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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 사회계층에 따른 인구집단별로 건강수준에 격

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수

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사회경제적 위치별로 건강행

태나 건강결과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로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

하고 있다.

현상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서구 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대책 마련의 첫 단계를 

문제의 측정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중장기 과제로서 2차 연도 연구인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연구는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이라는 부

제를 달고 있다. 이는 앞서 강조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

고, 건강불평등 통계 생산은 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니터링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지속적으

로 관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특히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구집

단 수준에서 건강수준이 향상되었거나 악화되었거나 혹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건강불평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문제가 완화되고 있거나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곧 건강불평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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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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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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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Report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 Health Inequality Statistics

1)Project Head ‧ Kim, Dongjin

The second year part of a multi-year project on monitoring 

health equity in Korea, this study has two aims. First, to show 

the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by using the statistical 

measures. Second, to reassess the concepts of social determi-

nants of health, as a tool for monitoring a policies to tackle 

heath inequalities.

The authors analyzed health inequality based on research 

conducted three years ago,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Report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there are three dimensions that causes and con-

sequences of health inequality: social structure, int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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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체로 잘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실제로 지난 

수백 년 동안 건강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

실은 여러 방법으로 입증되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건강불평등 현황

을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이르

기까지를 다루는 중장기 연구로서 2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불평등 통계와 지표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 

및 추이를 모니터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건강불평등 지표를 재검토하여 보

완하고,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건강형평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을 모니터한다. 이는 기

존의 정책을 건강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인데, 1986년 발표된 오

타와 헌장(Ottawa Charter)의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정신과도 일치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2017년 건강불평등 지표로 총 116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58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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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50.0%) 지표를 본 연구에서 산출 완료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생활습관, 의료이용, 건강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하지 않은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산출할 예정이다.  

건강지표를 인구집단별(소득, 직업, 교육), 지역별로 나누어 모니터한 

결과 다수의 지표에서 인구집단 간 건강불평등이 관측되었다. 건강불평

등은 건강행태(health behavior), 건강결과(health outcome) 측면에

서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나쁜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소득수

준, 교육수준 등에 따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64세 초졸 

이하 인구집단 중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32.9%

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19.6%에 불과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중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초졸 이하에서는 12.3%인 반면, 고졸 이상에서는 29.0%

로 2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역박탈 수준과 지역의 회피가능사망률과는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박탈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박탈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회피가능사망률이 1.4배 더 높았다.

성인 외에 청소년의 건강행태 또한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

라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 흡

연율은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17.2%), 중하(8.9%), 

상(7.3%), 중(5.4%), 중상(5.1%) 순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았다. 이는 

부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건강불평등 또한 세대 간에 대물림될 우려가 있

음을 의미하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중재의 필요성을 강

하게 나타내고 있다.



요약 5

  나.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설문 개발을 위해 일반 국민이 

얼마나 건강불평등을 인식하는지, 어떠한 건강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67.7%가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불

평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건강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 

47.9%는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건강

불평등의 불공정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건강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 

69.2%가 건강불평등은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의 핵심적인 양적 측정 항목은 의료이용 단계

별 ① 미충족 의료 발생 경험, ② 당시의 의료필요, ③ 발생한 이유, ④ 발

생한 결과 유형과 정도다.

미충족 의료 측정 결과 기존 문항을 이용한 설문에서는 미충족 의료가 

13.9%였으나, 새로 개발한 문항에서의 미충족 의료는 의료추구 및 도달

과정에서 28.6%, 의료이용 과정에서 18.5%, 의료이용 결과에서 15.3%

로 각각 측정되었다. 의료이용 단계별 미충족 경험 이유는 의료추구와 도

달과정에서는 주로 병의원과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정

보의 문제)이 많았고, 의료이용 과정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가 가

장 높았고 대기시간에 비해 진료시간이 짧은 것,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이용 결과에서 미충족을 느끼는 이유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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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의 효과 부족’보다 ‘과도한 상업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정에서는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두 종류의 결과를 얻

었다. 한 측면으로는 미충족 의료 발생 기제를 해석하여 양적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적 측정항목으로

는 드러내지 못한 미충족 의료를 포착한 결과다. 특히 두 번째 측면은 ‘정

의되지 않은 미충족 의료’의 질적 측정지표를 가능한 사례로 제시하였다. 

의료불평등을 위한 미충족 의료 모니터링에서 질적 지표를 더욱 체계화

하여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및 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oH) 개념이 보건 정책 분야의 의제로 부상

한 역사적 과정을 국제 사회 맥락에서 검토하고,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

회적 결정요인 위원회(WHO CSDH)의 뉴질랜드 사례보고서를 통해 ‘사

회지표 체계’의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2008년 WHO CSDH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WHO의 로드맵 실행 과정에서 리우정치 선언이 채택되고, 글로벌 이니

셔티브인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제기된 역사적 전개를 확인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SDoH Action 모니터링 개념과 지표들이 제기되는 경과를 살

펴보았다. SDoH 모니터링이 사회적 결정요인의 현황과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SDoH Action 모니터링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

기 위한 사회적 중재, 특히 거버넌스와 사회/환경적 중재의 투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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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2)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이 장에서는 국내 담배규제정책을 사례로 하여 정책 모니터링의 가능

성을 검토했는데, 이는 건강증진의 다른 부문에 비추어 볼 때 불평등과 

관련한 역학적 연구 및 중재에 대한 근거가 비교적 방대하고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배규제정책의 실질적 실행방안인 HP2020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불평등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HP2020의 정

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살펴본 결과,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불충분

하며 무엇보다 명시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

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주기적으로 건강불평등을 모니터하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

강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불공평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회피

할 수 있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들이 비용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건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도 인구집단 간 건강불평등 문제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생활습관을 갖도록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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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시군구별로 실시되고 있는 통

합건강증진사업은 보편적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사

업의 강도를 “필요”에 비례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경제적 위

치가 낮은 인구집단에게 보다 많은 건강증진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비례적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박탈 수준과 지역의 사망률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역의 결핍 수준과 사망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

순히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

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역의 박탈수준은 

치료가능 사망보다 예방가능 사망과 더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회피가능 사망을 예방하여 전체적인 기대여명 수준을 높이기 위

해서는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사업에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불공평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만, 노력에 따라 피할 수 있거나 줄일 수 있다.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불평등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목적으로 주기적으

로 건강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모니터해야 한다. 

  나.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 도구 개발

인구집단별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 교육불평

등, 직업불평등, 지역불평등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불평

등과 그 심각성을 덜 인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소득과 교육의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기 쉬운 취약 집단이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건강불평등의 인식, 건강불평등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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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심각

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이 얼마나 건강불평등을 인식하는지, 어떠

한 건강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건강불

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부 방법론상의 제약이 있었으나 탐색적 연구, 

인지조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등 설문 개발에 요구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며, 개발된 설문을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본 설

문의 활용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설문을 통해 파악된 불평등 인식 취약 

집단, 건강불평등 유형별(또는 원인별)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은 향후 건

강불평등 문제의 정책적 개입 지점과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

기존 미충족 의료 측정 문항에서 주요 선택지에 해당하는 시간의 부족

과 경제적 이유는 개인의 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미

충족은 개인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유를 물을 때에도 의료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어

려움이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정책적 개입에도 더욱 효과적인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시간의 부족에 개입할 정책 방안은 쉽게 마련

하기 어렵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새로운 측정도구는 제도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체적인 개입 지점을 확인하기에 더욱 용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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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불평등 측정이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대응자원, 그리고 미충족 의료로 이어지는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종합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질이 높은 정보

를 얻고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연결망을 확보할 확률이 높았으

며, 미충족 경험을 하는 경우도 낮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 직업유형

과 거주지 등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도 소득만큼 일관된 결과는 아니지

만 여러 과정과 단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미충족 의료가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잘 드러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및 그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2005년 WHO CSDH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건강불평등과 관련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조율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건강불

평등 모니터링은 중요한 정책 도구로써,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전

으로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특히 SDoH 혹은 SDoH Action

에 대한 모니터링은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부문 

간 행동과 책무성을 촉진하는 정책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은 학계의 자발적 움직임이거나, 서울

을 비롯한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 혹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국민

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분리통계

를 꾸준히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개한 SDoH 

혹은 SDoH Action 모니터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에 학계가 전적으로 맡아왔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국가의 공식 

체계로 확립할 뿐 아니라, 다부문에 걸친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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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도구로써, 리우정치선언에서 결의한 대로 SDoH와 SDoH 

Action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실질적 실행방안인 HP2020에서조차 정책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HP2020 자체가 담배규제기본협

약의 원칙인 ‘담배’에 대한 규제적 접근보다 ‘흡연자’의 행태 교정에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점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행태에 초점을 두다 보

니 정책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요소가 미흡하고, 담배 규제와 관련된 여

러 부처들의 부문 간 조치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개인 대상의 ‘프

로그램’ 결과에 모니터링이 집중되어 있었다. 

현행과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 나열과 건강 결과 중심 모니터링을 넘어, 

유럽연합(EU)과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가 활용하고 있는 건강

불평등 감사(HEA)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정책과 그 실행을 인

구집단 건강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인구효과의 인구집단 내 분포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방법, 도구의 결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체계 구축 과정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방 정부, 정부 내 여러 부

처,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건강불평등, 의료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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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장기 연구 계획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position)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

가 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체로 잘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

하고 오래 산다. 실제로 지난 수백 년 동안 건강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 방법으로 입증되었으며

(Antonovsky, 1967; Berkman & Kawachi, 2003, p. 47에서 재인

용), 수많은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병과 사망 수준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역학연구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

나는 결과 중 하나다(Lynch et al., 1996, 1997; Smith et al., 1996; 

Sorlie et al., 1995; Link & Phelan, 1995; Marmot et al., 1987; 

Berkman & Kawachi, 2003, p. 47에서 재인용).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건강불평등 현

황을 측정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를 다루는 중장기 연구로서 연차별로 수행예정인 전체 

연구 내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여야 할 첫 번째 연구내용은, 건강불평등 통계 및 

지표 산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

는 것이다.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의 대상은 인구집단과 지역 모두가 될 수 

연구 배경 <<1



18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있고, 이를 통해 건강불평등을 경험하는 취약 인구집단과 취약지역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활용하는 

한편, 신규지표를 개발하여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건강결정요인은 건강행태나 건강결

과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이하 WHO CSDH)’(2008)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을 포함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 정보 확산을 

통해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건강불평등에 대한 학술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

직 공공의제로 주목받지 못했고, 따라서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수

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동진 등, 2016, p. 311). 때문에 

건강불평등 통계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심각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셋째,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주요 건강불

평등 발생 기전에 대한 맥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연도별 추이를 통해 인구집단별 혹은 지역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강결

정요인과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대응 정책의 개입지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넷째, 인구집단 간, 지역 간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

국, 노르웨이 등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외국과의 정책이나 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건강

불평등 완화 정책을 찾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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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중장기 연구 내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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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차 연도 연구 결과

  1. 건강불평등 경험과 건강불평등 인식 

건강불평등 경험 및 건강불평등 인식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주로 건강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했다. 즉, 건강을 

사회적 성취의 보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러한 경우 건

강불평등 해소에 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불평등 인식수준은 주로 박탈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

주하는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는 뚜렷하지 

않았다.

건강불평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80.1%가 사회

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인식하고 있었고, 82.4%는 지역 간 건

강불평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전

체의 69.5%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지수에 따른 거주 지역 간 건강불평등 

인식의 격차는 심층면접조사에 이어 설문조사에서도 박탈수준이 낮을수

록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동진 등, 

2016, pp. 3-4).

본 연구 내용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불평등 현황과 추이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 객관적인 건강불평등 수준 외에 주관적인 건강

불평등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김동진 등, 2016, p. 6). 객관

적인 지표를 통해 나타는 불평등 수준과 주관적 불평등 수준이 비례적으

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이 객관적·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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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건강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낮고 박탈정

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문제이나(김동진 등, 

2016, p. 6) 선행연구 결과(Blaxter, 1997; Popay et al., 2003; 

Macintyre et al., 2005; 김동진 등, 2016, p. 140에서 재인용)를 보면, 

불평등 인식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저소

득층에서 건강불평등 인식도가 낮았다. 본 연구 결과 또한 선행연구 결과

와 동일하게 취약 집단에서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도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을 위한 타당성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불평등이라는 개념

이 갖는 추상성과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복합적이고 다

면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화된 건강불평등 인식 지표를 개발할 필

요가 있다(김동진 등, 2016, p. 6).

  2. 건강불평등의 정책의제화 

건강불평등의 지식 전환과 정책의제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자, 정책실무자,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건강불평등의 지식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불평등 정책의제화 과정에서 지식 전환

의 당위성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식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생산된 연구 근거의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은 지식 

전환 기반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국내에서 생산된 건강불평등 연구 근거

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는데, 이는 연구 자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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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식을 가공하고 합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전환 인프라의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다(김동진 등, 2016, p. 4).

건강불평등의 정책의제화와 관련해서, 정책의제화가 어려운 원인으로 

① 건강불평등의 추상성과 복잡성, ② 중재에 대한 근거 부족, ③ 정책 영

역에서의 주변화, ④ 건강불평등이 주는 감정적 불편함 등이 주로 언급되

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부조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건강불평등의 구

조적 속성, 장기적·다면적인 중재의 필요성, 정책적 개입을 어렵게 만드

는 행정 구조와 관료주의, 정부의 무관심, 정책 수단과 자원의 제약, 지방

정부의 권한과 역량 부족 등이 꼽혔다(김동진 등, 2016, p. 4).

건강불평등의 정책의제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정

책결정자의 경우 먼저, 건강불평등 의제가 갖는 정치적 잠재력을 인정하

고, 현재 국내 건강불평등과 관련하여 축적된 다양한 연구 근거를 바탕으

로 적극적인 논거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불평등 문제

를 지역별 또는 계층별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보편적 의제로 제시

해야 한다. 셋째, 건강불평등의 정책의제화를 위한 지식전환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책 리뷰 결과를 제공하거

나, 건강불평등 관련 연구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systematic re-

view) 지역의 맥락에 맞게 가공·제공하는 등 연구와 정책결정 사이를 중

개(Jones, 2001)하는 연구 관리 전문 기구와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김동진 등, 2016, p. 7).

  3. 의료이용불평등 모니터링 

의료필요와 의료불평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가나 정책

결정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시각으로 의료필요를 살펴보았으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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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충족의 측면에서 의료불평등을 재해석하였다. 이후 기존 의료이용 지

표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의료불평등 모니터링 지표를 제안하였다(김

동진 등, 2016, p. 5).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불평등은 의료이용자-제

도-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복잡한 요인 및 과정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불평등의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필요와 충족 측면에

서의 이용자 중심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 가능하

고 비교 가능해야 하며 간단히 산출 가능한 지표가 필요하다. 셋째,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원은 지속적인 보완과 새로운 설계가 필요

하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되는 안정된 자료원은 바람직한 모니

터링에서 필수적인 요소다(김동진 등, 201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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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아마티아 센(Sen, 1985)은 건강의 가치에 대해 “그 자신이 가치 있다

고 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는

데(신영전 등, 2009, p. 70; 김동진 등, 2014a, p. 18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건강불평등이란 삶의 선택권에 대한 불평등으로 확장된 해석이 

가능하다. 우드워드와 가와치(Woodward & Kawachi, 2000)는 건강불

평등은 그 자체로 불공평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회피할 수 

있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들이 비용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

였다(신영전 등, 2009, p. 73; 김동진 등, 2016, p. 16에서 재인용). 마

멋(Marmot et al., 2010)은 건강불평등을 “사회적 불평등의 산물”로 설

명한 바 있다(김동진 등, 2014a, p. 18).

이러한 주장들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건강의 중요성에 더하여 사회정의 

측면에서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 주장에 따르면 건

강불평등은 건강의 사회적 가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건강에 대한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관점 외에 국가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 분

야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 관련 각종 지표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종을 비롯한 인구집단 간 건강불평등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 지표를 보면, 건강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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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수준별로 30세에서의 기대여명과 건

강기대여명을 계산하였을 때, 대졸 이상인 집단의 기대여명과 건강기대

여명은 각각 51.7세와 46.6세였던 반면, 중졸 이하인 인구집단의 기대여

명과 건강기대여명은 각각 46.3세와 35.8세에 불과하였다. 

〈표 1-2-1〉 30세 기대여명 및 건강기대여명(2010년) 

교육수준

전체 남성 여성

기대
여명
(A)

건강
기대
여명
(B)

B/A 
(%)

A-B
(세)

기대
여명
(A)

건강
기대
여명
(B)

B/A 
(%)

A-B
(세)

기대
여명
(A)

건강
기대
여명
(B)

B/A 
(%)

A-B
(세)

중졸 이하 46.3 35.8 77.2 10.6 41.2 32.8 79.6 8.4 50.6 38.2 75.6 12.3 

고졸 이하 50.7 44.0 86.7 6.7 48.4 42.4 87.6 6.0 54.6 46.1 84.5 8.5 

대졸 이상 51.7 46.6 90.0 5.2 50.7 45.9 90.6 4.8 55.5 48.4 87.2 7.1 

주: 1) 기대여명: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특정 연령에 도달한 개인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 수(원자료: 사망등록자료, 2010; 인구센서스자료, 2010).

     2) 건강기대여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원자료: 사망등록자료, 2010; 인구센서스자료, 2010).

자료: 김동진, 강아람, 채희란, 최지희, 기명, 김명희 등. (2014a).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
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38 일부 수정.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의 차이 또한 교육수준별로 격차를 보여 중졸

이하인 집단에서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의 차이는 10.6년이었던 반면, 

대졸이상인 집단에서의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의 차이는 5.2년에 불과

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단명하면서도, 상병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인구집단 간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의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를 각각 살펴보면, 교육 수준별 기대여명의 상대격차는 10.4% 

절대격차는 5.4세, 건강기대여명의 상대격차는 23.2% 절대격차는 10.8

세로 나타나 기대여명에 비해 건강기대여명의 상대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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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30세 기대여명 및 건강기대여명의 격차(2010년) 

교육수준

전체 남성 여성

기대여명
건강 

기대여명
기대여명

건강 
기대여명

기대여명
건강 

기대여명

상대
격차
(%)

절대
격차
(세)

상대
격차
(%)

절대
격차
(세)

상대
격차
(%)

절대
격차
(세)

상대
격차
(%)

절대
격차
(세)

상대
격차
(%)

절대
격차
(세)

상대
격차
(%)

절대
격차
(세)

중졸 이하 10.4 5.4 23.2 10.8 18.8 9.5 28.6 13.2 8.9 4.9 20.9 10.1 

고졸 이하 2.0 1.1 5.1 2.6 4.5 2.3 7.6 3.5 1.7 0.9 4.6 2.2 

대졸 이상 1.0 0.0 1.0 0.0 1.0 0.0 1.0 0.0 1.0 0.0 1.0 0.0

주: 1) 기대여명: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특정 연령에 도달한 개인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 수(원자료: 사망등록자료, 2010; 인구센서스자료, 2010)

     2) 건강기대여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원자료: 사망등록자료, 2010; 인구센서스자료, 2010)

자료: 김동진, 강아람, 채희란, 최지희, 기명, 김명희 등. (2014a).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
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38 일부 수정.

총 사망률과 암 사망률, 운수사고 사망률 및 자살 사망률에서도 연령대

를 막론하고 교육수준별로 사망률의 격차가 계단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문제가 교육수준이 낮은 어느 한 집단만의 문제

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며 여러 원인이 얽혀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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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주요 사인별 사망률의 교육수준별 격차

(단위: 명/10만 명)

자료: 김동진, 강아람, 채희란, 최지희, 기명, 김명희 등. (2014a).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
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52 편집 사용.

기대여명에 영향을 주는 사망원인 질환의 관리와 예방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해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암 검진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예방사업인데, 5대 암 검진

율에 있어서도 소득수준 간 격차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필요 의료서

비스에 대한 미치료율,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

율,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율 역시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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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의료이용과 예방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격차

(단위: %)

자료: 김동진, 강아람, 채희란, 최지희, 기명, 김명희 등. (2014a).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
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81 편집 사용.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교육수준별 차이를 살

펴본 연구에 의하면(Bahk & Lynch & Khang, 2016), 남녀 모두 초등

학교 졸업 이하 군의 사망률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 군의 사망률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자 초등학교 졸업 이하 군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 군 간 사망률 격차

는 1970년 2.90배였던 데 비해 2010년 8.37배로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

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 군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 군 간 사망률 격차가 

1970년 2.43배에서 2010년 6.88배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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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1970-2010년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A: 남자, B: 여자)

자료: Bahk, J., Lynch, J. W., & Khang, Y. H. (2016). Forty years of economic growth and 
plummeting mortality: the mortality experience of the poorly educated in South 
Korea.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jech-2016-207707. p. 3.

이처럼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하고 중장기적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접근 방

식이 필요하다. 

건강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가장 선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영

국은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를 지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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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고 있다. 한 예로, 런던의 건강격차 모니터링 보고서 “Fair 

London, Healthy Londoners?”에서는 자치구(borough)별로 박탈지수와 

기대수명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1-2-4〕 영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자료: 1) Marmot, M. G., Allen, J., Goldblatt, P., Boyce, T., McNeish, D., Grady, M., & 
Geddes, I. (2010). Fair society, healthy lives: Strategic review of health 
inequalities in England post-2010.

        2) Baker, A., Findlay, G., Murage, P., Pettitt, G., Leeser, R., Goldblatt, P., ... & 
Jacobson, B. (2011). Fair London, Healthy Londoners. London Health 
Comission, London.

        3) 김동진, 강아람, 채희란, 최지희, 기명, 김명희 등. (2014a).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
책과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에서 재인용.

또한 건강불평등 해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지표를 수시로 산

출하여 건강불평등 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

득수준에 따른 기대여명의 격차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1999-2003년에 비해 2006-2010년의 기간에 소득수준별 기

대여명 격차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건강불평등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로 출생 시 기대여명의 격차를 주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으며, 특별히 박

탈수준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spearhead group) 별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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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소득수준에 따른 인구집단의 기대여명 분포(Marmot curve) 비교(1999-2003년, 

2006-2010년)

자료: Buck & Maguire. (2015). Inequalities in life expectancy : Changes over time and 
implications for policy. The King’s Fund. p. 19.

〔그림 1-2-6〕 지역별 출생 시 기대여명(Healthy Life Expectancy)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2014).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and 
at Age 65: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2010-12), p.10; Author.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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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영국에서는 기대여명 등 건강결과에 대한 지표뿐만 아니라 건

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불평등한 분

포에 대해서도 모니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WHO CSDH, 2008)의 권고에 따라 영국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에 반

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건강에 대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의 기여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기여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일관된 현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7〕 건강결정요인별 건강 기여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자료: The King’s Fund. (2017. 11. 29.). ‘Broader determinants of health’. https://www.ki
ngsfund.org.uk/projects/time-think-differently/trends-broader-determinants-he
alth에서 2017. 11. 29. 인출.

화이트헤드(Whitehead, 1998)는 유럽사회에서 전개되었던 건강불평

등 담론의 확장과 쇠퇴의 과정 사례연구(정진주 등, 2016, p. 35)에서 건

강불평등 대응의 스펙트럼 중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

상에 대한 측정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문제적 현황을 드러내는 것이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촉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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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림 1-2-8〕 건강불평등 대응의 스펙트럼

자료: 1) Whitehead M. (1998). Diffusion of ideas on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a 
European perspective. Milbank Q, 76(3), 469-492.

        2)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 김동진, 이소영, 채희란, 이정아, 기명, 김명희 등. (2013).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에서 재인용.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경험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에 제대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문제 인식

이 필요하며,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화이트헤드가 지적한 것처럼 건강불평

등 현상에 대한 측정과 시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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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2차 연도 연구로서,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과 정책 모니터링이 

목적이다.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은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여 건강형평성 측면에서 국민 건강수준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건강형평성 정

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불평등 통계와 지표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

황 및 추이를 모니터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건강불평등 지표를 재검토하

여 보완하고,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지표를 개

발한다.

둘째, 건강형평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모니터한다. 이는 기

존의 정책을 건강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인데, 1986년 발표된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2)의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정신과도 일

치한다.

2) 1986년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제1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대회(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오타와 헌장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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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내용

제2절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표 개발 및 생산을 통한 건강불평등 현

황 모니터링과 형평성 관점에서의 건강정책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다.

지표 생산을 통한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은 선행연구(김동진 등, 

2014a, pp. 35-39)에서 개발된 건강불평등 지표를 업데이트한 건강불

평등 통계 산출과 신규지표 개발을 통한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림 1-3-1〕 2차 연도 연구의 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연구 내용과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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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표 개발은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영역 확장을 위해 그동안 건강

불평등 관련 지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관련 지표가 있으나 지

표의 내용이나 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지표에 대해 이

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지표와 미충족 의료 측

정 지표를 각각 개발하였다.

기존자료를 활용한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은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

과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룬 건강불평등 지표는 

김동진 등(2014a)에 따라 사회구조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로 구분

하였다. 그 중 이번 연구에서는 중재요인과 건강결과 중심으로 지표를 산

출하였으며, 이번 연구에서 산출되지 않은 지표들은 연차별로 나누어 산

출할 예정이다.

형평성 관점에서 건강정책 모니터링은 기존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이 

건강 혹은 건강위험요인에 집중되어 있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 그 자체 혹은 이를 중재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

제 동향과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건강정책인 금연정책을 사례로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정책 모니

터링을 시도하였다.

제2절 연구 방법

  1.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선행연구(김동진 등, 2014a, pp. 35-39)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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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지표는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WHO 

CSDH)(2008)에서 제시한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모형을 바탕으로 작성되

었다.

〔그림 1-3-2〕 WHO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자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WHO CSDH). (2008).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uthor. p. 48. 

         2) 김동진, 이소영, 채희란, 이정아, 기명, 김명희 등. (2013).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김동진 등(2014a, pp. 35-39)의 연구에 따라 지표 영

역을 사회구조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로 나누었으며 각 영역별로 산

출 가능성, 정책적 활용도, 정책 이슈 등을 고려하여 세부지표를 새로 구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의 내용과 개발된 지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

출 방법은 제2부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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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불평등 지표의 영역 확장을 위해 ‘주관적 건강불

평등 인식’ 측정 도구와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문헌연구, 일반인 면담, 전문가 면담 등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를 통해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을 정교화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

조사를 거쳐 학술적인 용어를 일상용어로 바꾸어 설문친화적인 문항으로 

수정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개발된 설문

에 대해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지표의 개발과 산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제3부의 연구 방법 부

분에 제시하였다.

  3.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그동안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은 주로 건강결과 혹은 건강위험요인을 

대상으로만 주로 이루어져 왔을 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WHO에서 제안한 컨설

팅 보고서(consultation report)의 지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적

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WHO 컨설팅 보고서는 리우정치선언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것으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을 전제한 것으로, 구성된 지표들의 수준을 중‧저개발 국가에 맞추고 있으

나 우리나라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리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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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적절한 기준은 찾기 힘들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

정요인을 잘 관리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

점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형평성 관점에서의 건강정책 모니터링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담배규제정책을 사례로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흡연실태보고서와 우리나라 국민건

강증진종합대책(Health Plan 2020)의 비교를 통해 건강불평등의 관점

에서 정책 모니터링 방안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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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헤드(Whitehead, 1998)는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

적이고 협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활동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의 출발점은 현상에 대한 측정과 이해에서 출발한다(한국건강형평성학

회, 2012; 김동진 등, 2014a, p. 18에서 재인용).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건강불평등 통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질

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민건강통계’나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망원인통계’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지역 간 사망 격차를 

다루고 있다(김동진 등, 2014a, p. 19). 그러나 건강결과 위주의 지표들

이 대부분이고 인구, 교육, 고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환경, 의료이용 

등 중재요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불평등 통계나 지표를 생산하는 일은 흔

치 않다.

