강수준 (2)
자기평가 건강수준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객관적 건강 (14)

활동제한 (1) 활동제한(ADL, IADL)

만성질환 유병 (4)

고혈압 유병률

관절염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허혈성심질환 유병률

감염성질환 유병 (2)
폐결핵 유병률

간염유병률(B형 간염) 

재생산 및 아동건강 (4)

모성사망비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

학  아동 발견률

구강건강 (1)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손상 및 사고 (2)
손상경험률

3  응급환자 사망률

사망 (7)

총 사망 (1) 총 사망률

질병으로 인한 사망 (2)
암사망률(3  암, 암으로 인한 총사망)

5  사인별 사망률

외인으로 인한 사망 (4)

외인사망률(연령 전체, 아동 구분)

산재 사망률

운수사고 사망률(연령 전체, 아동 구분)

자살 사망률

〈표 2-3〉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건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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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표 생산 방법

  1. 지표 생산시 고려사항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세부지표를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

항에 유의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 지표 정의: 본 보고서에서 산출하고자 하는 지표에 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노

력하였고 아울러 지표를 계산한 산출식과 자료원을 명시하여 본 지표값에 한 

오해를 없애고자 하였다.

⧠ 지표별 산출값: 세부지표별로 상자수, 조율, 표준화율, 상 격차, 절 격차를 

제시하여 산출값에 한 의미와 해석이 보다 용이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

표값 산출시 다음의 내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 상 격차와 절 격차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

○ 분석 상: 성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직업계층별

      - 지역은 시군구별로 지표를 생산하되, 시군구로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을 경우 

시도별로 생산

      - 소득수준은 상, 중상, 중하, 하의 4분위로 나누어 분석

      - 교육수준별 분석은 3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65세 미만은 전문 졸 

이상(일부 지표에서는 졸 이상)을 가장 높은 교육수준으로 분류하고, 65세 

이상은 고졸 이상을 가장 높은 교육수준으로 분류

      - 직업계층별은 육체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으로 분류하고, 30-64세를 상

으로 분석

         ‧  군인, 학생, 주부 제외  

         ‧  사무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포함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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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지표
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지표
번호

지표명 자료원 비고

사회
구조적
요인

인구 
(5)

출생 (1) 1-1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인구집단별 
인구비율 

(4)

1-2 노인인구 비율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3 저소득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 

         ‧  서비스 및 판매직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포함

         ‧  육체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포함

○ 각 분율은 조율과 표준화율 모두 제시하되, 표준화율에 사용되는 표준인구는 

2005년 추계인구를 사용

⧠ 지표 산출의 시간적 범위: 지표값 산출은 2001년 이후 가용한 자료에 해서 진

행하였으며, 가급적이면 제안된 지표를 누락시키지 않고 모두 산출하고자 하였으

나, 일부 지표의 경우 데이터의 제약으로 산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2. 각 지표별 산출 결과 및 자료원

건강불평등 지표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산출가능성이다. 특히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서 산출이 불가능하다면 지표의 중요도가 높다 하더라도 실용

성이 떨어져 정책적인 의미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1차 년도 연구에서 건강불평등에 한 지표 개발 시 지표의 산출가능성을 지표가 가

져야 할 주요 덕목 중의 하나로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든 지표를 생산할 수는 없었다. 

총 88개 지표 중 산출된 지표는 84개(95.5%)로서, 사회구조적 요인 24개 지표 중 

22개 산출(91.7%), 중재요인 39개 지표 중 37개 산출(94.9%), 건강결과 25개 지표 중 

24개 지표를 산출(96.0%)을 완료하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산출에 활용된 데이터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건강불평등 지표별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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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지표
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지표
번호

지표명 자료원 비고

비율 한부모가족실태조사

1-4 등록장애인 비율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1-5 외국인주민 비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교육 
(4)

교육수준 
(2)

1-6 학졸업자 인구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7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도

교육비 
지출 
(2)

1-8 공교육비 지출액
미산출
(자료부족)

1-9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고용 
(6)

고용 및 
실업 
(4)

1-10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1-11 실업률

1-12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13 저임금 노동자 비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직업 
(2)

1-14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1-15
피고용인 없는 자영자 
비율

개인 및 
가구 
단위 
결핍 
(7)

소득 
(3)

1-16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17 가처분 소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1-18 가구 균등화 소득
미산출
(자료부족)

빈곤 
(4)

1-19
여성가구주 가구 
상 적 빈곤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1-20 아동 상 적 빈곤율

1-21 노인 상 적 빈곤율

1-22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

지역 
단위 
결핍 
(2)

지방재정 
(1)

1-23 재정자주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계산개요

지역박탈 
(1)

1-24 지역박탈지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10% 표본자료)

중재
요인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3)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3)

2-1 사회에 한 신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종합사회조사

2-2 투표율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투표율

2-3 단체활동 참여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생활 여가 및 2-4 영유아 아동 천명당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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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지표
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지표
번호

지표명 자료원 비고

환경 
(3)

복지환경 
(1)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물리적 
환경 
(2)

2-5 유해환경 근로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2-6
인구 만명당 
폐수배출시설 비율

환경부,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보고서,
환경통계연감

건강생
활 습관 

(21)

흡연 
(3)

2-7 현재 흡연율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8 직장 내 간접 흡연율

2-9 금연시도율

음주 (1) 2-10 고위험(문제) 음주율

신체활동 
(1)

2-11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체중 
(2)

2-12 비만율(BMI) 

2-13 저체중율

영양 
(3)

2-14 식품 미보장률

2-15 과일 섭취율
미산출
(자료부족)

2-16 나트륨 초과 섭취율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정신건강 
(3)

2-17 우울감 경험율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2-18 자살생각 경험율

2-19 자살시도 경험율

재생산 및 
아동건강 

(7)

2-20 저체중 단태아 출생률
통계청, 출생통계, 
인구동향조사 
출생신고자료

2-21
성관계경험 청소년 
항상 피임실천율

질병관리본부, 
여성건강통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22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

질병관리본부,
전국예방접종률조사

2-23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 

Chung, S. H., et al. 
(2013). 
Kim, M. J., et al. 
(2013). 

2-24
인구 십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정보

2-25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2-26 제왕절개 분만율 Chung, S. 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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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지표
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지표
번호

지표명 자료원 비고

(2014),
OECD Health Data

안전의식 
(1)

2-27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
의료 

서비스 
(12)

예방서비스 
(2)

2-28

국가 5 암(위암, 
간암, 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2-29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의료 이용 
(3)

2-30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2-31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패널

2-32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의료 
자원 
(4)

2-33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

국민보건
의료실태조사

2-34 인구 십만명당 의사수 

2-35
인구 십만명당 
간호사수

2-36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인당 주민수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의료현황통계

보건의료 
재정 
(3)

2-37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e-호조시스템
(재가공)

2-38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2-39 보건소예산현황
미산출
(자료부족)

건강
결과

수명 (2)
기 수명, 
건강수명 

(2)

3-1 출생시 기 여명 통계청, 사망등록자료, 
인구센서스자료, 
주민등록자료3-2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 (2)

주관적 
건강수준 

(2)

3-3 자기평가 건강수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3-4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객관적 
건강 
(14)

활동제한 
(1)

3-5 활동제한율(ADL, IAD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만성질환 
유병 
(4)

3-6 고혈압 유병률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3-7 관절염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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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지표
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지표
번호

지표명 자료원 비고

3-8 당뇨병 유병률

3-9 허혈성심질환 유병률

감염성질환 
유병
 (2)

3-10 폐결핵 유병률

3-11 간염 유병률(B형 간염) 

재생산 및 
아동건강 

(4)

3-12 모성사망비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
통계청. 사망원인보완조사

3-13 영아사망률
통계청. 영아사망률, 
사망원인통계

3-14 5세 미만 아동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3-15 학  아동 발견률
보건복지부. 
학 피해아동 보호현황,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

구강건강 
(1)

3-16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손상 및 

사고 
(2)

3-17
최근 1년간 
손상경험률

3-18 3 응급환자사망률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의료현황통계

사망 (7)

총 사망 
(1)

3-19 총 사망률

통계청, 사망등록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자료

질병으로 
인한 사망 

(2)

3-20
암사망률(암 전체, 3  
암)

3-21 5  사인별 사망률

외인으로 
인한 사망 

(4)

3-22 외인사망률(성인/아동)

3-23 산재 사망률
미산출
(자료부족)

3-24
운수사고 
사망률(성인/아동)

3-25 자살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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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한 여자가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임.

(출처: 통계청(kosis)홈페이지 통계설명자료. 2014. 11.04. 15:18 접속)

산출식

산출식: (연령별(5세 계급) 출산율의 합 ÷ 1,000) × 5

  

1) 단위: 명

(출처: 통계청(kosis)홈페이지 통계설명자료. 2014. 11.04. 15:18 접속)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2014.11.03. 15:08

2) 주요변수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2000년~ 2013년)

제2절 사회구조적 요인

  1. 인구

가. 출생

 1-1) 합계출산율

주: 1) 연령별 출산율(ASFR)이 5세 계급별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용하는 산출식임.
     2) 2012년도는 충남‧북 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리하여 집계함.

□ 연도별 추이

2003년에서 2013년까지의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5년

에는 1.076명으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반면 2012년은 1.297명으로 가장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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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합계출산율(2003~2013)

주: 2013년 자료의 경우 추정치로 확정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를 요함.

□ 지역별 격차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구광역시 등으로 세 지

역 평균 합계출산율은 1.048명이었다. 반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세 지역 평균 합계출산율은 1.465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지역별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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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65세 이상 인구수/총 인구수)*100

1) 분자: 65세 이상 인구 수
2) 분모: 총 인구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행정구역별/연령계급별/성별 주민등록인구수
- 총 인구수: KOSIS(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4.11.03.17.38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나. 인구집단별 인구비율

 1-2) 노인 인구 비율 

□ 연도별 추이

2003년부터 남녀 노인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서 

2013년 여자 노인인구 비율은 9.9%에서 14.3%로 4.4%p 증가하였고, 남자 노인인구 

비율은 6.2%에서 10.1%로 3.9%p 증가하였다. 남자보다 여자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증가폭도 컸다. 여자의 경우 2013년에 고령사회(14.3%)11)로 진입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2006년 고령화 사회(7.4%)12)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1)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12) 고령화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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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3〕 연도별 노인 인구 비율(2003~2013)

□ 지역별 격차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12.2%)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광역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이었고, 반 로 서울특별시, 

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은 전국 평

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지역별 노인 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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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구분 내 용

지표정의

한부모 가구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의 분율임.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2014.12.05.15:36 접속)

산출식

산출식: {(기초생활보장보장법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
구수}*100

1) 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분모: 한부모가구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여성가족부(2013.3). 한부모가족실태조사. p.38~39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2014.12.05.16:35 접속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2&conn_path=I3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광역시도

산출주기 매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1-3)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

□ 연도별 추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2011년에서 

2012년 증가폭이 다른 연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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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나라지표 홈페이지. 접속 2014.12.05.15:36접속

<전체 한부모가구>

〔그림 3-5〕 연도별 저소득 한부모 가족수(2005~2012) 

□ 지역별 격차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울산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지역별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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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의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등록장애인 수/전체 인구수)*100

1) 분자: 등록장애인 수
2) 분모: 전체 인구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2014.08.04. 17:44.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conn
_path=I3

- 전체인구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수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부자가구> <모자가구>

 1-4) 등록 장애인 비율

□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등록장애인 비율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다소 증가하다 이후 유지되거

나 약간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2007년 5.2%에서 2012년 5.7%로 0.5%p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007년 3.3%에서 2012년 4.1%로 0.8%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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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7〕 연도별 등록 장애인 비율(2007~2012) 

□ 지역별 격차

등록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특별시, 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3-8〕 지역별 등록 장애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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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외국인 주민수/총 인구수)*100

1) 분자: 외국인 주민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인 주민자녀)

2) 분모: 총 인구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2013년 외국인 주민수: 지자체별 외국인주민현황(시군구), 행정자치부
  KOSIS(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4.08.12. 15:28 
- 2013년 총 인구수: 2013년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자치부)

2) 주요변수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남자> <여자>

 1-5) 외국인 주민 비율

주: 1)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체류자격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2)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3) 외국인 주민 자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외국인부모, 외국

인-한국인부모, 한국인 부모)
출처: 통계청(kosis)홈페이지 통계설명자료. 2014. 10.28. 19:48 접속

□ 연도별 추이

남녀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06년 남성 1.2%, 여성 0.9%에서 2013년 남성 2.9%, 

여성 2.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증가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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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크고, 2009년 이후부터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여성 외국인 주민 비율보다 남

성 외국인 주민 비율이 평균 0.2%p 더 높았다.

〔그림 3-9〕 연도별 외국인 주민 비율(2006~2013)

□ 지역별 격차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반면 구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상 적으로 낮았다.

〔그림 3-10〕 지역별 외국인 주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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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전문  이상 학을 졸업한 인구 분율임.

(출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시군구 통계, 2005-2011” 학졸업자 정의)

산출식

산출식: (전문  이상 학 졸업자 수/20세 이상 인구 수)*100

1) 분자: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전문  이상 학 졸업자
2) 분모: 20세 이상 성인 인구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직업

산출주기 5년

<남자> <여자>

  2. 교육

가. 교육수준

 1-6) 대학졸업자 인구 비율   

□ 연도별 추이

2005년에는 전체 성인 비 전문  이상 학졸업자 비율이 31.49%였고, 2010년 

전체 성인 비 전문  이상 졸업자 비율이 38.02%로 5년 사이 6.53%p의 증가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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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였다. 남성의 2010년 전문  이상 졸업자의 비율은 40.94.%인데 반해, 여성의 

2010년 전문  이상 졸업자의 비율은 35.34%로 2005년에 비해 남녀간 격차가 줄어

들었으나, 여전히 5.59%p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연도별 대학졸업자 인구 비율(2005~2010)

□ 지역별 격차

2010년도 서울 지역의 전문  이상 졸업자 비율이 44.16%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

의 전문  이상 졸업자 비율이 28.78%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전문  이상 졸

업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졸자 비율이 전체 성인의 28.31%였다. 

〔그림 3-12〕 지역별 대학졸업자 인구 비율 



제3장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 61

구분 내 용

지표정의
중․고등학교에 제적하고 있는 전체 학생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3)

산출식

산출식: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중․고등학교 제적 학생 수)*100

1) 분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13)

2) 분모: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2010년도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전문  이상 졸업자 비율은 육체직에 비해 3

배 이상, 서비스 ·판매직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여

성보다 11.4%p 이상 더 높은 졸자 인구 비율을 보였고,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남성은 여성보다 전문  이상 졸업자의 비율이 20.1%p 더 높았다(통계집Ⅱ 표 

2-22, 표 2-23, 표 2-24 참조).

 1-7)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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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05년과 2006년 남학생 1.34%, 여학생 1.2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다, 이후 다소 증가해 2008년 남학생 1.73%, 여학생 1.49%의 중단

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13〕 연도별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율(2003~2013)

□ 지역별 격차

2013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전국 평균 1.39%이다. 강원도 고성군이 4.08%

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 옹진군이 0.52%로 가장 낮았다.

13) 1)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중학생 학업중단자: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등 기타의 사유로 유예 및 면제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자
       -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질병, 가사, 부적응, 품행, 해외출국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자퇴, 퇴학, 유예, 

면제 등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자
       -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 고등학교 범위
       - 2010년 6월 26일에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 2항”에 따라, 2010년까지는 일반계

고, 전문계고로 분류되고, 2011년 이후부터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 제적 학생 수 산출시 2003년~2010년 통계는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에 제적한 학생 수를, 2011년부

터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에 제적중인 학생 수로 산출함. 
       - 학년의 구분은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3)



제3장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 63

구분 내 용

지표정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지표 정의)  

산출식
산출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1) 단위: 만원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07~2013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별
 - 인구집단별 격차: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

〔그림 3-14〕 지역별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나. 교육비 지출

 1-9)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주: 1) 사교육비 포함영역
         - 주요 과목별로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EBS 제외), 과외비(교재비 포함)
         -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비(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논술, 제2외국어․한문)
         - 예․체능 및 취미․교양관련 사교육비(음악, 체육, 미술, 취미․교양)
         - 취업 목적 관련 사교육비(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전산계, 기타분야 등)
         - 어학연수(국내연수, 해외연수)
         - 제외영역: 방과 후 학교 비용, EBS 교재비는 사교육비에서 제외 
     2) 소득수준 구분
         -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의 설문문항에 따라 가구 소득을 4분위로 나눔: ‘하’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중하’는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중상’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상’은 6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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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2007년 약 22만원에서 2009년도 

약 24만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2010년도 소폭 감소

하였다 이후 유지되는 반면, 여학생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3-15〕 연도별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2007~2013)

□ 지역별 격차

2013년 서울특별시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34.1만원이었고, 표준편차는 38.9

만원으로 가장 높은 사교육비 지출액과 편차를 보였다. 반면 전라남도는 17.2만원으로 

가장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다. 