특히, 윤태호(2007)가 강조한 것처럼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통계 수치

를 넘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후 평가하는 일련

의 과정”(김동진 등, 2014b, p. 19에서 재인용)에 대한 노력은 절대적으

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은 ‘건강불평등’과 ‘모니터링’의 두 가지의 구성요

소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불평등은 “인구집단 내 하부집단 사이에서 관측

된 건강격차”로 정의할 수 있고, 모니터링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지

속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WHO, 2017a, p. 3).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은 불평등한 상황에서 건강에서의 불이익을 (인구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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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 혹은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하부집단을 찾

아내는 과정이다.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정

책, 프로그램, 사업의 영향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고, 불평등을 감소시

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바꿔야 할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고, 건강의 사

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건강불

평등 모니터링은 공공보건 기능에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이자 국가 

보건정보시스템의 정기적 실행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WHO, 2017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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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세계보건기구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매뉴얼

WHO(2017a)는 건강불평등 수준을 측정, 비교하기 위해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매뉴얼(national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a step by 

step manual)”을 개발하였다. 이 매뉴얼은 국가 수준의 건강불평등 수

준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였으나, 모니터하는 접근방식 자

체는 특정 지역에서부터 여러 국가 비교에까지 적용 가능하며, 인구집단

을 대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WHO, 2017a, p. 1).

WHO(2017a) 매뉴얼의 목적은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

(capacity)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건

강불평등 모니터링과 함께 그 결과를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에 반영하

도록 장려하는 것이다(WHO, 2017a, p. 1).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은 5가

지 단계의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WHO, 2017a).

모니터링 과정은 가장 먼저 모니터할 건강 문제를 선정함으로써 시작

된다. 그 다음 모니터 대상 건강 문제를 나타내는 건강 지표와 인구집단

을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른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정해진 

건강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

이다. 세 번째 단계는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 근거, 지식을 생산

하는 과정이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모니터 대상 하부 인구집단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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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와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이다. 다음 단계는 모니터링 결

과를 보고하고 전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단계의 목적은 건강불평등 

수준을 모니터한 결과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프로그램, 사업 시

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니터한 결과에 

근거한 환류 과정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

니터링 결과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상 인구집

단의 불평등 개선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정책 변화의 효과를 모니터하기 

위해 변화과정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니터 과정은 순

환구조를 이룬다(WHO, 2017a, pp. 3-4).

〔그림 2-2-1〕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절차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7a). National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a step by step manual: Author. p. 4.

이상에서 설명한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단계별로 WHO(2017a)에서 제

안한 핵심질문과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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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단계별 핵심질문 및 체크리스트

단계 내용 핵심질문 체크리스트

1. 
모니터링 
범위 설정

건강문제 
선정

현재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문제는 
무엇인가?

- 우선순위 건강문제 관련 평가 
방향 설정

-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
-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되지 않는 건강문제 확인

지표 선정
건강문제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는 
무엇인가?

- 건강결과뿐만 아니라 
중재현황까지 포함하는 지표 
선정

-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및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종합적인 지표 선정 

인구집단 
선정

건강문제의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누구인가?

- 경제 및 교육수준, 주거, 성, 
연령, 지역 요인 고려

- 불평등 발생 양상에 따라 
인구집단을 세분화하여 모니터링

- 세분화된 인구집단별 모니터링 
방법 고려

2. 데이터 
준비

지표별 
데이터 정리

모니터링 대상 
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나?

- 데이터의 가용성 고려
- 자료원에 대한 기초 평가

지표별 
데이터 
가용성 확인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가 
있는가?

- 인구집단 하부그룹별 데이터 
가용성 확인

- 서로 다른 데이터의 연계 가능성 
고려

3. 데이터 
분석

인구집단별 
데이터 
세분화

하부그룹별 건강수준은 
어떤가?

- 인구집단 하부그룹별 건강지표 

지표 산출
절대적, 상대적 
건강불평등 수준은 
어떤가?

- 각 지표별 인구집단 간 절대 
격차 지표 산출

- 각 지표별 인구집단 간 상대 
격차 지표 산출

4. 결과 
보고

보고 목적과 
대상자 선정

보고의 중심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보고의 목표 정의
- 보고의 중점 대상자 선정
- 보고 대상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내용 구성

보고 범위 
설정

건강불평등 문제의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인가?

- 최신의 건강불평등 현황을 
반영하는 내용 제시

- 시간 흐름에 따른 추이 고려
- 불평등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준거 설정
보고 내용 
설정

모니터링 결과 중 어떤 
내용을 보고할 것인가?

- 가장 핵심적인 결과
- 세분화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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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7a). National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a step by step manual: Author. pp. 8-34 내용을 표로 정리함.

  2.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

건강불평등 지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는 신영전 등(2008, 

2009), 강영호 등(2012), 김동진 등(2014a),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2015), 정진주 등(2016), 강영호 등(2016)이 있다. 

신영전 등(2008, 2009)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2008 통계로 본 한국 건강불평등”과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을 발간하였으며 사회경

제적 요인(소득, 교육 등)과 중재요인(생활습관, 보건의료체계 등), 건강

결과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표 2-2-2〉 신영전 등(2009) 연구의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 예시

요인
지표 
영역

세부 
범주

세부지표

건
강
결
과

기대수명
과 사망

기대 
여명

OECD 국가의 기대수명, 2005

OECD 국가의 기대수명과 일인당 GDP, 2005

OECD 국가의 기대수명과 일인당 의료비 지출, 2005

한국의 기대수명 변화추이, 1960-2007

단계 내용 핵심질문 체크리스트

- 결과해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

보고 방법 
결정

주요 결론을 전달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결과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기법 고려

기타 고려 
사항

결과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불평등의 절대 수준과 상대 수준
- 국가별 평균
- 하부 집단별 인구구성
- 설문조사의 표본 인구수
- 통계적 유의수준
- 결론 도출 방법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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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지표 
영역

세부 
범주

세부지표

한국 전체인구 연령별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한국 전체인구 연령별 대졸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인구군의 기대여명

한국 남성 연령별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한국 남성 연령별 대졸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인구군의 기대여명

한국 여성 연령별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한국 여성 연령별 대졸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인구군의 기대여명

사망률

성별 학력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1990-2001

25-64세 남녀 총사망의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크기

25-64세 남성의 총사망의 교육수준별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사
망원인별 기여도

25-64세 여성의 총사망의 교육수준별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사
망원인별 기여도

한국의 지역별(시군구)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4-2006

성별 자살 사망률 추이, 1991-2004

OECD 국가의 영아사망률, 2005

한국의 영아사망률 변화추이, 1970-2005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영아사망률, 1995-2004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

소득수준별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별 불건강 수준, 1998-2005

고용상태가 자가 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별 정신적 스트레스의 상대비(총 
임금노동자 대비 직업군별 비)

비만 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1998-2005 

암 
발생률

남성의 소득수준별 암발생률(/10만명당)

여성의 소득수준별 암발생률(/10만명당)

저체중아 
출산율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계층별 저체중아 출생분포(출생 시 2500g 
미만인 경우)

중
재
요
인

건강생활
습관

식이

국제적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식품 미보장 수준, 2009

가구 특성별 식품 미보장 수준 및 국가별 비교

국제적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과일 섭취, 2005(하루 최소 100g)

교육수준에 따른 과실류의 섭취 변화, 1998-2005

흡연
OECD 회원국의 남녀별 흡연율, 2004-2005

소득수준별 연령표준화 흡연율, 1998-2005

신체활동 소득수준별 연령표준화 규칙적 운동실천, 1998-2005

건강생활
환경

주거
지역별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율, 2005(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율)



60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자료: 신영전, 윤태호, 김명희, 조홍준, 김미경, 유원섭 등. (2009).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

진 전략 및 사업개발.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pp. 168-171.

강영호 등(2012)은 “서울시 건강수준 및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해 

불평등 지표를 개발했으며, 지표는 크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

결과로 구분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지표를 구성하였고 건강결과는 사망, 불건강 및 

건강행태 등을 성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요인
지표 
영역

세부 
범주

세부지표

소득별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율 분포(2005)와 소득 5분
위별 3인 이상 가구 단칸방 거주 비율, 2005-2006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비율)

근로 
환경

소득 5분위별 및 학력 수준별 유해 환경 근로 비율, 2005-2006

성별 및 지역별 유해 환경 근로 비율, 2005-2006

안전 
급수

국가별 상수도 보급률, 2000-2004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1997-2007

공공 
체육시설

지역별 인구 10,000명당 공공 생활체육시설 수, 2006

보건의료
체계

보건 
의료 
자원

OECD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주요 보건의료 인력 수, 2002-2006

OECD 국가별 입원진료 병상수, 2002-2006

시도별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 인력 수, 2001-2007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입원 병상수, 2000-2007

보건 
의료 
재정

OECD 국가별 총 보건의료비 대비 공적 지출 2002-2006

OECD 국가의 GDP 중 총 보건의료지출 비중, 2005

소득계층별 의료비지출비중(2인 이상), 1985-2005

시도별 총 예산 대비 보건의료 예산비, 2009(단위 %)

시도별 1인당 보건의료비 예산(단위 원)

보건 
의료 

서비스

OECD 국가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05

노인의 소득수준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04

OECD 국가의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20세에서 69세, 2005

수입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1995-2001

수입에 따른 건강검진 검진 수검률, 1997-2005

월가구소득별 미치료, 치료지연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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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강영호 등(2012) 연구의 건강불평등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 

자료: 강영호, 정최경희, 조성현, 조홍준, 김명희, 김관옥 등. (2012).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 서울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p. 147.

김동진 등(2014a)의 연구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에서

는 WHO CSDH(2008)에 따라 지표 영역을 사회경제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의 세 가지로 설정하고, 영역별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조사를 통해 건강불평등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

서 지표 선정 원칙을 정하여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을 보다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24개 세

부지표, 중재요인 39개 세부지표, 그리고 건강결과 25개 세부지표로 총 

88개 세부지표를 제안했다.

〈표 2-2-4〉 김동진 등(2014a) 연구의 건강불평등 지표 예시

지표 영역 세부지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소득: 지니계수, 분위수배율(P90/10), 빈곤율

고용: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분율 및 임금격차, 실업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율

교육: 고등학교, 자퇴율, 사교육비 지출 분포

주거: 최저 주거기준미달 주택 거주율

보건의료서비스: 미충족 의료율, 의료이용만족도

건강결과

사망: 기대수명, 건강수명, 총 사망률,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영아 사망
률 및 모성 사망비, 산재사망률

불건강: 암종별 발생률, 고혈압, 관절염,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결핵, 우
울, 치매,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율, 가정폭력 및 성폭력, 저체중아 
출산율, 구강건강지표(치아우식경험도, 치주염유병률, 노인자연치아수 등),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태: 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수준, 식품미보장률, 저체중률, 모유
수유율, 자살생각, 피임실천비율,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자궁경부암 등), 
예방접종률(B형간염,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백신 등)

요인 영역 중분류 세부 지표

중
재
요
인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사회에 대한 신뢰, 투표율, 단체활동 참여율

생활환경 여가 및 복지환경 기준인구당 지역별 공공 보육시설 수



62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요인 영역 중분류 세부 지표

물리적 환경 유해환경 근로 비율, 기준인구당 폐수배출시설 비율

건강생활 
습관

흡연 현재 흡연율, 직장 내 간접 흡연율, 금연시도율

음주 고위험(문제) 음주율

신체활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체중 비만율(BMI), 저체중률

영양 식품 미보장률, 과일 섭취율, 나트륨 초과 섭취율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률, 자살생각 경험률, 자살시도 경험률

재생산 및 아동건강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 성관계경험 청소년 항상 
피임실천율,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 기준인구당 산부인과 전
문의 수,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 제왕절개 분만율

안전의식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보건의료 
서비스

예방서비스
국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율,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의료이용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율,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보건의료 자원
기준인구당 병상 수, 기준인구당 의사 수, 기준인
구당 간호사 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보건의료 재정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보건소 예산현황(주민 일인당)

건
강
결
과

수명 기대수명, 건강수명 출생시 기대여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수준 자기평가 건강수준,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객관적 건강

활동제한 활동제한(ADL, IADL)

만성질환 유병
고혈압 유병률, 관절염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허
혈성심질환 유병률

감염성질환 유병 폐결핵 유병률, 간염유병률(B형 간염) 

재생산 및 아동건강
모성사망비,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 
학대 아동 발견율

구강건강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손상 및 사고 손상경험률, 3대 응급환자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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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동진, 강아람, 채희란, 최지희, 기명, 김명희 등. (2014a).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
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6-39 내용을 일부 정
리함.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건강격차를 확인하는 건강격차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보고서

를 발간하였다.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의 선정원칙에는 포괄성, 

중요성, 의미와 정확성, 자료 가용성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건강격차 모

니터링 지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인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과 건

강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지표는 총 65개이다.

〈표 2-2-5〉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2015) 연구의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예시

요인 영역 중분류 세부 지표

사망

총 사망 총 사망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암사망률(3대 암, 암으로 인한 총 사망), 5대 사인
별 사망률

외인으로 인한 사망
외인사망률(성인, 아동 구분), 산재 사망률, 운수
사고 사망률(성인, 아동 구분), 자살 사망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사회
구조
요인

인구 인구
총 인구수, 노인 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등록장애인 인구 비
율, 이주민 인구 비율

교육 교육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

고용 고용
비정규직 인구 비율, 관리자·전문가 인구 비
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인구 비율, 실업률

소득 소득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

중재
요인

물질적 환경

주거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식품 식품안정성 미확보율

환경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교통안전지수, 장애
인편의시설 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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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2015).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동 기관.

정진주 등(2016)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대표지표 개발 

및 건강격차 해소 전략 연구”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달성 여부 

측정을 위한 건강형평성 대표지표와 지표 산출 시의 권고사항을 제안하

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건강형평성을 모니터할 수 있는 지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범위의 측면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대표지표로 건강수명을 제안했다.

정진주 등(2016)이 제시한 지표 산출 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총괄지표는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념모형에 의하여 인구

집단의 건강형평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선정한다. 둘째, 정책영

향 평가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평균(rolling average)을 제시하고, 

시계열 추이를 볼 수 있도록 매년 산출한다. 셋째, 성별, 지역별(시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건강행태

흡연
현재 흡연율,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직
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음주 고위험음주율

운동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체중 저체중률, 비만율

건강검진
위암검진수진율, 대장암검진수진율, 여성 유
방암검진수진율, 자궁경부암검진수진율

예방접종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사회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스트레스인지율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이웃에 대한 신뢰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율, 5대 범죄 발생건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공공보건의료기관 분포, 1인당 보건예산액,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당 취약가구
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비율(치
과미포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 미충족 
의료 비율

복지서비스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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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도)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지표의 개선 및 악화 정도를 적절한 방법

으로 공개한다. 넷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한 지역사회보건사업기획 

과정에 건강형평성 현황을 포함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사업기획안

을 도출한다. 다섯째, 지표 산출기능을 전담하는 기구 또는 기관을 선정

하고 질적으로 우수하고 과학적으로 적절하며 현실성 있는 지표를 지속

적으로 산출한다. 여섯째, 지역별총괄지표 산출과 의미 해석, 개선방안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위원회)를 운영한다.

강영호 등(2016)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HP2020 평가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지원 방안 마련” 연구에서 HP2020의 목표 달성 및 모

니터링을 위한 자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DB의 활용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대수명, 건강수명, 질병

유병, 의료이용, 건강위험요인 등의 건강형평성 현황과 추이를 지역(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차원과 개인(소득수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2-2-6〉 선행연구 주요 내용 요약

저자 주요 내용 비고

신영전 등
(2009)

- 사회경제적 요인(소득, 교육 등), 중재요인(생활습관, 
보건의료체계 등), 건강결과로 건강불평등 지표 구성

- 지역 단위 건강불평등 지표로 ‘건강빈곤지수’ 제안
- 지역 단위 건강증진전략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등 제안

2008, 2009년 건강
불평등 통계집 생산

강영호 등
(2012)

-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 지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결과로 구분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구성
- 건강결과는 사망, 불건강 및 건강행태 등을 성별, 생애

주기별로 나누어 제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지표 선정
을 위한 기초연구

김동진 등
(2014a)

- WHO CSDH(2009)에 따라 지표 영역을 사회경제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로 구성

-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을 보다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 최종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24개, 
중재요인 39개, 그리고 건강결과 25개로 총 88개 세
부지표 제안

세부지표에 따라 
지역별, 인구집단
별 통계집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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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3. 의료이용의 불평등 측정

의료이용 불평등의 측정은 주로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이용이 면 히 측정되지 않던 2000년대 

이전에는 직접 조사를 통해 연간 병의원 이용, 방문횟수를 조사하여 생활

수준별 의료이용도를 평가했고, 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대상에 평균이

나 비율 비교 등이 이용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나 

한국의료패널과 같은 자료가 쉽게 접근 가능해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

로 한 의료불평등 분석연구가 증가했다. 외래, 입원, 응급 이용 여부와 횟

수, 입원일수를 주로 측정하고 경우에 따라 의료기관 유형별 이용은 집단

별로 이용한 의료의 질 차이를 보기 위해 사용되었다(신호성, 김동진, 

2007; 임국환, 이준협, 2010; 김동진, 2011; 김진구, 2012a, 2012b, 

2012c; 문성현, 2014; 김동진 등; 2014a). 최근에는 다시 특정 관심집단

에 초점을 맞춘 세부 분석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다(김정욱, 최재성, 

2016; 이용재, 2017; 손인서 등, 2017; 민소영, 2017). 의료이용의 범위

도 응급의료이용, 요양병원 이용 등 특정 맥락에 집중하거나 예방적 의료

저자 주요 내용 비고

서울시
(2015)

- 강영호(2012)의 연구를 기초로 지표 구성
- 지표는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과 건강결과로 구성, 최

종 65개 지표

정진주 등
(2016)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달성 여부 측정을 위한 건
강형평성 대표지표와 지표 산출 시 권고사항 제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대표지표로 건강수명을 사용
할 것과 HP2030부터 활용할 것을 제안

HP 2030의 대표
지표 제안

강영호 등
(2016)

- HP2020의 목표 달성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원으로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DB의 활용성 검증에 중점

- 지표는 건강보험정보 DB와 자격/보험료 DB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기대수명, 건강수명, 질병유병, 
의료이용, 건강위험요인 등)

지역 차원과 개인
(소득수준) 차원으
로 나누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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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예방접종)로 확장되기도 했다(박현희 등, 2016; 양유진, 2017).

의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나 의료이용이나 보험으로 인한 소득재분

배, 빈곤화 등의 측정은 의료재정의 불평등에 속한다. 의료이용의 결과로

는 회피가능 사망, 의료자원(의료기관, 의료인 등)의 분포 등으로 측정해

왔다. 

2000년도 이전에는 주로 소득계층이나 보험가입자격, 지역에 따른 의

료이용률(의료이용 경험률, 의사 방문횟수, 치료일수, 입원 경험률, 평균

재원일수, 의료비 등)을 비교하는 식으로 불평등을 측정하고 해석해왔다. 

이는 의료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지표이며, 일부 연구는 성연령 표준화를 

하거나 15일간 이환율 등을 조사하여 의료필요와 의료이용을 각각 생활

수준별로 비교하고 불평등을 해석하였다(송건용 등, 1990, p. 40; 조홍

준, 1995, p. 173; 장동민, 문옥륜, 1996, p. 127). 의료필요를 반영한 

지표로는 이용-상병비(use-disability ration), 증상-반응비(symptom- 

response ratio) 등을 사용하고 위중도 지표를 이용해 구분을 두기도 하

였다(문옥륜 등, 1995, p. 4).

이 지표들은 주로 최상위집단과 최하위집단 간 지표 값의 차이

(difference) 또는 비(ratio)로 절대적 차이와 상대적 차이를 측정해 왔

다. 그러나 중간집단의 불평등 형태를 볼 수 없고 인구집단의 규모를 고

려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다. 

이보다 산출은 어려운 편이나 비교적 보완된 지표로 절대, 상대 불평등 

기울기 지수가 있다. 사회경제적 집단의 순위에 따른 건강 또는 의료이용

의 평균치에서 기울기를 산출한 값, 또는 이 값을 전체 집단의 평균치로 

나눈 상대값인데, 모든 인구집단을 반영하고 집단별 인구분포 변화도 반

영 가능하다(Mackenbach & Kunst, 1997, p. 769). 그러나 직선회귀

선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직선이 아닌 경우를 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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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집중지수를 기본으로 의료필요를 보정하는 르그랑

(Le Grand) 지수, 수평적 형평성(HIwv) 지수와 같은 종합지표가 주로 사

용되었다. 종합지수는 의료필요를 사람들의 건강수준이나 상병여부에 관

한 변수로 상정하여 의료이용량만을 보는 것보다 정확한 의미의 불평등

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병호 등, 2004, p. 43). 의료필요의 보정

은 종합지표의 장점이지만 정확하게 보정하기 까다로운 개념이기에 분석

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하는 자료원에서 가용한 변수 중 의료필요를 나

타낼 만한 변수(주로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의 유무와 개수 등)를 여

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보정하고 있으나, 조합된 변수와 분석하는 의료이

용의 종류에 따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van Doorslaer et al., 2000; 

권순만 등, 2003; 최수민, 2011).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이용한 의료불평등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임

상 쪽에서는 의료이용량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소득

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경우는 김경하 등

(2012)의 산과이용량 연구 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나마 의료이용보다도 

유병률에서의 불평등 연구가 있었으며, 바우처 사업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보는 학위논문이 이에 해당한다(김태훈, 2016; 최승아, 2016). 의

료이용에 관한 연구는 암환자의 의료이용,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불평등

을 본 연구(김진희 등, 2011; 정영일 등, 2011), 그리고 학위논문으로 암 

검진과 관련한 불평등 연구 등이 있었다(정혜민, 2014). 그 외에도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건강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는 

데 적용하려는 연구와, 전 국민의 전체 의료이용청구자료라는 특성을 살

려 전국의 의료이용지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정책과 연계하고자 한 

연구도 있었다(강영호 등, 2016; 김윤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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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자료들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거나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을 폭넓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이용자료 외에도 유병상태, 의료기관의 의료비 수입(청구

금액, 심결금액)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가능하고,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 연구도 확장될 수 있어 의료불평등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건강불평등 지표와 관련된 기존 연구 중 신영전 등(2009)과 서울시

(2015)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일정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

강불평등 현황을 측정해보는 것에서 머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건강

불평등 연구의 가장 큰 단점으로 활용성 측면에서의 제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최근 정진주 등(2016)과 강영호 등(2016)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안하고 있으

나, 그 외 연구에서는 정책적인 제언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강불평등 수준 변화와 관련 정책의 개입 효과

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

히, 기존 연구들이 건강결과에 치중한 단편적인 불평등 관련 통계를 제시

하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표 영역을 사회구조적 요인, 중재요

인, 건강결과로 구분하여 포괄적이면서도 기존 지표와는 차별화된 모니

터링 영역을 발굴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지표와 건강정책 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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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고리를 파악하여 정책의 수립·집행·환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강형평성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과 방법3제 장

제1절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 기준

제2절 지표 생산 방법





제1절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 기준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을 위해 김동진 등(2014a, pp. 36-39)이 개발한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 가능성, 정책 이슈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위한 

건강불평등 지표를 마련하였다. 

일부 지표의 경우 원조사의 설문 문항 변경으로 지표 산출이 불가능하

거나3) 활용도가 낮아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4)

정책 또는 사회 이슈 등을 고려하여 새로 추가한 지표는 아동 및 청소

년 관련 지표로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청소년 비만율(BMI), 아

동 외인 사망률 등이 있고, 만성질환 유병 관련 지표로 이상지질혈증 유

병률이 있다. 또한 지역박탈지수와 지역별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고자 회피가능 사망률, 예방가능 사망률, 치료가능 사망률을 추가하였다. 

김동진 등(2014a)에서는 3대 암 사망률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대 암 사망률로 확대해 대장암 사망률, 유방암 사망률을 추

가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는 없었던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지표를 추가하

였고, 미충족 의료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였다.5)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

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이용 지표를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3) 이에 해당하는 지표는 금연 시도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자살생각 경험률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대신하여 근력운동 실천율 지표를 추가하였음. 

4) 이에 해당하는 지표는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등임.
5) 새로 개발된 건강불평등 인식 지표와 미충족 의료 지표의 개발과정과 지표 산출 결과에 

대해서는 제3부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

연구 내용과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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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연도별 건강불평등 지표 내역(2014, 2017년)

대분류 영역 중분류 2014년 2017년
변경
내역

사회
구조적
요인

인구

출생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

인구
집단별
인구비율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 -

등록장애인 비율 등록장애인 비율 -

외국인주민 비율 외국인주민 비율 -

교육

교육
수준

대학졸업자 인구 비율 대학졸업자 인구 비율 -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중단율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중단율 -

교육비
지출

공교육비 지출액 공교육비 지출액 -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

고용

고용 
및 

실업

고용률 고용률 -

실업률 실업률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저임금 노동자 비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

직업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 -

피고용인 없는 자영자 비율 피고용인 없는 자영자 비율 -

개인 및 
가구
단위 
결핍

소득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 -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

가구 균등화 소득 가구 균등화 소득 -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 상대적 빈곤율 여성가구주 가구 상대적 빈곤율 -

아동 상대적 빈곤율 아동 상대적 빈곤율 -

노인 상대적 빈곤율 노인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 -

지역단위
결핍

지방재정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 -

지역박탈 지역박탈지수 지역박탈지수 -

중재
요인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

투표율 투표율 -

단체활동 참여율 단체활동 참여율 -

생활
환경

여가 및
복지환경

영유아 아동 천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영유아 아동 천명당 국공립 어
린이집 비율

-

물리적
환경

유해환경 근로 비율 유해환경 근로 비율 -

인구 만명당 폐수배출시설 비율 인구 만명당 폐수배출시설 비율 -

생활 
습관

흡연
현재 흡연율 현재 흡연율 -

- 청소년 흡연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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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중분류 2014년 2017년
변경
내역

중재
요인

직장 내 간접 흡연율 직장 내 간접 흡연율 -

금연시도율 - 삭제

음주
고위험(문제) 음주율 고위험(문제) 음주율 -

- 청소년 음주율 추가

신체활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삭제

- 근력운동 실천율 추가

체중

비만율(BMI) 성인 비만율(BMI) -

- 청소년 비만율(BMI) 추가

저체중률 저체중률 -

영양 식품 미보장률 식품 미보장률 -

나쁜
생활습관

- 나쁜생활습관 추가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률 우울감 경험률 -

자살생각 경험률 - 삭제

자살시도 경험률 자살시도 경험률 -

재생산
및 

아동건강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 -

성관계경험 청소년 항상 피임
실천율

성관계경험 청소년 항상 피임실
천율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

-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 -

인구 10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인구 10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 -

제왕절개 분만율 제왕절개 분만율 -

안전의식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

보건
의료 

서비스

예방
서비스

국가 5대암 검진율: 위암 국가 5대암 검진율: 위암 -

국가 5대암 검진율: 간암 국가 5대암 검진율: 간암 -

국가 5대암 검진율: 대장암 국가 5대암 검진율: 대장암 -

국가 5대암 검진율: 자궁경부암 국가 5대암 검진율: 자궁경부암 -

국가 5대암 검진율: 유방암 국가 5대암 검진율: 유방암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의료이용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수정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율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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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중분류 2014년 2017년
변경
내역

중재
요인

보건
의료 

서비스

의료이용
: 자원/
접근성

-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추가

의료이용:
질

-
외래진료 민감질환 의료이용 추가

고혈압 진료지속성 추가

의료이용:
이용

-

암 의료이용 추가

고혈압 의료이용 추가

당뇨 의료이용 추가

일반건강검진 수진자 수 추가

의료이용:
재정

-

총 의료비 추가

암으로 인한 총 의료비 추가

전체 사망자 사망 전 1년간 의료비 추가

고혈압으로 인한 총 의료비 추가

당뇨로 인한 총 의료비 추가

보건의료 
자원

인구 10만명당 병상 수 인구 10만명당 병상 수 -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수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수 -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인당 주민 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인당 주민 수 -

보건의료 
재정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보건소예산현황 보건소예산현황

건강
결과

수명
기대여명, 
건강수명

출생 시 기대여명 출생 시 기대여명

건강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수준

자기평가 건강수준 자기평가 건강수준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불평등 
인식

주관적
건강

불평등
-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추가

객관적 
건강

활동제한 활동제한(ADL, IADL) 활동제한(ADL, IADL) -

만성질환
유병

고혈압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

관절염 유병률 관절염 유병률 -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

허혈성심질환 유병률 허혈성심질환 유병률 -

-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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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표 정의는 [부록 1]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대분류 영역 중분류 2014년 2017년
변경
내역

건강
결과

감염성
질환 
유병

폐결핵 유병률 폐결핵 유병률 -

간염유병률(B형 간염) B형 간염 유병률 -

재생산
및 

아동건강

모성사망비 모성사망비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

학대 아동 발견율 학대 아동 발견율

구강건강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 삭제

손상 및
사고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

3대 응급환자 사망률 3대 응급환자 사망률

사망

총 사망

총 사망률 총 사망률 -

- 회피가능 사망률 추가

- 예방가능 사망률 추가

- 치료가능 사망률 추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

5대 사인별 사망률: 뇌혈관질환 5대 사인별 사망률: 뇌혈관질환 -

5대 사인별 사망률: 심장질환 5대 사인별 사망률: 심장질환 -

5대 사인별 사망률: 당뇨병 5대 사인별 사망률: 당뇨병 -

5대 사인별 사망률: 폐렴 5대 사인별 사망률: 폐렴 -

5대 사인별 사망률: 암 5대 사인별 사망률: 암 -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폐암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폐암 -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위암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위암 -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간암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간암 -

-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대장암 추가

-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유방암 추가

외인으로 
인한 
사망

성인 외인사망률 성인 외인사망률 -

아동 외인사망률 아동 외인사망률 -

산재 사망률 산재 사망률 -

성인 운수사고 사망률 - -

아동 운수사고 사망률 - -

자살 사망률 자살 사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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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표 생산 방법

본 건강불평등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세부지표 산출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1. 지표 정의

본 연구에서 산출하는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노력하였고, 지표 

계산식과 지표 산출에 사용된 자료원을 명시하였다.6)

  2. 지표 산출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산출된 지표의 시간적 범위는 2001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지표 중 일부는 다년도 자료를 합쳐 지표 값을 제시하였으며, 국민건강영

양조사는 2007년부터 2015년도까지 3개 연도를 합친 ‘기’ 단위7)로 지표

를 산출하였다. 또한 총 사망 지표 중 회피가능 사망률, 예방가능 사망률, 

치료가능 사망률은 2013-2015년 자료를 통합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3. 지표 산출 기준(아동 및 청소년)

세부지표별로 대상자 수, 조율을 제시하여 산출 값에 대한 의미와 해석

이 보다 용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표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6) 지표 정의는 [부록 1] 참조.
7) 4기: 2007-2009년, 5기: 2010-2012년, 6기: 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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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성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학교 유형별, 부모 교육수준별

  ① 지역: 시도별

  ② 소득수준: 5분위(상, 중상, 중, 중하, 하)

  ③ 부모 교육수준
    ⦁ 아버지, 어머니를 구분하여 제시 
    ⦁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상

※ 산출값 제시: 조율

  4. 지표별 산출값(성인)

세부지표별로 대상자수,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를 제시하

여 지표 값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보다 용이하도록 노력하였다. 지표 산

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 성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직업계층별

  ① 지역
    ⦁ 시도별(국민건강영양조사는 ‘기’ 단위로 지표를 산출하므로 세종특

별자치시 신설 이전 기준으로 작성함) 
    ⦁ 총 사망률, 회피가능사망, 예방가능사망, 치료가능사망은 시군구별

로 지표를 산출

  ② 소득수준
    ⦁ 국민건강영양조사: 4분위(상, 중상, 중하, 하)
    ⦁ 사망원인통계: 4분위(상, 중상, 중하, 하)

  ③ 교육수준: 3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
    ⦁ 30-64세: 초등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 65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④ 직업계층: 육체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대상연령: 30-64세)
    ⦁ 군인, 학생, 주부 제외
    ⦁ 사무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 서비스 및 판매직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 육체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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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표준화

인구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지표 값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표준화율을 별도로 제시하였으며, 표준인구는 2005년 추계인구를 

사용하였다.8) 

표준화율 산출 시 성과 연령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연령표준화

를 기본으로 산출하였다. 연령은 10세 단위 6범주(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로 구분하였고, 사망률의 경우 

사망자 대부분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연령을 5세 단위 21범주(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 , 95-99세, 100

세 이상)로 세분하여 표준화하였다.

  6. 의료이용 지표 산출 방법

가.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의 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부터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2012년도에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13년도에는 시범

8)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가구>장래인구추계>전국(2016)] 자료를 
활용하였음.

※ 산출값 제시: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① 표준화율: 2005년 추계인구를 사용

   ②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지역별로는 전국 평균, 소득수준별로는 가장 
높은 소득수준(상), 교육수준별로는 가장 높은 교육수준, 직업계층별
로는 사무직을 기준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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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을 거쳐 2014년도부터 표본코호트와 맞춤형 연구 데이터베이스

를 제공하고 있다. 5,000만 명의 전 국민 의료이용 급여 내역과 건강검진 

결과가 축적된 자료로서 전 국민 5,000만 명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자격

과 보험료 자료, 병의원 이용 내역과 건강검진 결과, 가입자의 희귀난치

성 및 암 등록정보, 의료급여자료, 노인장기요양자료 등이 축적된 1조 

3,000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이다(박종헌, 2016, p. 34). 

지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표성, 신

뢰성 있는 표본(약 2%)을 추출하여 약 100만 명으로 구축된 표본 코호트

를 이용했다. 그러나 외래진료 민감질환과 같은 일부 지표는 대상자가 줄

어들기 때문에 보험료 분위별 수가 작아 대표성이나 연도별 안정성이 떨

어지고 당시 일부 연도의 자료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전체 

연도를 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계획한 불평등 지표의 

특성상 성별, 보험료 분위, 거주지 등의 층화가 필요한 만큼 표본보다는 

전체 건수를 이용한 결과가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의 단점은 요양급여기관이 청구한 자료가 근간이 되므로 비급

여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청구심사 삭감을 고려하여 질병 중증도가 높게 

청구되는 경향이 있는 등 청구 코드와 실제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직 병원자료, 국립암센터, 통계청 자료 등과의 연계가 원

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일기관이 보유한 자료원 사용에 따른 한계가 

있다(강희정, 2016, p. 62 ; 박종헌, 2016, p. 33).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의료불평등의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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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한 작업으로, 엄 한 분석방법보다는 이용자

의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직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가급적 단순한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

료는 국가적 수준의 의료불평등 모니터링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며 어떤 

표본자료보다도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이 자료원이 의료이용에서의 ‘불

평등’을 모니터하는 데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료이용 영

역에서의 지표값을 산출해 보고 일관성이나 독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지표에 

맞는 세부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층화조건은 자격보

험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거주지, 연령, 성별, 건강보험가입유형 구분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기관 데이터베이스를, 자격 보험료 데이터베이스에

서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진료내역 데이터베이스와 건강검진 데이터베이

스에서 의료이용을 확인하였다.

측정 방법은 소득분위(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10분위)별 분포표를 

산출하고 연도별 그래프를 통해 의료이용에 관한 소득분위별 비중을 표

현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 도는 떨어지더라도 불평등의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한다면 ‘측정

-정책 반영-실행-피드백’의 회로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성·연령 표준화나 불완전한 의료필요 보정보다는 성별, 

연령대(생애주기), 거주지, 보험가입자격을 기준으로 층화한 상태에서 소

득분위별 의료불평등을 측정하였다.9) 성별층화는 모든 지표에 기본적으

로 적용하고, 나머지 층화기준은 지표에 따라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9)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였으나 의료이용에 관한 제도적 구조가 
건강보험 대상자와 확연히 다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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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기준만을 적용하였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특성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는 가구에 

따라 가구에 속한 개인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소득분위별 인구수가 

분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전체 또는 층화하여 분포표를 산출할 

때 소득분위별 인구수를 동일한 상태로 보정해 계산하여 의료이용량에 

대한 각 소득수준별 점유율을 왜곡 없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의료불평등 모니터링 적합성 및 한계점

지표에 따라 연령, 거주지, 보험가입유형 등을 층화한 경우 하위집단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먼저 전체 집단에서의 패턴을 기

준으로 서술하고 이후 특정 지표의 하위집단에 따라 특징적인 패턴을 보

이는 부분은 따로 서술하였다.

접근성, 질, 이용과 비용을 망라하여 대부분의 지표에서 1분위, 때로는 

2분위까지 다른 소득수준의 패턴과는 다르게 최근으로 올수록 점유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을 해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다

른 소득수준보다 의료필요가 현격히 높은 상태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도에 따라 점유율이 상승하는 패턴은 외래의 경우 의료필요 인지

의 확대, 건강검진으로 인한 발견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같이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꾸준히 시행, 확대되어

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든 결과에는 불평등이 ‘과소추정’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필

요가 전혀 보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수준별 격차가 나타나지 않더

라도 실제는 불평등하며, 고소득층일수록 점유율이 높다면 실제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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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이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의 영역에서는 건강보험공

단 청구자료의 특성상 보험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결 요양급여비만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포함한 

실제 격차보다도 더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의료필요를 보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측정의 엄 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의료필요를 완

전히 보정할 방법은 없으며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지표로는 

의료필요를 보정하기에 한계가 많다. 따라서 의료불평등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니터링이 목적이라고 할 때 충분히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지

표가 될 것이다. 

다만, 암이나 당뇨와 같은 특정 질환의 의료이용 지표를 해석할 때는 

이미 알려진 발병률과 유병률 정보를 통해 해당 하위집단의 특정 의료필

요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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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불평등 지표 및 자료원

건강불평등 지표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산출 가능성이다. 특

히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서 산출이 불가능하다면 지표의 

중요도가 높다 하더라도 실용성이 떨어져 정책적인 의미가 약해지기 마

련이다(김동진 등, 2014a, p. 44). 각 지표 산출에 활용된 데이터는 아래

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건강불평등 지표는 총 116개이며, 그 중 58개

(50.0%)를 이번 연구에서 산출 완료하였다. 사회구조적 요인 영역에서는 

총 25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지표를 산출하지 않았다. 중재요인 

영역에서는 총 53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중 32개(60.4%) 지표를 산

출하였다. 건강결과 영역에서는 총 39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중 26

개(66.7%) 지표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 완료하지 못한 나머지 

지표들은 매년 나누어 주기적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표 2-4-1〉 2017년 건강불평등 지표

대분류
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순번 지표명 자료원

사회
구조적
요인
(24)

인구(5)

출생(1) 합계출산율 미산출

인구
집단별

인구비율(4)

노인인구 비율 미산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 미산출

등록장애인 비율 미산출

외국인주민 비율 미산출

교육(4) 교육수준(2)
대학졸업자 인구 비율 미산출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중단율 미산출

연구 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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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순번 지표명 자료원

교육비
지출(2)

공교육비 지출액 미산출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미산출

고용(6)

고용 
및 

실업(4)

고용률 미산출

실업률 미산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미산출

저임금 노동자 비율 미산출

직업(2)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 미산출

피고용인 없는 자영자 비율 미산출

개인 및 
가구단위 
결핍(7)

소득(3)

노인의 근로소득 의존율 미산출

가처분 소득 미산출

가구 균등화 소득 미산출

빈곤(4)

여성가구주 가구 상대적 빈곤율 미산출

아동 상대적 빈곤율 미산출

노인 상대적 빈곤율 미산출

중위소득 가구 빈곤율 미산출

지역단위 
결핍(2)

지방재정(1) 재정자주도 미산출

지역박탈(1) 지역박탈지수 미산출

중재
요인
(53)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3)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3)

사회에 대한 신뢰 미산출

투표율 미산출

단체활동 참여율 미산출

생활 환경
(3)

여가 및
복지환경(1)

영유아 아동 천명당 국공립 어린
이집 비율

미산출

물리적
환경(2)

유해환경 근로 비율 미산출

인구 만명당 폐수배출시설 비율 미산출

생활 
습관
(21)

흡연(3)

1-1 현재 흡연율 국민건강영양조사

1-2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1-3 직장 내 간접 흡연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주(2)

1-4 고위험(문제) 음주율 국민건강영양조사

1-5 청소년 음주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신체활동(1) 1-6 근력운동 실천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체중(3)

1-7 성인 비만율(BMI) 국민건강영양조사

1-8 청소년 비만율(BMI)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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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순번 지표명 자료원

1-9 저체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1) 1-10 식품 미보장률 국민건강영양조사

나쁜
생활습관(1)

1-11 나쁜생활습관 국민건강영양조사

정신건강(2)
1-12 우울감 경험률 국민건강영양조사

1-13 자살시도 경험률 국민건강영양조사

재생산
및 

아동건강(7)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 미산출

성관계경험 청소년 항상 피임실천율 미산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

미산출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 미산출

인구 10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미산출

남편 자녀양육 참여도 미산출

제왕절개 분만율 미산출

안전의식(1)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미산출

보건
의료 

서비스
(15)

예방
서비스

(6)

1-14 국가 5대암 검진율: 위암 지역사회건강조사

1-15 국가 5대암 검진율: 간암 지역사회건강조사

1-16 국가 5대암 검진율: 대장암 지역사회건강조사

1-17 국가 5대암 검진율: 자궁경부암 지역사회건강조사

1-18 국가 5대암 검진율: 유방암 지역사회건강조사

1-19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의료이용(1)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제3부 참조

의료이용: 
자원/

접근성(1)
1-20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건보 청구자료

의료이용:
질(2)

1-21
외래진료 민감질환 의료이용 건보 청구자료

고혈압 진료지속성 건보 청구자료

의료이용: 
이용(4)

1-22

암 의료이용 건보 청구자료

고혈압 의료이용 건보 청구자료

당뇨 의료이용 건보 청구자료

일반건강검진 수진자 수 건보 청구자료

의료이용: 
재정(5)

1-23

총 의료비 건보 청구자료

암으로 인한 총 의료비 건보 청구자료

전체 사망자 사망 전 1년간 의료비 건보 청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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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순번 지표명 자료원

고혈압으로 인한 총 의료비 건보 청구자료

당뇨로 인한 총 의료비 건보 청구자료

보건의료 
자원(4)

인구 10만명당 병상수 미산출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미산출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미산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인당 주민수 미산출

보건의료
재정(3)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미산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미산출

보건소예산현황 미산출

건강
결과
(39)

수명(2)
기대여명, 
건강수명(2)

출생시 기대여명 미산출

건강수명 미산출

주관적 
건강(2)

주관적
건강수준(2)

2-1 자기평가 건강수준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미산출

불평등 
인식(1)

주관적 건강
불평등(1)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제3부 참조

객관적 
건강
(16)

활동제한(1) 2-2 활동제한(ADL, IADL) 노인실태조사

만성질환
유병(5)

2-3 고혈압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2-4 관절염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2-5 당뇨병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2-6 허혈성심질환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2-7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감염성
질환 

유병(2)

폐결핵 유병률 미산출

B형 간염 유병률 미산출

재생산 및 
아동건강(4)

모성사망비 미산출

영아사망률 미산출

5세 미만 아동사망률 미산출

학대 아동 발견율 미산출

손상 및
사고(2)

2-8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 국민건강영양조사

3대 응급환자 사망률 미산출

사망
(20)

총 사망
(4)

2-9 총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2-10 회피가능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2-11 예방가능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2-12 치료가능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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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표 정의는 [부록 1]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대분류
영역

(지표개수)
중분류

(지표개수)
순번 지표명 자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
(10)

2-13 5대 사인별 사망률: 뇌혈관질환 사망원인통계

2-14 5대 사인별 사망률: 심장질환 사망원인통계

2-15 5대 사인별 사망률: 당뇨병 사망원인통계

2-16 5대 사인별 사망률: 폐렴 사망원인통계

2-17 5대 사인별 사망률: 암 사망원인통계

2-18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폐암 사망원인통계

2-19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위암 사망원인통계

2-20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간암 사망원인통계

2-21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대장암 사망원인통계

2-22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유방암 사망원인통계

외인으로 
인한 

사망(6)

2-23 성인 외인사망률 사망원인통계

2-24 아동 외인사망률 사망원인통계

산재 사망률 미산출(자료 부족)

성인 운수사고 사망률 미산출

아동 운수사고 사망률 미산출

2-25 자살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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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표별 산출 결과

  1.1. 현재 흡연율(중재요인 > 생활습관 > 흡연)

 

가. 연도별 추이

현재 흡연율은 남성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여성의 현재 흡

연율은 낮은 수준에서 연도별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2-4-1〕 현재 흡연율 추이(19세 이상, 2001-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1-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 현재 흡연율(전국, 성별, 19세 이상,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1 30.2 30.2 61.3 60.9 5.3 5.2 
2005 29.3 29.3 53.2 52.5 5.9 5.8 

2007-2009 27.0 27.5 47.4 47.5 7.0 7.2 
2010-2012 26.5 27.3 46.5 46.9 7.2 7.6 
2013-2015 23.1 24.1 41.0 42.0 5.9 6.4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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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에 따른 인구집단 간 현

재 흡연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30.9%), 직업별로는 육체직의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았으며

(40.4%), 서비스·판매직(28.9%), 사무직(26.1%) 순으로 현재 흡연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30-64세 인구집단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초졸 이하)에서 현재 흡연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현재 흡연율의 격차는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이 낮은 특정 인구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구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계층별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2-4-2〕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현재 흡연율(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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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교육수준별·성별 현재 흡연율(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3〉 현재 흡연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1.1 30.9 1.4 ( 1.05 - 1.96 ) 9.40 ( 1.09 - 17.70 )
중하 22.9 23.8 1.1 ( 0.83 - 1.49 ) 2.34 ( -4.34 - 9.03 )
중상 25.7 25.3 1.2 ( 0.86 - 1.60 ) 3.82 ( -3.38 - 11.02 )
상 21.7 21.5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1.3 38.9 1.59 ( 1.03 - 2.46 ) 14.45 ( -2.09 - 17.56 )
중·고졸 26.6 29.4 1.20 ( 0.90 - 1.60 ) 4.92 ( -3.24 - 13.07 )
전문대졸 이상 24.8 24.5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8.5 8.8 0.64 ( 0.25 - 1.60 ) -5.02 ( -15.27 - 5.24 )
중졸 13.1 12.9 0.93 ( 0.40 - 2.17 ) -0.93 ( -12.24 - 10.39 )
고졸 이상 14.0 13.9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36.1 40.4 1.55 ( 1.15 - 2.08 ) 14.30 ( 3.63 - 24.97 )
서비스ㆍ판매직 25.8 28.9 1.11 ( 0.74 - 1.49 ) 2.77 ( -8.73 - 14.26 )
사무직 26.7 26.1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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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현재 흡연율(남성, 사회경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8.3 48.8 1.3 ( 0.96 - 1.73 ) 10.91 ( -1.89 - 23.71 )

중하 40.3 41.7 1.1 ( 0.82 - 1.48 ) 3.80 ( -7.83 - 15.43 )
중상 45.2 44.0 1.2 ( 0.87 - 1.58 ) 6.16 ( -6.36 - 18.68 )

상 38.5 37.9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47.6 63.8 1.16 ( 0.85 - 1.58 ) 22.67 ( -57.52 - -32.38 )

중·고졸 49.6 53.8 1.20 ( 0.90 - 1.60 ) 12.63 ( -53.98 - -25.93 )

전문대졸 이상 42.0 41.2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0.5 20.8 1.10 ( 0.39 - 3.08 ) 1.92 ( -18.56 - 22.39 )

중졸 21.9 21.7 1.15 ( 0.43 - 3.09 ) 2.80 ( -17.34 - 22.94 )

고졸 이상 19.1 18.9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49.2 52.5 1.31 ( 0.98 - 1.74 ) 12.28 ( -0.81 - 25.37 )

서비스ㆍ판매직 48.8 49.1 1.22 ( 0.89 - 1.63 ) 8.90 ( -5.33 - 23.13 )

사무직 41.0 40.2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5〉 현재 흡연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8.4 14.4 3.6 ( 2.44 - 5.39 ) 10.40 ( 6.48 - 14.33 )
중하 6.9 7.5 1.9 ( 1.28 - 2.79 ) 3.52 ( 1.31 - 5.73 )

중상 5.6 5.8 1.5 ( 0.98 - 2.17 ) 1.84 ( -0.08 - 3.75 )
상 3.8 4.0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4.9 14.8 5.10 ( 2.57 - 10.11 ) 11.93 ( 2.21 - 12.53 )

중·고졸 7.3 8.8 3.01 ( 1.88 - 4.80 ) 5.85 ( 2.12 - 9.58 )
전문대졸 이상 3.1 2.9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6 3.5 1.81 ( 0.43 - 7.59 ) 1.58 ( -1.43 - 4.58 )

중졸 1.6 1.3 0.68 ( 0.10 - 4.83 ) -0.63 ( -3.90 - 2.65 )
고졸 이상 1.3 2.0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5.3 6.7 2.05 ( 1.27 - 3.31 ) 3.44 ( 1.01  - 5.86 )
서비스ㆍ판매직 9.0 10.9 3.31 ( 1.98 - 5.35 ) 7.58 ( 3.43 - 11.74 )

사무직 3.6 3.3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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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별 격차

2013-2015년 현재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31.7%)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17.0%)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4.7%포인트였다.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강원도가 49.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현재 흡

연율은 인천광역시가 9.2%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4〕 지역별 현재 흡연율(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6〉 현재 흡연율(전체,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3.1 24.1 1.00 0.00
서울 23.0 23.8 0.99 ( 0.73 - 1.33 ) -0.36 ( -7.57 - 6.85 )
부산 20.8 22.1 0.92 ( 0.68 - 1.23 ) -2.04 ( -8.92 - 4.84 )
대구 23.6 24.0 1.00 ( 0.75 - 1.33 ) -0.07 ( -7.04 - 6.91 )
인천 28.2 28.8 1.19 ( 0.88 - 1.62 ) 4.64 ( -3.60 - 12.87 )
광주 20.9 22.7 0.94 ( 0.68 - 1.31 ) -1.39 ( -9.14 - 6.35 )
대전 16.5 17.0 0.71 ( 0.52 - 0.95 ) -7.09 ( -13.36 - -0.82 )
울산 23.2 23.9 0.99 ( 0.71 - 1.37 ) -0.22 ( -8.08 - 7.64 )
경기 23.1 23.5 0.98 ( 0.72 - 1.32 ) -0.60 ( -7.84 - 6.65 )
강원 28.9 31.7 1.32 ( 0.96 - 1.81 ) 7.61 ( -1.53 - 16.75 )
충북 29.1 28.6 1.18 ( 0.85 - 1.64 ) 4.44 ( -4.34 - 13.22 )
충남 27.0 28.6 1.19 ( 0.87 - 1.62 ) 4.50 ( -3.72 - 12.72 )
전북 18.7 20.0 0.83 ( 0.57 - 1.21 ) -4.08 ( -12.14 - 3.98 )
전남 20.6 23.0 0.96 ( 0.70 - 1.31 ) -1.08 ( -8.45 - 6.29 )
경북 24.3 25.3 1.05 ( 0.79 - 1.40 ) 1.22 ( -5.82 - 8.27 )
경남 19.8 20.8 0.86 ( 0.63 - 1.17 ) -3.31 ( -10.22 - 3.60 )
제주 28.9 27.3 1.13 ( 0.77 - 1.66 ) 3.15 ( -6.97 - 13.27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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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현재 흡연율(남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41.0  42.0 1.00 0.00
서울 40.7 41.4 0.99 ( 0.74 - 1.32 ) -0.50 ( -12.52 - 11.51 )
부산 38.5 40.1 0.96 ( 0.71 - 1.28 ) -1.88 ( -13.91 - 10.15 )
대구 42.0 42.4 1.01 ( 0.76 - 1.34 ) 0.46 ( -11.58 - 12.50 )
인천 48.3 48.4 1.15 ( 0.86 - 1.55 ) 6.44 ( -7.06 - 19.94 )
광주 38.4 41.8 1.00 ( 0.71 - 1.39 ) -0.20 ( -14.32 - 13.92 )
대전 30.7 31.7 0.76 ( 0.57 - 1.01 ) -10.21 ( -21.07 - 0.65 )
울산 39.5 39.0 0.93 ( 0.67 - 1.29 ) -2.95 ( -16.03 - 10.13 )
경기 40.5 40.6 0.97 ( 0.72 - 1.31 ) -1.35 ( -13.73 - 11.04 )
강원 48.1 49.6 1.18 ( 0.88 - 1.59 ) 7.66 ( -6.00 - 21.31 )
충북 48.7 45.3 1.08 ( 0.78 - 1.49 ) 3.38 ( -10.78 - 17.53 )
충남 44.6 46.4 1.11 ( 0.82 - 1.49 ) 4.41 ( -8.78 - 17.59 )
전북 37.7 37.2 0.89 ( 0.61 - 1.29 ) -4.73 ( -19.19 - 9.72 )
전남 38.2 40.3 0.96 ( 0.72 - 1.29 ) -1.60 ( -13.62 - 10.41 )
경북 45.1 46.8 1.12 ( 0.84 - 1.48 ) 4.84 ( -7.71 - 17.39 )
경남 35.2 36.6 0.87 ( 0.64 - 1.18 ) -5.38 ( -17.34 - 6.58 )
제주 48.6 44.3 1.06 ( 0.75 - 1.48 ) 2.37 ( -12.39 - 17.13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8〉 현재 흡연율(여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5.9 6.4 1.00 0.00
서울 6.5 6.9 1.09 ( 0.76 - 1.57 ) 0.56 ( -1.88 - 3.00 )
부산 3.8 4.3 0.68 ( 0.47 - 0.99 ) -2.04 ( -4.00 - -0.07 )
대구 6.6 6.8 1.08 ( 0.72 - 1.61 ) 0.49 ( -2.19 - 3.16 )
인천 8.8 9.2 1.44 ( 0.99 - 2.09 ) 2.80 ( -0.24 - 5.84 )
광주 4.1 4.4 0.69 ( 0.45 - 1.06 ) -1.97 ( -4.17 - 0.22 )
대전 4.7 4.6 0.73 ( 0.51 - 1.03 ) -1.74 ( -3.65 - 0.16 )
울산 5.9 6.1 0.96 ( 0.68 - 1.37 ) -0.23 ( -2.43 - 1.98 )
경기 6.1 6.6 1.03 ( 0.73 - 1.46 ) 0.21 ( -2.02 - 2.44 )
강원 7.1 8.2 1.29 ( 0.88 - 1.89 ) 1.84 ( -1.05 - 4.74 )
충북 7.0 7.0 1.10 ( 0.69 - 1.74 ) 0.64 ( -2.51 - 3.78 )
충남 8.1 8.8 1.38 ( 0.97 - 1.97 ) 2.43 ( -0.30 - 5.17 )
전북 2.9 3.7 0.58 ( 0.40 - 0.84 ) -2.67 ( -4.51 - -0.84 )
전남 2.6 3.5 0.56 ( 0.33 - 0.94 ) -2.82 ( -5.08 - -0.56 )
경북 5.4 5.1 0.81 ( 0.58 - 1.13 ) -1.23 ( -3.17 - 0.71 )
경남 4.8 5.1 0.80 ( 0.56 - 1.13 ) -1.29 ( -3.28 - 0.70 )
제주 7.8 8.4 1.32 ( 0.80 - 2.18 ) 2.05 ( -1.94 - 6.03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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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청소년 흡연율(중재요인 > 생활습관 > 흡연)10)