학생 성별 사교육비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남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보다 2.9만원 더 높았고, 전

광역시는 남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보다 4.0만원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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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그림 3-16〕 지역별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 인구집단별 격차

2013년도 소득수준별 사교육비를 비교하였을 때, 가구의 월소득이 ‘하’에 속하는 

집단은 사교육비를 월 평균 10.1만원을 지출하였고, 가구의 월소득 ‘상’에 속하는 집단

은 사교육비를 월 평균 41.9만원을 지출하여 가구소득이 ‘하’인 집단보다 4배 이상 많

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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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산출식

산출식: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1) 분자: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2) 분모: 15세 이상 전체 인구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13 
 - KOSIS 통계포털(2014.10.24. 15:08:32 접속)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30-64세, 65세 이상) 

산출주기  매년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전문  졸업 이상일 경우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3배 많은 사교육비

를 지출하였다. 특히 모의 교육수준이 졸 이상일 경우이면서 여학생의 자녀를 둘 때, 

월평균 사교육비를 32.4만원을 지출하여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통계집Ⅱ 표 2-31, 표 2-32, 표 2-33 참조).

  3. 고용

가. 고용 및 실업 

 1-10-1) 고용률(연령 전체)   

   주: 1) 취업자 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 내 가구
원이 운영하는 사업치나 농장의 수입을 위해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직업이나 사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일시적 병, 사고, 연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였으나 이들 사유가 해소되
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자(일시휴직자)를 말함”

출처: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 연도별 추이

연령 전체 고용률의 경우, 연도별로 고용률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3년 기준 고용률은 70.80%이었고, 여성의 경우 고용률은 48.78%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은 22.02%p의 고용률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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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7〕 연도별 고용률(연령 전체, 2003~2013) 

□ 지역별 격차

2013년 연령 전체 지역별 고용률의 경우 전국 고용률은 59.55%였고, 남성의 고용

률은 70.80%, 여성의 고용률은 48.78%로 나타나 남녀간 약 22%p의 고용률 격차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75.88%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고 부산광역시

가 66.47%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제주도의 고용율이 

58.5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의 고용률이 40.78%로 가장 낮았다. 

〔그림 3-18〕 연령 전체 지역별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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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15세~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산출식

산출식: (만 15세~64세 인구 중 취업자/만 15세~64세 인구)*100 
 
1) 분자: 만 15세~64세 인구 중 취업자 수 
2) 분모: 만 15세~64세 인구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13 
 - KOSIS 통계포털(2014.10.24. 15:08:32 접속)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산출주기 매년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인구집단의 경우 전문 졸 이상의 고용률은 89.59%, 초졸 이하 저학력자

의 고용률은 62.48%로 27.11%p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의 학력별 고용률의 차이가 4.26%p로 남성만큼 크지는 않았다. 65세 이상 남성의 경

우, 중졸의 고용률이 48.45%로 가장 높았고, 초졸 이하는 41.75%, 고졸 이상은 

40.24%의 고용률을 보였다(통계집Ⅱ 표 2-38, 표 2-39, 표 2-40 참조).

 1-10-2) 고용률(만 15세~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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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만 15세~64세 남성의 경우 고용률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고용

률이 연도별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남성의 고용률은 74.89%, 여성

의 고용률은 53.93%로 약 21%p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9〕 연도별 고용률(15-64세, 2003~2013)

□ 지역별 격차

2013년 만 15세~64세의 전국 평균 고용률은 64.44%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고용률이 

70.18%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광역시가 61.49%로 가장 낮았다. 

〔그림 3-20〕 15-64세 지역별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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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산출식

산출식: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만 65세 이상 인구)*100 
 
1) 분자: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2) 분모: 만 65세 이상 인구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13 
 - KOSIS 통계포털(2014.10.24. 15:08:32 접속)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산출주기 매년

 1-10-3) 고용률(만 65세 이상)   

□ 연도별 추이

만 65세 이상 남성의 고용률은 2010년 39.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3년 41.9%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010년 21.2%의 고용률을 보이

다가 2013년에 23.1%로 상승하였다. 2013년 65세 이상 남성의 고용률은 여성의 고

용률보다 18.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연도별 고용률(65세 이상, 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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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14)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지표 정의) 

산출식

산출식: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100

1) 분자: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 
2) 분모: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13 
 - KOSIS 통계포털(2014.10.24. 15:03:11 접속)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산출주기 매년

□ 지역별 격차

2013년 65세 이상 노인의 전국 평균 고용률은 30.9%이다. 전라남도의 고용률이 

47.2%로 가장 높으며, 전광역시가 23.1%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그림 3-22〕 65세 이상 지역별 고용률

 1-11)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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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실업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0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남성의 경우 2009

년에 4.08%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010년에 3.34%로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남성은 3.31%, 여성은 

2.86%의 실업률을 보였다.

〔그림 3-23〕 연도별 실업률(2003~2013)

□ 지역별 격차 

실업률은 인천광역시가 4.17%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1.84%로 가장 낮았다. 남성

의 경우 전국 실업률은 3.31%, 여성의 경우 전국 실업률은 2.86%였으며, 전반적으로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1) 실업자 정의: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조사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조사 상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2) 경제활동인구 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일을 즉시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를 말함. (출처: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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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지역별 실업률 

<전체>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2013년 30-64세 남성의 실업률은 초졸 이하가 7.65%를 보였고, 전문 졸 이상의 

경우 2.70%의 실업률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초졸 이하의 실업률은 1.64%인 반면 중․
고졸 이하의 실업률은 2.36%, 전문 졸 이상의 실업률은 2.35%였다(통계집Ⅱ 표 

2-49, 표 2-50, 표 2-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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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근로자(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
형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지표 정의) 

산출식

산출식: (비정규직 근로자/임금 근로자)*100

1) 분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
2) 분모: 전체 임금 근로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13
 - KOSIS 통계포털(2014.10.24. 14:54:09 접속)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1-12)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연도별 추이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 10%p 이상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2009년

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격차가 15.9%p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2009년에 44.12%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40.6%로 다소 감소하였고,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2004년 32.19%, 2007년 

31.48%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26.54%의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3-25〕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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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격차

2013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국 임금근로자의 32.60%였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44.22%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40.98%로 그 뒤를 이었

다. 비정규직 근로자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상남도로 25.62%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3-26〕 지역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로 30-64세 성인의 경우, 초졸 이하 인구집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38.23%로 전문 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인 7.68%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았다. 남자

의 경우 초졸 이하 인구집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40%였으나, 전문 졸 이상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6% 정도로 6.7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전문  이상 학력

을 가지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약 15%에 달하여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보다 비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65세 이상 인구집단인 경우 초졸 이하 비정

규직의 비율은 전체 62.73%였으며, 전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45.45%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2-54, 표 2-55, 표 2-56 참조).

직업별로는 육체직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23.07%였고, 사무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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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median)의 2/3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OECD 노동통계, 통계청 e-나라지표,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8월 “고용동향브리프”)

산출식

산출식: (근로 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중위값의 2/3보다 적게 받는 임금 근로자 수/전
체 임금 근로자 수)*100

1) 분자: 임금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전체 월급여(평균값)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수

2) 분모: 전체 임금 근로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2006~2013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6.26%를 차지해 직업별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배의 차이를 보였

다. 남성의 경우 육체직과 사무직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22.32%, 2.96%로 7.5배 이

상의 차이를 보였고, 여성의 경우 육체직과 사무직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26.71%, 

13.39%로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사무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약 

3%, 여성의 경우 사무직중 13.39%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남녀간 4배 가량 차이를 보

였다(통계집Ⅱ 표 2-54, 표 2-55, 표 2-56 참조).

 1-13) 저임금 노동자 비율  

   주: 1) 임금근로자 범위: 임금근로자 전체,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자, 상
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함

        - 상용근로자: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이 없으
나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이 없
으나 1개월~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

       - 일용근로자: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 
가를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로 받고 있는 사람 

출처: OECD 노동통계, 통계청 e-나라지표,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8월 “고용동향브리프”

□ 연도별 추이

남성의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다가 2012년에 39.3%로 가장 높았

고, 2013년에 34.2%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2006년 저임금노동자

의 비율은 58.2%로 가장 높았고, 점차 하락하여 2012년 48.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다, 2013년 53.2%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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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중 전문가 혹은 관리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관리자 혹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일하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 수/만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100

〔그림 3-27〕 연도별 저임금 노동자 비율(2006~2013)

□ 인구집단별 격차

2013년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저임금 노동자일 경우

가 51.7%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 노인에서도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77.6%

로 가장 높았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이면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질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87.7%에 달했다

(통계집Ⅱ 표 2-58, 표 2-59, 표 2-60 참조). 

직업별로는 남녀 모두 육체직에서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28.4%, 68.1%로 높게 나

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각 직업간 저임금노동자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육체직과 사무직간 저임금노동자 비율 차이는 33.7%p에 달했다(통계집Ⅱ 표 2-58, 

표 2-59, 표 2-60 참조).

나. 직업

 1-14)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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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1) 분자: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관리자 혹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로 일하는 근로자 수

2) 분모: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
  (출처: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13
 - KOSIS 통계포털(2014.10.24. 15:11:42 접속)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산출주기 매년

주: 1) 관리자 범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분류코드 활용):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
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범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분류코드 활용):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
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연도별 추이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2004년 전체 취업자 중 

18.01%이던 관리자 비율은 2010년에는 21.54%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

후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여, 2013년에는 전문가 비율이 21.42%로 나타났다.

〔그림 3-28〕 연도별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200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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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격차

2013년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29.2%로 가장 높았고, 전광역시

가 25.1%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11.4%의 수치를 보였다. 

〔그림 3-29〕 지역별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 

□ 인구집단별 격차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은 교육수준에 따라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30-64세 성인에

서 가장 낮은 학력집단과 가장 높은 학력집단의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격차는 44.3%p

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17.8%p로 나타났다. 30-64세 성인 남성의 

경우 초졸 이하 학력집단의 전체 취업자 비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은 0.2%, 중․고졸 

학력집단의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은 5.7%였으나 전문 졸 이상의 경우 전문가 및 관

리자비율은 41.5%에 달했다. 30-64세 성인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초졸 이

하 학력집단의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은 0.1%, 중․고졸 학력집단의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은 7.9%였으나, 전문 졸 이상의 학력집단에서 전문가 및 관리자비율이 크게 상

승하여 50.8%에 달했다(통계집Ⅱ 표 2-63, 표 2-64, 표 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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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피고용인 없이 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수/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100

1) 분자: 15세 이상 취업자 중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수
2) 분모: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13
 - KOSIS 통계포털(2014.10.24. 15:11:42 접속)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1-15)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비율   

   주: 1) 취업자 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치나 농장의 수입을 위해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직업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일시적 병, 사고, 연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였으나 이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자(일시휴직자)” 둥을 포함함

       2) 자영업자 정의 및 구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

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3) 무급가족 종사자의 정의: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 
출처: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연도별 격차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2003년 19.9%로 가장 높았다가 해마다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16.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3-30〕 연도별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비율(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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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격차

2013년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중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전국 16.5%

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8.9%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가 10.8%로 

가장 낮았다.

〔그림 3-31〕 지역별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비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로 30-64세 성인 남성의 경우 중․고졸 이하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비율

이 22.9%로, 초졸 이하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비율인 19.5%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 남성의 경우에는 초졸 이하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65.1%로 가장 높고, 

고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은 42.1%로 나타나 초졸 이하 자영업자와 23.0%p의 격차를 

보였다(통계집Ⅱ 표 2-69 참조). 

여성의 경우 30-64세 초졸 이하인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15.2%로 가장 

높았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졸 이상의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비율이 37.0%

로 가장 높았고, 중․고졸 이하 자영업자 비율이 20.7%로 가장 낮았다(통계집Ⅱ 표 

2-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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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총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65세 이상 개인의 근로소득/만 65세 이상 개인의 총 소득)*100

1) 분자: 만 65세 이상 개인의 근로소득
2) 분모: 만 65세 이상 개인의 총 소득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자료원
 -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주요변수
 -지역별격차:시군구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

산출주기 3년

직업별로는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주의 비율은 서비스․판매직에서 23.5%로 가장 높

았다. 남성의 경우 서비스․판매직의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31.1%로 사무직보

다 절 적으로는 24.9%p 더 높았으며 상 적으로는 5.0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통

계집Ⅱ 표 2-68, 표 2-69 참조).

  4. 개인 및 가구단위 결핍

가. 소득

 1-16)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

□ 연도별 추이

2011년도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은 8.5%로, 남성 12.0%, 여성 5.7%이다. 또한 

남성의 근로소득 의존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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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32〕 연도별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2008~2012)

□ 지역별 격차

2011년 노인 근로소득 의존율은 전국 8.5%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서울특별시

의 근로소득 의존율이 16.9%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제주도가 11.2%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림 3-33〕 지역별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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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부터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
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접속: 2014.10.31.13:49)

산출식
산출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1) 단위: 원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 수준에 따른 노인 근로소득 의존율 차이가 남성과 여성에서 반 의 경향을 보

였다.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에 비해 ‘중하’인 집단은 0.6배, ‘하’인 집단

은 0.4배로 더 적었으나 여성은 ‘상’인 집단에 비해 ‘중상’은 2.3배, ‘중하’는 2.2배, 

‘하’는 1.7배로 더 높았다(통계집Ⅱ 표 2-75, 표 2-76, 표 2-77 참조).

교육수준별 남녀 전체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은 초졸 이하 8.4%, 중졸 8.3%, 고졸

이상 7.6%이다. 남성의 경우 초졸 이하 11.2%, 중졸 14.0%, 고졸이상 11.9%였으며, 

여성은 초졸 이하 6.2%, 중졸 3.5%, 고졸이상 3.8%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아

질수록 근로소득 의존율도 낮아졌다(통계집Ⅱ 표 2-75, 표 2-76, 표 2-77 참조).

 1-17) 가처분 소득(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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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12.02. 17:39
- 임완섭, 노 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주요 변수
- 연도별 가처분 소득 

산출주기 분기, 매년

주: 1) 근로자가구: 가구주가 정부나 기업(준법인기업 포함)에 고용되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고 그 가
로 급여를 받는 가구

     2)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2인 이상, 실질, 2010=100)
     3) 201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2012년 이후 실질금액자료는 새로운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계산

□ 연도별 추이

근로자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2003년 2,935,745원에서 점차 상승하다 2009년 다

소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 3,422,305원을 기록하였다. 

근로자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03년 2,366,211원에서 소폭 상승하여 2013년 

2,653,871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연도별 가처분 소득(실질)(2003~2013)



86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

주: 중위소득 50% 기준(전가구 기준, 1인가구 제외, 농어가가구제외)을 그래프로 제시함.

구분 내 용

지표정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원의 비율(개인기준)임.

산출식

산출식: (여성가구주 가구원 중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원 수/전체 여성 가구주 
가구원 수)*100

1) 분자: 여성가구주 가구원 중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원 수 
2) 분모: 전체 여성 가구주 가구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자료원
- 여성가구주 상 적 빈곤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임완섭, 노 명

(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p. 68 재인용

2) 주요변수
- 연도별 추이

산출주기 매년

나. 빈곤

 1-19) 여성가구주 가구 상대적 빈곤율

   주: 1) 시장소득은 시장(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임.
        2)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임.
        3)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임.
출처: 임완섭, 노 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3

□ 연도별 추이

여성가구주 가구 상 적 빈곤율(중위 50% 기준)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7%,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4%,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5%로 나타났다. 

〔그림 3-35〕 연도별 여성가구주가구 상대적 빈곤율(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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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아동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 수/전체 아동 수)*100

1) 분자: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 수
2) 분모: 전체 아동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아동 빈곤율(상 적):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임완섭, 노 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5 재인용

2) 주요변수
- 연도별 추이

산출주기 매년

주: 중위소득 50% 기준(전가구 기준, 1인가구 제외, 농어가가구제외)을 그래프로 제시함.

 1-20) 아동 상대적 빈곤율

□ 연도별 추이

아동의 상 적 빈곤율은 2007년 시장소득 기준 12.9%, 경상소득‧가처분소득 기준

11.5%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연도별 아동 상대적 빈곤율(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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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노인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의 비율(개인기준)임.

산출식

산출식: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 수/전체 노인 수)*100

1) 분자: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 수 
2) 분모: 전체 노인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노인 상 적 빈곤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임완섭, 노 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2 재인용

2) 주요변수
 - 연도별 추이

산출주기 매년

 1-21) 노인 상대적 빈곤율

□ 연도별 추이

노인 빈곤율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

곤율은 51.9%로 2004년 42.7%에 비해 9.2%p 증가하였고,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6.6%p,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5.2%p 증가하였다.

〔그림 3-37〕 연도별 노인 상대적 빈곤율(2003~2012)

주: 중위소득 50% 기준(전가구 기준, 1인가구 제외, 농어가가구제외)을 그래프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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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위 50% 이하 소득계층의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전체 인구수)*100

1) 분자: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2) 분모: 전체 인구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중위소득,지출 기준 가구빈곤율(전가구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임완섭, 노 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1 재인용

2) 주요변수
- 연도별 추이

산출주기 매년

주: 중위소득 50% 기준(전가구 기준, 1인가구 제외, 농어가가구제외)을 그래프로 제시함.

 1-22)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

주: 1) 상 적빈곤율: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잡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
     2)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3)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정부지원금)
    4)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장부담금

□ 연도별 추이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은 2003년 시장소득 기준 14.9%, 경상소득 기준 12.9%, 가처

분 소득 기준 12.8%이던 것이 다소 증가하여 2012년 시장소득 기준 16.7%, 경상소득 

기준 14.0%, 가처분소득 기준 13.9%를 기록하였다.