가. 연도별 추이

청소년 흡연율은 2007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2007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고, 여학생은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남학생의 흡연율은 9.6%로 2005년에 비해 4.7%포인트 감소하였으

며, 여학생의 흡연율은 2.7%로 2005년에 비해 6.2%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림 2-4-5〕 청소년 흡연율 추이(12-18세, 2005-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10) 청소년 흡연율은 조율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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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 청소년 흡연율(전국, 성별, 12-18세, 연도별)

구분(연도)
조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5 11.8 14.3 8.9 
2006 12.7 15.9 9.1 
2007 13.3 17.4 8.8 
2008 12.8 16.8 8.2 
2009 12.8 17.4 7.6 
2010 12.1 16.6 7.1 
2011 12.1 17.2 6.5 
2012 11.4 16.3 5.9 
2013 9.7 14.4 4.6 
2014 9.2 14.0 4.0 
2015 7.8 11.9 3.2 
2016 6.3 9.6 2.7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 흡연율은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가

장 높았으며(17.2%), 중하(8.9%), 상(7.3%), 중(5.4%), 중상(5.1%) 순으

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에서 17.4%로 

가장 높았고, 일반계고 7.8%, 중학교 2.5%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청소년 흡연율에 격차가 나타났는데,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흡연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흡연율이 12.4%

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하(8.0%), 전문대졸 이상(4.9%) 순으로 나타났

고, 어머니 교육수준별로도 중졸 이하인 경우 9.7%로 청소년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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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소득수준별·학교유형별·성별 청소년 흡연율(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그림 2-4-7〕 부모 교육수준별·성별 청소년 흡연율(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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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0〉 청소년 흡연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2-18세, 2016년)

구분
2016년, 조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소득
수준별 

하 17.2 20.6 13.1 
중하 8.9 13.1 4.3 
중 5.4 8.8 2.1 
중상 5.1 8.2 1.7 
상 7.3 9.6 3.5 

학교
유형별

중학교 2.5 3.5 1.3 
일반계고 7.8 12.7 2.8 
특성화계고 17.4 23.2 9.4 

부모
교육

수준별 

(아버지)

중졸 이하 12.4 16.3 7.7 
고졸 8.0 12.7 3.2 
전문대졸 이상 4.9 7.9 1.6 
(어머니)

중졸 이하 9.7 12.8 6.5 
고졸 7.4 12.0 3.1 
전문대졸 이상 4.8 7.9 1.5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다. 지역별 격차

청소년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7.4%), 가장 낮은 지역은 세

종특별자치시(5.1%)로, 두 지역 간 격차는 2.3%포인트였다. 남학생의 경

우 경상북도에서 11.9%로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충청북도에서 

3.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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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청소년 흡연율(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표 2-4-11〉 청소년 흡연율(성별, 시도별, 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구분
2016년, 조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6.3 9.6 2.7 
서울 5.8 8.5 2.8 
부산 5.7 8.5 2.5 
대구 5.6 9.3 1.4 
인천 5.1 7.9 1.9 
광주 7.1 11.3 2.7 
대전 6.2 9.6 2.5 
울산 6.3 10.3 2.3 
세종 6.3 9.1 3.3 
경기 7.4 11.6 2.8 
강원 6.6 9.2 3.7 
충북 5.7 9.9 1.0 
충남 7.1 11.3 2.6 
전북 5.7 9.1 2.0 
전남 7.1 11.7 1.8 
경북 7.2 11.9 2.1 
경남 7.0 10.3 3.4 
제주 6.9 1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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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직장 내 간접 흡연율(중재요인 > 생활습관 > 흡연) 

가. 연도별 추이

직장 내 간접 흡연율은 2005년부터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가장 최

근인 2013-2015년 직장 내 간접 흡연율은 남성이 53.5%, 여성이 

32.5%로 나타났다.

〔그림 2-4-9〕 직장 내 간접 흡연율 추이(30-64세, 2005-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2〉 직장 내 간접 흡연율(전국, 성별, 30-64세,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5 53.3 53.1 59.6 59.1 42.6 42.6 
2007-2009 43.5 43.8 55.5 55.8 29.1 29.2 
2010-2012 50.8 51.4 57.5 58.0 39.7 40.4 
2013-2015 45.1 45.3 53.4 53.5 32.4 32.5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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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별로는 소득수준 및 직업

에 따라 직장 내 간접 흡연율에 격차가 있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

이 중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48.3%), 차례로 하(46.6%), 중상

(45.6%), 상(43.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는 육체직 종사자의 직장 내 간접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52.9%), 서비스ㆍ판매직(50.0%), 사무직(38.7%) 순으로 높았다. 교육수

준별로는 중·고졸 이하 집단(52.2%)에서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 이상 인

구집단(40.1%)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2-4-10〕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직장 내 간접 흡연율(30-64세,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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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 교육수준별·성별 직장 내 간접 흡연율(30-64세, 2013-2015년)

자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3〉 직장 내 간접 흡연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64세,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44.1 46.6 1.1 ( 0.92 - 1.25 ) 3.20 ( -3.89 - 10.30 )
중하 47.5 48.3 1.1 ( 0.98 - 1.27 ) 4.91 ( -1.30 - 11.13 )
중상 45.6 45.6 1.1 ( 0.90 - 1.15 ) 2.21 ( -1.71 - 6.13 )
상 43.5 43.3 1.00 0.0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40.7 45.9 1.14 ( 0.98 - 1.34 ) 5.80 ( -1.27 - 8.71 )
중·고졸 51.0 52.2 1.30 ( 1.14 - 1.49 ) 12.12 ( 5.43 - 18.80 )
전문대졸 이상 40.2 40.1 1.00 0.00

직업별

육체직 50.9 52.9 1.37 ( 1.19  - 1.56  ) 14.17 ( 7.29  - 21.06 )
서비스ㆍ판매직 48.9 50.0 1.29 ( 1.12 - 1.48 ) 11.29 ( 4.48 - 18.10 )
사무직 38.6 38.7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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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4〉 직장 내 간접 흡연율(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64세,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52.1 51.9 1.0 ( 0.92 - 1.08 ) -0.38 ( -4.60 - 3.85 )
중하 55.8 56.3 1.1 ( 0.94 - 1.23 ) 4.05 ( -3.44 - 11.53 )
중상 53.3 53.3 1.0 ( 0.94 - 1.12 ) 1.02 ( -3.97 - 6.00 )
상 52.4 52.3 1.00 0.0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49.5 48.9 1.05 ( 0.87 - 1.26 ) 1.80 ( -7.07 - 6.04 )
중·고졸 61.0 61.8 1.30 ( 1.13 - 1.48 ) 14.72 ( 7.34 - 22.10 )
전문대졸 이상 47.3 47.1 1.00 0.00

직업별

육체직 58.5 59.6 1.26 ( 1.12 - 1.43 ) 12.34 ( 5.60 - 19.09 )
서비스ㆍ판매직 58.1 58.1 1.23 ( 1.08 - 1.39 ) 10.84 ( 3.79 - 17.90 )
사무직 47.3 47.2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5〉 직장 내 간접 흡연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64세,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6.0 41.7 1.4 ( 1.12 - 1.87 ) 12.80 ( 2.48 - 23.11 )
중하 35.4 36.1 1.3 ( 1.09 - 1.44 ) 7.26 ( 2.68 - 11.84 )
중상 32.9 32.9 1.1 ( 0.88 - 1.27 ) 4.02 ( 0.90 - 7.15 )
상 28.8 28.9 1.00 0.0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33.2 56.9 2.30 ( 1.37 - 3.85 ) 32.12 ( 3.29 - 34.86 )
중·고졸 37.7 39.4 1.59 ( 1.33 - 1.90 ) 14.60 ( 8.35 - 20.85 )
전문대졸 이상 25.3 24.8 1.00 0.00

직업별

육체직 32.9 35.6 1.47 ( 1.22 - 1.78 ) 11.39 ( 5.25 - 17.54 )
서비스ㆍ판매직 42.2 43.6 1.80 ( 1.54 - 2.18 ) 19.40 ( 13.65 - 25.14 )
사무직 24.5 24.2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간접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51.1%),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37.7%)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3.4%포인트였다. 성별로는 남

성은 울산광역시에서 62.3%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강원도에서 40.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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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지역별 직장 내 간접 흡연율(30-64세,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6〉 직장 내 간접 흡연율(전체, 시도별, 30-64세,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45.1 45.3 1.00 0.00
서울 43.3 43.2 0.95 ( 0.87 - 1.05 ) -2.08 ( -6.31 - 2.16 )
부산 47.6 47.8 1.05 ( 0.90 - 1.23 ) 2.49 ( -4.74 - 9.71 )
대구 50.7 50.9 1.12 ( 1.00 - 1.26 ) 5.58 ( 0.23 - 10.93 )
인천 44.1 43.7 0.97 ( 0.87 - 1.06 ) -1.58 ( -5.97 - 2.82 )
광주 37.5 38.9 0.86 ( 0.67 - 1.10 ) -6.33 ( -16.03 - 3.37 )
대전 37.9 37.7 0.83 ( 0.71 - 0.97 ) -7.60 ( -13.68 - -1.52 )
울산 50.2 51.0 1.13 ( 0.88 - 1.45 ) 5.74 ( -6.83 - 18.31 )
경기 45.7 45.4 1.00 ( 0.92 - 1.09 ) 0.08 ( -3.77 - 3.92 )
강원 46.2 47.3 1.05 ( 0.85 - 1.28 ) 2.06 ( -7.50 - 11.61 )
충북 45.4 45.4 1.00 ( 0.83 - 1.21 ) 0.13 ( -8.22 - 8.47 )
충남 44.8 45.5 1.00 ( 0.83 - 1.22 ) 0.20 ( -8.54 - 8.95 )
전북 41.4 42.4 0.94 ( 0.75 - 1.17 ) -2.90 ( -12.53 - 6.74 )
전남 46.7 46.3 1.02 ( 0.87 - 1.21 ) 1.02 ( -6.60 - 8.64 )
경북 49.3 51.1 1.13 ( 0.95 - 1.33 ) 5.78 ( -2.51 - 14.07 )
경남 46.1 46.8 1.03 ( 0.90 - 1.19 ) 1.50 ( -4.86 - 7.86 )
제주 41.7 39.6 0.88 ( 0.77 - 0.99 ) -5.63 ( -10.94 - -0.33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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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7〉 직장 내 간접 흡연율(남성, 시도별, 30-64세,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53.4  53.5 1.00 0.00
서울 52.4 52.4 0.98 ( 0.89 - 1.08 ) -1.09 ( -6.41 - 4.23 )
부산 58.0 58.7 1.10 ( 0.93 - 1.30 ) 5.22 ( -4.46 - 14.90 )
대구 57.0 57.2 1.07 ( 0.95 - 1.20 ) 3.70 ( -2.78 - 10.18 )
인천 52.0 51.5 0.96 ( 0.87 - 1.07 ) -1.93 ( -7.37 - 3.51 )
광주 49.7 51.7 0.97 ( 0.77 - 1.22 ) -1.72 ( -13.78 - 10.34 )
대전 44.4 43.7 0.82 ( 0.67 - 1.00 ) -9.76 ( -18.93 - -0.59 )
울산 62.5 62.3 1.17 ( 0.93 - 1.46 ) 8.86 ( -4.75 - 22.47 )
경기 54.1 53.7 1.00 ( 0.92 - 1.10 ) 0.22 ( -4.46 - 4.91 )
강원 51.0 50.9 0.95 ( 0.78 - 1.15 ) -2.58 ( -12.52 - 7.35 )
충북 51.3 50.8 0.95 ( 0.80 - 1.12 ) -2.68 ( -11.32 - 5.96 )
충남 52.2 52.3 0.98 ( 0.82 - 1.17 ) -1.21 ( -10.69 - 8.27 )
전북 46.3 46.4 0.87 ( 0.70 - 1.07 ) -7.06 ( -17.09 - 2.96 )
전남 52.2 52.4 0.98 ( 0.85 - 1.13 ) -1.08 ( -8.54 - 6.38 )
경북 57.9 59.9 1.12 ( 0.95 - 1.32 ) 6.43 ( -3.08 - 15.95 )
경남 52.9 53.6 1.00 ( 0.87 - 1.15 ) 0.17 ( -7.23 - 7.57 )
제주 49.7 49.0 0.92 ( 0.84 - 1.00 ) -4.45 ( -9.12 - 0.22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8〉 직장 내 간접 흡연율(여성, 시도별, 30-64세,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2.4  32.5 1.00 0.00
서울 29.8 29.5 0.91 ( 0.81 - 1.01 ) -3.07 ( -6.43 - 0.30 )
부산 31.9 30.0 0.92 ( 0.77 - 1.10 ) -2.51 ( -7.87 - 2.85 )
대구 40.4 39.9 1.23 ( 1.07 - 1.41 ) 7.35 ( 2.04 - 12.67 )
인천 30.5 30.5 0.94 ( 0.82 - 1.08 ) -2.01 ( -6.30 - 2.28 )
광주 22.2 22.9 0.70 ( 0.51 - 0.98 ) -9.66 ( -17.39 - -1.93 )
대전 29.9 30.2 0.93 ( 0.82 - 1.05 ) -2.34 ( -6.30 - 1.61 )
울산 27.4 28.6 0.88 ( 0.71 - 1.09 ) -3.90 ( -10.06 - 2.27 )
경기 31.9 31.7 0.98 ( 0.90 - 1.06 ) -0.79 ( -3.49 - 1.91 )
강원 38.9 40.2 1.24 ( 0.97 - 1.57 ) 7.66 ( -1.86 - 17.18 )
충북 35.0 35.7 1.10 ( 0.87 - 1.38 ) 3.20 ( -5.00 - 11.40 )
충남 33.1 34.0 1.05 ( 0.90 - 1.22 ) 1.48 ( -3.71 - 6.66 )
전북 34.6 38.4 1.18 ( 0.88 - 1.59 ) 5.88 ( -5.45 - 17.21 )
전남 36.1 35.7 1.10 ( 0.75 - 1.60 ) 3.15 ( -10.31 - 16.61 )
경북 37.7 39.3 1.21 ( 1.02 - 1.43 ) 6.72 ( 0.24 - 13.19 )
경남 35.5 35.6 1.09 ( 0.96 - 1.24 ) 3.06 ( -1.29 - 7.41 )
제주 32.3 30.4 0.93 ( 0.76 - 1.15 ) -2.12 ( -8.41 - 4.17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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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고위험(문제) 음주율(중재요인 > 생활습관 > 음주) 

가. 연도별 추이

남자의 고위험(문제) 음주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여자의 

고위험(문제) 음주율은 2007-2009년 기간까지 증가하다 최근 감소 추세

로 나타났다.

〔그림 2-4-13〕 고위험(문제) 음주율 추이(19세 이상, 2005-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9〉 고위험(문제) 음주율(전국, 성별, 19세 이상,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5 30.9 30.2 46.4 45.8 11.8 11.0 
2007-2009 30.8 30.1 43.5 42.6 14.4 13.7 
2010-2012 29.1 28.6 41.2 40.5 13.9 13.5 
2013-2015 27.0 26.5 40.3 39.7 10.4 10.2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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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고위험(문제) 음주율

이 가장 높았고(29.6%), 소득수준과 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남자보다 여

자의 소득수준별 고위험(문제) 음주율 격차가 잘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육체직에서 고위험(문제) 음주율이 가장 높았으며(38.3%), 서비스ㆍ판매

직(34.2%), 사무직(32.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위치별 고위험(문제) 음주율 격차는 교육수준별로 구분하

였을 때 가장 잘 나타났다. 남녀 모두 교육수준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

났고, 모든 집단에서 계단형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14〕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고위험(문제) 음주율(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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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5〕 교육수준별·성별 고위험(문제) 음주율(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0〉 고위험(문제) 음주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4.7 29.6 1.1 ( 0.85 - 1.45 ) 2.92 ( -4.67 - 10.52 )
중하 25.8 25.7 1.0 ( 0.75 - 1.23 ) -1.00 ( -7.42 - 5.41 )
중상 27.8 26.8 1.0 ( 0.77 - 1.28 ) 0.16 ( -6.27 - 6.59 )
상 27.8 26.7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8.6 43.3 1.52( 0.93 - 2.48 ) 14.81 ( -6.38 - 16.19 )
중·고졸 31.8 32.1 1.13( 1.03 - 1.24 ) 3.63 ( 0.68 - 6.59 )
전문대졸 이상 27.5 28.5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5.3 15.4 0.90( 0.28 - 2.87 ) -1.77 ( -20.63 - 17.09 )
중졸 20.1 20.4 1.19( 0.50 - 2.82 ) 3.23 ( -12.15 - 18.61 )
고졸 이상 17.8 17.2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37.8 38.3 1.20( 1.09 - 1.31 ) 6.28 ( 2.80 - 9.75 )
서비스ㆍ판매직 33.5 34.2 1.07( 0.92 - 1.17 ) 2.19 ( -2.79 - 7.17 )
사무직 31.2 32.0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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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1〉 고위험(문제) 음주율(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7.0 43.4 1.1 ( 0.81 - 1.42 ) 2.92 ( -8.74 - 14.59 )
중하 37.6 37.5 0.9 ( 0.71 - 1.21 ) -2.92 ( -13.18 - 7.33 )
중상 41.2 39.8 1.0 ( 0.75 - 1.27 ) -0.60 ( -10.83 - 9.64 )
상 42.5 40.4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47.7 55.0 1.14 ( 0.88 - 1.47 ) 13.00 ( -1.06 - 15.26 )
중·고졸 50.1 50.1 1.19 ( 1.09 - 1.30 ) 8.09 ( 3.91 - 12.26 )
전문대졸 이상 41.7 42.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0.5 30.3 1.45 ( 0.45 - 4.67 ) 9.46 ( -21.26 - 40.18 )
중졸 26.4 26.7 1.28 ( 0.53 - 3.12 ) 5.84 ( -13.89 - 25.57 )
고졸 이상 21.5 20.8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47.0 46.8 1.07 ( 0.98 - 1.16 ) 2.86 ( -0.98 - 6.70 )
서비스ㆍ판매직 52.8 52.9 1.20 ( 1.15 - 1.31 ) 8.99 ( 6.70 - 11.28 )
사무직 43.6 43.9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2〉 고위험(문제) 음주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0.3 13.6 1.6 ( 1.12 - 2.15 ) 4.83 ( 1.07 - 8.59 )
중하 11.9 11.8 1.3 ( 0.97 - 1.86 ) 3.01 ( -0.34 - 6.36 )
중상 11.0 10.2 1.2 ( 0.84 - 1.65 ) 1.49 ( -1.80 - 4.78 )
상 8.9 8.8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3.1 34.1 6.14 ( 2.65 - 14.21 ) 28.54 ( 1.31 - 29.99 )
중·고졸 12.5 13.4 2.42 ( 1.71 - 3.42 ) 7.88 ( 4.48 - 11.28 )
전문대졸 이상 6.2 5.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7 3.7 3.55 ( 0.73 - 17.23 ) 2.67 ( -0.50 - 5.83 )

중졸 7.0 7.0 6.70 ( 1.54 - 29.10 ) 5.96 ( 2.26 - 9.66 )

고졸 이상 1.2 1.0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9.1 10.0 1.24 ( 0.98 - 1.57 ) 1.93 ( -0.29 - 4.14 )

서비스ㆍ판매직 16.7 17.7 2.20 ( 1.76 - 2.79 ) 9.64 ( 6.41 - 12.86 )
사무직 7.8 8.0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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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별 격차

고위험(문제) 음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33.9%)였고 가장 낮

은 지역은 대전광역시(21.0%)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격차는 12.9%

포인트였다. 

〔그림 2-4-16〕 지역별 고위험(문제) 음주율(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3〉 고위험(문제) 음주율(전체,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7.0 26.5 1.00 　 　 　 　 　 0.00 　 　 　 　 　
서울 23.7 23.3 0.88 ( 0.70 - 1.10 ) -3.23 ( -8.97 - 2.51 )
부산 25.8 25.5 0.96 ( 0.76 - 1.21 ) -1.03 ( -7.09 - 5.02 )
대구 29.0 29.3 1.11 ( 0.84 - 1.46 ) 2.80 ( -5.06 - 10.66 )
인천 27.6 27.3 1.03 ( 0.80 - 1.32 ) 0.76 ( -5.98 - 7.50 )
광주 29.5 29.1 1.10 ( 0.84 - 1.43 ) 2.60 ( -4.83 - 10.03 )
대전 21.6 21.0 0.79 ( 0.61 - 1.02 ) -5.51 ( -11.57 - 0.56 )
울산 27.8 26.9 1.02 ( 0.80 - 1.30 ) 0.45 ( -6.08 - 6.98 )
경기 27.9 27.1 1.02 ( 0.79 - 1.32 ) 0.60 ( -6.16 - 7.35 )
강원 33.4 33.9 1.28 ( 0.96 - 1.70 ) 7.41 ( -1.45 - 16.27 )
충북 27.7 26.9 1.01 ( 0.79 - 1.30 ) 0.37 ( -6.29 - 7.03 )
충남 31.4 31.4 1.18 ( 0.91 - 1.54 ) 4.88 ( -2.80 - 12.57 )
전북 23.3 23.1 0.87 ( 0.70 - 1.08 ) -3.42 ( -8.94 - 2.11 )
전남 25.7 25.2 0.95 ( 0.73 - 1.24 ) -1.28 ( -8.16 - 5.60 )
경북 28.2 26.6 1.00 ( 0.79 - 1.27 ) 0.06 ( -6.21 - 6.33 )
경남 28.6 27.8 1.05 ( 0.81 - 1.35 ) 1.32 ( -5.59 - 8.22 )
제주 32.2 29.5 1.11 ( 0.83 - 1.49 ) 2.97 ( -5.39 - 11.32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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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4〉 고위험(문제) 음주율(남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40.3 39.7 1.00 　 　 　 　 　 0.00 　 　 　 　 　
서울 36.5 35.9 0.90 ( 0.72 - 1.14 ) -3.83 ( -12.63 - 4.98 )
부산 39.1 39.1 0.98 ( 0.77 - 1.26 ) -0.64 ( -10.27 - 8.99 )
대구 43.3 43.7 1.10 ( 0.82 - 1.48 ) 4.02 ( -8.43 - 16.47 )
인천 43.1 42.4 1.07 ( 0.83 - 1.38 ) 2.66 ( -7.82 - 13.13 )
광주 42.6 43.1 1.09 ( 0.82 - 1.43 ) 3.39 ( -8.23 - 15.01 )
대전 32.4 32.0 0.81 ( 0.62 - 1.05 ) -7.69 ( -17.03 - 1.64 )
울산 43.3 42.7 1.08 ( 0.83 - 1.39 ) 3.00 ( -7.63 - 13.63 )
경기 41.6 40.3 1.01 ( 0.78 - 1.31 ) 0.59 ( -9.75 - 10.92 )
강원 45.4 46.1 1.16 ( 0.88 - 1.52 ) 6.33 ( -5.51 - 18.17 )
충북 39.6 37.9 0.95 ( 0.74 - 1.23 ) -1.85 ( -11.73 - 8.03 )
충남 45.2 45.8 1.15 ( 0.87 - 1.52 ) 6.07 ( -5.98 - 18.13 )
전북 36.5 34.0 0.86 ( 0.67 - 1.09 ) -5.72 ( -14.77 - 3.33 )
전남 33.3 33.4 0.84 ( 0.63 - 1.12 ) -6.35 ( -16.65 - 3.96 )
경북 44.0 41.4 1.04 ( 0.81 - 1.33 ) 1.70 ( -8.32 - 11.72 )
경남 41.1 40.3 1.01 ( 0.78 - 1.32 ) 0.57 ( -9.90 - 11.04 )
제주 46.9 40.2 1.01 ( 0.74 - 1.38 ) 0.44 ( -12.15 - 13.02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5〉 고위험(문제) 음주율(여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0.4 10.2 1.00 　 　 　 　 　 0.00 　 　 　 　 　
서울 9.3 8.8 0.86 ( 0.61 - 1.21 ) -1.43 ( -4.62 - 1.76 )
부산 8.5 8.3 0.81 ( 0.62 - 1.06 ) -1.95 ( -4.56 - 0.66 )
대구 12.5 13.0 1.27 ( 0.88 - 1.84 ) 2.75 ( -1.70 - 7.21 )
인천 9.3 8.9 0.87 ( 0.65 - 1.15 ) -1.35 ( -4.11 - 1.41 )
광주 9.9 9.5 0.93 ( 0.62 - 1.39 ) -0.73 ( -4.67 - 3.22 )
대전 10.6 10.0 0.98 ( 0.67 - 1.42 ) -0.25 ( -4.02 - 3.51 )
울산 5.6 6.0 0.59 ( 0.34 - 1.02 ) -4.21 ( -7.96 - -0.45 )
경기 11.7 11.4 1.12 ( 0.83 - 1.51 ) 1.20 ( -2.06 - 4.47 )
강원 14.4 14.7 1.44 ( 1.00 - 2.07 ) 4.47 ( -0.33 - 9.28 )
충북 9.5 9.9 0.97 ( 0.65 - 1.45 ) -0.29 ( -4.29 - 3.71 )
충남 12.9 12.8 1.26 ( 0.91 - 1.73 ) 2.61 ( -1.14 - 6.36 )
전북 6.4 7.4 0.72 ( 0.43 - 1.22 ) -2.83 ( -6.99 - 1.34 )
전남 14.1 13.9 1.36 ( 0.97 - 1.91 ) 3.72 ( -0.51 - 7.95 )
경북 8.7 8.5 0.83 ( 0.60 - 1.15 ) -1.75 ( -4.81 - 1.31 )
경남 11.8 11.4 1.11 ( 0.83 - 1.48 ) 1.14 ( -1.95 - 4.23 )
제주 11.3 12.2 1.19 ( 0.73 - 1.95 ) 1.99 ( -3.82 - 7.80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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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청소년 음주율(중재요인 > 생활습관 > 음주)11)

가. 연도별 추이

청소년 음주율은 2005년 이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청소년 음주율은 남학생이 17.2%, 여학생이 12.5%로 나타났다. 

〔그림 2-4-17〕 청소년 음주율 추이(12-18세, 2005-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6〉 청소년 음주율(전국, 성별, 12-18세, 연도별)

구분(연도)
조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5 26.6 26.6 26.6 
2006 28.2 29.8 26.3 
2007 27.8 29.6 25.7 
2008 24.5 26.1 22.6 
2009 21.1 23.7 18.2 
2010 21.1 23.5 18.3 
2011 20.6 23.7 17.1 
2012 19.4 22.7 15.8 
2013 16.3 19.4 12.8 
2014 16.7 20.5 12.6 
2015 16.7 20.0 13.1 
2016 15.0 17.2 12.5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11) 청소년 음주율은 조율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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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청소년 음주율이 가장 

높았고(26.1%),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음주율이 낮아지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약간 높아지는 폭이 넓은 유(U)자형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른 청소년 음주율은 특성화계고에서 32.8%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일반계고 19.7%, 중학교 6.5%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음주율은 중졸 이하인 경우 24.2%로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19.4%), 전문대졸 이상(12.7%) 순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음주율도 중졸 이하가 22.6%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18〕 소득수준별·학교유형별·성별 청소년 음주율(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제2부 제4장 연구 결과  117

〔그림 2-4-19〕 부모 교육수준별·성별 청소년 음주율(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표 2-4-27〉 청소년 음주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2-18세, 2016년)

구분
2016년, 조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소득
수준별 

하 26.1 29.2 22.1 
중하 19.2 21.2 17.0 
중 14.3 16.5 12.2 
중상 13.0 15.3 10.4 
상 14.6 16.8 10.9 

학교
유형별

중학교 6.5 7.5 5.5 
일반계고 19.7 23.1 16.2 
특성화계고 32.8 34.8 30.2 

부모
교육

수준별 

(아버지)

중졸 이하 24.2 26.9 20.9 
고졸 19.4 22.0 16.7 
전문대졸 이상 12.7 15.4 9.7 
(어머니)

중졸 이하 22.6 23.6 21.5 
고졸 18.7 21.5 16.0 
전문대졸 이상 12.2 14.8 9.3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다. 지역별 격차

청소년 음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17.7%), 가장 낮은 지역

은 제주도(9.5%)로, 두 지역 간 격차는 8.2%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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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경우 경상북도의 청소년 음주율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충청남도가 14.9%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20〕 청소년 음주율(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표 2-4-28〉 청소년 음주율(성별, 시도별, 12-18세, 2016년)

구분(연도)
2016년, 조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15.0 17.2 12.5 
서울 13.7 15.7 11.6 
부산 15.0 17.0 12.8 
대구 13.0 14.9 10.9 
인천 12.6 15.1 9.9 
광주 13.5 14.2 12.8 
대전 13.1 15.2 10.8 
울산 12.8 13.5 12.0 
세종 12.5 14.5 10.6 
경기 15.5 17.7 13.2 
강원 16.9 20.1 13.5 
충북 17.1 19.9 14.0 
충남 17.7 20.2 14.9 
전북 16.1 18.7 13.4 
전남 15.8 17.8 13.6 
경북 17.0 20.9 12.5 
경남 16.9 19.6 13.9 
제주 9.5 12.4 6.4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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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근력운동 실천율(중재요인 > 생활습관 > 신체활동)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기간의 근력운동 실천율은 22.0%로 2007-2009년 기

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근력운동 실천율은 

30.5%, 여성 근력운동 실천율은 13.8%로 남성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그림 2-4-21〕 근력운동 실천율 추이(19세 이상, 2007-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7-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9〉 근력운동 실천율(전국, 성별, 19세 이상,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7-2009 21.7 21.8 30.9 30.7 12.6 12.9 
2010-2012 21.5 21.7 30.9 30.9 12.4 12.5 
2013-2015 21.8 22.0 30.4 30.5 13.5 13.8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7-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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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근력운동 실천율은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근력운동 실천율이 높았고 육체직보다는 

사무직에서의 실천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근력운동 

실천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교육수준별 근력운동 실천율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2-4-22〕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근력운동 실천율(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23〕 교육수준별·성별 근력운동 실천율(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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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0〉 근력운동 실천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31〉 근력운동 실천율(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5.9 20.1 0.8 ( 0.61 - 1.07 ) -4.76 ( -10.69 - 1.18 )
중하 21.5 21.6 0.9 ( 0.70 - 1.08 ) -3.26 ( -8.33 - 1.81 )
중상 21.9 22.0 0.9 ( 0.67 - 1.10 ) -2.81 ( -7.78 - 2.17 )
상 24.7 24.8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2.8 6.6 0.28 ( 0.15 - 0.51 ) -17.17 ( -21.88 - -14.69 )
중·고졸 20.3 20.0 0.84 ( 0.75 - 0.93 ) -3.85 ( -6.41 - -1.29 )
전문대졸 이상 22.6 23.8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0.5 11.1 0.33 ( 0.12 - 0.95 ) -22.23 ( -47.86 - 3.41 )
중졸 25.4 25.2 0.76 ( 0.30 - 1.89 ) -8.14 ( -36.10 - 19.83 )
고졸 이상 34.0 33.3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9.1 19.5 0.81 ( 0.71 - 0.92 ) -4.56 ( -7.23 - -1.89 )
서비스ㆍ판매직 21.7 21.5 0.89 ( 0.82 - 1.01 ) -2.58 ( -4.53 - -0.64 )
사무직 23.5 24.1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5.4 29.1 0.9 ( 0.66 - 1.15 ) -4.22 ( -12.63 - 4.18 )
중하 30.6 30.5 0.9 ( 0.74 - 1.13 ) -2.82 ( -9.55 - 3.90 )

중상 29.4 29.8 0.9 ( 0.68 - 1.09 ) -3.52 ( -9.87 - 2.82 )
상 33.2 33.4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7.3 10.0 0.58 ( 0.33 - 1.03 ) -19.68 ( -25.52 - -18.60 )

중·고졸 27.4 27.1 0.92 ( 0.87 - 0.98 ) -2.57 ( -4.28 - -0.86 )
전문대졸 이상 29.2 29.7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0.1 20.5 0.51 ( 0.17 - 1.51 ) -20.07 ( -54.90 - 14.76 )

중졸 30.7 30.5 0.75 ( 0.27 - 2.06 ) -10.10 ( -47.03 - 26.84 )
고졸 이상 41.1 40.6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22.7 22.5 0.77 ( 0.73 - 0.81 ) -6.70 ( -7.89 - -5.51 )
서비스ㆍ판매직 33.6 33.4 1.14 ( 1.07 - 1.21 ) 4.22 ( 2.08 - 6.36 )

사무직 29.0 29.2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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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2〉 근력운동 실천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근력운동 실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25.6%),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15.9%)로 두 지역 간 격차는 9.7%포인트였다. 남성의 

근력운동 실천율은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근력운동 실천율

은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았다.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8.9 11.2 0.7 ( 0.55 - 0.93 ) -4.44 ( -7.76 - -1.12 )
중하 13.2 13.4 0.9 ( 0.68 - 1.09 ) -2.19 ( -5.61 - 1.23 )
중상 14.2 14.1 0.9 ( 0.70 - 1.14 ) -1.46 ( -4.81 - 1.89 )
상 15.7 15.6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9.9 4.2 0.26 ( 0.12 - 0.57 ) -11.86 ( -16.11 - -9.01 )
중·고졸 14.2 13.8 0.86 ( 0.72 - 1.03 ) -2.22 ( -5.10 - 0.65 )
전문대졸 이상 14.2 16.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6.7 6.9 0.44 ( 0.17 - 1.15 ) -8.80 ( -21.32 - 3.72 )
중졸 18.3 18.7 1.19 ( 0.52 - 2.74 ) 2.98 ( -10.63 - 16.59 )
고졸 이상 16.5 15.7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0.7 12.1 0.77 ( 0.58 - 1.03 ) -3.56 ( -7.55 - 0.42 )
서비스ㆍ판매직 13.1 12.4 0.79 ( 0.62 - 1.06 ) -3.21 ( -6.78 - 0.37 )
사무직 14.5 15.6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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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4〕 지역별 근력운동 실천율(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33〉 근력운동 실천율(전체,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1.8 22.0 1.00 0.00
서울 23.4 23.5 1.07 ( 0.84 - 1.35 ) 1.45 ( -3.90 - 6.80 )
부산 26.1 25.6 1.16 ( 0.91 - 1.48 ) 3.55 ( -2.23 - 9.34 )
대구 24.0 23.8 1.08 ( 0.84 - 1.39 ) 1.75 ( -4.02 - 7.53 )
인천 20.5 20.5 0.93 ( 0.72 - 1.19 ) -1.55 ( -6.88 - 3.78 )
광주 18.6 17.8 0.81 ( 0.66 - 0.99 ) -4.25 ( -8.61 - 0.11 )
대전 22.9 22.7 1.03 ( 0.79 - 1.34 ) 0.62 ( -5.29 - 6.53 )
울산 23.2 23.0 1.05 ( 0.83 - 1.32 ) 1.00 ( -4.24 - 6.24 )
경기 22.4 22.7 1.03 ( 0.80 - 1.32 ) 0.65 ( -4.91 - 6.21 )
강원 22.2 23.2 1.05 ( 0.78 - 1.42 ) 1.15 ( -5.63 - 7.92 )
충북 15.1 15.9 0.72 ( 0.56 - 0.93 ) -6.11 ( -10.96 - -1.26 )
충남 18.0 18.2 0.83 ( 0.64 - 1.07 ) -3.79 ( -8.99 - 1.41 )
전북 16.0 16.5 0.75 ( 0.59 - 0.96 ) -5.51 ( -10.34 - -0.68 )
전남 16.3 18.3 0.83 ( 0.62 - 1.12 ) -3.71 ( -9.59 - 2.17 )
경북 19.8 20.0 0.91 ( 0.72 - 1.14 ) -2.07 ( -6.98 - 2.84 )
경남 21.9 23.0 1.04 ( 0.80 - 1.37 ) 0.96 ( -5.12 - 7.04 )
제주 18.8 16.9 0.77 ( 0.54 - 1.09 ) -5.15 ( -11.61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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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4〉 근력운동 실천율(남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35〉 근력운동 실천율(여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0.4  30.5 1.00 0.00
서울 31.2 31.3 1.03 ( 0.82 - 1.28 ) 0.79 ( -6.09 - 7.67 )
부산 40.5 39.0 1.28 ( 1.02 - 1.60 ) 8.48 ( 0.71 - 16.25 )
대구 36.3 35.1 1.15 ( 0.91 - 1.45 ) 4.58 ( -3.02 - 12.18 )
인천 28.2 28.4 0.93 ( 0.73 - 1.19 ) -2.09 ( -9.34 - 5.16 )
광주 27.9 27.3 0.89 ( 0.74 - 1.09 ) -3.23 ( -8.98 - 2.53 )
대전 29.0 28.6 0.94 ( 0.72 - 1.22 ) -1.90 ( -9.56 - 5.75 )
울산 32.2 32.3 1.06 ( 0.85 - 1.32 ) 1.80 ( -5.10 - 8.70 )
경기 30.3 30.6 1.00 ( 0.79 - 1.27 ) 0.10 ( -7.07 - 7.26 )
강원 30.4 29.9 0.98 ( 0.75 - 1.27 ) -0.65 ( -8.58 - 7.28 )
충북 22.4 23.6 0.77 ( 0.60 - 0.99 ) -6.95 ( -13.67 - -0.24 )
충남 24.3 24.7 0.81 ( 0.62 - 1.06 ) -5.78 ( -12.95 - 1.39 )
전북 25.9 27.9 0.91 ( 0.70 - 1.19 ) -2.61 ( -10.24 - 5.02 )
전남 22.0 24.9 0.82 ( 0.58 - 1.15 ) -5.62 ( -14.57 - 3.33 )
경북 28.3 28.6 0.94 ( 0.75 - 1.17 ) -1.93 ( -8.60 - 4.74 )
경남 33.5 33.9 1.11 ( 0.86 - 1.43 ) 3.38 ( -4.85 - 11.62 )
제주 25.7 21.6 0.71 ( 0.52 - 0.96 ) -8.90 ( -16.34 - -1.46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3.5  13.8 1.00 0.00
서울 16.2 16.3 1.18 ( 0.93 - 1.50 ) 2.50 ( -1.08 - 6.08 )
부산 12.7 12.6 0.91 ( 0.72 - 1.16 ) -1.20 ( -4.34 - 1.94 )
대구 13.1 13.3 0.96 ( 0.75 - 1.24 ) -0.50 ( -3.95 - 2.95 )
인천 13.3 13.0 0.94 ( 0.74 - 1.20 ) -0.81 ( -4.04 - 2.42 )
광주 9.5 9.3 0.67 ( 0.50 - 0.91 ) -4.50 ( -7.79 - -1.21 )
대전 17.8 17.3 1.26 ( 0.95 - 1.67 ) 3.55 ( -1.03 - 8.13 )
울산 13.1 12.4 0.90 ( 0.65 - 1.25 ) -1.35 ( -5.52 - 2.83 )
경기 14.7 14.9 1.09 ( 0.84 - 1.40 ) 1.18 ( -2.47 - 4.83 )
강원 13.0 14.4 1.05 ( 0.74 - 1.48 ) 0.64 ( -4.33 - 5.61 )
충북 6.7 6.5 0.47 ( 0.37 - 0.60 ) -7.30 ( -9.94 - -4.66 )
충남 11.3 11.3 0.82 ( 0.65 - 1.04 ) -2.49 ( -5.52 - 0.54 )
전북 7.4 7.0 0.51 ( 0.34 - 0.75 ) -6.77 ( -10.19 - -3.34 )
전남 10.6 11.4 0.83 ( 0.63 - 1.08 ) -2.40 ( -5.76 - 0.96 )
경북 12.3 12.2 0.89 ( 0.68 - 1.16 ) -1.53 ( -4.92 - 1.87 )
경남 11.0 11.8 0.86 ( 0.66 - 1.11 ) -1.97 ( -5.30 - 1.35 )
제주 11.7 11.9 0.86 ( 0.56 - 1.33 ) -1.87 ( -7.14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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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성인 비만율(BMI)(중재요인 > 생활습관 > 체중)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기간의 성인 비만율(Body Mass Index, BMI)은 

32.0%로 2001년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하였다. 2013-2015년 성인 

비만율(BMI)은 남성 38.4%, 여성 25.0%로 남성이 13.4%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25〕 성인 비만율(BMI) 추이(19세 이상, 2001-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1-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36〉 성인 비만율(BMI)(전국, 성별, 19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1-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1 29.7 28.8 31.7 31.3 28.3 27.0 
2005 32.1 31.2 35.6 35.1 29.0 27.6 

2007-2009 31.5 31.1 36.0 35.7 27.1 25.9 
2010-2012 32.0 31.6 35.9 35.9 28.3 26.8 
2013-2015 32.7 32.0 38.3 38.4 27.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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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에 따른 성인 비만율(BMI)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36.5%), 여자의 경우 소득집단 간 격차가 더 두드러졌다. 직

업에 따라서는 육체직에서 가장 높았으며(40.0%), 사무직(34.2%)에서 가

장 낮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2-4-26〕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성인 비만율(BMI)(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27〕 교육수준별·성별 성인 비만율(BMI)(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제2부 제4장 연구 결과  127

〈표 2-4-37〉 성인 비만율(BMI)(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38〉 성인 비만율(BMI)(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4.1 39.3 1.0 ( 0.79 - 1.32 ) 0.89 ( -9.10 - 10.87 )

중하 36.6 37.1 1.0 ( 0.76 - 1.23 ) -1.28 ( -10.29 - 7.73 )

중상 40.5 39.7 1.0 ( 0.80 - 1.31 ) 1.35 ( -7.82 - 10.52 )

상 39.3 38.4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38.3 48.3 0.90 ( 0.68 - 1.20 ) 5.82 ( -7.79 - 9.10 )

중·고졸 41.2 42.2 0.97 ( 0.85 - 1.11 ) -0.25 ( -5.89 - 5.39 )

전문대졸 이상 42.6 42.5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0.6 30.8 0.97 ( 0.43 - 2.22 ) -0.89 ( -26.75 - 24.97 )

중졸 30.2 30.1 0.95 ( 0.42 - 2.15 ) -1.64 ( -26.99 - 23.72 )

고졸 이상 31.9 31.7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41.2 42.5 1.01 ( 0.87 - 1.17 ) 0.39 ( -5.89 - 6.67 )

서비스ㆍ판매직 43.3 43.3 1.03 ( 0.91 - 1.19 ) 1.22 ( -3.85 - 6.29 )

사무직 42.2 42.1 1.00 0.00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6.4 36.5 1.3 ( 1.03 - 1.53 ) 7.33 ( 0.66 - 14.00 )
중하 33.3 32.6 1.1 ( 0.93 - 1.35 ) 3.43 ( -2.34 - 9.20 )
중상 33.5 33.2 1.1 ( 0.93 - 1.36 ) 4.08 ( -1.44 - 9.59 )
상 29.6 29.1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44.7 55.2 1.74 ( 1.37 - 2.21 ) 23.47 ( 10.35 - 23.94 )
중·고졸 34.0 33.9 1.07 ( 1.01 - 1.14 ) 2.18 ( 0.12 - 4.25 )
전문대졸 이상 31.2 31.7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6.8 37.7 1.14 ( 0.52 - 2.51 ) 4.77 ( -23.21 - 32.75 )
중졸 36.4 35.8 1.09 ( 0.48 - 2.45 ) 2.92 ( -25.22 - 31.06 )
고졸 이상 33.0 32.9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39.3 40.0 1.17 ( 1.06 - 1.29 ) 5.79 ( 1.96 - 9.63 )
서비스ㆍ판매직 35.1 35.1 1.03 ( 0.97 - 1.13 ) 0.88 ( -1.18 - 2.94 )
사무직 33.7 34.2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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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9〉 성인 비만율(BMI)(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성인 비만율(BMI)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37.4%), 가장 낮은 지

역은 대구광역시(27.8%)로 두 지역 간 격차는 9.6%포인트였다. 남자의 

성인 비만율(BMI)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의 성인 비만율

(BMI)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았다.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8.1 33.3 1.8 ( 1.54 - 2.04 ) 14.54 ( 10.22 - 18.85 )

중하 30.1 28.1 1.5 ( 1.31 - 1.70 ) 9.26 ( 5.94 - 12.58 )
중상 26.0 26.0 1.4 ( 1.20 - 1.53 ) 7.18 ( 4.89 - 9.47 )

상 19.1 18.8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48.7 62.0 3.49 ( 2.70 - 4.51 ) 44.21 ( 29.02 - 45.63 )
중·고졸 27.9 26.8 1.51 ( 1.37 - 1.66 ) 9.07 ( 7.10 - 11.04 )

전문대졸 이상 16.8 17.8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9.3 40.6 1.10 ( 0.55 - 2.19 ) 3.79 ( -23.58 - 31.17 )
중졸 44.7 43.4 1.18 ( 0.58 - 2.39 ) 6.56 ( -23.20 - 36.32 )

고졸 이상 35.8 36.8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34.7 31.0 1.40 ( 1.07 - 1.84 ) 8.90 ( 1.75 - 16.06 )

서비스ㆍ판매직 29.1 27.4 1.24 ( 1.00 - 1.63 ) 5.31 ( 0.45 - 10.17 )
사무직 19.9 22.1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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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8〕 지역별 성인 비만율(BMI)(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40〉 성인 비만율(BMI)(전체,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2.7 32.0 1.00 0.00
서울 30.2 29.6 0.93 ( 0.79 - 1.09 ) -2.37 ( -7.43 - 2.69 )
부산 31.3 30.1 0.94 ( 0.79 - 1.12 ) -1.83 ( -7.30 - 3.64 )
대구 28.7 27.8 0.87 ( 0.72 - 1.05 ) -4.21 ( -9.80 - 1.37 )
인천 35.9 35.2 1.10 ( 0.91 - 1.33 ) 3.18 ( -3.24 - 9.61 )
광주 30.4 29.8 0.93 ( 0.78 - 1.11 ) -2.14 ( -7.63 - 3.35 )
대전 28.8 28.7 0.90 ( 0.75 - 1.07 ) -3.27 ( -8.57 - 2.03 )
울산 34.4 34.0 1.06 ( 0.86 - 1.31 ) 2.00 ( -4.95 - 8.95 )
경기 32.6 32.0 1.00 ( 0.84 - 1.19 ) 0.00 ( -5.47 - 5.46 )
강원 37.1 35.9 1.12 ( 0.94 - 1.34 ) 3.90 ( -2.24 - 10.05 )
충북 37.5 36.7 1.15 ( 0.95 - 1.39 ) 4.75 ( -1.86 - 11.35 )
충남 38.0 37.4 1.17 ( 0.98 - 1.39 ) 5.42 ( -0.60 - 11.43 )
전북 31.1 28.7 0.90 ( 0.75 - 1.07 ) -3.23 ( -8.62 - 2.17 )
전남 36.5 36.7 1.15 ( 0.95 - 1.39 ) 4.77 ( -1.90 - 11.44 )
경북 35.2 34.6 1.08 ( 0.89 - 1.31 ) 2.67 ( -3.75 - 9.10 )
경남 33.8 33.9 1.06 ( 0.87 - 1.30 ) 1.94 ( -4.76 - 8.64 )
제주 36.9 34.2 1.07 ( 0.86 - 1.32 ) 2.19 ( -4.89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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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1〉 성인 비만율(BMI)(남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42〉 성인 비만율(BMI)(여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8.3  38.4 1.00 0.00
서울 37.5 37.6 0.98 ( 0.78 - 1.24 ) -0.74 ( -9.64 - 8.16 )
부산 37.2 37.5 0.98 ( 0.78 - 1.23 ) -0.92 ( -9.56 - 7.71 )
대구 33.2 33.2 0.86 ( 0.67 - 1.11 ) -5.20 ( -14.17 - 3.78 )
인천 43.3 42.2 1.10 ( 0.85 - 1.42 ) 3.81 ( -6.64 - 14.26 )
광주 32.4 34.2 0.89 ( 0.67 - 1.18 ) -4.20 ( -14.37 - 5.98 )
대전 35.4 36.2 0.94 ( 0.73 - 1.22 ) -2.15 ( -11.55 - 7.25 )
울산 39.5 37.5 0.98 ( 0.72 - 1.33 ) -0.88 ( -12.41 - 10.66 )
경기 38.6 38.5 1.00 ( 0.79 - 1.27 ) 0.10 ( -9.10 - 9.30 )
강원 41.5 42.3 1.10 ( 0.85 - 1.42 ) 3.88 ( -6.50 - 14.27 )
충북 39.9 41.2 1.07 ( 0.81 - 1.42 ) 2.82 ( -8.52 - 14.16 )
충남 39.7 39.7 1.03 ( 0.83 - 1.30 ) 1.31 ( -7.48 - 10.10 )
전북 33.8 32.1 0.84 ( 0.64 - 1.09 ) -6.30 ( -15.60 - 3.00 )
전남 39.1 40.3 1.05 ( 0.81 - 1.36 ) 1.90 ( -8.46 - 12.27 )
경북 41.4 42.6 1.11 ( 0.86 - 1.43 ) 4.25 ( -6.19 - 14.68 )
경남 39.6 40.5 1.05 ( 0.81 - 1.37 ) 2.09 ( -8.13 - 12.32 )
제주 40.6 38.7 1.01 ( 0.79 - 1.28 ) 0.32 ( -9.00 - 9.64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7.2  25.0 1.00 0.00
서울 23.4 21.5 0.86 ( 0.78 - 0.95 ) -3.43 ( -5.71 - -1.14 )
부산 25.8 22.8 0.91 ( 0.79 - 1.06 ) -2.19 ( -5.60 - 1.23 )
대구 24.4 21.9 0.88 ( 0.76 - 1.01 ) -3.05 ( -6.26 - 0.17 )
인천 28.6 27.5 1.10 ( 0.99 - 1.23 ) 2.51 ( -0.36 - 5.38 )
광주 28.5 25.7 1.03 ( 0.94 - 1.13 ) 0.71 ( -1.68 - 3.10 )
대전 23.3 22.3 0.89 ( 0.80 - 1.00 ) -2.63 ( -5.20 - -0.06 )
울산 28.7 27.5 1.10 ( 0.96 - 1.26 ) 2.51 ( -1.16 - 6.19 )
경기 26.5 24.7 0.99 ( 0.89 - 1.11 ) -0.25 ( -3.02 - 2.53 )
강원 31.8 27.5 1.10 ( 1.00 - 1.21 ) 2.53 ( 0.05 - 5.01 )
충북 34.7 29.6 1.19 ( 1.07 - 1.32 ) 4.68 ( 1.74 - 7.63 )
충남 36.2 34.5 1.38 ( 1.22 - 1.56 ) 9.51 ( 5.76 - 13.26 )
전북 28.7 24.2 0.97 ( 0.84 - 1.12 ) -0.77 ( -4.35 - 2.81 )
전남 33.9 32.6 1.31 ( 1.11 - 1.54 ) 7.67 ( 2.57 - 12.77 )
경북 29.8 26.9 1.08 ( 0.92 - 1.27 ) 1.93 ( -2.39 - 6.25 )
경남 28.0 26.5 1.06 ( 0.91 - 1.24 ) 1.59 ( -2.47 - 5.64 )
제주 33.1 30.2 1.21 ( 0.97 - 1.50 ) 5.20 ( -1.22 - 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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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청소년 비만율(BMI)(중재요인 > 생활습관 > 체중)12)

가. 연도별 추이

청소년 비만율(BMI)은 성별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학

생의 비만율이 여학생의 비만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29〕 청소년 비만율(BMI) 추이(12-18세, 2005-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43〉 청소년 비만율(BMI)(전국, 성별, 12-18세, 연도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12) 청소년 비만율(BMI)은 조율만 제시함. 