〔그림 3-38〕 연도별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전가구 기준)(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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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분율임.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행정자치부 재정자주도 접속, 2014.12.11., 11:37)

산출식

산출식: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규모)*100

1) 분자: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2) 분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3) 단위: %
4) 기타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 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참고자료
 - KOSIS(통계청 조사기획과), 2014.11.10. 19:11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5. 지역단위 결핍 

가. 지방재정

 1-23) 재정자주도

주: 1)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냄.
     2) 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데 활용가능
     3)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과를 포함하여 측정가능
 

□ 연도별 추이

2013년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6.6%로서, 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 후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전년 비 하락하였다.

〔그림 3-39〕 연도별 재정자주도(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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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지역박탈지수는 지역의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박탈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 지역의 경제적 박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구매할 있는 지역의 능력을 

의미함.
- 지역의 사회적 박탈: 사회적 관계 또는 지역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서의 박탈 정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사회적 지지 정도, 연 성 또는 통합성을 가리킴.

산출식

산출식: 

※ 산출방법
-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반영할 것으로 추정되는 박탈지수 구성 지표를 

정하고,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 지역별 격차

서울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순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은 반면, 광주광역시, 전라

남북도의 재정자주도는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지역별 재정자주도 

나. 지역박탈
 

 1-24) 지역박탈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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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산출된 각각의 박탈지수 구성 지표에 하여 표준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정규분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하도록 통계적으로 변환함.

- 요인분석을 통해 박탈지수에 포함할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들의 값을 표준화 
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점수(z-score)로 전환함.

- 각각의 지표들의 표준화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지역 박탈지수를 산출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2010년 인구센서스 10% 표본자료

2) 주요변수
- 현재 자가주택 소유 가구, 열악한 주거환경 가구율, 아파트거주 가구비율, 여성가구주 

비율, 고졸미만 교육수준비율, 노인인구비율, 남성 실업률, 낮은 사회계층 비율(가구주 
기준), 이혼·사별 비율

산출주기 5년

□ 지역별 격차

2010년 지역박탈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5분위수: 15.9)이고, 가

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수지구(5분위수:-20.8)로 나타났다.

〔그림 3-41〕 지역별 지역박탈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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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조사 상자 중 사회에 해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전체 응답자 수)*100

1) 분자: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2) 분모: 해당연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전체 조사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제3절 중재요인

  1.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가.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2-1) 사회에 대한 신뢰   

주: 1) ‘사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자의 정의: 한국종합사회조사 문항 중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2012년도 조사문항)의 문항에 사회를 신뢰(6점 이상, 0~10점)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

□ 연도별 추이

사회에 한 신뢰는 남성의 경우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 46.6%로 감소, 

이후 2011년 56.5%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사회에 한 신뢰는 

2004년 27.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2006년 44.2%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에는 39.7%까지 감소하였다가 2011년 다시 51.3%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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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42〕 사회에 대한 신뢰(2003~2012)

주: 2010년 한국사회과학조사의 조사문항 제외로 자료이용 불가

□ 지역별 격차 

사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국 평균 51.4%로 나타났다. 사회에 해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이는 지역은 충청북도(60.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지역은 전라북도

로 59.8%의 비율을 나타냈다. 사회에 해 가장 낮은 신뢰를 보이는 지역은 울산광역

시(22.8%)이며,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29.8%를 기록했다.  

〔그림 3-43〕 지역별 사회에 대한 신뢰 



제3장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 95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사회에 한 신뢰 비율은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사

회 신뢰 비율이 57.5%로 나타나, 소득수준 중하에 속하는 집단이 42.7%인 것에 비해 

14.8%p나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중하에 속하는 집단의 사회에 한 

신뢰도는 40.4%,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의 사회에 한 신뢰도는 57.3%로, 중하에 속

한 집단과 16.9%p의 차이를 보였다(통계집Ⅱ 표 3-5, 표 3-7 참조). 

교육수준별로는 30-64세 성인의 경우, 초졸 이하인 집단의 사회에 한 신뢰도는 

40.4%로 가장 낮았고, 전문 졸 이상인 경우 59.5%로 나타나 초졸 이하인 집단과 

19.1%p의 차이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교육수준이 중졸일 경우 사회에 

한 신뢰도가 68.8%로 가장 높았고, 초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은 50.5%의 신

뢰도를 보여 18.3%p의 차이를 보였다(통계집Ⅱ 표 3-5 참조).

직업별로는 사무직의 사회에 한 신뢰도가 57.3%로 가장 높았고, 육체직의 사회에 

한 신뢰도가 43.3%로 가장 낮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사무직 노동자의 사회에 한 

신뢰도는 57.7%인데 반해 육체직의 사회에 한 신뢰도는 34.1%로 나타나 23.6%p

의 차이를 보였다(통계집Ⅱ 표 3-5, 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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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 중 실제 해당 선거(투표)에 참여한 사람 수

산출식

산출식: (투표자 수/선거인 수)*100

1) 분자: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수
2) 분모: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사람 수(선거권자)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  통령선거총람)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총람, 17  선(2004), 18  총선(2008), 19  총선

(2012), 18  선(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연령

산출주기 총선 및 선 시기

 2-2) 투표율   

주: 선거권자 정의-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혁 내 주민등록 등록자,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

장에 등재된 19세 이상 외국인 포함(선거법 제 3조, 15조 참고)

□ 선거 연도별 추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역  선과 총선 투표율을 비교해볼 때, 18  총

선 투표율이 남성 48.4%, 여성 44.3%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19  총선에서 남성 

55.7%, 여성 53.1%로 약 10%p가량 상승하였다. 같은 해에 실시된 19  선 투표율

은 19  총선 투표율보다 더 높아 남성은 74.8%, 여성은 76.4%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그림 3-44〕 연도별 투표율(17대 대선~18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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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지역별 격차

2012년 실시된 18  통령선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국 투표율은 75.6%로 나

타났다. 남녀 전체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81.6%였고, 광주광

역시 남구가 81.4%, 구광역시 달서구가 81.4%로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투표

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남구로 81.7%였고, 경기도 과천시가 81.8%, 광주 서

구가 80.6%의 투표율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 

달성군으로 83.3%의 투표율을 보였고, 구 달서구가 83.1%, 경국 군위군이 82.7%

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시흥시로 67.1%의 투표율을 보였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67.2%, 경기도 동두천시가 68.2%의 투표율을 보였다. 여성의 경

우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67.1%였고, 전남 진도군이 69.0%, 

경기도 동두천시가 69.9%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림 3-45〕 지역별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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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여러 사회단체 중 1개 이상 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년간 1회 이상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각종 사회단체 참여 및 활동하는 인구수/16세 이상 인구수)*100

1) 분자: 각종 사회단체 중 1개 이상 사회단체의 구성원이며 1년간 1회 이상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

2) 분모: 인구주택 총조사 상자 중 16세 이상 인구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투표율 자료가 연령별 투표율만 제시하고 있어, 소득수준

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비교 신 연령별, 성별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50

의 투표율이 82.0%로 가장 높았고, 20 의 투표율이 69.0%로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 투표율이 85.9%로 가장 높았고, 30 의 투표율이 66.9%로 가장 낮았

다. 여성의 경우 50 의 투표율이 82.9%로 가장 높았고, 20 의 투표율이 70.2%로 

가장 낮았다(통계집Ⅱ 표 3-11, 표 3-12 참조).

 2-3) 단체활동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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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교육수준별(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5년(2010년)

<전체>

주: 1)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조사의 17번 사회활동 문항(“현재 가입화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
는 동호회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되, “회비만 납부하는 활동은 제외하며, 지난 1년간 1회 이
상 활동한 경우에만 표시”) 활용

    2) 사회단체 종류(인구주택총조사 문항정의를 따름): 사회분야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경제분야 단체(노동
조합, 직업단체 등),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종교분야 단체, 지역단체(아
파트 주민단체 등),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그 외 기타 단체

□ 지역별 격차

2010년 단체활동 참여율은 전국 평균 31.9%이다. 단체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

은 충청북도(36.0%)이고, 가장 낮은 곳은 구광역시(28.8%)로 나타났다. 남성의 전

국 평균 단체활동 참여율은 33.3%로, 충청남도의 단체활동 참여율이 38.7%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의 단체활동 참여율이 30.1%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전국 평균 단

체활동 참여율은 30.6%로, 강원도의 단체활동 참여율이 33.4%로 가장 높았고, 구

광역시의 단체활동 참여율이 27.5%로 가장 낮았다.  

〔그림 3-46〕 지역별 단체활동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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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 비교에서는 30~64세 성인에서 전문 졸 이상 고학력자의 단체활동 참

여율은 46.5%로 초졸 이하 저학력자의 단체활동 참여율인 23.1%보다 23.4%p 높았

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단체활동 참여

율은 39.0%였고, 초졸 이하 학력집단의 단체활동에 참여율은 21.3%였다(통계집Ⅱ 표 

3-16 참조).

직업별로는 사무직의 단체활동 참여율이 48.9%로 육체직의 단체활동 참여율인 

37.0%p보다 11.9%p 더 높았다. 육체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단체활동 참여율이 

39.2%였고, 육체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단체활동 참여율이 31.5%로 같은 직종의 

남성의 참여율이 7.7%p 더 높았다. 반면 남성 사무직의 단체활동 참여율은 48.0%였

고, 여성 사무직의 단체활동 참여율은 50.5%로, 같은 직업군의 남성보다 단체활동 참

여율이 2.5%p 더 높았다(통계집Ⅱ 표 3-16, 표 3-17, 표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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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영유아 아동 천명당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수 

산출식

산출식: (국 ․ 공립 보육시설 수/영유아 수)*1000

1) 분자: 국 ․ 공립 보육시설 수
2) 분모: 영유아(0~4세)의 수 
3) 단위: 아동 천명당 개소수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2. 생활환경

가. 복지환경

 2-4) 영유아 아동 천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주: 1) 국․공립 보육시설 정의(국공립 보육시설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보육통계를 따름)
        - 보육시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 보호하는 시설(어린이집으로 통용됨)
        - 국공립 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보육시설
    2) 영유아 범위: 영유아 통계는 안행부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5세별)을 이용함, 따라서 영유아의 범위를 0-4세

로 한정하였음.

□ 연도별 격차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03년 영아 천명당 0.48개소였으나, 연차별로 조금씩 증가

하여 2012년에는 영아 천명당 0.95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3-47〕 연도별 영아 천명당 국공립어린이집 비율(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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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15세 이상 인구 중 유해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수/15세 이상 인구 
수)*100

1) 분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일 기준 최근 2년간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수

□ 지역별 격차

2013년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영아 천명당 국·공립 보육시설수가 8.97개소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남도 담양군, 강진군, 함평군, 경상북

도 군위군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8〕 지역별 영유아 천명당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나. 물리적 환경

 2-5) 유해환경 근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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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2) 분모: 15세 이상 인구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학교 한국복지패널, 2006~2013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7개 권역별
 - 인구집단별: 소득수준,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주: 1) 한국복지패널 유해환경근로 여부: (2013년 조사 기준) 한국복지패널 가구원 설문지 중 “귀하는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셨습니까?”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

     2) 한국복지패널 7개 권역별 구분: 서울, 수도권, 부산/경남/울산, 구/경북, 전/충남, 강원/충북, 광주/전남/
전북/제주도)

□ 연도별 추이

유해환경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2008년 12.9%로 가장 높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3년 8.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는 전반적으로 유해환경에 근로한다고 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연도별로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2011년 유해환경에 근로한다고 답한 비율

이 4.0%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2012년에는 2.6%, 2013년에는 3.3%로 

나타났다.   

〔그림 3-49〕 유해환경 근로비율(200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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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지역별 격차

2013년 유해환경 근로비율은 전국 평균 5.7%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전라남북

도·제주도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7.1%로 가장 높았고, 전광역시 및 충남북도의 유

해환경 근로비율이 5.1%로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광역시·경상북도지역으로 

9.7%로 나타났고, 전광역시·충청남도지역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6.5%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으로 4.1%를 나타냈고, 강원도·충청북도지역이 1.0%로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50〕 지역별 유해환경 근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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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해당지역 인구 만명당 폐수배출시설15) 수

산출식

산출식: (폐수배출시설 수/주민등록인구 수)*10,000

1) 분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사업장 수
2) 분모: 주민등록인구 수
3) 단위: 인구 만명당 개소수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환경부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보고서, 2003~2014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2003~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남자> <여자>

 2-6) 인구 만명당 폐수배출시설 비율   

15) 1) 폐수 배출시설: 해당 시설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폐수를 발생시키는 1종~5종 시설(페수 배출량에 따
라 사업장 규모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

    2) 폐수 배출시설 종류: 석탄광업시설, 금속광업시설,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도축, 고기․ 수산물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동․ 식물성 유지제조시설,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곡물가공품 제조시설, 전문 및 당류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설탕제조시설, 조미료 및 식
품첨가물 제조시설, 기타 식품제조시설, 주정제로 및 주조시설,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담
배제조시설, 제사 및 방적시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죽․ 모피가공 및 제
품 제조시설, 신발제조시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펄프․ 종이제품 제조시솔, 출판․ 인쇄․ 사진처
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
물 제조시설,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
설,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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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격차

폐수배출시설 수는 2003년 인구 만명당 11.5개소로 가장 높았다가 2004년 8.0개

소로 감소하였다. 그 후  폐수배출업소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인구 

만명당 9.8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3-51〕 연도별 인구 만명당 폐수배출시설 비율(2003~2012)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합성고무 제조시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시설, 의약품 제조
시설,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화장품 제소시설, 표면 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비감광성기록용매체, 
사진용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접
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화
학섬유 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유리 및 유리제품 제
조시설,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
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제1차 철강산업시설, 합금철 제조시설,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
설,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철금
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금속주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축전지 및 1차 전지제조시설,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반
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시설, 기타제품 제조시설, 
발전시설, 수도사업시설, 먹는샘물 제조시설,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m2), 병원시설(80병상 이상),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발생시설,세탁시설(용적 2m2 이상 또는 용수1톤 
이상), 산업시설의 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시간당 0.01m3 이상), 이화학시
험시설, 도금시설,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등 (참조: 2014년 환경부 “공장폐수의 발생
과 처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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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현재 (매일 흡연, 가끔 흡연 포함)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현재 (매일 흡연, 가끔 흡연 포함)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19세 이
상 상자 수}* 100

1) 분자: 19세 이상 현재 (매일 흡연, 가끔 흡연 포함)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 지역별 격차

2012년 인구 만명당 폐수배출업소수가 가장 많은 곳은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58.6

개소로 나타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54.6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인구 만명당 폐수

배출업소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1.0개소였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 1.2개소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3-52〕 지역별 폐수배출시설 비율  

  3. 건강생활습관

가. 흡연

 2-7) 현재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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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2) 분모: 19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 연도별 추이

남성의 경우 2007년까지 흡연율이 감소하다 2008년 다소 증가한 이후 약 47~4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200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모

든 해에서 남성 흡연율보다 훨씬 낮은 흡연율을 보였다.

〔그림 3-53〕 연도별 현재 흡연율(2001~2011)

□ 지역별 격차

2011년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41.3%)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

산광역시(13.1%)로, 두 지역간 격차는 28.2%p였다. 

남성의 경우 전광역시의 흡연율이 62.8%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경상남도

가 11.7%로 가장 높았다. 



제3장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 109

<전체>

<남자> <여자>

〔그림 3-54〕 지역별 현재 흡연율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중간인 집단(중·고졸 이하)에서의 현재흡연율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 졸 이상(27.8%), 초졸 이하(25.9%) 순으로 흡연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고졸 이상)에서의 현재흡

연율이 20.7%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 이하(14.7%), 초졸 이하(12.2%) 순으로 현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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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3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중 직장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30~64세 성인, 직장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30~64세 상자 수)* 100

1) 분자: 30~64세 성인, 직장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2) 분모: 30~64세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연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1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흡연율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의 현재흡연율이 가장 높

았으며(36.2%), 차례로 중하(29.7%), 상(25.5%), 중상(24.5%) 순으로 현재흡연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1 참조). 

직업에 따른 흡연율은 육체직에서의 현재흡연율이 가장 높았으며(43.4%), 차례로 

사무직(32.8%), 서비스·판매직(30.9%) 순으로 현재흡연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1 참조).

 2-8) 직장 내 간접 흡연율

주: 해당 인구수가 적어 표준화율이 불안정한 관계로 조율을 제시함.

□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장 내 간접흡연율이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증가, 이후 2011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남성의 직장 내 간접흡

연율은 53.9%, 여성은 36.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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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55〕 연도별 직장 내 간접 흡연율(2005~2011)

□ 지역별 격차

2011년 직장 내 간접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51.0%)이고, 가장 낮

은 지역은 제주도(34.9%)로, 두 지역간 격차는 16.1%p였다.

남성의 경우 충청남도의 직장 내 간접흡연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

우 충청북도가 46.7%로 가장 높았다.

〔그림 3-56〕 지역별 직장 내 간접 흡연율



112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

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19세 이상 성인 상자 수)*100

1) 분자: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직장 내 간접흡연율은 교육수준이 중간인 집단(중·고졸 이하)에서

의 직장 내 간접흡연율이 55.0%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 졸 이상(50.0%), 초졸 이하

(42.3%) 순으로 직장 내 간접흡연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3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직장 내 간접흡연율의 경우 소득수준이 중상인 집단에서의 직장 내 

간접흡연율이 가장 높았으며(48.6%), 차례로 하(47.3%), 중하(45.8%), 상(44.0%) 순

으로 직장 내 간접흡연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3 참조). 

직업에 따른 직장 내 간접흡연율에서는 서비스·판매직에서의 직장 내 간접흡연율이 

가장 높았으며(50.7%), 차례로 육체직(46.2%), 사무직(43.6%) 순으로 직장 내 간접흡

연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3 참조).

 2-9) 금연 시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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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2) 분모: 19세 이상 성인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2007, 2008, 2009, 2010, 2011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주: 여성의 경우 해당 인구수가 적어 표준화율이 불안정한 관계로 조율을 제시함.

□ 연도별 추이

남성의 경우 2005년까지 금연 시도율이 증가하였다(59.7%) 이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2007년까지 금연 시도율이 증가하다(68.0%) 이후 증감을 반복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57〕 연도별 금연 시도율(2001~2011)

□ 지역별 격차

2011년 금연 시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75.0%)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25.3%)로, 두 지역간 격차는 49.7%p였다.

남성의 경우 제주도의 금연 시도율이 26.1%로 가장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 울산광

역시 및 강원도가 각각 33.3%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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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지역별 금연 시도율

<전체>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금연 시도율은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

(전문 졸 이상)에서의 금연 시도율이 60.6%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하(56.2%), 

초졸 이하(51.1%) 순으로 금연 시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고졸 이상)에서의 금연 시도율이 68.8%로 가장 높았으며, 초졸 이하

(54.2%), 중졸 이하(40.9%) 순으로 금연 시도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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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음주 시 폭음을 하는 빈도가 주 1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임. 

산출식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중 주 1회 이상 폭음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19세 이상 성
인 조사 상자 수)*100

1) 분자: 19세 이상 성인 중 주 1회 이상 폭음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2) 분모: 19세 이상 성인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소득수준에 따른 금연 시도율의 경우 소득수준이 중하인 집단에서의 금연 시도율이 

가장 높았으며(60.9%), 차례로 하(56.9%), 상(56.1%), 중상(54.0%) 순으로 금연 시도

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5 참조). 

직업에 따른 금연 시도율은 서비스·판매직에서의 금연 시도율이 가장 높았으며

(61.7%), 차례로 사무직(59.1%), 육체직(54.8%) 순으로 금연 시도율이 높았다(통계집

Ⅱ 표 3-35 참조).

나. 음주

 2-10) 고위험(문제) 음주율

□ 연도별 추이

남성의 경우 2007년까지 고위험 음주율이 감소하다 2008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

후 계속 감소해 2011년 39.9%의 고위험 음주율을 기록하였다. 여성의 경우 2008년까

지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1년 고위험 음주율

은 1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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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59〕 고위험(문제) 음주율(2005~2011)

□ 지역별 격차

2011년 기준 고위험 음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38.1%)이고, 가장 낮은 지

역은 광주광역시(17.0%)로, 두 지역간 격차는 21.1%p였다.

남성의 경우 경상북도의 고위험 음주율이 54.7%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강

원도가 16.4%로 가장 높았다.

〔그림 3-60〕 지역별 고위험(문제) 음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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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고위험 음주율은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

단(초졸 이하)에서의 고위험음주율이 30.3%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하(30.2%), 

전문 졸 이상(29.9%) 순으로 고위험음주율이 높았으나, 집단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통계집Ⅱ 표 3-37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소득수준이 중하인 집단에서의 고위험음주

율이 가장 높았으며(30.6%), 차례로 상(27.8%), 중상(26.4%), 하(25.3%) 집단 순으로 

고위험음주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7 참조). 

직업에 따른 고위험 음주율은 사무직에서의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았으며(35.1%), 

차례로 육체직(33.6%), 서비스·판매직(32.9%) 순으로 고위험 음주율이 높았으나, 집

단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통계집Ⅱ 표 3-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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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중등
도 신체활동을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지속하고, 한 주에 5회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
한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중 평소 1회 30분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의 수
/19세 이상 성인 조사 상자 수)*100

1) 분자: 19세 이상 성인 중 평소 1회 30분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의 수
2) 분모: 19세 이상 성인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2008, 2009, 2010, 2011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다. 신체활동

 

 2-11)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2008년까지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다(남성 14.6%, 여성 

14.5%)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남성의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0.0%, 여성은 7.7%로 나타났다. 

〔그림 3-61〕 연도별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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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격차

2011년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22.0%)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5.5%)로, 두 지역간 격차는 16.5%p였다.

남성의 경우 경상남도의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3.9%로 가장 낮았으며, 여

성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1.9%로 가장 낮았다.

〔그림 3-62〕 지역별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전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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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25이상인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25이상인 사람의 수/19세 이상 성인 조사 상자 수)* 
100

1) 분자: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25이상인 사람의 수
2) 분모: 19세 이상 성인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에서의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21.2%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하

(9.8%), 전문 졸 이상(8.0%) 순으로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집Ⅱ 표 3-39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의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10.7%), 차례로 중상(8.7%), 중하

(7.8%), 하(5.2%) 순으로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9 참조). 

직업에 따른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육체직에서의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

천율이 가장 높았으며(11.7%), 차례로 서비스·판매직(11.5%), 사무직(7.6%) 순으로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39 참조). 

라. 체중

 2-12) 비만율(BMI)

□ 연도별 추이

남성의 경우 2007년까지 비만율이 증가하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나, 체적으로 유

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2005년까지 비만율이 증가하다 이후 증감을 반복

하고 있다. 2011년 남성의 비만율은 35.1%, 여성의 비만율은 27.3%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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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63〕 연도별 비만율(BMI)(2001~2011)

□ 지역별 격차

2011년 비만율(BMI)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37.9%)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28.1%)로, 두 지역간 격차는 9.8%p였다.

남성의 경우 제주도의 비만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41.3%로 가장 높았다.

〔그림 3-64〕 지역별 비만율(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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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18.5 미만인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18.5 미만인 사람의 수/19세 이상 성인 조사 상자 
수)* 100

1) 분자: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18.5 미만인 사람의 수
2) 분모: 19세 이상 성인 상자 수
3) 단위: %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비만율(BMI)은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에서의 비만

율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하(34.8%), 전문 졸 이상(33.5%) 순으로 비

만율(BMI)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41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율의 경우, 소득수준이 중상인 집단에서의 비만율(BMI)이 가

장 높았으며(33.3%), 차례로 중하(32.8%), 상(28.8%), 하(28.3%) 순으로 비만율

(BMI)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41 참조).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에서의 비만율(BMI)이 가장 높았으며(37.4%), 차례로 육체직

(37.1%), 서비스·판매직(33.5%) 순으로 비만율(BMI)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41 참조).

 2-13) 저체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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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주: 해당 인구수가 적어 표준화율이 불안정한 관계로 조율을 제시함.

□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저체중률 추세가 다소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2001년 이후 체적으로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남성의 저체중률은 17.7%, 여성의 저체중률은 

17.3%로 나타났다. 

〔그림 3-65〕 연도별 저체중률(2001~2011)

□ 지역별 격차

2011년 저체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21.7%)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

주도(12.8%)로, 두 지역간 격차는 8.9%p였다.

남성의 경우 경기도의 저체중률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광주광역시

가 22.5%로 가장 높았다.



12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

<전체>

〔그림 3-66〕 지역별 저체중률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성인과 노인 모두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저체중율이 높았다. 30-64세 성

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전문 졸 이상)에서의 저체중률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하(2.4%), 초졸 이하(2.3%) 순으로 저체중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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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혹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혹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
의 수/19세 이상 성인 조사 상자 수)* 100

1) 분자: 19세 이상 성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혹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
의 수

2) 분모: 19세 이상 성인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65세 이상 노인 또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고졸 이상)에서의 저체중률이 5.6%

로 가장 높았으며, 초졸 이하(5.3%), 중졸 이하(2.0%) 순으로 저체중률이 높았다(통계

집Ⅱ 표 3-43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저체중률의 경우, 소득수준이 중상인 집단에서의 저체중률이 가장 

높았으며(20.0%), 차례로 중하(19.4%), 상(16.4%), 하(12.2%) 순으로 저체중률이 높

았다(통계집Ⅱ 표 3-43 참조).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의 저체중률이 가장 높았으며(4.3%), 차례로 육체직(2.2%), 

서비스·판매직(1.6%) 순으로 저체중률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43 참조).

마. 영양

 2-14) 식품 미보장률

□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식품 미보장률의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를 보이

나, 2008년 이후 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남성의 식품 미보장률

은 2.7%, 여성은 2.9%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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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67〕 연도별 식품 미보장률(2005~2011)

□ 지역별 격차

2011년 식품 미보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8.8%)이며 반 로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및 강원도(0.0%)로, 두 지역간 격차는 8.8%p였다.

남성의 경우 전라북도의 식품 미보장률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도 남성과 마

찬가지로 전라북도가 8.8%로 가장 높았다.

〔그림 3-68〕 지역별 식품 미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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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성인과 노인 모두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식품 미보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0-64세 성인의 경우 초졸 이하에서의 식품 미보장률이 7.4%로 가장 높

았으며, 중·고졸 이하(2.8%), 전문 졸 이상(0.8%) 순으로 식품미보장률이 높게 나타

났다. 65세 이상 노인 또한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에서의 식품 미보장

률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 이하(3.1%), 고졸 이상(1.9%) 순으로 식품 미보장률

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45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 미보장률의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의 식품 미

보장률이 가장 높았으며(12.0%), 차례로 중하(2.7%), 중상(1.0%), 상(0.7%) 순으로 식

품 미보장률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45 참조). 

직업별 식품 미보장률은 육체직에서의 식품 미보장률이 가장 높았으며(3.2%), 차례

로 서비스·판매직(1.9%), 사무직(0.5%) 순으로 식품 미보장률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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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상인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중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상인 사람의 수/19세 이상 성인 
조사 상자 수)*100

1) 분자: 19세 이상 성인 중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상인 사람의 수
2) 분모: 19세 이상 성인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2-16) 나트륨 초과섭취율

□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나트륨 초과섭취율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약간 증가하였다 2007년 

감소, 이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여성에서는 증감의 경향이 더욱 뚜렷함). 2011년 

남성의 나트륨 초과섭취율은 93.9%, 여성은 82.8%로 나타났다. 

〔그림 3-69〕 연도별 나트륨 초과섭취율(2001~2011)

□ 지역별 격차

2011년 나트륨 초과섭취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92.7%)이고, 가장 낮은 지

역은 전광역시(83.5%)로, 두 지역간 격차는 9.2%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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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성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나트륨 초과섭취율이 98.3%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

우 울산광역시가 90.3%로 가장 높았다.

〔그림 3-70〕 지역별 나트륨 초과섭취율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나트륨 초과섭취율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전문 졸 이상)에서의 나트륨 초과섭취율이 94.4%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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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 있다고 응답한 인구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
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30세 이상 
성인 조사 상자 수)* 100

1) 분자: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
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2) 분모: 30세 이상 성인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2008, 2009, 2010, 2011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하(91.2%), 초졸 이하(74.0%) 순으로 나트륨 초과섭취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47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의 나트륨 초과섭취율이 가장 높았으며

(90.5%), 차례로 중상(89.2%), 중하(88.1%), 상(82.6%) 순으로 나트륨 초과섭취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47 참조). 

또한 사무직에서의 나트륨 초과섭취율이 가장 높았으며(94.6%), 차례로 육체직

(94.3%), 서비스·판매직(92.4%) 순으로 나트륨 초과섭취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47 참조).

바. 정신건강

 2-17) 우울감 경험율

□ 연도별 추이 

남성 우울감 경험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소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2년 다시 16.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우울감 경험율은 2009년까지 다

소 증가하다 2010년부터 감소한 이후 2012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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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71〕 연도별 우울감 경험율(2007~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우울감 경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13.6%),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영덕군(0.8%)으로 두 지역간 격차는 12.8%p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우울감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11.0%, 여성은 16.0%로 나타났다. 

〔그림 3-72〕 지역별 우울감 경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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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구 비
율임.  

산출식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30세 이상 성인 조사 상자 수)*100

1) 분자: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의 수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감 경험율은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

단(초졸 이하)에서의 우울감 경험율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하(13.1%), 

전문 졸 이상(9.6%) 순으로 우울감 경험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도 이와 마찬가

지로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의 우울감 경험율이 17.8%, 중졸 이하

(12.7%), 고졸 이상(10.5%) 순으로 우울감 경험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52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의 우울감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며

(22.4%), 차례로 중하(13.5%), 상(11.0%), 중상(10.6%) 순으로 우울감 경험율이 높았

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12.6%), 사무직(11.6%), 육체직(9.1%) 순으로 우울

감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52 참조).

 2-18) 자살생각 경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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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2) 분모: 30세 이상 성인 조사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 연도별 추이

자살생각 경험율은 남녀 모두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감소하였다 2008년 다시 

증가한 다음 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남성의 자살생각 경험율은 

10.3%, 여성의 자살생각 경험율은 15.6%였다.

〔그림 3-73〕 연도별 자살생각 경험율(2005~2012)

□ 지역별 격차

2009년 자살생각 경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시(21.5%)였고, 가장 낮

은 지역은 전라북도 임실군(0.5%)으로, 두 지역간 격차는 21.0%p였다.

남성의 경우 전라북도 진안군의 자살생각 경험율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경기도 가평군이 27.8%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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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74〕 지역별 자살생각 경험율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율은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에서의 자살생각 경험율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하

(12.3%), 전문 졸 이상(9.4%) 순으로 자살생각 경험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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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구 
비율로 정의하였음.  

산출식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의 수/30세 이상 성인 조사 상자 수)* 100

1) 분자: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의 수

2) 분모: 30세 이상 성인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의 자살생각 경험율이 26.4%, 

중졸 이하(15.0%), 고졸 이상(11.3%) 순으로 자살생각 경험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59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의 자살생각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며

(23.7%), 차례로 중하(14.4%), 중상(11.8%), 상(10.3%) 순으로 자살생각 경험율이 높

았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에서의 자살생각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며(13.7%), 사

무직(12.7%), 육체직(7.7%) 순으로 자살생각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59 참조).

 2-19) 자살시도 경험율

□ 연도별 추이

자살시도 경험율은 남성의 경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2005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두드러지는 경향

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2011년 남성의 자살시도 경험율은 0.52%, 여성의 자살시도 경

험율은 0.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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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75〕 연도별 자살시도 경험율(2005~2012)

□ 지역별 격차

2009년 자살시도 경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광역시 중구(2.2%), 가장 낮은 지

역은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양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0.0%) 등으로 총 15개 시군구

가 이에 해당하였다. 

남성의 경우 전광역시 중구의 자살시도 경험율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가 2.2%로 가장 높았다.

〔그림 3-76〕 지역별 자살시도 경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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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자살시도 경험율은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에서의 자살시도 경험율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하

(0.8%), 전문 졸 이상(0.2%) 순으로 자살시도 경험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

우,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집단(1.5%), 초졸 이하(1.0%), 고졸 이상(0.4%) 순으로 자

살시도 경험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66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의 자살시도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며

(2.3%), 차례로 중하(0.7%), 중상(0.4%), 상(0.4%) 순으로 자살시도 경험율이 높았다

(통계집Ⅱ 표 3-66 참조).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에서의 자살시도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며(1.0%), 사무직

(0.6%), 육체직(0.2%) 순으로 자살시도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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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당해연도 연간 출생 단태아 중 출생시의 체중이 2,500g 미만인 출생아의 분율로 정의하
였음(홍창의 소아과학, 2007).  

산출식

산출식: (당해연도 저체중 출생 단태아 수/당해연도 출생 단태아 수)*100

1) 분자: 당해연도 저체중 출생 단태아 수
2) 분모: 당해연도 출생 단태아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2014) 2013 출생통계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201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신고자료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사. 재생산 및 아동건강

 2-20) 저체중 단태아 출생률

□ 연도별 추이

2013년 저체중 단태아 출생률은 3.1%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해, 2013년 저체중 단

태아 출생률은 3.8%로 나타났다. 

〔그림 3-77〕 연도별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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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성관계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피임을 한
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성관계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 100

1) 분자: 성관계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

□ 지역별 격차

2013년 저체중 단태아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장흥군(6.3%)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화천군(0.4%)으로, 두 지역간 격차는 5.9%p였다.

〔그림 3-78〕 지역별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 

□ 인구집단별 격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인 경우, 졸 이상에 비해 저체중 단태

아 출생률이 더 높았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일수록 저체중 단태아 출생률이 

높았으며, 차례로 서비스직, 생산직의 순서로 저체중 출생률이 증가하였다.

 2-21) 성관계경험 청소년 항상 피임실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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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2) 분모: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여성건강통계(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산출 불가
- 인구집단별 격차: 부모의 교육수준, 재학 중인 학교 종류(일반계고·특성화고)

산출주기 매년 산출 

□ 성별 격차

2010-2012년16) 만18세(고3) 성관계경험 청소년 중 항상 피임을 실천하는 분율은 

여성이 26.0%, 남성이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9〕 성별 성관계경험 청소년 항상 피임 실천율(2010·2012년)

□ 인구집단별 격차

2010-2012년 성관계경험 여학생의 항상 피임실천율은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졸 이

하이거나 어머니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

의 교육수준이 졸 이상인 경우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나(31.9%),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서 피임실천율이 높았다(32.7%)(통계집Ⅱ 

표 3-73 참조). 