구분(연도)
조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5 8.2 11.5 4.6 
2006 8.8 12.1 5.0 
2007 8.2 11.4 4.7 
2008 8.2 11.3 4.6 
2009 8.2 11.5 4.4 
2010 8.3 11.9 4.4 
2011 8.6 11.7 5.2 
2012 9.2 12.3 5.7 
2013 9.8 13.1 6.2 
2014 10.1 13.7 6.1 
2015 10.9 14.2 7.3 
2016 12.8 17.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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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청소년 비만율은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다시 높아졌다. 학

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에서 가장 높았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비만율이 19.3%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비만율 또한 중졸 이하인 경우 17.7%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30〕 소득수준별·학교유형별·성별 청소년 비만율(BMI)(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그림 2-4-31〕 부모 교육수준별·성별 청소년 비만율(BMI)(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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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4〉 청소년 비만율(BMI)(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다. 지역별 격차

청소년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15.9%),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9.5%)로, 두 지역 간 격차는 6.4%포인트였다. 남학생 비

만율은 강원도에서 21.2%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 비만율은 제주도에서 

11.3%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6년, 조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소득
수준별 

하 18.4 21.5 14.6 
중하 16.0 19.3 12.2 
중 12.4 16.9 8.0 
중상 11.7 16.1 6.8 
상 12.5 16.2 6.3 

학교
유형별

중학교 9.8 13.3 5.9 
일반계고 14.9 19.8 9.7 
특성화계고 18.0 21.6 13.1 

부모
교육

수준별 

(아버지)

중졸 이하 19.3 24.9 12.6 
고졸 14.5 18.7 10.3 
전문대졸 이상 11.4 15.8 6.6 
(어머니)

중졸 이하 17.7 22.9 12.1 
고졸 14.4 19.4 9.8 
전문대졸 이상 11.2 15.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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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2〕 청소년 비만율(BMI)(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표 2-4-45〉 청소년 비만율(BMI)(성별, 시도별, 12-18세, 2016년)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과임.

구분
2016년, 조율(%)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12.8 17.0 8.3 
서울 13.0 17.6 7.9 
부산 13.6 19.0 7.5 
대구 12.7 16.8 8.1 
인천 13.9 18.8 8.5 
광주 11.6 15.6 7.2 
대전 12.2 16.6 7.3 
울산 13.5 16.1 10.6 
세종 9.5 12.4 6.5 
경기 11.1 14.7 7.3 
강원 15.9 21.2 10.0 
충북 13.7 17.7 9.3 
충남 14.4 18.7 9.7 
전북 11.9 15.8 7.7 
전남 14.8 18.7 10.6 
경북 14.8 20.1 8.8 
경남 13.2 16.5 9.6 
제주 15.3 19.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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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저체중률(중재요인 > 생활습관 > 체중)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기간의 저체중률은 5.2%였다. 성별로는 남성 2.9%, 여

성 7.7%로 여성이 2.5배 정도 높았다. 

〔그림 2-4-33〕 저체중률 추이(19세 이상, 2001-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1-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46〉 저체중률(전국, 성별, 19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1-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1 4.8 5.2 3.6 3.7 5.7 6.2 
2005 4.5 4.8 3.7 3.8 5.2 5.8 

2007-2009 4.8 5.0 3.3 3.4 6.3 6.9 
2010-2012 5.0 5.3 2.8 2.9 7.0 7.9 
2013-2015 4.7 5.2 2.9 2.9 6.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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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저체중률이 5.6%로 가장 높았다. 직업

별로는 서비스ㆍ판매직에서 가장 높았고, 30-64세 인구집단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저체중률이 높았다. 

〔그림 2-4-34〕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저체중률(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35〕 교육수준별·성별 저체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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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7〉 저체중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48〉 저체중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4.7 5.6 1.1 ( 0.64 - 1.79 ) 0.39 ( -2.38 - 3.15 )
중하 5.2 5.7 1.1 ( 0.65 - 1.87 ) 0.52 ( -2.38 - 3.42 )
중상 4.3 4.5 0.9 ( 0.51 - 1.40 ) -0.75 ( -3.18 - 1.68 )
상 4.8 5.2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6 1.3 0.35 ( 0.17 - 0.73 ) -2.31 ( -3.81 - -1.04 )
중·고졸 2.9 3.4 0.95 ( 0.57 - 1.61 ) -0.17 ( -1.99 - 1.65 )
전문대졸 이상 3.9 3.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5 3.1 1.07 ( 0.75 - 1.53 ) 0.21 ( -0.85 - 1.27 )
중졸 3.5 3.9 1.33 ( 0.70 - 2.56 ) 0.98 ( -1.42 - 3.37 )
고졸 이상 2.9 2.9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2.1 2.5 0.95 ( 0.50 - 1.80 ) -0.14 ( -1.79 - 1.51 )
서비스ㆍ판매직 2.7 3.2 1.24 ( 0.57 - 2.35 ) 0.62 ( -1.67 - 2.92 )
사무직 2.8 2.6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5.1 4.2 1.7 ( 0.95 - 3.12 ) 1.75 ( -0.24 - 3.74 )
중하 3.1 3.1 1.3 ( 0.77 - 2.11 ) 0.66 ( -0.66 - 1.99 )
중상 2.4 2.5 1.0 ( 0.57 - 1.66 ) 0.07 ( -1.10 - 1.24 )
상 2.1 2.4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1 2.3 1.64 ( 0.74 - 3.61 ) 1.03 ( -0.78 - 1.26 )
중·고졸 1.8 1.8 1.37 ( 0.96 - 1.94 ) 0.54 ( -0.07 - 1.14 )
전문대졸 이상 1.3 1.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5.1 4.9 1.70 ( 1.20 - 2.41 ) 2.01 ( 0.46 - 3.56 )
중졸 4.2 4.4 1.54 ( 0.75 - 3.17 ) 1.55 ( -1.58 - 4.69 )
고졸 이상 2.8 2.9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9 1.9 2.56 ( 1.65 - 3.97 ) 1.17 ( 0.60 - 1.73 )
서비스ㆍ판매직 2.0 2.1 2.79 ( 1.41 - 4.33 ) 1.34 ( 0.08 - 2.60 )
사무직 0.8 0.7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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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9〉 저체중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저체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각 7.0%)였고, 가

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1.5%)로 나타났다. 남성의 저체중률은 울산광

역시에서, 여성의 저체중률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았다.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4.4 7.1 0.8 ( 0.50 - 1.41 ) -1.34 ( -5.38 - 2.71 )
중하 7.3 8.4 1.0 ( 0.57 - 1.76 ) 0.01 ( -4.75 - 4.77 )
중상 6.2 6.6 0.8 ( 0.46 - 1.32 ) -1.88 ( -5.90 - 2.14 )
상 7.6 8.4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3 0.4 0.07 ( 0.02 - 0.22 ) -5.92 ( -8.10 - -3.80 )
중·고졸 3.8 4.7 0.75 ( 0.42 - 1.31 ) -1.61 ( -4.63 - 1.41 )
전문대졸 이상 7.2 6.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8 2.5 0.87 ( 0.40 - 1.88 ) -0.39 ( -2.63 - 1.85 )
중졸 2.5 2.8 0.98 ( 0.45 - 2.16 ) -0.05 ( -2.34 - 2.23 )
고졸 이상 3.0 2.9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2.7 4.6 0.85 ( 0.39 - 1.89 ) -0.79 ( -4.73 - 3.16 )
서비스ㆍ판매직 3.2 4.6 0.85 ( 0.37 - 1.88 ) -0.79 ( -4.86 - 3.28 )
사무직 6.2 5.4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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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6〕 지역별 저체중률(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50〉 저체중률(전체,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4.7 5.2 1.00 0.00
서울 5.1 5.5 1.05 ( 0.64 - 1.72 ) 0.28 ( -2.34 - 2.90 )
부산 5.6 6.2 1.20 ( 0.69 - 2.09 ) 1.02 ( -2.23 - 4.27 )
대구 4.9 5.0 0.98 ( 0.64 - 1.50 ) -0.13 ( -2.33 - 2.07 )
인천 3.5 3.7 0.72 ( 0.46 - 1.14 ) -1.43 ( -3.54 - 0.68 )
광주 5.5 5.9 1.15 ( 0.67 - 1.98 ) 0.77 ( -2.29 - 3.83 )
대전 5.8 6.6 1.27 ( 0.77 - 2.11 ) 1.41 ( -1.61 - 4.42 )
울산 5.6 6.4 1.24 ( 0.63 - 2.42 ) 1.22 ( -2.88 - 5.32 )
경기 4.5 4.9 0.95 ( 0.59 - 1.55 ) -0.24 ( -2.68 - 2.21 )
강원 5.4 5.6 1.08 ( 0.57 - 2.05 ) 0.41 ( -3.10 - 3.92 )
충북 3.1 2.7 0.52 ( 0.35 - 0.77 ) -2.49 ( -4.36 - -0.62 )
충남 5.4 5.7 1.11 ( 0.63 - 1.95 ) 0.55 ( -2.57 - 3.68 )
전북 4.9 7.0 1.36 ( 0.73 - 2.53 ) 1.85 ( -2.19 - 5.90 )
전남 2.0 1.5 0.28 ( 0.18 - 0.44 ) -3.72 ( -5.57 - -1.88 )
경북 5.7 7.0 1.35 ( 0.76 - 2.39 ) 1.82 ( -1.81 - 5.45 )
경남 3.7 3.8 0.73 ( 0.46 - 1.16 ) -1.39 ( -3.54 - 0.75 )
제주 3.1 3.5 0.68 ( 0.38 - 1.23 ) -1.64 ( -4.10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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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1〉 저체중률(남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52〉 저체중률(여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9 2.9 1.00 0.00
서울 2.4 2.5 0.84 ( 0.55 - 1.30 ) -0.45 ( -1.61 - 0.70 )
부산 3.7 3.5 1.18 ( 0.69 - 2.04 ) 0.53 ( -1.28 - 2.35 )
대구 2.6 2.2 0.76 ( 0.51 - 1.12 ) -0.72 ( -1.75 - 0.31 )
인천 1.9 1.8 0.63 ( 0.41 - 0.96 ) -1.09 ( -2.10 - -0.08 )
광주 4.7 5.0 1.72 ( 1.10 - 2.68 ) 2.11 ( 0.20 - 4.02 )
대전 4.1 4.4 1.50 ( 0.92 - 2.47 ) 1.47 ( -0.50 - 3.44 )
울산 5.5 6.1 2.10 ( 1.03 - 4.26 ) 3.21 ( -0.86 - 7.27 )
경기 2.6 2.7 0.92 ( 0.63 - 1.34 ) -0.23 ( -1.30 - 0.84 )
강원 4.9 4.3 1.48 ( 0.76 - 2.87 ) 1.40 ( -1.32 - 4.13 )
충북 2.7 2.1 0.72 ( 0.46 - 1.13 ) -0.81 ( -1.92 - 0.29 )
충남 3.7 3.7 1.27 ( 0.77 - 2.09 ) 0.78 ( -0.96 - 2.52 )
전북 3.5 4.7 1.61 ( 0.90 - 2.86 ) 1.77 ( -0.72 - 4.27 )
전남 1.1 0.6 0.21 ( 0.10 - 0.43 ) -2.31 ( -3.23 - -1.39 )
경북 2.5 2.7 0.93 ( 0.57 - 1.52 ) -0.21 ( -1.58 - 1.15 )
경남 2.8 2.9 0.98 ( 0.69 - 1.40 ) -0.05 ( -1.09 - 0.98 )
제주 -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6.5 7.7 1.00 0.00
서울 7.6 8.4 1.10 ( 0.65 - 1.86 ) 0.76 ( -3.47 - 4.99 )
부산 7.3 9.2 1.21 ( 0.67 - 2.18 ) 1.58 ( -3.52 - 6.69 )
대구 7.0 8.3 1.08 ( 0.63 - 1.86 ) 0.62 ( -3.70 - 4.94 )
인천 5.1 5.8 0.75 ( 0.43 - 1.31 ) -1.89 ( -5.63 - 1.85 )
광주 6.2 7.5 0.98 ( 0.52 - 1.85 ) -0.18 ( -4.98 - 4.63 )
대전 7.3 8.6 1.12 ( 0.65 - 1.91 ) 0.90 ( -3.44 - 5.24 )
울산 5.7 6.9 0.91 ( 0.49 - 1.69 ) -0.73 ( -5.21 - 3.76 )
경기 6.5 7.4 0.97 ( 0.57 - 1.66 ) -0.23 ( -4.27 - 3.80 )
강원 6.1 7.6 0.99 ( 0.51 - 1.92 ) -0.05 ( -5.06 - 4.95 )
충북 3.5 3.4 0.45 ( 0.27 - 0.74 ) -4.21 ( -7.35 - -1.08 )
충남 7.3 8.2 1.06 ( 0.58 - 1.96 ) 0.50 ( -4.34 - 5.34 )
전북 6.0 9.1 1.18 ( 0.62 - 2.24 ) 1.40 ( -4.08 - 6.88 )
전남 2.8 2.5 0.32 ( 0.20 - 0.53 ) -5.19 ( -8.22 - -2.16 )
경북 8.5 11.1 1.45 ( 0.78 - 2.71 ) 3.48 ( -2.71 - 9.67 )
경남 4.5 4.7 0.62 ( 0.36 - 1.05 ) -2.93 ( -6.32 - 0.46 )
제주 6.2 7.6 0.99 ( 0.52 - 1.90 ) -0.07 ( -5.04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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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식품 미보장률(중재요인 > 생활습관 > 영양)13)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식품 미보장률은 6.5%로 2010-2012년의 6.0%에 비

해 0.5%포인트 증가하였다. 

나. 지역별 격차

식품 미보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10.9%), 가장 낮은 지역

은 경기도(2.2%)로 두 지역 간 격차는 8.7%포인트였다.

〔그림 2-4-37〕 지역별 식품 미보장률(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13) 식품 미보장률은 2005-2009년까지 개인단위로, 2010-2015년까지 가구단위로 설문 문항 대
상자가 변경되어 가구단위로 설문조사된 2010 이후 값만 제시함. 제시된 값은 조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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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나쁜생활습관(중재요인 > 생활습관 > 나쁜생활습관) 

가. 연도별 추이

나쁜생활습관이란 현재 흡연, 고위험(문제) 음주, 근력운동 미실천, 식

품 미보장의 4가지로 정의하였고,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

람, 1개 가진 사람, 2개 가진 사람, 3개 이상 가진 사람으로 구분하여 비

교하였다.

나쁜생활습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2010-2012년 8.6%였으

나, 2013-2015년 9.2%로 약간 증가하였다.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2010-2012년 19.2%, 2013-2015년 19.5%로 큰 

변화가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과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 모두 여

성에 비해 높았다.

〔그림 2-4-38〕 성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19세 이상, 2010-2015년)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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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3〉 성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전국, 성별,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소득수준별 ‧ 기간별로 비교하면 2010-2012년 기간에 비해 2013-2015년 

기간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

들의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나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건강

생활 인구집단의 비율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 높았다.

2013-2015년 직업별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육체직, 서비스 ‧ 판매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2010-2012년에 

비해 2013-2015년에 육체직에서는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

들의 비율이 늘어난 반면, 사무직에서는 줄었다.

나쁜생활습관 
개수

구분
2010-2012년 2013-2015년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0개

전체 9.0 8.6 9.7 9.2 

남자 9.8 9.3 10.4 9.7 

여자 4.3 5.0 5.0 4.8 

1개 

전체 32.7 32.3 33.9 33.4 

남자 31.5 30.6 32.7 31.7 

여자 39.3 38.6 41.2 40.4 

2개　
전체 39.4 39.9 37.2 37.9 

남자 39.4 40.5 37.0 38.2 

여자 39.3 39.9 38.6 39.6 

3개 이상

전체 18.9 19.2 19.2 19.5 

남자 19.3 19.6 19.8 20.3 

여자 17.1 16.5 15.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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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9〕 소득수준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19세 이상)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40〕 직업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19세 이상)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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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4〉 소득수준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55〉 직업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사회경제적 위치별 나쁜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 격차는 교육수

준별로 비교하였을 때 가장 잘 드러났다. 

구분 2010-2012년 2013-2015년

나쁜생활습관 개수 소득수준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0개

하 7.1 7.8 7.7 9.2 
중하 7.7 8.5 10.4 11.5 
중상 9.0 9.8 10.0 10.7 
상 11.4 12.2 9.8 9.9 

1개

하 37.6 37.2 36.9 37.9 
중하 30.7 29.8 34.8 33.2 
중상 32.4 31.7 31.2 29.1 
상 32.6 30.2 34.4 33.6 

2개

하 37.5 36.4 35.1 32.8 
중하 41.0 41.6 37.7 37.7 
중상 38.3 37.6 38.0 38.1 
상 39.6 40.4 37.2 37.2 

3개 이상

하 17.8 18.7 20.4 20.1 
중하 20.7 20.1 17.0 17.5 
중상 20.4 20.9 20.8 22.0 
상 16.4 17.1 18.7 19.3 

구분 2010-2012년 2013-2015년

나쁜생활습관 개수 직업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0개

육체직 9.1 8.8 6.8 6.0 
서비스ㆍ판매직 8.1 7.9 9.7 9.8 
사무직 9.7 10.9 8.8 9.1 

1개

육체직 29.5 28.6 30.0 28.1 
서비스ㆍ판매직 29.9 29.1 26.5 26.5 
사무직 30.6 31.0 33.0 33.4 

2개

육체직 40.9 41.8 38.6 40.3 
서비스ㆍ판매직 39.8 40.1 40.6 40.7 
사무직 38.3 37.3 39.6 39.1 

3개 이상

육체직 20.5 20.8 24.5 25.6 
서비스ㆍ판매직 22.1 22.9 23.2 23.0 
사무직 21.4 20.8 18.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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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30-64세 연령층에서는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2010-2012년 기간에 비해 2013-2015년 기

간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중재사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인구집단에서도 교육수준별로 격차가 대비

되고 있어서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집단의 비율 차이가 컸다.

〔그림 2-4-41〕 교육수준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30-64세)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42〕 교육수준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 추이(65세 이상)

주: 5기(2010-2012년), 6기(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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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6〉 교육수준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30-64세)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57〉 교육수준별·연도별 나쁜생활습관(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별·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녀 모두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높아지고, 3개 이

상 가진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구분 2010-2012년 2013-2015년

나쁜생활습관 개수 교육수준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0개

초졸 이하 8.2 8.5 10.4 10.7 
중졸 12.7 12.3 18.2 18.1 
고졸 이상 21.8 21.8 29.6 29.0 

1개

초졸 이하 44.7 43.6 48.3 47.3 
중졸 54.7 56.4 47.6 48.1 
고졸 이상 50.0 50.1 44.9 45.5 

2개

초졸 이하 37.7 37.9 33.7 33.8 
중졸 24.8 23.6 29.2 29.0 
고졸 이상 23.3 23.3 19.4 19.3 

3개 이상

초졸 이하 9.4 10.1 7.7 8.3 
중졸 7.8 7.7 5.0 4.8 
고졸 이상 4.9 4.8 6.1 6.2 

구분 2010-2012년 2013-2015년

나쁜생활습관 개수 교육수준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0개

초졸 이하 6.4 3.3 4.0 1.4 
중고졸 8.8 8.2 7.6 6.8 
전문대졸 이상 10.3 12.0 9.8 10.4 

1개

초졸 이하 29.6 19.3 33.1 24.5 
중고졸 29.6 28.7 29.3 28.3 
전문대졸 이상 32.2 32.9 34.0 34.1 

2개

초졸 이하 38.5 34.2 36.9 41.3 
중고졸 40.9 41.6 40.6 41.6 
전문대졸 이상 37.9 36.9 36.5 36.0 

3개 이상

초졸 이하 25.5 43.3 26.1 32.9 
중고졸 20.8 21.5 22.5 23.4 
전문대졸 이상 19.5 18.2 19.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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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성별로 구분하면 남자의 경우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비율이 육체직 26.1%, 사무직 19.2%로 두 직종 간에 6.9%포인트의 차

이가 있었다. 여자는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비율이 서비스·판매

직에서 17.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사무직에서는 5.7%에 불과하여 두 직종 

간 11.4%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무직 여성의 경우 나쁜생활습

관을 하나도 갖지 않은 비율이 16.5%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43〕 소득수준별·성별 나쁜생활습관(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44〕 직업별·성별 나쁜생활습관(30-64세,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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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8〉 소득수준별·성별 나쁜생활습관(19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59〉 직업별·성별 나쁜생활습관(30-64세,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낮았고, 반대로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높았다. 

30-64세 인구집단에서 초졸 이하 남자 중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구분
2013-2015년

전체 남자 여자

나쁜생활습관
개수

소득
수준　

조율
(%)

표준화율
(%)

조율
(%)

표준화율
(%)

조율
(%)

표준화율
(%)

0개

하 7.7 9.2 1.8 6.1 7.8 1.4 
중하 10.4 11.5 4.8 9.5 10.1 4.2 
중상 10.0 10.7 5.1 10.9 11.5 5.2 
상 9.8 9.9 9.0 10.5 10.5 7.9 

1개

하 36.9 37.9 33.1 29.2 28.6 30.8 
중하 34.8 33.2 43.1 34.5 32.4 42.8 
중상 31.2 29.1 45.5 31.3 28.8 45.3 
상 34.4 33.6 42.1 35.1 34.2 40.8 

2개

하 35.1 32.8 43.6 37.3 35.5 42.2 
중하 37.7 37.7 37.7 38.8 39.8 39.2 
중상 38.0 38.1 37.2 37.6 38.1 38.0 
상 37.2 37.2 36.3 36.3 36.5 41.5 

3개 이상

하 20.4 20.1 21.5 27.4 28.1 25.6 
중하 17.0 17.5 14.4 17.1 17.7 13.8 
중상 20.8 22.0 12.2 20.2 21.6 11.5 
상 18.7 19.3 12.6 18.1 18.8 9.8 

구분
2013-2015년

전체 남자 여자

나쁜생활습관
개수

교육수준　
조율
(%)

표준화율
(%)

조율
(%)

표준화율
(%)

조율
(%)

표준화율
(%)

0개
육체직 6.8 6.0 7.0 6.1 1.5 2.5 
서비스판매직 9.7 9.8 10.8 10.8 5.5 5.3 
사무직 8.8 9.1 8.6 8.8 11.3 16.5 

1개
육체직 30.0 28.1 29.9 27.9 34.2 33.2 
서비스판매직 26.5 26.5 27.1 27.0 24.2 24.6 
사무직 33.0 33.4 31.8 32.2 50.1 43.8 

2개
육체직 38.6 40.3 38.1 39.9 53.6 52.1 
서비스판매직 40.6 40.7 37.8 37.8 51.9 53.0 
사무직 39.6 39.1 40.2 39.8 32.5 34.1 

3개 이상
육체직 24.5 25.6 25.1 26.1 10.7 12.2 
서비스판매직 23.2 23.0 24.4 24.4 18.3 17.1 
사무직 18.5 18.3 19.4 19.2 6.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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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무려 36.9%였다. 상대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

력을 가진 여성 중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비율은 5.8%에 불과하

였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집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이 낮았으나, 초졸 이하의 여성 노인의 경우 17.6%

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상의 남성 노인은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갖지 

않은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45〕 교육수준별·성별 나쁜생활습관(30-64세,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46〕 교육수준별·성별 나쁜생활습관(65세 이상, 2013-2015년)

주: 고졸 이상 여자의 경우 해당자수가 적어 조율을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제2부 제4장 연구 결과  151

〈표 2-4-60〉 교육수준별·성별 나쁜생활습관(30-64세,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61〉 교육수준별·성별 나쁜생활습관(65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

전체 남자 여자

나쁜생활습관
개수

교육수준　
조율
(%)

표준화율
(%)

조율
(%)

표준화율
(%)

조율
(%)

표준화율
(%)

0개

초졸 이하 4.0 1.4 4.6 1.5 1.0 0.4 
중고졸 7.6 6.8 8.3 7.3 3.2 3.4 
전문대졸 이상 9.8 10.4 9.9 10.4 8.7 9.7 

1개

초졸 이하 33.1 24.5 33.0 25.2 33.6 26.4 
중고졸 29.3 28.3 28.6 26.3 33.8 33.4 
전문대졸 이상 34.0 34.1 31.4 31.6 58.9 55.5 

2개

초졸 이하 36.9 41.3 35.5 36.4 44.0 45.3 
중고졸 40.6 41.6 39.4 41.1 47.4 48.2 
전문대졸 이상 36.5 36.0 37.4 37.0 27.6 29.0 

3개 이상

초졸 이하 26.1 32.9 26.9 36.9 21.4 27.9 
중고졸 22.5 23.4 23.7 25.3 15.6 15.1 
전문대졸 이상 19.8 19.6 21.3 21.0 4.8 5.8 

구분
2013-2015년

전체 남자 여자

나쁜생활습관
개수

교육수준　
조율
(%)

표준화율
(%)

조율
(%)

표준화율
(%)

조율
(%)

표준화율
(%)

0개

초졸 이하 10.4 10.7 12.7 12.6 1.5 1.5 
중졸 18.2 18.1 18.9 18.7 0.0 0.0 
고졸 이상 29.6 29.0 29.8 29.1 18.3 6.0 

1개

초졸 이하 48.3 47.3 48.0 49.1 41.6 41.5 
중졸 47.6 48.1 47.7 48.4 38.5 32.1 
고졸 이상 44.9 45.5 45.1 45.9 16.7 5.5 

2개

초졸 이하 33.7 33.8 32.2 31.6 44.1 39.5 
중졸 29.2 29.0 28.4 28.1 56.9 62.1 
고졸 이상 19.4 19.3 18.9 18.7 65.1 21.4 

3개 이상

초졸 이하 7.7 8.3 7.1 6.7 12.8 17.6 
중졸 5.0 4.8 5.0 4.8 4.6 5.8 
고졸 이상 6.1 6.2 6.2 6.3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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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별 격차

나쁜생활습관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

산광역시(12.7%)였고, 대전광역시(12.6%)와 서울특별시(12.5%)도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이 가

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24.9%)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14.2%)

였다. 

〈표 2-4-62〉 시도별·성별 나쁜생활습관(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일부 지역은 방법론적 문제(인구구조의 편증)로 인해 표준화율을 산출하지 못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나쁜생활습관

0개
나쁜생활습관

1개
나쁜생활습관

2개
나쁜생활습관

3개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국 9.2 9.7 4.8 33.4 31.7 40.4 37.9 38.2 39.6 19.5 20.3 15.2 
서울 12.5 12.7 8.2 32.7 30.8 40.0 36.6 36.9 40.2 18.2 19.5 11.6 
부산 8.1 8.6 2.6 38.6 37.1 36.8 37.1 36.3 56.1 16.2 17.9 4.5 
대구 11.4 12.9 2.8 24.6 21.7 38.3 44.5 44.9 44.5 19.5 20.6 14.4 
인천 6.4 7.1 2.9 30.2 28.2 39.6 40.8 40.3 40.6 22.6 24.4 16.9 
광주 9.3 10.3 - 28.6 27.8 - 40.0 38.0 - 22.1 23.9 -
대전 12.6 13.8 2.9 45.1 41.7 60.5 26.4 27.5 25.5 15.9 16.9 11.1 
울산 12.7 15.0 - 31.3 30.6 - 40.1 38.3 - 15.9 16.1 -
경기 9.1 10.0 3.1 35.6 32.5 48.3 35.4 36.7 33.0 19.9 20.8 15.6 
강원 7.9 7.4 9.8 30.0 30.9 22.6 37.1 38.1 27.7 24.9 23.5 39.8 
충북 4.7 4.8 9.1 31.4 31.0 37.7 45.9 44.4 50.1 18.0 19.8 3.1 
충남 4.9 5.6 0.0 29.6 29.0 33.2 41.3 42.3 42.4 24.3 23.1 24.3 
전북 5.7 6.0 1.5 33.6 33.5 35.4 46.4 43.1 48.4 14.2 17.4 14.6 
전남 3.4 3.2 - 34.9 34.6 - 41.1 41.3 - 20.5 20.9 -
경북 8.6 8.5 7.6 34.6 34.8 31.4 35.3 35.3 39.3 21.5 21.4 21.6 
경남 10.0 10.8 2.7 30.9 31.5 24.9 37.2 36.4 46.5 21.9 21.3 25.9 
제주 2.2 2.3 0.0 33.2 31.9 25.3 42.8 37.9 67.9 21.9 27.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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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우울감 경험률(중재요인 > 생활습관 > 정신건강)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기간의 우울감 경험률은 8.8%로 2007-2009년 11.5%

에 비해 2.7%포인트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5.9%, 여성 11.5%로 여

성이 5.6%포인트 더 높았다. 

〔그림 2-4-47〕 우울감 경험률 추이(30세 이상, 2007-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7-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63〉 우울감 경험률(전국, 성별, 30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7-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7-2009 15.2 11.5 10.5 8.1 19.6 14.7 
2010-2012 13.4 10.1 9.6 7.3 16.9 12.7 
2013-2015 11.9 8.8 7.9 5.9 15.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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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24.4%). 직업별로는 서비스ㆍ판매직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13.3%), 육체직(10.1%), 사무직(5.4%)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교육수준에 반비례하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낮았다.

〔그림 2-4-48〕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우울감 경험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49〕 교육수준별·성별 우울감 경험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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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4〉 우울감 경험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65〉 우울감 경험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2.2 24.4 3.29 ( 2.58 - 4.20 ) 17.02 ( 11.66 - 22.39 )
중하 12.8 12.1 1.63 ( 1.39 - 1.92 ) 4.70 ( 3.06 - 6.33 )
중상 9.6 9.6 1.30 ( 1.09 - 1.54 ) 2.19 ( 0.64 - 3.74 )
상 7.4 7.4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1.4 19.9 3.02 ( 2.25 -4.02 ) 13.34 ( 7.89 -18.80 )
중·고졸 12.4 12.2 1.86 ( 1.64 -2.05 ) 5.65 ( 4.76 -6.53 )
전문대졸 이상 6.6 6.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8.1 18.2 2.04 ( 1.09 -3.82 ) 9.28 ( -0.72 -19.29 )
중졸 12.1 11.8 1.32 ( 0.59 -2.98 ) 2.87 ( -6.35 -12.10 )
고졸 이상 8.8 8.9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1.0 10.1 1.87 ( 1.56 -2.25 ) 4.71 ( 3.05 -6.36 )
서비스ㆍ판매직 13.0 13.3 2.46 ( 2.09 -2.89 ) 7.90 ( 6.10 -9.70 )
사무직 5.2 5.4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7.3 18.4 3.75 ( 2.73 - 5.16 ) 13.48 ( 8.36 - 18.60 )
중하 9.1 8.4 1.72 ( 1.42 - 2.08 ) 3.52 ( 2.34 - 4.70 )
중상 5.3 5.7 1.16 ( 0.93 - 1.43 ) 0.77 ( -0.36 - 1.90 )
상 5.0 4.9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6.8 12.6 2.91 ( 1.55 - 5.46 ) 8.29 ( 0.56 - 16.02 )
중·고졸 9.4 9.2 2.12 ( 1.76 - 2.55 ) 4.86 ( 3.72 - 6.01 )
전문대졸 이상 4.2 4.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2.2 12.2 1.62 ( 0.93 - 2.81 ) 4.69 ( -1.68 - 11.06 )
중졸 8.3 8.2 1.09 ( 0.43 - 2.77 ) 0.67 ( -6.98 - 8.31 )
고졸 이상 7.5 7.6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8.7 7.9 2.19 ( 1.47 - 3.26 ) 4.29 ( 1.76 - 6.82 )
서비스ㆍ판매직 7.0 7.1 1.96 ( 1.11 - 3.47 ) 3.47 ( -0.22 - 7.17 )
사무직 3.5 3.6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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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6〉 우울감 경험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16.4%), 가장 낮은 지역

은 울산광역시(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경상북도에서 12.0%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충청북도에서 23.4%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5.5 29.3 2.89 ( 2.25 - 3.72 ) 19.18 ( 12.37 - 25.99 )
중하 16.1 15.5 1.52 ( 1.29 - 1.81 ) 5.33 ( 3.01 - 7.64 )
중상 14.0 13.7 1.35 ( 1.11 - 1.64 ) 3.54 ( 1.09 - 6.00 )
상 9.8 10.1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4.2 32.3 3.42 ( 2.62 - 4.34 ) 22.90 ( 15.50 - 30.29 )
중·고졸 15.0 14.9 1.58 ( 1.36 - 1.72 ) 5.45 ( 3.91 - 7.00 )
전문대졸 이상 9.6 9.4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0.5 20.9 1.71 ( 0.83 - 3.51 ) 8.67 ( -4.20 - 21.54 )
중졸 16.8 16.7 1.36 ( 0.68 - 2.74 ) 4.44 ( -6.01 - 14.88 )
고졸 이상 12.2 12.2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6.6 17.1 2.02 ( 1.63 - 2.50 ) 8.61 ( 5.71 - 11.50 )
서비스ㆍ판매직 17.5 18.0 2.13 ( 1.77 - 2.56 ) 9.53 ( 7.18 - 11.88 )
사무직 8.0 8.5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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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0〕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67〉 우울감 경험률(전체,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1.9 11.4 1.00 0.00
서울 11.1 10.7 0.94 ( 0.79 - 1.11 ) -0.70 ( -2.53 - 1.13 )
부산 13.2 12.5 1.10 ( 0.94 - 1.29 ) 1.16 ( -0.77 - 3.10 )
대구 11.3 10.4 0.91 ( 0.82 - 1.02 ) -1.00 ( -2.19 - 0.20 )
인천 10.7 10.9 0.96 ( 0.79 - 1.16 ) -0.48 ( -2.56 - 1.59 )
광주 13.7 13.1 1.15 ( 1.02 - 1.30 ) 1.75 ( 0.27 - 3.23 )
대전 13.7 13.6 1.20 ( 0.89 - 1.60 ) 2.24 ( -1.68 - 6.16 )
울산 7.7 8.7 0.77 ( 0.58 - 1.02 ) -2.63 ( -5.20 - -0.06 )
경기 10.6 10.4 0.91 ( 0.79 - 1.06 ) -0.98 ( -2.59 - 0.63 )
강원 12.1 10.8 0.95 ( 0.80 - 1.13 ) -0.56 ( -2.46 - 1.34 )
충북 16.8 15.8 1.39 ( 1.21 - 1.60 ) 4.43 ( 2.49 - 6.37 )
충남 14.7 13.6 1.20 ( 1.06 - 1.36 ) 2.28 ( 0.69 - 3.86 )
전북 12.6 12.5 1.10 ( 0.90 - 1.34 ) 1.15 ( -1.26 - 3.55 )
전남 11.8 10.2 0.89 ( 0.72 - 1.12 ) -1.20 ( -3.51 - 1.11 )
경북 17.5 16.4 1.44 ( 1.22 - 1.70 ) 5.01 ( 2.52 - 7.50 )
경남 9.4 9.1 0.80 ( 0.66 - 0.97 ) -2.24 ( -4.08 - -0.39 )
제주 15.3 15.7 1.38 ( 1.12 - 1.70 ) 4.32 ( 1.17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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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8〉 우울감 경험률(남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69〉 우울감 경험률(여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7.9 7.6 1.00 0.00
서울 7.2 6.9 0.91 ( 0.75 - 1.10 ) -0.67 ( -2.03 - 0.69 )
부산 10.9 10.0 1.31 ( 1.11 - 1.55 ) 2.37 ( 0.85 - 3.88 )
대구 8.5 8.1 1.07 ( 0.93 - 1.22 ) 0.51 ( -0.54 - 1.56 )
인천 8.0 8.3 1.10 ( 0.85 - 1.41 ) 0.74 ( -1.34 - 2.81 )
광주 8.2 8.5 1.11 ( 0.76 - 1.63 ) 0.87 ( -2.33 - 4.07 )
대전 11.5 11.5 1.52 ( 1.13 - 2.03 ) 3.93 ( 0.71 - 7.15 )
울산 4.5 6.7 0.88 ( 0.54 - 1.42 ) -0.93 ( -4.17 - 2.32 )
경기 7.9 7.7 1.01 ( 0.82 - 1.24 ) 0.09 ( -1.48 - 1.66 )
강원 8.6 8.2 1.08 ( 0.87 - 1.33 ) 0.59 ( -1.09 - 2.27 )
충북 10.2 9.2 1.20 ( 0.93 - 1.56 ) 1.56 ( -0.75 - 3.87 )
충남 8.0 7.7 1.01 ( 0.78 - 1.31 ) 0.10 ( -1.89 - 2.10 )
전북 4.7 5.2 0.69 ( 0.42 - 1.14 ) -2.36 ( -5.07 - 0.35 )
전남 4.5 3.3 0.43 ( 0.23 - 0.79 ) -4.34 ( -6.46 - -2.22 )
경북 12.4 12.0 1.58 ( 1.31 - 1.90 ) 4.42 ( 2.45 - 6.40 )
경남 4.7 4.3 0.57 ( 0.38 - 0.85 ) -3.26 ( -5.14 - -1.38 )
제주 8.8 7.3 0.96 ( 0.71 - 1.30 ) -0.30 ( -2.54 - 1.94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5.6 14.9 1.00 0.00
서울 14.7 14.1 0.95 ( 0.80 - 1.13 ) -0.76 ( -3.29 - 1.77 )
부산 15.2 15.0 1.01 ( 0.83 - 1.22 ) 0.09 ( -2.79 - 2.96 )
대구 13.7 12.2 0.82 ( 0.73 - 0.92 ) -2.70 ( -4.43 - -0.97 )
인천 13.2 13.2 0.89 ( 0.74 - 1.06 ) -1.69 ( -4.15 - 0.77 )
광주 18.4 17.1 1.15 ( 0.92 - 1.42 ) 2.18 ( -1.43 - 5.79 )
대전 15.5 15.4 1.03 ( 0.76 - 1.40 ) 0.52 ( -4.17 - 5.20 )
울산 10.7 11.2 0.75 ( 0.58 - 0.97 ) -3.72 ( -6.79 - -0.65 )
경기 13.2 12.8 0.86 ( 0.73 - 1.01 ) -2.09 ( -4.29 - 0.12 )
강원 15.7 13.8 0.93 ( 0.76 - 1.14 ) -1.08 ( -3.94 - 1.78 )
충북 23.9 23.4 1.57 ( 1.28 - 1.93 ) 8.51 ( 4.05 - 12.97 )
충남 21.5 20.1 1.35 ( 1.10 - 1.65 ) 5.16 ( 1.30 - 9.03 )
전북 19.2 18.8 1.26 ( 1.05 - 1.52 ) 3.94 ( 0.69 - 7.19 )
전남 19.6 18.0 1.21 ( 0.98 - 1.49 ) 3.07 ( -0.50 - 6.65 )
경북 21.9 20.2 1.36 ( 1.13 - 1.63 ) 5.34 ( 1.94 - 8.74 )
경남 13.8 13.9 0.93 ( 0.76 - 1.15 ) -0.97 ( -3.91 - 1.97 )
제주 22.0 21.9 1.47 ( 1.12 - 1.92 ) 6.99 ( 1.35 - 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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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자살시도 경험률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정신건강)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자살시도 경험률은 0.5%로 2001년 0.7%에 비해 0.2%

포인트 감소했고, 성별로는 남성 0.4%, 여성 0.6%로 여성이 약간 더 높

았다. 

〔그림 2-4-51〕 자살시도 경험률 추이(30세 이상, 2001-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1-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70〉 자살시도 경험률(전국, 성별, 30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1-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1 0.9 0.7 0.9 0.7 0.8 0.6 
2005 0.0 0.5 1.0 0.7 0.3 0.3 

2007-2009 1.0 0.8 0.8 0.6 1.3 1.0 
2010-2012 0.8 0.6 0.7 0.5 0.8 0.6 
2013-2015 0.7 0.5 0.5 0.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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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자살시도 경험률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에 반비례하게 나타났으며, 남

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자살시도 경험률도 더 높고 집단 간 격차도 뚜렷하

게 나타났다. 특히 30-64세 인구 중 초졸 이하 집단에서의 자살시도 경

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는 육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52〕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자살시도 경험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53〕 교육수준별·성별 자살시도 경험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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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1〉 자살시도 경험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72〉 자살시도 경험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95 2.09 8.17 ( 4.60 - 14.54 ) 1.83 ( 1.39 - 2.28 )
중하 0.58 0.56 2.18 ( 1.25 - 3.80 ) 0.30 ( 0.14 - 0.46 )
중상 0.44 0.43 1.70 ( 0.95 - 3.04 ) 0.18 ( 0.01 - 0.35 )
상 0.22 0.26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10 6.40 40.31 ( 17.43 - 71.66 ) 6.28 ( 2.62 - 9.94 )
중·고졸 0.50 0.50 3.06 ( 1.60 - 3.82 ) 0.33 ( 0.19 - 0.47 )
전문대졸 이상 0.20 0.2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20 1.30 2.06 ( 0.71 - 5.94 ) 0.67 ( -0.52 - 1.87 )
중졸 1.00 0.90 1.39 ( 0.31 - 6.34 ) 0.25 ( -1.04 - 1.54 )
고졸 이상 0.60 0.60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0.50 0.60 3.12 ( 2.25 - 4.33 ) 0.37 ( 0.23 - 0.52 )
서비스ㆍ판매직 0.20 0.20 1.36 ( 0.69 - 2.69 ) 0.06 ( -0.10 - 0.22 )
사무직 0.20 0.20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04 1.96 20.79 ( 7.80 - 55.45 ) 1.87 ( 1.00 - 2.73 )
중하 0.52 0.55 5.83 ( 2.29 - 14.83 ) 0.46 ( 0.26 - 0.65 )
중상 0.20 0.21 2.23 ( 0.85 - 5.84 ) 0.12 ( 0.00 - 0.23 )
상 0.08 0.09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90 4.50 96.63 ( 22.09 - 261.10 ) 4.45 ( 0.19 - 8.71 )

중·고졸 0.40 0.30 6.77 ( 2.13 - 9.94 ) 0.27 ( 0.18 - 0.36 )
전문대졸 이상 0.10 0.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30 1.30 2.09 ( 1.09 - 4.00 ) 0.68 ( -0.03 - 1.40 )
중졸 1.70 1.70 2.69 ( 0.64 - 11.39 ) 1.06 ( -1.29 - 3.42 )
고졸 이상 0.60 0.60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0.60 0.60 
서비스ㆍ판매직 - -
사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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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3〉 자살시도 경험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90 2.15 5.22 ( 2.37 - 11.49 ) 1.74 ( 1.04 - 2.44 )
중하 0.63 0.56 1.35 ( 0.64 - 2.86 ) 0.14 ( -0.17 - 0.46 )
중상 0.68 0.69 1.68 ( 0.74 - 3.78 ) 0.28 ( -0.11 - 0.67 )
상 0.36 0.41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60 14.80 50.33 ( 14.87 - 150.02 ) 14.48 ( -1.46 - 30.42 )
중·고졸 0.60 0.60 2.17 ( 1.13 - 3.12 ) 0.34 ( 0.08 - 0.61 )
전문대졸 이상 0.40 0.3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20 1.30 2.30 ( 0.42 - 12.61 ) 0.75 ( -0.79 - 2.30 )
중졸 - -
고졸 이상 0.70 0.60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0.40 0.60 1.24 ( 0.75 - 2.05 ) 0.11 ( -0.18 - 0.40 )
서비스ㆍ판매직 0.40 0.50 1.14 ( 0.52 - 2.49 ) 0.07 ( -0.35 - 0.48 )
사무직 0.50 0.50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일부 그룹은 방법론적 문제(인구구조의 편증)로 인해 표준화율을 산출하지 못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자살시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가 1.6%로 

동일하게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

우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높았고 여성은 충청남도에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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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4〕 지역별 자살시도 경험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74〉 자살시도 경험률(전체,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0.70 0.70 1.00 0.00
서울 0.60 0.70 1.04 ( 0.73 - 1.47 ) 0.02 ( -0.21 - 0.26 )
부산 0.60 0.50 0.73 ( 0.41 - 1.30 ) -0.17 ( -0.45 - 0.10 )
대구 0.60 0.40 0.65 ( 0.38 - 1.13 ) -0.22 ( -0.46 - 0.01 )
인천 0.30 0.20 0.38 ( 0.19 - 0.75 ) -0.40 ( -0.58 - -0.22 )
광주 0.30 0.40 0.60 ( 0.25 - 1.44 ) -0.26 ( -0.61 - 0.08 )
대전 1.60 1.60 2.41 ( 1.97 - 2.95 ) 0.92 ( 0.63 - 1.21 )
울산 - - 　 　 　
경기 0.60 0.50 0.82 ( 0.63 - 1.08 ) -0.11 ( -0.27 - 0.04 )
강원 1.00 1.20 1.84 ( 1.18 - 2.86 ) 0.55 ( 0.02 - 1.07 )
충북 0.70 0.60 0.89 ( 0.57 - 1.40 ) -0.07 ( -0.33 - 0.19 )
충남 1.50 1.60 2.49 ( 1.37 - 4.52 ) 0.97 ( 0.01 - 1.93 )
전북 0.50 0.40 0.55 ( 0.28 - 1.08 ) -0.29 ( -0.54 - -0.05 )
전남 0.90 0.70 1.02 ( 0.52 - 2.00 ) 0.01 ( -0.43 - 0.46 )
경북 1.00 0.90 1.40 ( 0.90 - 2.18 ) 0.26 ( -0.14 - 0.66 )
경남 0.80 0.70 1.10 ( 0.84 - 1.44 ) 0.06 ( -0.13 - 0.25 )
제주 -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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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5〉 자살시도 경험률(남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76〉 자살시도 경험률(여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0.50 0.50 1.00 0.00
서울 0.50 0.50 1.04 ( 0.64 - 1.68 ) 0.02 ( -0.23 - 0.27 )
부산 0.50 0.40 0.75 ( 0.41 - 1.37 ) -0.13 ( -0.36 - 0.11 )
대구 0.90 0.60 1.27 ( 0.68 - 2.39 ) 0.14 ( -0.26 - 0.54 )
인천 0.10 0.10 0.20 ( 0.08 - 0.48 ) -0.40 ( -0.51 - -0.30 )
광주 0.70 0.80 1.57 ( 0.65 - 3.82 ) 0.29 ( -0.41 - 0.99 )
대전 1.50 1.40 2.81 ( 1.58 - 5.00 ) 0.91 ( 0.11 - 1.71 )
울산 - - 　 　 　
경기 0.40 0.30 0.64 ( 0.39 - 1.06 ) -0.18 ( -0.35 - -0.01 )
강원 0.40 0.60 1.22 ( 0.50 - 2.95 ) 0.11 ( -0.43 - 0.65 )
충북 1.00 0.90 1.74 ( 1.00 - 3.03 ) 0.37 ( -0.11 - 0.85 )
충남 0.70 0.70 1.40 ( 0.75 - 2.62 ) 0.20 ( -0.24 - 0.64 )
전북 0.30 0.20 0.44 ( 0.18 - 1.07 ) -0.28 ( -0.49 - -0.07 )
전남 - - 　 　 　
경북 1.50 1.40 2.80 ( 1.66 - 4.70 ) 0.90 ( 0.19 - 1.62 )
경남 0.50 0.40 0.79 ( 0.45 - 1.38 ) -0.11 ( -0.33 - 0.12 )
제주 -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0.80 0.80 1.00 0.00
서울 0.70 0.80 1.03 ( 0.61 - 1.75 ) 0.03 ( -0.41 - 0.46 )
부산 0.80 0.50 0.66 ( 0.32 - 1.37 ) -0.27 ( -0.68 - 0.14 )
대구 0.30 0.20 0.26 ( 0.10 - 0.63 ) -0.60 ( -0.84 - -0.35 )
인천 0.50 0.40 0.47 ( 0.19 - 1.16 ) -0.43 ( -0.80 - -0.05 )
광주 - - 　 　 　
대전 1.60 1.70 2.07 ( 1.22 - 3.50 ) 0.85 ( 0.04 - 1.67 )
울산 - - 　 　 　
경기 0.70 0.70 0.92 ( 0.61 - 1.40 ) -0.06 ( -0.38 - 0.26 )
강원 1.60 2.10 2.66 ( 1.47 - 4.81 ) 1.33 ( 0.13 - 2.52 )
충북 0.40 0.10 0.16 ( 0.06 - 0.39 ) -0.67 ( -0.88 - -0.47 )
충남 2.20 2.70 3.33 ( 1.72 - 6.48 ) 1.87 ( 0.18 - 3.56 )
전북 0.70 0.50 0.61 ( 0.25 - 1.51 ) -0.31 ( -0.77 - 0.15 )
전남 1.80 1.40 1.76 ( 0.84 - 3.67 ) 0.61 ( -0.40 - 1.62 )
경북 0.60 0.40 0.55 ( 0.27 - 1.09 ) -0.36 ( -0.70 - -0.03 )
경남 1.10 1.00 1.29 ( 0.81 - 2.05 ) 0.23 ( -0.23 - 0.69 )
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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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국가 5대암 검진율: 위암(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예방

서비스)

가. 연도별 추이

2014년 위암 검진율은 59.5%로 2010년 52.6%에 비해 6.9%포인트 

증가했고, 성별로는 남성 58.6%, 여성 60.6%로 여성이 2.0%포인트 더 

높았다. 

〔그림 2-4-55〕 위암 검진율(40세 이상, 2010-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0-2014). 지역사회건강조사.

〈표 2-4-77〉 위암 검진율(전국, 성별, 40세 이상, 연도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0-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10 52.8 52.6 52.3 52.1 53.2 53.4 
2012 57.8 57.6 57.0 56.7 58.5 58.7 
2014 59.7 59.5 58.9 58.6 60.5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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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위암 검진율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65.3%로 가장 높았고,

직업에 따른 위암 검진율은 사무직에서 가장 높았다(65.6%).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위암 검진율이 63.3%로 가

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62.3%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56〕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위암 검진율(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57〕 교육수준별·성별 위암 검진율(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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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8〉 위암 검진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79〉 위암 검진율(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4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52.5 47.2 0.72 ( 0.54 - 0.96 ) -18.10 ( -35.51 - -0.70 )
중하 57.7 53.9 0.83 ( 0.61 - 1.11 ) -11.36 ( -29.63 - 6.91 )
중 58.1 57.0 0.87 ( 0.64 - 1.19 ) -8.30 ( -27.57 - 10.97 )
중상 59.6 59.8 0.92 ( 0.66 - 1.26 ) -5.51 ( -25.75 - 14.73 )
상 66.0 65.3 1.00 0.00

교육
수준별 

(40-64세)

초졸 이하 62.8 54.0 0.85 ( 0.75 - 0.97 ) -9.29 ( -16.33 - -2.26 )
중·고졸 59.1 57.7 0.91 ( 0.87 - 0.96 ) -5.61 ( -8.53 - -2.69 )
전문대졸 이상 62.5 63.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52.9 55.3 0.89 ( 0.35 - 2.26 ) -7.01 ( -61.75 - 47.74 )
중졸 62.1 60.5 0.97 ( 0.39 - 2.39 ) -1.83 ( -57.18 - 53.51 )
고졸 이상 63.4 62.3 1.00 0.00

직업별
(40-64세)

육체직 57.9 55.9 0.85 ( 0.80 - 0.91 ) -9.68 ( -13.38 - -5.99 )
서비스ㆍ판매직 60.0 59.4 0.91 ( 0.88 - 0.93 ) -6.22 ( -8.07 - -4.37 )
사무직 64.9 65.6 1.00 0.00

구분
2014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50.0 41.1 0.62 ( 0.48 - 0.80 ) -24.94 ( -40.73 --9.14 )
중하 54.8 49.5 0.75 ( 0.58 - 0.97 ) -16.63 ( -32.99 --0.27 )
중 56.0 55.3 0.84 ( 0.63 - 1.11 ) -10.75 ( -28.53 -7.02 )
중상 58.9 59.9 0.91 ( 0.67 - 1.22 ) -6.22 ( -25.30 -12.86 )
상 66.4 66.1 1.00 0.00

교육
수준별 

(40-64세)

초졸 이하 57.1 49.6 0.78 ( 0.69 - 0.88 ) -13.87 ( -19.94 --7.80 )
중·고졸 55.2 53.4 0.84 ( 0.78 - 0.91 ) -10.05 ( -14.30 --5.81 )
전문대졸 이상 62.9 63.5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55.5 56.7 0.90 ( 0.38 - 2.12 ) -6.37 ( -57.92 -45.19 )
중졸 62.3 61.4 0.97 ( 0.42 - 2.28 ) -1.70 ( -54.60 -51.20 )
고졸 이상 63.7 63.1 1.00 0.00

직업별
(40-64세)

육체직 55.2 53.5 0.81 ( 0.75 - 0.88 ) -12.40 ( -16.67 --8.13 )
서비스ㆍ판매직 55.7 55.6 0.84 ( 0.82 - 0.86 ) -10.25 ( -11.77 --8.74 )
사무직 65.6 65.9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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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0〉 위암 검진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위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68.2%), 가장 낮은 지역

은 대구광역시(53.8%)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4.4%포인트였다. 남성은 

광주광역시에서 67.9%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대전광역시에서 68.7%

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54.1 52.7 0.81 ( 0.59 - 1.11 ) -12.22 ( -31.43 -7.00 )
중하 60.3 57.6 0.89 ( 0.64 - 1.23 ) -7.36 ( -27.45 -12.73 )
중 60.3 59.0 0.91 ( 0.65 - 1.26 ) -5.97 ( -26.61 -14.67 )
중상 60.3 60.1 0.93 ( 0.66 - 1.30 ) -4.82 ( -25.92 -16.28 )
상 65.5 64.9 1.00 0.00

교육
수준별 

(40-64세)

초졸 이하 65.6 56.6 0.90 ( 0.79 - 1.02 ) -6.51 ( -13.53 -0.51 )
중·고졸 62.6 61.4 0.97 ( 0.94 - 1.01 ) -1.67 ( -3.69 -0.36 )
전문대졸 이상 61.8 63.1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51.9 54.9 0.91 ( 0.33 - 2.50 ) -5.18 ( -63.05 -52.69 )
중졸 61.8 59.0 0.98 ( 0.36 - 2.69 ) -1.03 ( -61.01 -58.94 )
고졸 이상 62.6 60.1 1.00 0.00

직업별
(40-64세)