또한 여학생의 항상 피임실천율은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남

학생의 경우 일반계고가 실업계고에 비해 높았다(통계집Ⅱ 표 3-73 참조).

16) 자료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2010-2012년 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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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조사 시기 만3세 영유아 중 만1세와 만3세 시기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리즈를 접종받은 
영유아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1세와 만3세 시기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리즈를 접종받은 영유아 수/질병관리
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만 3세 영유아 수)*100

1) 분자: 만1세와 만3세 시기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리즈를 접종받은 영유아 수
2) 분모: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만 3세 영유아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2011, 2012, 2013년 전국예방접종률조사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유무

산출주기 매년 산출 

 2-22)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1세, 3세)

주: 분자 산출에 사용된 예방접종으로는 ① 만1세 시기 완전 접종(3:3:3:1 시리즈): 3 doses DTaP, 3 doses 
Poliovirus, 3 doses Hepatitis B, 1 dose BCG, ② 만3세 시기 완전 접종(4:3:1:3:1:1:3 시리즈): 4 doses 
DTaP, 3 doses Poliovirus, 1 dose MMR, 3 doses Hepatitis B, 1 dose BCG, 1 dose Varicella, 3(or 2) 
doses Japanese encephalitis가 포함됨.

□ 연도별 추이

만 1세 시기 완전접종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만 3세 시기 

완전접종률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 29.5%p 증가하였다. 2013년 국내 영유아

의 만1세 시기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98.7%이고, 만3세 시기 완전접종률은 

85.8%로 나타났다.

〔그림 3-80〕 연도별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1세, 3세)(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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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 지역별 격차

2013년 영유아(1세)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광역시

(100.0%)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97.1%)로, 두 지역간 격차는 2.9%p

였다. 남아의 경우 세종자치시의 접종률이 94.8%로 가장 낮았으며, 여아의 경우 충청

북도가 97.0%로 가장 낮았다.

〔그림 3-81〕 지역별 영유아(1세)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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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2013년 영유아(3세)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89.3%),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82.5%)로, 두 지역간 격차는 6.8%p였다. 

남아의 경우 경상남도의 접종률이 83.5%로 가장 낮았으며, 여아 또한 남아와 마찬

가지로 경상남도가 81.4%로 가장 낮았다.

〔그림 3-82〕 지역별 영유아(3세)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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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영유아 가운데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으로 영양을 섭취한 영유아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으로 영양을 섭취한 영유아 수/전체 영유아 수)* 100

1) 분자: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으로 영양을 섭취한 영유아 수
2) 분모: 전체 영유아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Trends of breastfeeding rate in Korea (1994-2012): comparison with OECD 

and other countries
- Factors affecting exclusive breast-feeding during the first 6 months in 

Korea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산출 불가
- 인구집단별 격차: 완전모유수우율 높은 군만 제시

산출주기 매년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 높을수록 완전접종률이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자가 의

료급여 수급권자에 비하여 완전접종률이 더 높았다.

 2-23)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

주: 자료원의 구체적인 출처는 참고문헌에 밝힘.

□ 연도별 추이

6개월 완전 모유수율은 2001년 7.6%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37.4%로 29.8%p 

증가하였다. 이후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증가율은 미미하였다. 

〔그림 3-83〕 연도별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20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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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인구 십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산출식

산출식: (지역별 산부인과 전문의 수/지역별 인구 수)*100,000

1) 분자: 지역별 산부인과 전문의 수
2) 분모: 지역별 인구 수
3) 단위: 인구 십만명당 명수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정보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산출 불가

산출주기 매년 산출 

 2-24) 인구 십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 연도별 추이

2011년 인구 십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10.2명이었으나, 2014년 현재 10.7명

으로 단위 인구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림 3-84〕 연도별 인구 십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2011~2014) 

□ 지역별 격차

2014년 인구 십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14.6명)

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7.1명)로 두 지역간 격차는 인구십만명당 7.5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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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조사 가구의 어머니가 4개 문항에 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으로(4~20점), 점수가 높을
수록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아짐. 

1) 지표구성
-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산출식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 관련 4개 문항의 합산(점)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2008, 2009, 2010년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일부 산출( 도시, 중소도시, 읍면부)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그림 3-85〕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2-25)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

□ 연도별 추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점수)는 2008년 14.3점, 2009년 14.6점, 2010년 14.9점

으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매우 근소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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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당해연도 총 분만건수 중 제왕절개 분만건수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제왕절개 분만건수/총 분만건수)*100

1) 분자: 제왕절개 분만건수
2) 분모: 총 분만건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Changes in the Cesarean Section Rate in Korea (1982-2012) and a Review 

of the Associated Factors
- OECD Health Data 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산출 불가

산출주기 매년 산출 

〔그림 3-86〕 연도별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2008~2010)

2-26) 제왕절개 분만율

주: 자료원의 구체적인 출처는 참고문헌에 밝힘. 

□ 연도별 추이

1982년부터 1990년  말까지 제왕절개 분만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약 36%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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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율(1982~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제왕절개 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41.7%)이었고, 가장 낮은 지

역은 광주광역시(28.6%)로 두 지역간 격차는 13.1%p였다.

〔그림 3-88〕 지역별 제왕절개 분만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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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30세 이상 성인 중 자동차 운전시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는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중 자동차 운전시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는 사람의 수/30세 이
상 상자 수)*100

1) 분자 :30세 이상 성인 중 자동차 운전시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는 사람의 수
2) 분모: 30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3기), 2007-2012(4기, 5기)

2)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4기: 2007-2009, 5기: 2010-2012) 

아. 안전의식

 2-27)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

□ 연도별 추이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은 남녀 모두 2005년에서 2012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

상을 보였다. 2012년 남성의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은 65.2%, 여성은 71.9%로 나타

났다.

〔그림 3-89〕 연도별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200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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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 지역별 격차

2012년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94.4%)이

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25.5%)로 두 지역간 격차는 68.9%p였다.

남녀 모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남성은 

23.7%, 여성은31.5%로 나타났다.

〔그림 3-90〕 지역별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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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4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4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만 40세 이
상 상자 수)*100

1) 분자: 만 4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 
2) 분모: 만 40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년, 2012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안전벨트 착용률은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이 8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 졸 이상(81.6%), 중·고졸 

이하(73.9%) 순으로 안전벨트 착용률이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이와 반 로 교

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고졸 이상)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90.2%로 가장 높았으며, 중

졸 이하(71.0%), 초졸 이하(68.3%) 순으로 안전벨트 착용률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84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72.2%), 차례로 중상(71.4%), 하(71.2%), 중하(68.4%) 순으로 안전벨트 착용률이 높

았다(통계집Ⅱ 표 3-84 참조). 

직업별로는 육체직에서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가장 높았으며(75.6%), 서비스·판매

직(67.7%), 사무직(61.8%) 순으로 안전벨트 착용률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84 참조).

  4. 보건의료서비스

가. 예방서비스

2-28-1) 국가 5대암 검진율: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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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2010년 비 2012년 위암 검진율이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불과 

0.4%p 증가한데 반해 여성은 3.8%p 증가하였다. 또한 조사 전 연도(2010년, 2012년)

에서 남성의 위암 검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91〕 연도별 위암 검진율(2010, 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위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96.4%)였으며 반 로 가

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예천군(68.1%)으로, 두 지역간 격차는 28.3%p였다17). 

남녀 모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의 위암 검진율이 가장 낮았으며, 남성은 42.8%, 

여성은 62.9%인 것으로 나타났다. 

17) 이상치(충청남도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위암 검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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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지역별 위암 검진율 

<전체>

<남자> <여자>

주: 데이터가 누락된 지역이 지도에 포함돼 범례에 0.0값이 있음.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 위암 검진율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졸 이상)에서의 위암 검진

율이 가장 높았으며(90.9%), 초졸 이하(88.3%), 중·고졸 이하(87.6%) 순으로 검진율

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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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4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4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만 40세 이
상 상자 수)*100

1) 분자: 만 4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 
2) 분모: 만 40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년, 2012년)  

소득수준별 위암 검진율의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의 위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90.5%), 차례로 소득수준 중상(89.5%), 중하(89.0%), 하(86.4%) 집단 

순으로 검진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91 참조).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의 위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91.3%), 다음으로 육체직

(90.8%), 서비스·판매직(88.0%) 순으로 검진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91 참조).

 2-28-2) 국가 5대암 검진율: 간암

□ 연도별 추이

남성의 경우 2010년 비 2012년 간암 검진율이 2.5%p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경

우 2010년 비 2012년 간암 검진율이 2.4%p 증가하였다. 또한 조사 전 연도(2010년, 

2012년)에서 남성의 간암 검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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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93〕 연도별 간암 검진율(2010, 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간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81.4%)이고, 가장 낮은 지

역은 경상북도 상주시(11.9%)로, 두 지역간 격차는 69.5%p였다18).

남성의 경우 경상북도 상주시의 간암 검진율이 19.6%로 가장 낮았으며, 여성의 경

우 경상북도 군위군이 2.7%로 가장 낮았다. 

〔그림 3-94〕 지역별 간암 검진율 

18) 이상치(충청남도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간암 검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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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5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장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5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장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만 50세 
이상 상자 수)*100

1) 분자: 만 5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장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 
2) 분모: 만 50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남자> <여자>

주: 데이터가 누락된 지역이 지도에 포함돼 범례에 0.0값이 있음.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 간암 검진율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졸 이상)에서의 간암 검진

율이 가장 높았으며(54.4%), 중·고졸 이하(45.5%), 초졸 이하(45.6%) 순으로 검진율

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98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의 간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

(54.4%), 차례로 소득수준 중상(47.2%), 중하(44.5%), 하(44.0%) 집단 순으로 검진율

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98 참조).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의 간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57.1%), 다음으로 육체직

(49.3%), 서비스·판매직(45.8%) 순으로 검진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98 참조).

 2-28-3) 국가 5대암 검진율: 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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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년, 2012년)  

주: 장암의 경우 성인 인구(50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10세 구분 연령표준화가 불가해 조율을 제시함. 

□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2010년 비 2012년 장암 검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조사 전 

연도(2010년, 2012년)에서 남성의 장암 검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2년 

남성의 장암 검진율은 73.8%, 여성의 장암 검진율은 53.0%로 나타났다. 

〔그림 3-95〕 대장암 검진율(2010, 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장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나주시(91.1%)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31.0%)으로, 두 지역간 격차는 60.1%p였다. 

남성의 경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장암 검진율이 45.0%로 가장 낮았으

며, 여성의 경우 경상북도 군위군이 11.3%로 가장 낮았다19).

19) 이상치(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장암 검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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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 지역별 대장암 검진율  

<전체>

<남자> <여자>

주: 데이터가 누락된 지역이 지도에 포함돼 범례에 0.0값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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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30세 이상 성인 여성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30세 이상 여성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
만 30세 이상 상자 수)*100

1) 분자: 만 30세 이상 여성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 
2) 분모: 만 30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년, 2012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 장암 검진율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졸 이상)에서의 장암 

검진율20)이 가장 높았으며(70.2%), 중·고졸 이하(62.0%), 초졸 이하(57.8%) 순으로 

검진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105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의 장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

(67.2%), 차례로 소득수준 중상(62.7%), 중하(62.1%), 하(57.2%) 집단 순으로 검진율

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105 참조).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의 장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71.9%), 다음으로 육체직

(64.3%), 서비스·판매직(61.2%) 순으로 검진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105 

참조).

 2-38-4) 국가 5대암 검진율: 자궁경부암

□ 연도별 추이

2012년 만 30세 이상 성인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2010년 비 0.7%p 증가한 

88.5%로 나타났다. 

20) 장암의 경우 성인 인구(50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10세 구분 연령표준화가 불가해 조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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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7〕 자궁경부암 검진율(2010, 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96.9%)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45.6%)로, 두 지역간 격차는 51.3%p였다21). 

〔그림 3-98〕 지역별 자궁경부암 검진율 

주: 데이터가 누락된 지역이 지도에 포함돼 범례에 0.0값이 있음. 

21) 이상치(충청남도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자궁경부암 검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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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만 40세 이상 성인 여성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유방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40세 이상 여성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유방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만 
40세 이상 조사 상 응답자 수)*100   

1) 분자: 만 40세 이상 여성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유방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 
2) 분모: 만 40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년, 2012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 자궁경부암 검진율의 경우,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 졸 이상 

및 중·고졸 이하)에서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92.0%), 초졸 이하

(90.3%) 집단에서의 검진율이 가장 낮았다(통계집Ⅱ 표 3-110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

으며(89.2%), 차례로 소득수준 중상(89.0%), 중하(88.4%), 하(86.6%) 집단 순으로 검

진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110 참조).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92.0%), 다

음으로 사무직(91.7%), 육체직(91.4%) 순으로 검진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110 

참조).

 2-38-5) 국가 5대암 검진율: 유방암

□ 연도별 추이

2012년 만 40세 이상 성인 여성의 유방암 검진율은 2010년 비 1.7%p 증가한 

88.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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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유방암 검진율(2010, 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유방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100.0%)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및 마산합포구(64.9%)로 두 지역간 격차는 

35.1%p였다22). 

〔그림 3-100〕 지역별 유방암 검진율 

주: 데이터가 누락된 지역이 지도에 포함돼 범례에 0.0값이 있음. 

22) 이상치(충청남도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유방암 검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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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65세 이상 노인 중 최근 1년 동안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수/ 
65세 이상 상자 수)* 100

1) 분자: 65세 이상 노인 중 최근 1년 동안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수 
2) 분모: 65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 2010, 2011, 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노인),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 졸 이상)에서의 유방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83.7%), 차례로 중·고졸 이하(83.3%), 초졸 이하(81.8%) 순으로 검진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113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의 유방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

(88.6%), 차례로 소득수준 중상(87.7%), 하(87.0%), 중하(86.7%) 집단 순으로 검진율

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113 참조).

직업별로는 사무직 여성의 유방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으며(91.0%), 다음으로 육체

직(90.3%), 서비스·판매직(90.1%) 순으로 검진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113 참조).

 2-29)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2009년 이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매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조

사 전 연도(2009년~2012년)에서 노인 여성의 예방접종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2년 노인 남성의 인플류엔자 예방접종률은 79.1%, 여성은 8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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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01〕 연도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2009~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100.0%)

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64.7%)로, 두 지역간 격차는 35.3%p였다. 

남성의 경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의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21.2%로 가

장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62.5%로 가장 낮았다. 

〔그림 3-102〕 지역별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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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치과 미포함)를 받지 못한 사
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최근 1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치과 미포함)를 받지 못한 사람의 수/ 조사
상 응답자 수)*100

1) 분자: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치과 미포함)를 받지 못
한 사람의 수

주: 데이터가 누락된 지역이 지도에 포함돼 범례에 0.0값이 있음.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률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

에서의 예방접종율이 가장 높았으며(81.8%), 차례로 중졸 이하(80.9%), 고졸 이하

(79.3%) 순으로 예방접종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117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의 예방접종율이 가장 높았으며

(82.0%), 차례로 소득수준 중하(80.6%), 중상(79.1%), 상(77.0%) 집단 순으로 예방접

종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117 참조).

나. 의료이용

 2-30)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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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2) 분모: 19세 이상 조사 상 응답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 2010, 2011, 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2009~2012년)  

□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2009년 비 2010년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남성의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10.2%, 여성은 13.9%

였고, 조사 전 연도(2009~2012년)에서 여성의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림 3-103〕 연도별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2009~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33.6%)

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1.6%)으로, 두 지역간 격차는 32.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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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남성의 경우 전라남도 화순군의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24.8%로 가장 높았으

며, 여성의 경우 경상북도 청송군이 29.1%로 가장 높았다. 

〔그림 3-104〕 지역별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주: 데이터가 누락된 지역이 지도에 포함돼 범례에 0.0값이 있음.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과 65세 이상 노인 모두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율이 가장 높았다.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22.3%)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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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가구의 지불능력 비 의료비의 지출 비율이 10%를 넘는 가구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가구총지출의료비 / (가구총소득-식료품비1))>0.1인 가구 수/조사 상 응답 가
구 수} *100

1) 분자: 가구총지출의료비 / (가구총소득-식료품비)>0.1인 가구 수
2) 분모: 조사 상 응답 가구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한국의료패널, 2008, 2009, 2010, 2011, 2012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 가구총소득: 가구 내 총 근로소득과 총 자산소득의 합 
- 가구총지출의료비: 응급의료비,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응급교통비, 입원교통비, 외

래교통비, 입원간병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의약품(응급처방약값, 입원처방약값, 
외래처방약값, 약국 일반의약품 구매액, 약국 한약구매액, 3개월이상 의약품), 보건의
료용품 및 기구(약국에서 일반의약외품 구매, 안경 및 콘텍트렌즈, 의료기기 구매/임
/수리) 등이 포함

- 특이점: 성별, 교육수준, 직업은 가구주 특성에 따름.

산출주기 매년(2008~2012년)  

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고졸 이하(12.8%), 졸 이상(11.0%) 순

으로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3-124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의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가

장 높았으며(16.5%), 차례로 소득수준이 중하(13.2%), 중상(10.9%), 상(10.0%)인 집

단 순으로 미치료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124 참조).   

직업별로는 육체직에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가장 높았고(13.8%),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12.5%), 사무직(11.3%) 순으로 미치료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124 

참조).

 2-31)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율

주: 1) 2008-2010년도는 식료품비 자료를 쓸 수 없어 2011-2012년도 식료품비의 평균값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구한 값으로 체함.

□ 연도별 추이

전체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구율은 2008년 26.2%였으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에는 22.4%를 기록하였다. 2012년도 전국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구율은 남자 

가구주에서 21.2%, 여자 가구주에서 23.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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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05〕 연도별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율(2008~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30.0%)이며 반

로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10.8%)로, 두 지역간 격차는 19.2%p이었다.

남성의 경우 충청남도의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구율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51.1%로 가장 높았다. 

〔그림 3-106〕 지역별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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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낮은 소득수준에 속하는 집단은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9.3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3-131 참조).

 2-32)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구분 내 용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치과 미포함)
를 받지 못한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최근 1년 동안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치과 미포함)를 받지 못한 사
람의 수/19세 이상 조사 상 응답자 수)*100

1) 분자: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치과 미포
함)를 받지 못한 사람의 수

2) 분모: 19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 2010, 2011, 2012 
  (19세 이상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자, 19세 이상 조사 상 응답자 수)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2009~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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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남녀 모두 2009년 비 2012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감

소하였으며, 남성은 2.5%p, 여성은 3.8%p 감소하였다. 

조사 전 년도(2009년~2012년)에서 여성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

치료율이 남성보다 높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림 3-107〕 연도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2009~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

도 창원시 마산합포구(7.4%)였다. 

남성의 경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

치료율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6.6%로 가장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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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08〕 지역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남자> <여자>

주: 데이터가 누락된 지역이 지도에 포함돼 범례에 0.0값이 있음.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초졸 이하)에서의 미치료율이 가장 높았으며(8.6%), 중·고졸 이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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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

산출식

산출식: (시군구별 병상수/시군구별 인구수)*100,000

1) 분자: 시군구별 병상수
2) 분모: 시군구별 인구수
3) 단위: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병상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 2006, 2011
- 인구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2005, 2010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졸 이상(1.0%) 순으로 미치료율이 높았다(통계집Ⅱ 표 3-138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6.6%), 차례로 소득

수준 중하(2.9%), 중상(1.4%), 상(0.7%) 집단 순으로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

집Ⅱ 표 3-138 참조).

직업별로는 육체직에서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가장 높

았으며(2.2%),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1.9%), 사무직(0.8%) 순으로 미치료율이 높았

다(통계집Ⅱ 표 3-138 참조).

다. 보건의료자원

 2-33)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

 주: 병상이란, 일반병상, 신생아병상, 격리병상, 수술병상, 중환자병상, 회복병상, 분만병상, 응급병상, 무균치료실병상, 
인공신장병상, 조형모세포처치실, 물리치료병상, 낮병동병실을 포함함.

□ 연도별 추이

우리나라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는 2006년 901.9병상에서 2011년 987.5병상으로, 

인구십만명당 85.6병상( 9.5%p)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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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 연도별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2006~2011)

□ 지역별 격차

2011년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구광역시 중구(인구 십만명당 

3978.0병상)이며, 반 로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인구 십만명당 31.7병상)로 

나타났다. 

〔그림 3-110〕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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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의사수

산출식

산출식: (시군구별 의사수/시군구별 인구수)*100,000

1) 분자: 시군구별 의사수
2) 분모: 시군구별 인구수
3) 단위: 인구 십만명당 명수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의사수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 2006, 2011
- 인구수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2005, 2010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2-34) 인구 십만명당 의사수

주:  여기서 의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함.

□ 연도별 추이

인구 십만명당 의사수는 2006년 220.6명에서 2011년 257.9명으로 인구 십만명당 

37.3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6년 비 16.9%p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3-111〕 연도별 인구 십만명당 활동 의사수 (2006~2011)

□ 지역별 격차

지역별 의사인력은 군지역 보다는 수도권과 도시 위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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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간호인력수

산출식

산출식: (시군구별 간호인력수/시군구별 인구수)*100,000

1) 분자: 시군구별 간호인력수
2) 분모: 시군구별 인구수
3) 단위: 인구 십만명당 명수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간호인력수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 2006, 2011
- 인구수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2005, 2010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그림 3-112〕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의사수 

 2-35) 인구 십만명당 간호사수

주: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함.

□ 연도별 추이

인구 십만명당 간호인력수는 2006년 401.9명에서 2011년 564.1명으로 인구 십만

명당 162.2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6년 비 40.4%p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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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연도별 인구 십만명당 활동 간호인력수(2006~2011)

□ 지역별 격차

간호인력의 지역적 분포 역시 의사인력의 지역적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적으로 군지역 보다 도시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림 3-114〕 지역별 인구 십만명당 간호인력수 



178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

구분 내 용

지표정의 지역별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당 인구수

산출식

산출식: 광역시도별 인구수/광역시도별 응급의학과 전문의수

1) 분자 :광역시도별 인구수
2) 분모: 광역시도별 응급의학과 전문의수
3) 단위: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 인구수: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광역시도  

산출주기 매년

 2-36)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인당 주민수 

□ 연도별 추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인당 인구수는 전국을 기준으로 2010년 58751.9명, 2011년 

51961.8명, 2012년 46996.7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3-115〕 연도별 응급의학과전문의 일인당 주민수(2010-2012)

□ 지역별 격차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부산

광역시 등이었고, 도 단위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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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해당 지역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보건의료예산/해당지역 전체 예산)*100

1) 분자: 지역별 보건의료 예산
2) 분모: 지역 전체 예산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자치단체로서 시군구별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광역자치단쳬, 기초자치단쳬

산출주기 매년

〔그림 3-116〕 지역별 응급의학과전문의 일인당 주민수  

라. 보건의료재정

2-37)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 지역별 격차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였고,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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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해당 지역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사회복지 예산/해당지역 전체 예산)*100

1) 분자: 지역별 사회복지 예산
2) 분모: 지역 전체 예산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자치단체로서 시군구별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산출주기 매년

〔그림 3-117〕 지역별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시도> <시군구>

주: 제주특별자치시와 제주도는 시군구 단위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2-38)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 지역별 격차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전광역시, 전라북도였다. 반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가

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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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특정 연령에 도달한 개인이 앞으로 더 살 것으
로 기 되는 평균 연 수

산출식

산출식: 

- 사망자료와 분모자료 (인구센서스 혹은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구
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령별 사망확률을 계산

  ①연령별 사망률  




  ②연령별 사망확률  















 







   

〔그림 3-118〕 지역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시도> <시군구>

주: 제주특별자치시와 제주도는 시군구 단위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제4절 건강결과

  1. 수명

가. 기대수명, 건강수명

 3-1) 출생시 기대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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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연령별 사망확률을 이용하여 연령별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 (lx)를 계산

- 연령별 생존자 수를 토 로 연령별 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x 연령에서 x+n 
연령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에 생존할 것으로 기 되는 생존 연 수의 합계 nLx)를 계산

 

      

- 특정 연령 이후 총 정지인구 (Tx)를 계산

  
∞


- 연령군 별 기 여명 (ex)은 다음과 같이 산출

   



- 단위 : 세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0/2005/2010년의 성별․연령별 (5세 간격) 16개 시도 및 학력 수준 

별 사망자 수. 2009~2011년의 성별․연령별 (5세 간격) 249개 시군구별 사망자 수
- 인구센서스 자료: 2000/2005/2010년의 성별․연령별 (5세 간격) 16개 시도 및 학력 수준 

별 인구 수
- 주민등록자료: 2009~2011년 성별․연령별 (5세 간격) 249개 시군구 별 연앙 인구 수 
- 2010년 인구센서스 10% 표본 활동제한 조사: 성별․연령별 (5세 간격) 16개 시도, 249개 

시군구, 학력 수준 별 활동 제한 유병률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학력

□ 연도별 추이

2000년 남자 출생시 기 여명은 78.8세로 2010년 82.8세와 비교했을 때 4.0세 증

가하였고, 여자 출생시 기 여명은 2000년 71.9에서 2010년 76.5세로 4.6세 증가하

였다. 조사 전 연도(200~2010년) 여자의 출생 기여명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림 3-119〕 연도별 출생시 기대여명(0세 기준, 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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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 지역별 격차

2010년 남녀(전체)의 출생시 기 여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83.33세)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태백시(76.81세)였다.

남성의 경우 출생시 기 여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81.72세)였

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태백시(72.29세)였다. 여성의 출생시 기 여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84.87세),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가평군(81.07세)이었다. 

〔그림 3-120〕 지역별 출생시 기대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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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출처:e나라지표 홈페이지. 접속 2014.12.11.14:22)

산출식

산출식: 

- 사망자료와 분모자료 (인구센서스 혹은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구
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령별 사망확률 계산

- 연령별 사망확률을 이용하여 연령별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 (lx) 계산

- 연령별 생존자 수를 토 로 연령별 정지인구 (nLx) 계산

- 활동제한 유병률 (인구센서스 자료)을 활용하여 연령별 정지연구에 해당 인구 중 건강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분율을 곱함(π: 유병률, nL'x).

  
′    

- 특정 연령 이후 총 정지인구 (T'x)를 계산

  
′ ∞ 

′

- 연령군 별 건강수명 (e'x): 
′  


′

- 유병률 추정에는 표본자료가 사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변이를 고려하여 연령구간별 표준
오차를 산출함(인구센서스 10% 표본 활동제한 조사에 별도의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항분포를 전제하여 표준오차를 계산) (Molla et al. 2003).

        

  
′   



  


   

- 단위: 세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0/2005/2010년의 성별․연령별 (5세 간격) 16개 시도 및 학력 수준 별 
사망자 수. 2009~2011년의 성별․연령별 (5세 간격) 249개 시군구별 사망자 수

- 인구센서스 자료: 2000/2005/2010년의 성별․연령별 (5세 간격) 16개 시도 및 학력 수준 
별 인구 수

- 주민등록자료: 2009~2011년 성별․연령별 (5세 간격) 249개 시군구 별 연앙 인구 수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에 따른 30세 기 여명은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남녀 모두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교육수준간 격차는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2010년 남성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30세 기 여명은 41.2년인데 비해 

학 졸업 이상 학력자 집단의 30세 기 여명은 50.7년으로 그 차이는 9.5년에 달한

다. 여성의 경우, 학 졸업 이상 학력자 집단의 30세 기 여명이 55.5년인데 비해 중

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의 경우는 50.6년으로 4.9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4-3, 표 4-4 참조).

 3-2) 건강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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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2010년 인구센서스 10% 표본 활동제한 조사: 성별․연령별 (5세 간격) 16개 시도, 249
개 시군구, 학력 수준 별 활동 제한 유병률

2) 주요변수
-지역별격차: 시군구
-인구집단별 격차: 학력

<전체>

 주: 2010년 시군구별 기 여명과 건강기 여명 산출 시, 성별, 연령별 인구 규모가 작아 추정값이 불안정해지는 문제
점을 완화하기 위해, 분자에 해당하는 사망자료와 분모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인구 자료 모두 2009~2011년 3개년 
치의 합계를 활용하였음. 또한 활동제한 유병률의 경우 특정 시군구의 성별/연령 구간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 그 
시군구가 포함된 광역 시도 전체의  해당 성별/연령별 유병률을 적용하였음.    

□ 지역별 격차

2010년 출생 시 건강기 여명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특별시(72.4세)이며, 가장 짧

은 지역은 전라남도(68.8세)로 그 격차는 3.6세였으며, 이는 기 여명의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 여명과 건강기 여명의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9.7세)였

으며, 가장 작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7.7세였다. 남성의 경우, 건강기 여명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71.5세), 가장 짧은 지역은 전라남도(67.0세)로, 그 격차가 4.5세였다. 여

성의 건강기 여명이 가장 긴 지역은 충청남도(73.4세), 가장 짧은 지역은 강원도

(70.8세)로, 그 격차는 2.6세였다. 

〔그림 3-121〕 지역별 건강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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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 응답한 사람 중 자가 평가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
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p.712)

산출식 산출식: (자가 평가 건강수준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19세 이상 
상자 수)*100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2010년 출생 시 건강기 여명의 경우, 성별 격차는 기 여명 격차보다 작지만, 학

력과 지역 별 격차는 기 여명 격차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중학교 

졸업 이하 남성의 30세 건강기 여명은 32.8세이지만, 학 졸업 이상은 45.9세로 그 

차이는 13.5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학 졸업 이상의 30세 건강기

여명이 48.4세인데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는 38.2세로 10.2년이 짧은 것으로 나타

났다(통계집Ⅱ 표 4-3, 표 4-4 참조).

  2. 주관적 건강

가. 주관적 건강수준

 3-3)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자기평가 건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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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1) 분자: 자가 평가 건강수준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
2) 분모: 19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 (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별

산출주기 매년

주: 1) 30세 이상의 인구집단에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을 산출함.

□ 연도별 추이

2005년 남성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46.8%에서 2012년 32.8%로 

14.0%p 감소하였고, 여성은 36.4%에서 26.1%로 10.3%p 감소하였다. 또한 남성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여성보다 높은 반면 하락 폭은 큰 것으로 보였다.

〔그림 3-122〕 연도별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2005~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강진군(61.9%)이

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천시(26.6%)였다. 남성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

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강진군(68.0%),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천시(28.0%)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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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59.4%)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안동시(25.4%)였다.

〔그림 3-123〕 지역별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전체>

<남자> <여자>



제3장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 189

구분 내 용

지표정의 EQ-5D 항목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 30세 이상 상자 수)*100

1) 분자: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

2) 분모: 30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 (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30~64세와 65세 이상 모

두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높아졌다. 직업별 양

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사무직(32.5%), 서비스·판매직(33.1%), 육체직 

(39.9%) 순으로 높아졌다(통계집Ⅱ 표 4-9 참조).

 3-4)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연도별 추이

연도별로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05년 36.8%였으나 2009년까지 점차 감소하다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9%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007년 51.7% 로 가장 높았고, 2009년

까지 점차 감소하다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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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24〕 연도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2005~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은 서울시 강동구(39.3%)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10.4%)이었다. 남성의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충남 홍성군(33.0%),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7.0%)였다. 여성의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서울시 강동구(48.0%),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13.4%)이었다. 

〔그림 3-125〕 지역별 건강관련 삶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EQ-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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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의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

은 48.2%, ‘상’인 집단에서는 27.3%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

(EQ-5D)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통계집Ⅱ 표 4-16 참조). 

30~64세의 교육수준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초졸 이하’에서 48.1%, ‘전문 졸 이상’에서 26.4%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교육수

준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초졸 이하’ 68.4%, 

‘고졸 이상’ 48.5%였다(통계집Ⅱ 표 4-16 참조). 

직업별로는 육체직 19.8%, 서비스‧판매직 27.6%, 사무직 27.6%로, 육체직 집단에

서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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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측정하는 문항 중 “부분도움” 
혹은 “완전도움” 혹은 “적은 부분 도움” 혹은 “많은 부분 도움” 혹은 “전혀 할 수 없음”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65세 이상 인구 중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 중 “부
분도움” 혹은 “완전도움” 혹은 “적은 부분 도움” 혹은 “많은 부분 도움” 혹은 “전
혀 할 수 없음”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사람수/ 만 65세 이상 인구 
수)*100

1) 분자: 만65세 이상 인구 중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 중 “부
분도움” 혹은 “완전도움” 혹은 “적은 부분 도움” 혹은 “많은 부분 도움” 혹은 
“전혀 할 수 없음”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사람 수

2) 분모: 만65세 이상 인구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노인실태조사(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

산출주기 3년

  3. 객관적 건강

가. 활동제한

 3-5) 활동제한율(ADL, IADL)23) 

□ 연도별 추이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남녀 모두 활동제한율이 감소하였다. 여성은 33.4%에서 

16.3%로 17.1%p 감소하였고, 남성은 18.4%에서 10.0%로 8.4%p 감소하였다. 

23) 1) 일상생활수행능력(ADL): ①옷 입기, ②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③목욕 또는 샤워하기, ④차려놓은 음
식 먹기, ⑤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⑥화장실 출입과 소변 후 닦고 옷 입기, ⑦ 소변 조
절하기

    2)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①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②집안일(실내청소, 설
거지, 침구정리, 집단 정리정돈 등), ③식사준비(음식재료 준비, 요리, 상차리기), ④빨래(손 혹은 세탁
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⑤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⑥금전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⑦근거리 외출하기(걸어서), ⑧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⑨전화 걸고 받기, 
⑩교통수단 이용하기( 중교통, 개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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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26〕 연도별 활동제한율(ADL, IADL)(2008~2011)

□ 지역별 격차

활동제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중구로 70.1%에 달했으나 상 인구가 매우 

적어 신뢰성이 비교적 낮다. 시도 수준에서는 광주광역시의 활동제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7〕 지역별 활동제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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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고혈압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고혈압 진단경험이 있는 30세 이상의 인구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3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고혈압 진단경험이 있
는 사람/만 30세 이상 상자 수)*100

1) 분자: 만 3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고혈압 진단경험이 있는 사람
2) 분모: 만 30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2011년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을 받는 노인은 전체 13.2%로, 남성 10.0%, 여성

에서 16.3%로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4-19, 표 4-20, 표 4-21 참조).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에 따라 활동제한율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수준이 하에 속

하는 집단은 상에 속하는 집단에 비해 활동제한율이 1.3배 높았으며, 고졸 이상 집단

에 비해 중졸 이하인 집단은 1.4배, 초졸 이하 집단은 1.8배 이상 각각 활동제한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4-23 참조)

나. 만성질환 유병

 3-6) 고혈압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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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 (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2) 주요변수
-지역별 격차 : 시군구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 연도별 추이

2005년 남성 고혈압 유병률은 32.0%, 여성은 24.5%였으며,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

하고 있으나 체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2년 남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31.9%, 여성은 24.9%로 나타났다. 

〔그림 3-128〕 연도별 고혈압 유병률(2005~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23.6%)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12.0%)이었다. 남성의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

울시 도봉구(26.5%),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9.8%)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서천군(26.4%)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도 과천시(1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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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그림 3-129〕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31.8%였고, ‘상’인 집안에서는 26.5%

로 소득이 높을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낮았다. 30~64세 성인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일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높았으나,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중졸 이하’의 고혈압 유병

률이 가장 높았다. 직업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통계집Ⅱ 

표 4-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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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의사에 의해 관절염으로 진단경험이 있는 50세 이상의 인구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50세 이상 성인 중 의사에 의해 관절염으로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만 
50세 이상 상자 수)*100

1) 분자: 만 50세 이상 성인 중 의사에 의해 관절염으로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
2) 분모: 만 50세 이상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 (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
강영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2) 주요변수
지역별 격차: 시군구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3-7) 관절염 유병률

□ 연도별 추이

연도별로 관절염 유병률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다. 여성의 관절염 유병률은 2005

년 33.9%에서 2012년 24.0%로 낮아졌고, 남성 관절염 유병률은 2005년 12.1%에서 

2012년 6.7%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관절염 유병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그림 3-130〕 연도별 관절염 유병률(200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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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 지역별 격차

2012년 관절염 유병률(50세 이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괴산군(32.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 유성구(9.5%)였다. 남성 관절염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

남 서천군(18.1%),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1.8%)로 나타났다. 여성 

관절염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48.0%), 가장 낮은 지역은 전 

유성구(13.3%)로 나타났다. 

〔그림 3-131〕 지역별 관절염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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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당뇨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당뇨 진단경험이 있는 30세 이상의 인구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당뇨 진단경험이 있는 
사람/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수)*100

1) 분자: 만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당뇨 진단경험이 있는 사람
2) 분모: 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 (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2) 주요변수
- 지역별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의 관절염 유병률은 20.7%, ‘상’인 집단은 14.3%로 소득수

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관절염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

절염 유병률이 낮았다(통계집Ⅱ 표 4-37 참조).

 3-8) 당뇨병 유병률

□ 연도별 추이

남자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7년부터 조금씩 감소하였고, 여자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5년 6.5%에서 2012년 7.9%로 증가하였다. 

〔그림 3-132〕 연도별 당뇨병 유병률(200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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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격차

2012년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논산시(11.2%)였고, 가장 낮은 지역

은 경남 창원시(4.3%)였다. 남성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파주시

(13.8%),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창원시(3.5%)였다. 여성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

역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11.9%),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2.5%)로 나타났

다.

〔그림 3-133〕 지역별 당뇨병 유병률   

<전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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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의사에 의해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으로 진단경험이 있는 30세 이상의 인구 비율

산출식

산출식: (허혈성 심질환 유병율은 의사에 의해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으로 진단경험이 있는 
사람/ 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수)*100

1)분자: 의사에 의해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으로 진단경험이 있는 사람
2)분모: 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수
3)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 (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의 당뇨병 유병률은 12.7%, ‘상’인 집단은 8.9%로 소득이 높

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낮았다. 또한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서 유병률이 높았고,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직업별 당뇨병 유병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통계집Ⅱ 표 4-44 참조).

 3-9)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 

□ 연도별 추이

남성과 여성 모두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이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남성의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은 2.2%, 여성의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은 1.8%였다. 

〔그림 3-134〕 연도별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200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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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지역별 격차

2012년 허혈성 심질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담양군(4.7%)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0.7%)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허혈성 심질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담양군(6.4%),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영동구(0.7%)였다. 여성의 경우 허혈성 심질환이 가

장 높은 지역은 충북 충주시(3.8%),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0.3%)로 나타났다.

〔그림 3-135〕 지역별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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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현재 폐결핵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30세 이상의 인구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중 현재 폐결핵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수)*100

1) 분자: 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중 현재 폐결핵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2) 분모: 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 (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
강영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2) 주요변수
지역별 격차: 시군구
인구집단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 인구집단별 격차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낮았으며, 소득과 직업군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이 

2.7%이고, ‘상’인 집단에서는 1.9%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0~64세의 교육수준

별 허혈성 심질환 유병률은 ‘초졸 이하’ 1.6%, ‘전문 졸 이상’ 1.1%로 0.5%p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육체직 1.5%, 서비스‧판매직 1.6%, 사무직 2.2%로 사무직인 

집단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통계집Ⅱ 표 4-51 참조).

 3-10) 폐결핵 유병률 

□ 연도별 추이

폐결핵 유병률은 2007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도에 다소 증가하

였고 2012년도에는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여성 2010년도 관측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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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36〕 연도별 폐결핵 유병률(2007~2012)

□ 지역별 격차

2012년 폐결핵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봉화군(1.01%)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폐결핵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봉화군(1.56%)이었고, 여성의 경

우에는 부산 기장군(0.97%)에서 폐결핵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3-137〕 지역별 폐결핵 유병률



제3장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 205

구분 내 용

지표정의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B형 간염을 앓았다고 응답한 30세 이상 인구 비율임.

산출식

산출식: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B형 간염을 앓았다고 응답한 사람/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수)*100

1) 분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B형 간염을 앓았다고 응답한 사람
2) 분모: 만 30세 이상 검진 상자 수
3)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자료원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3기 (2005), 4기(2007-2009), 5기(2010-2012))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산출주기 매년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폐결핵 현재 유병률 수준이 매우 낮다보니 절 격차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만 나타났

다. 상 격차를 기준으로 볼 때, 직업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사무직보다 육체직에

서 비교적 큰 폐결핵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4-58 참조).

 3-11) 간염 유병률(B형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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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연도별 추이

2005년 남성 간염 유병률은 4.8%로 2012년 5.6%에 비해 0.8p% 상승하였다. 여성 

간염 유병률은 2005년 3.6%로 2012년 4.0%에 비해 0.4%p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간염 유병률 상승폭이 크고 높았다. 

〔그림 3-138〕 연도별 간염 유병률(B형 감염)(2005~2012)

3.7

3.6

□ 지역별 격차

2012년 B형 간염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1.2%)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

우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2.2%), 여성의 경우는 충남 연기군(1.7%)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9〕 지역별 간염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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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출생아 십만명당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 
사망자수

산출식

산출식: (당해연도 모성사망자수/당해연도 연간 출생아수)*100,000

1) 분자: 당해연도 모성사망자수
2) 분모: 당해연도 연간 출생아수
3) 단위: 출생아 십만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2000~2008년 모성사망비: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
-2009~2011년 모성사망비: 통계청. 2009-2011 사망원인 보완조사 결과

2) 주요변수
- 연도별 추이

산출주기 매년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B형 간염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남성과 여성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남성의 경우 서비스·판매직(4.9%), 여성에서

는 육체직(3.3%)의 B형 간염 유병률이 가장 낮았다(통계집Ⅱ 표 4-65, 표 4-66, 표 

4-67 참조). 

 3-12) 모성사망비



208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

구분 내 용

지표정의 출산아 중 영아기 사망자수

산출식

산출식: (출생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수/당해연도 연간 출생아수)*1,000
1) 분자: 출생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수
2) 분모: 당해연도 연간 출생아수
3) 단위: 출생아 천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4). 영아사망률.
- 통계청(2010-2012).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2010-2012). 주민등록인구.

2) 주요변수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 연도별 추이

2000년 출생아 십만명당 15.2명 수준이던 모성사망비는 2008년 12.4명으로 감소

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1년 17.2명 수준에 이르렀다. 

2000~2011년 기간 동안 모성사망자 수는 매년 100명 미만이었다. 

〔그림 3-140〕 연도별 모성사망비(출생아 십만명당)(2000~2011)

 3-13) 영아사망률

주: 1) 신생아기(neonatal period): 생후 0~27일 영아
     2) 영아기(infant): 생후 1세까지
     3) 신생아사망률(neonatal mortality): 출산아 중 신생아기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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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2005년 남아 사망률은 4.3명으로 2009년 3.3명까지 다소 하락하였다가 2010년 

3.7명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3년 3.1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 여아 사망률은 4.0명에서 2013년 2.9명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3-141〕 연도별 영아사망률(2005~2013)

4.0

□ 지역별 격차24)

광역시도별 영아사망률은 강원도가 영아 천명당 4.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가 

2.8명으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 영아사망률은 최  영아 천명당 8.6명에서 최소 0.6

명의 분포를 나타냈다.

24) 지역별 영아 사망자의 수가 작기 때문에 2010~2012년 사망자수의 합산을 이용하여 영아사망률을 산출
함. 그러나 지역의 구분이 시군구 수준인 경우에도 영아사망자 수와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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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5세 미만 전체 아동 중 사망자 수

산출식

산출식: (5세 미만 사망자 수 / 5세미만 아동의 수)*1,000
1) 분자: 2010-2012년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자 수
2) 분모: 2010-2012년 5세 미만 아동의 수
3) 단위: 5세미만 아동 천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통계청(2010-2012).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2010-2012). 주민등록인구.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산출주기 매년

〔그림 3-142〕 지역별 영아사망률 

 3-14)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 지역별 격차25)

광역시도별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아동 천명당 0.7~1.0명의 분포를 보였다. 시군

구별로는 아동 천명당 0.2~2.8명의 분포를 나타내, 광역시도에 비해 더 큰 지역간 변

25) 지역별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자의 수가 작기 때문에 2010~2012년 사망자수의 합산을 이용하여 5세 미
만 아동사망률을 산출하였음. 그러나 지역의 구분이 시군구 수준인 경우에도 사망자 수와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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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아동 인구 십만명당 아동학 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 p.69 재구성)

산출식

산출식: (아동학 사례수/0~17세 추계아동인구)*100,000

1) 분자: 아동학 사례수
2) 분모: 0~17세 추계아동인구
3) 단위: 인구십만명당 학 아동 발견 수

자료원 및 변수

1)자료원
- 2002-2012년: 보건복지부. 학 피해아동보호현황.
- 2013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

2)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직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상여부

산출주기 매년

이를 나타내었다.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이 아동 천명당 1.5명 이상인 시군구는 14곳으

로 아동사망률을 산출할 수 있었던 지역 247곳 중 5.7%를 차지하였다.

〔그림 3-143〕 지역별 5세미만 아동 사망률  

 3-15) 학대아동 발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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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이

학 아동 발견율은 0~17세 아동 십만명당 2002년 21.2명 수준이었으나, 2013년 

72.8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144〕 연도별 학대 아동 발견율(2002~2013)

□ 지역별 격차 

학  아동 발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아동 십만명당 184.2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아동 십만명당 37.5명)였다. 

〔그림 3-145〕 지역별 학대 아동 발견율



제3장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 213

구분 내 용

지표정의 65세 이상 인구중 저작불편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65세 이상 인구 중 저작불편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65세 이상의 인구)*100

1)분자: 65세 이상 인구 중 저작불편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2)분모: 65세 이상의 인구
3)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 (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 인구집단별 격차

학 행위자의 직업유형 중 무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았으나, 관리직, 전문직 

및 사무직이 학 행위자인 경우도 13% 정도로 나타났다. 

 3-16)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 노인의 저작불편율은 약 46% 수준을 보였으며, 여성은 전반적으로 증

가, 남성은 2011년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3-146〕 연도별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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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격차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산청군(65.7%),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23.5%)였다. 남성 노인의 저작불편 호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

북 익산시(63.7%)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16.4%)였다. 여성의 경

우, 저작불편 호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산청군(69.2%),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24.5%)로 나타났다.

〔그림 3-147〕 지역별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전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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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는
지에 한 질문에 “예”로 답한 분율임.

산출식

산출식: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예”로 답한 사람/ 만 30세 이
상의 인구)*100

1)분자: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
고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예”로 답한 사람 

2)분모: 만 30세 이상 인구
3)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별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2012 
- 인구집단별 격차: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2010-2012) (연도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4기(2007-2009), 5기(2010-2012))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하’ 집단이 ‘상’에 비해 유의하게 저작불편율이 높았고, 특히 여

성에서 차이가 컸다. 교육수준간 비교에서는 초졸 이하에서 저작불편 유병률이 높았으며, 특히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중졸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통계집Ⅱ 표 4-78, 표 4-79, 표 4-80 참조).

 3-17) 최근 1년간 손상경험률

□ 연도별 추이

2005년 남성의 1년간 손상 경험률은 7.4%였으나, 2012년에는 6.6%로 다소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 2005년 이후 매우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2년 6.7%로 나타났다. 

〔그림 3-148〕 연도별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2005~2012)

6.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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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격차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26.4%),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군위군(1.3%)으로, 두 지역간 격차는 25.1%p였다. 남성의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

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28.7%)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군위군(1.7%)이

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같이 손상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경북 의성군(22.4%), 

가장 낮은 지역이 경북 군위군(0.8%)이었다. 

〔그림 3-149〕 지역별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

<전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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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급성심근경색 환자, 뇌졸중 환자, 중증외상 환자를 말하며, 여기서는 각 증상으로 인
한 응급환자 중 진료결과가 사망으로 종결된 환자의 분율임.

산출식

- 급성심근경색 응급 환자 사망률: (급성 심근경색 응급환자 사망자수/급성 심근경색 
응급환자수)*100

- 뇌졸중 응급 환자 사망률: (뇌졸중 응급환자 사망자수/뇌졸중 응급환자수)*100
- 중증외상 응급 환자 사망률: (중증외상 응급환자 사망자수/중증외상 응급환자수)*100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2) 주요변수
지역별 격차: 광역시도

산출주기 매년

□ 인구집단별 격차

최근 1년간 손상경험률은 소득수준별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득수

준이 가장 낮은 군에서 가장 높은 손상경험률을 나타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군에서 가장 높은 손상경험률을 나타냈다. 직업별 손상

경험률은 사무직 7.9%, 서비스·판매직 6.8%, 육체직 6.3%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집Ⅱ 

표 4-85 참조).

 3-18) 3대 응급환자 사망률(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주: 1) 급성 심근경색  환자란 진단코드 I210∼I219에 해당되는 환자를 의미
     2) 뇌졸중 환자란 진단코드 I60∼I64에 해당되는 환자를  의미
     3) 중증외상 환자란 SRR 기반의 중증외상환자와 ICISS기반의 중증외상환자를 포함하며, SRR 기반의 중증외상 환

자란 기 생존확률(SRR,  Survival risk Ratio)이 일정수준 미만인 외상 환자를 의미하고, ICISS 기반의 중증
외상 환자란  ICIS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Based Injury Severity Score)가  0.9 미만인 
외상 환자를 의미

□ 지역별 격차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전국 평균 사망률은 2.0%, 뇌졸중 응급환자의 

전국 평균 사망률은 0.6%, 중증 외상환자의 전국 평균 사망률은 1.4%로 나타났다.

지역별 급성심근경색 응급환자 사망률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

고, 뇌졸중 응급환자 사망률과 중증외상 응급환자 사망률은 경상남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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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지역별 급성심근경색환자 사망률  

〔그림 3-151〕 지역별 뇌졸중환자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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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전체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그림 3-152〕 지역별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4. 사망 

가. 총사망26)

 3-19) 총 사망률

26) 사망은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표적인 지표임. 사망은 유병에 비해 발생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고, 누적
된 건강수준의 최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역사적으로도 영국의 블랙리포트
(1992) 및 미국의 Kitagawa와 Hauser(1973)의 연구에서도 사망률을 이용하여 건강불평등 양상을 보
고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사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망신고자료의 완전성 
문제도 체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강영호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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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총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2년 남성

의 사망률은 십만 명당 536.1명, 여성은 271.2명이었다.

〔그림 3-153〕 연도별 총 사망률(2003~2012)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

구로 십만명당 376.9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로 827.5명이었다. 이

는 전국 평균에 비해 1.43배 더 사망하고, 인구 십만명당 250.0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성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로 십만 명당 204.6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370.1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28배, 인

구 십만 명당 80.5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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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그림 3-154〕 지역별 총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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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암(C00-C97)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5.5

배, 십만 명당 938.4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

해 사망 위험이 4.6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1.3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93, 표 4-94, 표 4-95 참조).

30-64세 남성에서 육체직은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1.4배 높았고, 서비스·판매

직은 1.87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2.5배 높았다(통

계집Ⅱ 표 4-10, 표 4-11 참조).

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27)

 3-20-1) 전체 암 사망률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암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고, 남성의 암 사망

27)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서는 국내 성별 5  사망원인에 포함되는 질병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폐렴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암에 해서는 사망률이 높은 암종인 폐암, 간암, 위암을 추가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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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감소폭이 여성의 암사망률 감소폭보다 더 컸으나, 남성의 암 사망률의 여성의 암 사

망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암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남성의 

표준화 사망률은 십만 명당 164.3명, 여성은 7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5〕 연도별 전체 암 사망률(2003~2012)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의 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로 십만명당 124.8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246.0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4배 더 사망하고, 십만 명당 69.3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성 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십만명당 58.0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장흥군으로 107.8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4배, 십만 

명당 32.1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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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56〕 지역별 암 사망률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2.9

배, 십만 명당 153.4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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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폐암(C34)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해 사망 위험이 2.0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1.1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00, 표 4-101, 표 4-102 참조).

30-64세 남성에서 육체직은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2.1배 높았고, 서비스·판매

직은 2.5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4.0배 높았다(통계

집Ⅱ 표 4-101, 표 4-102 참조).

 3-21-2) 3대 암 사망률: 폐암

 

□ 연도별 추이

폐암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2년 남

성의 표준화 사망률은 십만 명당 43.4명, 여성은 11.0명이었다. 

〔그림 3-157〕 연도별 폐암 사망률(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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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폐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

남구로 십만명당 25.8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로 76.2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7배 더 사망하고, 십만 명당 30.2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성 폐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십만명당 5.7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칠곡군으로 20.5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8배, 

십만 명당 8.9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그림 3-158〕 지역별 폐암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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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위암(C16)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2.9

배, 십만 명당 23.5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2.1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

망 위험이 1.4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07, 표 4-108, 표 4-109 참조).

30-64세 남성에서 육체직은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1.9배 높았고, 서비스·판매

직은 2.2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4.1배 높았다(통계

집Ⅱ 표 4-108, 표 4-109 참조).

 3-21-3)  3대 암 사망률: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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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위암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2년 남

성의 표준화 사망률은 십만 명당 21.5명, 여성은 8.4명이었다.

〔그림 3-159〕 연도별 위암 사망률(2003~2012)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위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

군으로 십만 명당 10.3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49.0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2.0배 더 사망하고, 십만 명당 24.5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성 위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 순창군으로 십만 명당 2.9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29.3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3.1배, 

십만 명당 19.9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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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60〕 지역별 위암 사망률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2.6

배, 십만 명당 19.6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1.7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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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간암(C22)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망 위험이 1.3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14, 표 4-115, 표 4-116 참조).

30-64세 남성에서 육체직은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2.3배 높았고, 서비스·판매

직은 2.8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4.9배 높았다(통계

집Ⅱ 표 4-115, 표 4-116 참조).

  3-20-4) 3대 암 사망률: 간암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간암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2년 남

성의 표준화 사망률은 십만 명당 28.9명, 여성은 7.4명이었다.

〔그림 3-161〕 연도별 간암 사망률(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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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간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

시로 십만명당 19.1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양시로 60.5명이었다. 이

는 전국 평균에 비해 2.0배 더 사망하고, 십만명당 29.7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성 간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십만명당 1.2명이었고

(해당 기간 간암 여성 사망자가 없었던 충청북도 증평군 제외),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광역시 강서구로 19.2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2.4배, 십만명당 11.3명이 추

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그림 3-162〕 지역별 간암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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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뇌혈관질환(I60-I69)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명당 명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3.4

배, 십만 명당 52.7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4.4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

망 위험이 1.0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21, 표 4-122, 표 4-123 참조).

30-64세 남성에서 육체직은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1.9배 높았고, 서비스·판매

직은 2.5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1.8배 높았다(통계

집Ⅱ 표 4-122, 표 4-123 참조).

 3-21-1) 5대 사인별 사망률: 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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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2

년 남성의 표준화 사망률은 십만 명당 45.6명, 여성은 28.6명이었다. 

〔그림 3-163〕 연도별 뇌혈관질환 사망률(2003~2012)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는 서울특별

시 서초구로 십만 명당 27.3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로 79.3명이었

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6배 더 사망하고, 십만 명당 28.0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

다. 여성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십만 명당 18.9

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로 54.0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7배, 십만 명당 22.1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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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그림 3-164〕 지역별 뇌혈관질환 사망률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4.5

배, 십만 명당 41.6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5.5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

망 위험이 1.3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28, 표 4-129, 표 4-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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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심장질환(I20-I51)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30-64세 남성에서 육체직은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1.5배 높았고, 서비스·판매

직은 2.1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2.1배 높았다(통계

집Ⅱ 표 4-129, 표 4-130 참조).

 3-21-2) 5대 사인별 사망률: 심장질환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심장질환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7년 이후 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2012년 남성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십만명당 47.7명, 여성은 27.6명이었다. 

〔그림 3-165〕 연도별 심장질환 사망률(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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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심장질환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시로 십만 명당 22.3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96.7명이

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2.0배 더 사망하고, 십만 명당 47.1명이 더 사망하는 셈

이다. 여성 심장질환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십만 명당 15.2

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58.7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

해 2.0배, 십만 명당 29.5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그림 3-166〕 지역별 심장질환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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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당뇨병(E10-E14)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4.5

배, 십만 명당 67.7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5.5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

망 위험이 1.2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35, 표 4-136, 표 4-137 참조).

30-64세 남성에서 육체직은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1.7배 높았고, 서비스·판매

직은 2.3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2.1배 높았다(통계

집Ⅱ 표 4-136, 표 4-137 참조).

 3-21-3) 5대 사인별 사망률: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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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당뇨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2년 남

성의 표준화 사망률은 십만명당 21.0명, 여성은 12.7명이었다. 

〔그림 3-167〕 연도별 당뇨 사망률(2003~2012)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당뇨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

군으로 십만명당 6.9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41.8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9배 더 사망하고, 십만명당 19.8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성 당뇨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십만

명당 3.5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시로 25.8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

균에 비해 2.0배, 십만명당 12.6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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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그림 3-168〕 지역별 당뇨 사망률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6.6

배, 십만 명당 28.8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13.5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1.1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42, 표 4-143, 표 4-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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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폐렴(J12-J18)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30-64세 남성에서 육체직은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1.2배 높았고, 서비스·판매

직은 1.8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서비스·판매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1.3배 높

았다(통계집Ⅱ 표 4-143, 표 4-144 참조).

3-21-4) 5대 사인별 사망률: 폐렴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폐렴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 남성의 폐렴 사망률은 십만 명당 20.2명, 여성은 9.6명이었다. 

〔그림 3-169〕 연도별 폐렴 사망률(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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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폐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화천군

으로 십만 명당 6.0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증평군으로 50.3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2.6배 더 사망하고, 십만 명당 30.7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

성 폐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십만 명당 4.0명이었고 

(해당 기간 폐렴 여성 사망자가 없었던 경상북도 울릉군 제외),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

북도 괴산군으로 24.1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2.6배, 십만 명당 14.9명이 추

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그림 3-170〕 지역별 폐렴 사망률 



242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

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외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20.9

배, 십만 명당 16.9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26.7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1.2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49, 표 4-150, 표 4-151 참조).

30-64세 남성에서 서비스·판매직은 사무직에 비해 사망 위험이 2.2배 높았다. 여성

에서는 육체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4.6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50, 표 

4-151 참조).

다. 외인으로 인한 사망28)

3-22) 외인 사망률

28) 외인으로 인한 사망에서는 전체 외인으로 인한 사망, 국내 5  사망원인에 포함되는 외인인 자살과 10
 사망원인 포함되는 운수사고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산재 사망률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분석

에 포함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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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산출식

산출식: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외인(V01-Y98)으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 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전체 연령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3년 이후 꾸준히 감

소하였다. 2012년 남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십만 명당 76.6명, 여성은 29.7명

이었다. 10세 미만 외인 사망률 역시 남아와 여아 모두 감소추세를 보여 2011년 남아

의 사망률은 십만명당 6.6명, 여아의 사망률은 4.8명이었으나, 2012년 남아와 여아 

모두 다소 상승하여 남아는 7.3명, 여아는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1〕 연도별 외인 사망률(연령 전체)(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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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72〕 연도별 외인 사망률(10세 미만 어린이)(2003~2012)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외인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로 십만 명당 43.6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154.6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8배 더 사망하고, 십만 명당 70.7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성 외인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십만 명당 18.4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으로 70.1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2.2배, 십

만 명당 37.5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그림 3-173〕 지역별 외인 사망률(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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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운수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운수사고(V01-V99)로 인한 사망자 수
2) 분모: 인구 수
3) 단위: 십만 명당 명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외인으로 인한 사

망 위험이 6.3배, 십만 명당 266.3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외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1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외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57, 표 4-158, 표 4-159 참조).

30-64세 남성에서 서비스·판매직은 사무직에 비해 외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5

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1.8배, 서

비스·판매직의 사망 위험이 1.7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58, 표 4-159 참조).

3-24) 운수사고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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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산출주기 매년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운수사고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2년 

남성의 운수사고 사망률은 십만 명당 17.4명, 여성은 5.2명이었다. 어린이 운수사고  

사망률도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10세 미만 남자 어린이 운수사고 사망률은 

2012년 십만 명당 2.4명, 여자 어린이 운수사고 사망률은 1.4명이었다. 

〔그림 3-174〕 연도별 운수사고 사망률(연령 전체)(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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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75〕 연도별 운수사고 사망률(10세 미만 어린이)(2003~2012)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운수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과

천시로 십만 명당 6.5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67.4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3.64배 더 사망하고, 십만명당 48.9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성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로 십만 명당 1.1명이었고(해당 기간 

운수사고 여성 사망자가 없었던 경상북도 울릉군 제외),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장

수군으로 22.6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4.11배, 십만 명당 17.1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그림 3-176〕 지역별 운수사고 사망률(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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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지표정의 전체 인구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출식

산출식: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1) 분자: 자살(X60-X84) 사망자 수
2) 분모: 전체 인구 수
3) 단위: 십만 명당 명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등록자료, 2003~2013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3~2013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군구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30-64세, 65세 이상), 직업

<남자> <여자>

□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6.1

배, 십만 명당 54.0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사망 위험이 6.5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사

망 위험이 2.3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65, 표 4-166, 표 4-167 참조).

30-64세 남성에서 서비스·판매직은 사무직에 비해 1.3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

직의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1.6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66, 표 4-167 참조).

3-25) 자살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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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산출주기 매년

 주: 1) 주요 변수별 산출방식 
         - 지역별 격차는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 인구집단별 격차는 2010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는 각 연도에 해 산출

□ 연도별 추이

자살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

년 다소 감소하였다. 2012년 남성의 자살 사망률은 십만 명당 35.1명, 여성은 15.5명

이었다. 

〔그림 3-177〕 연도별 자살 사망률(2003~2012)

□ 지역별 격차

2010-2012년 전국 시군구별 남성 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

시로 십만 명당 20.5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으로 74.3명이었다. 이

는 전국 평균에 비해 1.9배 더 사망하고, 십만 명당 35.0명이 더 사망하는 셈이다. 여

성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시와 울산광역시 동구로 십만 명당 9.9명

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으로 36.7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2.1배, 십만 명당 19.1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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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그림 3-178〕 지역별 자살 사망률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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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남성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전문 졸 이상 집단에 비해 자살 사망 위험이 

5.0배, 십만 명당 116.2명만큼 높았다. 여성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이 전문 졸 이상에 

비해 자살 사망 위험이 4.6배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초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

에 비해 자살 사망 위험이 2.1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72, 표 4-173, 표 4-174 참

조).

30-64세 남성에서 육체직은 사무직에 비해 자살 사망 위험이 1.4배 높았고, 서비

스·판매직은 2.2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육체직의 자살 사망 위험이 사무직에 비해 2.2

배, 서비스·판매직은 2.4배  높았다(통계집Ⅱ 표 4-173, 표 4-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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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불평등 지표와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의 연계 필요성

2000년 이후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건강불평등 연구의 양적 질적 향상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정

책적 노력은 상 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건강수준은 보건의료서비스 외에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환경 요인, 생활습관 

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우

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걸쳐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각으

로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점차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에 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정

책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실제 건강불평등이 정부의 정책 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건강 불평등에 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과 이를 파악하려는 정부의 의

지부족을 들 수 있다29). 특히 건강불평등은 소득, 교육수준, 주거 및 근로환경, 보건의

료서비스 등 다양한 발생기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만큼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책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때문에 영국의 블랙보고서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강불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산출된 지표가 건강불평등 해소 노력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표와 건강정

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 시 지표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안된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의 기본은 WHO(2010)의 모

29) 한겨레신문, ‘건강격차 25% 감소’ 처럼 구체적 목표수치 세워라 (2006. 1. 26 보도)
    (http://www.hani.co.kr/arti/SERIES/7/98331.html)

정책 제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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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형은 다시 Diderichsen과 Hallqvist(1998)의 모형

에 기초하고 있다.

Diderichsen과 Hallqvist(1998)은 사회적 맥락은 사회적 계층화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계층화는 결국 건강상태에 따라 차별적인 취약성에 노출되

게 하며, 결국 취약계층이 병에 쉽게 걸리는 등 차별적인 결과30)를 가져옴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계층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계층화가 차별적인 건강결

과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표 4-1〉 Diderichsen & Hallqvist(1998)모델에서의 각 단계별 정책 진입 시점

구분 내용

1. 사회적 
계층화에 
영향을 주는 
정책

-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건강불평등 정책으로, 사회적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
회적 불평등을 낳는 요인들에 한 중재를 고려할 수 있으며,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분배적 복지제도의 개혁 등이 여기에 해당함.

- 건강불평등을 낳는 사회경제적 질서 자체를 재편한다는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가장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지만, 건강과의 인과 고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책의 효과를 단시간 내에 판단하기도 어려움. 

- 부분의 정책들이 보건의료 영역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보건 분야가 주도적으로 논
의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함.

2. 폭로의 불평등 
감소와 차별적 
취약성 완화

- 사회계급과 계층에 따라 위험 요인의 폭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불평등이 발생하
는 경우로서, 불평등한 질서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폭로의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
이 여기에 해당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 격차가 나타났을 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 고용 자체를 철폐하지는 못한다 해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
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 똑같은 위험요인에 폭로되었다 해도 낮은 사회계급의 취약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계
급이 낮은 아동, 노인의 차별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유
년기 부모의 보살핌, 정신 건강, 사회적 지원 등의 방안이 있음.

3. 결과의 불평등 
완화

- 이미 질병에 이환되거나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의 격
차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결과의 불평등 완화를 기 할 수 있으며, 지불 능력이 아
니라 필요에 따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 등
이 해당함. 

- 건강불평등의 발생 기전과 직접 닿아있지 않지만, 보건의료 분야 정책 결정자들이 통제 
가능하다는 것과 정책의 효과성에 한 판단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음.

자료: 김명희(2009). 건강형평성, 보건의료를 넘어. 제3기 보건의료정책과정 자료집 (재구성)

30) 이 모형에서 사회적 환경은 사회의 구조와 관계들을 지칭하며 노동시장, 교육체계, 정지적제도, 기타 문
화적·사회적 가치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사회적 계층화를 야기함. 사회적 계층화는 개
인들에게 차별적인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며, 사회적 계층화의 지표로는 소득, 학력, 직업, 사회계급, 젠
더, 인종, 민족 등이 포함됨. 사회적 계층화는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한 폭로의 불평등, 그리고 건강조
건과 물질적 자원의 측면에서 차별적 취약성을 낳고, 불건강에 한 차별적 결과를 낳기도 함. 특정위험
요인의 노출에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이 포함되며, 질병에는 사망률, 이환율 등이 포함됨
(Diderichsen과 Hallqvist, 1998; 김명희,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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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강불평등 지표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건강형평성 정책은 집단간/집단내 건강행동, 건강결과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

를 축소하는 정책들을 의미한다고 볼 때,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표들은 

이러한 정책들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불평등 지표의 경우 꾸준히 산출하고 모니터링 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기 때문

에 이와 관련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중요 지표

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재정자립도를 고

려할 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또한 시행되더라도 경제상황 등 내외적 여

건에 따라 관련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

출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가 관련 지표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지표를 동시에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절 적으로 수준이 낮고, 인

구집단간 격차가 큰 영역과 지역을 재원분배와 사업지원의 우선순위로 활용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이 때 지표 선택은 현재 보건사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표들을 확정하

고, 이들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시 전체 지자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건강불평등 지표를 선정하여 지

자체가 건강불평등 지표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단위별로 주

기적으로 지표를 측정하여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중 사회경제적 요인의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정

책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또한 부분의 요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업무 영역보다

는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에 의해서 접근될 수 있는 문제들이 부분이다. 따라서 ‘건강

불평등 관리 위원회’ 같은 조직을 둠으로써 건강불평등 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

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문에서 개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평가·검증하고, 이를 DB화하

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편, 국제적인 지표들과도 비교, 호환이 가능하도록 정기

적인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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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 보고서의 제한점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건강불평등 지표 관련 연구들

을 참고하고,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현황을 검토한 후 최

종적으로 지표 선정원칙에 따라 건강불평등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회구조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별로 지표를 산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지표별로 객관적이고 공

신력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지표별로 인구집단간 격차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구를 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이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단년도 자료를 활용한 지표 중 적절한 신뢰구간 

추정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자료수 확보를 위해 3개년도 자료를 통합한 결과를 제시하

는 것이 지표값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으나,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

서는 1개년도 자료만으로 활용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또한 일부 지표의 경우 표준화

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율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를 활용할 

시에는 그러한 제한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체활동 관련 지표의 경우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감염성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신체비활동(Physical Inactivity) 개념을 설정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

서는 이러한 최신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80개 지표 각각에 해 연도별, 지

역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직업계층별로 값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적 많은 

그림과 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표와 그림에 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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