육체직 64.0 61.9 0.95 ( 0.93 - 0.97 ) -3.22 ( -4.70 --1.73 )
서비스ㆍ판매직 62.6 61.7 0.95 ( 0.92 - 0.97 ) -3.48 ( -5.25 --1.71 )
사무직 63.7 65.1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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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8〕 지역별 위암 검진율(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81〉 위암 검진율(전체, 시도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59.7 59.5 1.00 　 　 　 　 　 0.00 　 　 　 　 　
서울 61.4 60.9 1.02 ( 0.75 - 1.40 ) 1.44 ( -17.20 - 20.09 )
부산 56.7 56.0 0.94 ( 0.69 - 1.29 ) -3.45 ( -21.83 - 14.92 )
대구 54.4 53.8 0.91 ( 0.66 - 1.25 ) -5.65 ( -23.83 - 12.54 )
인천 55.3 54.8 0.92 ( 0.67 - 1.27 ) -4.64 ( -22.99 - 13.71 )
광주 59.0 58.7 0.99 ( 0.72 - 1.36 ) -0.76 ( -19.74 - 18.22 )
대전 68.7 68.2 1.15 ( 0.84 - 1.56 ) 8.74 ( -11.05 - 28.54 )
울산 56.4 55.6 0.93 ( 0.67 - 1.30 ) -3.90 ( -23.04 - 15.25 )
세종 63.7 62.6 1.05 ( 0.79 - 1.40 ) 3.16 ( -14.35 - 20.68 )
경기 59.3 59.2 1.00 ( 0.72 - 1.37 ) -0.24 ( -19.31 - 18.84 )
강원 63.2 62.8 1.06 ( 0.78 - 1.44 ) 3.36 ( -15.55 - 22.27 )
충북 64.9 64.7 1.09 ( 0.80 - 1.49 ) 5.24 ( -14.22 - 24.69 )
충남 61.3 61.3 1.03 ( 0.75 - 1.41 ) 1.81 ( -17.00 - 20.63 )
전북 60.2 60.6 1.02 ( 0.73 - 1.42 ) 1.13 ( -18.95 - 21.21 )
전남 64.0 63.6 1.07 ( 0.79 - 1.45 ) 4.14 ( -14.77 - 23.05 )
경북 59.7 59.2 1.00 ( 0.73 - 1.36 ) -0.25 ( -18.63 - 18.14 )
경남 57.7 57.6 0.97 ( 0.70 - 1.34 ) -1.88 ( -20.75 - 16.99 )
제주 54.6 54.2 0.91 ( 0.67 - 1.24 ) -5.25 ( -22.68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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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2〉 위암 검진율(남성, 시도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83〉 위암 검진율(여성, 시도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60.6 60.3 1.00 　 　 　 　 　 0.00 　 　 　 　 　
서울 55.4 54.5 1.03 ( 0.77 - 1.38 ) 1.73 ( -15.62 - 19.08 )
부산 53.4 53.0 0.93 ( 0.69 - 1.25 ) -4.02 ( -20.60 - 12.57 )
대구 53.5 53.2 0.91 ( 0.67 - 1.22 ) -5.55 ( -22.20 - 11.10 )
인천 57.7 57.4 0.91 ( 0.67 - 1.23 ) -5.31 ( -22.17 - 11.55 )
광주 68.3 67.9 0.98 ( 0.72 - 1.33 ) -1.12 ( -18.90 - 16.65 )
대전 56.0 55.1 1.16 ( 0.87 - 1.54 ) 9.34 ( -8.74 - 27.42 )
울산 63.7 63.0 0.94 ( 0.70 - 1.27 ) -3.44 ( -20.43 - 13.56 )
세종 58.6 58.6 1.08 ( 0.83 - 1.40 ) 4.46 ( -11.42 - 20.34 )
경기 63.6 63.1 1.00 ( 0.74 - 1.35 ) 0.02 ( -17.45 - 17.49 )
강원 64.4 63.9 1.08 ( 0.80 - 1.44 ) 4.55 ( -13.26 - 22.36 )
충북 60.4 59.7 1.09 ( 0.82 - 1.46 ) 5.35 ( -12.27 - 22.96 )
충남 61.5 61.5 1.02 ( 0.77 - 1.35 ) 1.18 ( -15.27 - 17.62 )
전북 62.4 61.4 1.05 ( 0.77 - 1.44 ) 2.92 ( -16.07 - 21.91 )
전남 57.8 57.1 1.05 ( 0.79 - 1.39 ) 2.81 ( -14.19 - 19.80 )
경북 56.8 56.4 0.97 ( 0.73 - 1.30 ) -1.49 ( -17.99 - 15.02 )
경남 52.0 51.6 0.96 ( 0.72 - 1.30 ) -2.14 ( -19.21 - 14.94 )
제주 58.9 58.6 0.88 ( 0.68 - 1.15 ) -6.97 ( -21.79 - 7.84 )

전체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60.5 60.6 1.00 　 　 　 　 　 0.00 　 　 　 　 　
서울 62.2 61.6 1.02 ( 0.73 - 1.41 ) 1.01 ( -18.84 - 20.86 )
부산 57.9 57.6 0.95 ( 0.68 - 1.33 ) -3.06 ( -23.07 - 16.95 )
대구 55.2 54.8 0.90 ( 0.64 - 1.27 ) -5.83 ( -25.39 - 13.73 )
인천 56.9 56.6 0.93 ( 0.67 - 1.31 ) -4.04 ( -23.83 - 15.76 )
광주 60.1 60.0 0.99 ( 0.71 - 1.38 ) -0.65 ( -20.81 - 19.51 )
대전 69.0 68.7 1.13 ( 0.82 - 1.58 ) 8.11 ( -13.25 - 29.47 )
울산 56.8 56.6 0.93 ( 0.65 - 1.34 ) -4.02 ( -25.00 - 16.95 )
세종 63.7 62.7 1.03 ( 0.76 - 1.41 ) 2.10 ( -16.90 - 21.10 )
경기 59.9 60.1 0.99 ( 0.71 - 1.39 ) -0.50 ( -21.04 - 20.05 )
강원 62.8 62.8 1.04 ( 0.75 - 1.43 ) 2.15 ( -17.73 - 22.03 )
충북 65.4 65.9 1.09 ( 0.78 - 1.52 ) 5.26 ( -15.92 - 26.43 )
충남 62.1 63.5 1.05 ( 0.75 - 1.47 ) 2.94 ( -18.14 - 24.01 )
전북 58.9 60.1 0.99 ( 0.70 - 1.40 ) -0.55 ( -21.55 - 20.45 )
전남 65.5 66.3 1.09 ( 0.79 - 1.52 ) 5.73 ( -15.13 - 26.58 )
경북 61.4 61.7 1.02 ( 0.73 - 1.42 ) 1.05 ( -19.17 - 21.28 )
경남 58.6 59.1 0.98 ( 0.69 - 1.37 ) -1.48 ( -21.99 - 19.02 )
제주 57.0 57.4 0.95 ( 0.67 - 1.33 ) -3.18 ( -23.29 - 16.93 )



제2부 제4장 연구 결과  171

  1-15. 국가 5대암 검진율: 간암(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예방

서비스)

가. 연도별 추이

2014년 간암 검진율은 31.2%로 2010년 29.0%에 비해 2.2%포인트 

증가했고, 남성 37.6%, 여성 25.1%로 남성이 12.5%포인트 더 높았다. 

〔그림 2-4-59〕 간암 검진율(40세 이상, 2010-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0-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84〉 간암 검진율(전국, 성별, 40세 이상, 연도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0-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10 29.2 29.0 36.3 36.1 22.6 22.5 
2012 31.6 31.3 38.0 37.6 25.6 25.3 
2014 31.6 31.2 38.0 37.6 25.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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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간암 검진율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36.9%로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가장 높았다(38.8%).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간암 검진율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36.7%로 가장 높

았다. 

〔그림 2-4-60〕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간암 검진율(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61〕 교육수준별·성별 간암 검진율(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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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5〉 간암 검진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40세 이상, 2014년)

구분
2014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6.1 22.4 0.61 ( 0.47 - 0.78 ) -14.59 ( -23.26 - -5.91 )
중하 29.7 26.2 0.71 ( 0.55 - 0.91 ) -10.70 ( -13.87 - -1.99 )
중 30.4 29.4 0.80 ( 0.61 - 1.04 ) -7.52 ( -16.83 - 1.79 )
중상 30.6 30.8 0.83 ( 0.63 - 1.11 ) -6.16 ( -15.94 - 3.62 )
상 37.0 36.9 1.00 　 　 0.00 　 　 　

교육
수준별 

(40-64세)

초졸 이하 32.3 25.8 0.72 ( 0.54 - 0.96 ) -10.06 ( -17.85 - -2.27 )
중·고졸 30.2 28.7 0.80 ( 0.63 - 1.03 ) -7.18 ( -14.58 - 0.23 )
전문대졸 이상 34.8 35.9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6.3 27.7 0.75 ( 0.29 - 1.96 ) -9.02 ( -39.56 - 21.53 )
중졸 34.8 34.0 0.93 ( 0.37 - 2.29 ) -2.72 ( -34.77 - 29.32 )
고졸 이상 37.3 36.7 1.00 　 　 0.00 　 　 　

직업별
(40-64세)

육체직 31.9 30.1 0.78 ( 0.62 - 0.98 ) -8.68 ( -16.33 - -1.03 )
서비스ㆍ판매직 29.6 29.1 0.75 ( 0.62 - 0.94 ) -9.74 ( -16.20 - -3.29 )
사무직 37.6 38.8 1.00 　 0.00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86〉 간암 검진율(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40세 이상, 2014년)

구분
2014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0.3 24.7 0.54 ( 0.43 - 0.69 ) -20.66 ( -31.01 - -10.31 )
중하 33.9 29.4 0.65 ( 0.51 - 0.83 ) -15.88 ( -18.66 - -5.45 )
중 35.2 34.4 0.76 ( 0.58 - 0.99 ) -10.93 ( -22.13 - 0.27 )
중상 37.1 37.6 0.83 ( 0.63 - 1.10 ) -7.77 ( -19.67 - 4.13 )
상 45.6 45.3 1.00 　 　 0.00 　　 　 　

교육
수준별 

(40-64세)

초졸 이하 36.7 28.5 0.67 ( 0.49 - 0.94 ) -13.75 ( -23.15 - -4.35 )
중·고졸 35.4 33.6 0.79 ( 0.65 - 0.98 ) -8.67 ( -15.50 - -1.84 )
전문대졸 이상 41.7 42.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4.6 35.6 0.90 ( 0.36 - 2.23 ) -4.05 ( -38.28 - 30.17 )
중졸 40.2 39.6 1.00 ( 0.42 - 2.38 ) -0.03 ( -34.40 - 34.33 )
고졸 이상 40.1 39.6 1.00 　 　 0.00 　　 　 　

직업별
(40-64세)

육체직 34.5 32.8 0.73 ( 0.60 - 0.88 ) -12.35 ( -19.04 - -5.66 )
서비스ㆍ판매직 36.5 36.4 0.81 ( 0.71 - 1.01 ) -8.72 ( -13.81 - -3.62 )
사무직 44.7 45.1 1.00 　 　 0.00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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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7〉 간암 검진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40세 이상, 2014년)

구분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3.4 20.8 0.73 ( 0.56 - 0.95 ) -7.72 ( -14.43 - -1.02 )
중하 26.1 23.4 0.82 ( 0.63 - 1.06 ) -5.16 ( -8.85 - 1.64 )
중 25.4 24.4 0.85 ( 0.66 - 1.11 ) -4.15 ( -11.08 - 2.79 )
중상 23.7 24.0 0.84 ( 0.64 - 1.10 ) -4.57 ( -11.65 - 2.51 )
상 27.9 28.6 1.00 　 　 　 　 　 0.00 　 　 　 　

교육
수준별 

(40-64세)

초졸 이하 30.1 24.4 0.94 ( 0.71 - 1.28 ) -1.52 ( -8.57 - 5.53 )
중·고졸 25.7 24.4 0.94 ( 0.71 - 1.28 ) -1.49 ( -8.66 - 5.68 )
전문대졸 이상 24.4 25.9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3.1 24.5 0.83 ( 0.30 - 2.28 ) -5.16 ( -32.59 - 22.28 )
중졸 28.3 26.6 0.90 ( 0.31 - 2.59 ) -3.04 ( -32.70 - 26.62 )
고졸 이상 30.9 29.7 1.00 　 　 　 　 　 0.00 　 　 　 　

직업별
(40-64세)

육체직 26.1 23.9 0.89 ( 0.66 - 1.21 ) -2.81 ( -10.28 - 4.67 )
서비스ㆍ판매직 25.4 24.6 0.92 ( 0.71 - 1.23 ) -2.15 ( -8.84 - 4.55 )
사무직 24.7 26.7 1.00 　 　 　 　 　 0.00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간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41.6%),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22.4%)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9.2%포인트였다. 남성은 대전

광역시에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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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2〕 지역별 간암 검진율(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88〉 간암 검진율(전체, 시도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1.6 31.2 1.00 　 　 　 　 　 0.00 　 　 　 　 　
서울 33.8 33.2 1.07 ( 0.81 - 1.40 ) 2.04 ( -6.71 - 10.79 )
부산 30.8 29.9 0.96 ( 0.72 - 1.28 ) -1.27 ( -10.00 - 7.45 )
대구 24.7 24.2 0.77 ( 0.57 - 1.05 ) -7.02 ( -15.26 - 1.21 )
인천 23.0 22.4 0.72 ( 0.54 - 0.96 ) -8.79 ( -16.65 - -0.92 )
광주 29.6 29.2 0.94 ( 0.70 - 1.26 ) -1.94 ( -10.76 - 6.87 )
대전 37.8 37.4 1.20 ( 0.90 - 1.59 ) 6.18 ( -3.47 - 15.84 )
울산 30.9 30.1 0.96 ( 0.70 - 1.32 ) -1.12 ( -10.78 - 8.54 )
세종 34.1 33.8 1.08 ( 0.80 - 1.47 ) 2.60 ( -7.43 - 12.63 )
경기 31.4 31.2 1.00 ( 0.75 - 1.34 ) 0.04 ( -9.05 - 9.13 )
강원 38.4 37.5 1.20 ( 0.92 - 1.58 ) 6.37 ( -2.99 - 15.72 )
충북 32.6 31.9 1.02 ( 0.77 - 1.36 ) 0.77 ( -8.23 - 9.78 )
충남 33.5 33.6 1.08 ( 0.80 - 1.45 ) 2.40 ( -7.19 - 11.98 )
전북 31.0 31.1 1.00 ( 0.73 - 1.36 ) -0.12 ( -9.77 - 9.53 )
전남 42.0 41.6 1.33 ( 1.00 - 1.78 ) 10.44 ( -0.08 - 20.96 )
경북 27.0 26.2 0.84 ( 0.64 - 1.10 ) -4.95 ( -12.75 - 2.86 )
경남 31.3 30.9 0.99 ( 0.74 - 1.33 ) -0.30 ( -9.36 - 8.77 )
제주 26.1 25.7 0.82 ( 0.63 - 1.08 ) -5.50 ( -13.25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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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9〉 간암 검진율(남성, 시도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90〉 간암 검진율(여성, 시도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8.0 37.6 1.00 　 　 　 　 　 0.00 　 　 　 　 　
서울 41.0 40.5 1.08 ( 0.82 - 1.42 ) 2.92 ( -7.93 - 13.76 )
부산 36.2 35.1 0.93 ( 0.70 - 1.24 ) -2.50 ( -12.81 - 7.81 )
대구 31.8 31.1 0.83 ( 0.61 - 1.12 ) -6.46 ( -16.81 - 3.89 )
인천 27.9 27.2 0.72 ( 0.54 - 0.97 ) -10.39 ( -19.92 - -0.85 )
광주 36.9 36.3 0.97 ( 0.73 - 1.28 ) -1.28 ( -11.69 - 9.12 )
대전 47.7 47.2 1.25 ( 0.96 - 1.65 ) 9.57 ( -1.97 - 21.10 )
울산 35.7 34.7 0.92 ( 0.69 - 1.24 ) -2.84 ( -13.33 - 7.65 )
세종 41.0 40.3 1.07 ( 0.79 - 1.46 ) 2.68 ( -9.41 - 14.77 )
경기 38.1 38.0 1.01 ( 0.76 - 1.35 ) 0.39 ( -10.57 - 11.36 )
강원 43.8 43.1 1.15 ( 0.87 - 1.51 ) 5.49 ( -5.77 - 16.76 )
충북 39.7 38.9 1.03 ( 0.78 - 1.37 ) 1.29 ( -9.42 - 12.00 )
충남 40.1 39.7 1.06 ( 0.80 - 1.40 ) 2.15 ( -8.67 - 12.97 )
전북 38.7 38.3 1.02 ( 0.76 - 1.36 ) 0.69 ( -10.25 - 11.63 )
전남 47.0 46.2 1.23 ( 0.93 - 1.62 ) 8.61 ( -2.91 - 20.13 )
경북 32.6 32.0 0.85 ( 0.65 - 1.11 ) -5.61 ( -14.96 - 3.73 )
경남 36.4 35.9 0.95 ( 0.72 - 1.26 ) -1.70 ( -12.00 - 8.61 )
제주 31.2 30.9 0.82 ( 0.64 - 1.05 ) -6.67 ( -15.42 - 2.08 )

전체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5.6 25.1 1.00 　 　 　 　 　 0.00 　 　 　 　 　
서울 27.3 26.4 1.05 ( 0.81 - 1.36 ) 1.29 ( -5.28 - 7.86 )
부산 26.0 25.2 1.00 ( 0.76 - 1.32 ) 0.04 ( -6.85 - 6.94 )
대구 18.4 17.8 0.71 ( 0.54 - 0.93 ) -7.34 ( -13.30 - -1.37 )
인천 18.2 17.7 0.71 ( 0.53 - 0.93 ) -7.41 ( -13.38 - -1.43 )
광주 23.1 22.9 0.91 ( 0.68 - 1.21 ) -2.27 ( -9.13 - 4.60 )
대전 28.6 28.3 1.13 ( 0.86 - 1.48 ) 3.18 ( -4.13 - 10.49 )
울산 26.1 25.8 1.03 ( 0.74 - 1.42 ) 0.66 ( -7.72 - 9.03 )
세종 27.2 26.8 1.07 ( 0.81 - 1.41 ) 1.68 ( -5.61 - 8.98 )
경기 24.9 24.7 0.98 ( 0.75 - 1.29 ) -0.44 ( -7.31 - 6.43 )
강원 33.3 32.0 1.28 ( 0.99 - 1.64 ) 6.92 ( -0.14 - 13.97 )
충북 25.9 25.2 1.00 ( 0.77 - 1.32 ) 0.12 ( -6.70 - 6.94 )
충남 27.2 27.6 1.10 ( 0.82 - 1.47 ) 2.48 ( -5.26 - 10.22 )
전북 23.9 24.4 0.97 ( 0.71 - 1.33 ) -0.77 ( -8.50 - 6.96 )
전남 37.4 37.2 1.48 ( 1.12 - 1.96 ) 12.09 ( 3.12 - 21.07 )
경북 21.9 20.8 0.83 ( 0.64 - 1.07 ) -4.34 ( -10.26 - 1.58 )
경남 26.6 26.3 1.05 ( 0.79 - 1.39 ) 1.16 ( -6.21 - 8.53 )

)2.41 --10.64 (-4.11 )1.11 -0.63 (0.84 21.0 21.2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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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국가 5대암 검진율: 대장암(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예

방서비스)

가. 연도별 추이

2014년 대장암 검진율은 31.2%로 2010년 29.0%에 비해 2.2%포인트 

증가했고, 남성 37.6%, 여성 25.1%로 남성이 12.5%포인트 더 높았다. 

〔그림 2-4-63〕 대장암 검진율(50세 이상, 2010-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0-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91〉 대장암 검진율(전국, 성별, 50세 이상,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10 29.2 29.0 36.3 36.1 22.6 22.5 
2012 31.6 31.3 38.0 37.6 25.6 25.3 
2014 31.6 31.2 38.0 37.6 25.6 25.1 

자료: 질병관리본부(2010-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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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대장암 검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에서 

50.7%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대장암 검진율

이 50.9%로 가장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의 검진율이 더 높았다. 

〔그림 2-4-64〕 소득수준별·교육수준별·성별 대장암 검진율(5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92〉 대장암 검진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50세 이상, 2014년)

구분
2014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8.0 39.2 0.77 ( 0.54 - 1.11 ) -11.55 ( -28.39 - 5.30 )
중하 44.8 44.3 0.87 ( 0.61 - 1.24 ) -6.38 ( -23.47 - 10.71 )
중 46.6 46.4 0.92 ( 0.63 - 1.32 ) -4.27 ( -22.24 - 13.69 )
중상 47.1 46.9 0.93 ( 0.63 - 1.35 ) -3.80 ( -22.28 - 14.67 )
상 51.8 50.7 1.00 　 　 　 　 　 0.00 　 　 　 　 　

교육
수준별

(65세 이상)

초졸 이하 35.7 37.5 0.74 ( 0.29 - 1.91 ) -13.36 ( -54.89 - 28.16 )
중졸 46.4 45.0 0.88 ( 0.35 - 2.21 ) -5.88 ( -49.68 - 37.91 )
고졸 이상 51.7 50.9 1.00 　 　 　 　 　 0.00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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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3〉 대장암 검진율(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5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94〉 대장암 검진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5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대장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52.9%), 가장 낮은 지

역은 대구광역시(38.9%)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4.0%포인트였다. 남성은 

대전광역시에서 60.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충청북도에서 49.2%로 가

장 높았다. 

구분
2014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41.9 40.1 0.69 ( 0.52 - 0.92 ) -17.61 (-32.69 - -2.54 )
중하 48.5 47.3 0.82 ( 0.62 - 1.09 ) -10.43 (-26.04 - 5.17 )
중 50.5 51.0 0.88 ( 0.65 - 1.19 ) -6.76 (-23.43 - 9.90 )
중상 51.4 52.5 0.91 ( 0.67 - 1.23 ) -5.18 (-22.08 - 11.72 )
상 58.0 57.7 1.00 　 　 　 　 　 0.00 　 　 　 　 　

교육
수준별

(65세 이상)

초졸 이하 43.5 44.6 0.83 ( 0.34 - 2.00 ) -9.20 (-52.49 - 34.09 )
중졸 50.6 49.8 0.93 ( 0.39 - 2.18 ) -4.00 (-48.36 - 40.35 )
고졸 이상 54.4 53.8 1.00 　 　 　 　 　 0.00 　 　 　 　 　

구분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5.6 38.9 0.88 ( 0.58 - 1.33 ) -5.17 ( -22.37 - 12.03 )
중하 41.7 41.5 0.94 ( 0.63 - 1.41 ) -2.59 ( -19.86 - 14.69 )
중 42.7 42.3 0.96 ( 0.64 - 1.44 ) -1.77 ( -19.41 - 15.86 )
중상 42.5 42.0 0.95 ( 0.63 - 1.45 ) -2.09 ( -20.13 - 15.96 )
상 44.7 44.1 1.00 　 　 　 　 　 0.00 　 　 　 　 　

교육
수준별

(65세 이상)

초졸 이하 32.6 34.7 0.80 ( 0.28 - 2.24 ) -8.89 ( -49.44 - 31.65 )
중졸 41.1 38.6 0.88 ( 0.30 - 2.62 ) -5.04 ( -49.40 - 39.32 )
고졸 이상 45.5 43.6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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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5〕 지역별 대장암 검진율(5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95〉 대장암 검진율(전체, 시도별, 5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45.5 45.9 1.00 　 　 　 　 　 0.00 　 　 　 　 　
서울 48.9 49.3 1.07 ( 0.75 - 1.54 ) 3.38 ( -13.66 - 20.43 )
부산 43.0 43.1 0.94 ( 0.64 - 1.38 ) -2.80 ( -19.91 - 14.32 )
대구 39.1 38.9 0.85 ( 0.57 - 1.27 ) -6.99 ( -23.91 - 9.94 )
인천 43.7 43.6 0.95 ( 0.65 - 1.39 ) -2.27 ( -19.42 - 14.88 )
광주 43.9 43.7 0.95 ( 0.63 - 1.43 ) -2.21 ( -20.52 - 16.10 )
대전 52.7 52.9 1.15 ( 0.80 - 1.65 ) 6.98 ( -10.71 - 24.67 )
울산 44.1 43.3 0.94 ( 0.61 - 1.45 ) -2.63 ( -21.71 - 16.45 )
세종 46.9 47.5 1.04 ( 0.71 - 1.51 ) 1.61 ( -16.05 - 19.27 )
경기 45.7 46.0 1.00 ( 0.68 - 1.48 ) 0.11 ( -17.69 - 17.90 )
강원 46.0 46.7 1.02 ( 0.71 - 1.46 ) 0.80 ( -15.81 - 17.41 )
충북 51.8 52.8 1.15 ( 0.79 - 1.68 ) 6.91 ( -11.88 - 25.71 )
충남 46.4 47.8 1.04 ( 0.71 - 1.54 ) 1.95 ( -16.25 - 20.16 )
전북 42.6 43.2 0.94 ( 0.65 - 1.37 ) -2.67 ( -19.47 - 14.14 )
전남 49.9 51.2 1.12 ( 0.77 - 1.62 ) 5.28 ( -12.86 - 23.43 )
경북 42.1 42.6 0.93 ( 0.66 - 1.32 ) -3.27 ( -18.78 - 12.24 )
경남 40.4 40.9 0.89 ( 0.60 - 1.33 ) -5.02 ( -22.29 - 12.25 )
제주 40.1 40.6 0.89 ( 0.61 - 1.29 ) -5.26 ( -21.50 - 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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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6〉 대장암 검진율(남성, 시도별, 5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97〉 대장암 검진율(여성, 시도별, 5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50.6 50.9 1.00 　 　 　 　 　 0.00 　 　 　 　 　
서울 53.8 54.2 1.07 ( 0.78 - 1.45 ) 3.35 ( -12.77 - 19.46 )
부산 46.9 47.0 0.92 ( 0.67 - 1.28 ) -3.89 ( -19.69 - 11.91 )
대구 42.9 42.5 0.84 ( 0.59 - 1.19 ) -8.35 ( -24.62 - 7.92 )
인천 47.9 47.7 0.94 ( 0.67 - 1.31 ) -3.24 ( -19.84 - 13.36 )
광주 48.4 48.5 0.95 ( 0.68 - 1.33 ) -2.40 ( -18.92 - 14.12 )
대전 59.8 60.1 1.18 ( 0.87 - 1.60 ) 9.19 ( -7.76 - 26.15 )
울산 49.0 47.8 0.94 ( 0.65 - 1.35 ) -3.13 ( -21.11 - 14.84 )
세종 54.9 55.3 1.09 ( 0.79 - 1.50 ) 4.40 ( -12.63 - 21.43 )
경기 51.7 52.1 1.02 ( 0.74 - 1.42 ) 1.17 ( -15.72 - 18.07 )
강원 51.8 52.3 1.03 ( 0.75 - 1.41 ) 1.42 ( -14.72 - 17.56 )
충북 56.5 57.0 1.12 ( 0.80 - 1.56 ) 6.15 ( -11.84 - 24.14 )
충남 52.5 52.9 1.04 ( 0.76 - 1.42 ) 2.05 ( -14.17 - 18.27 )
전북 49.1 49.3 0.97 ( 0.71 - 1.33 ) -1.63 ( -17.43 - 14.16 )
전남 55.1 55.5 1.09 ( 0.80 - 1.49 ) 4.64 ( -11.99 - 21.28 )
경북 46.1 46.5 0.91 ( 0.68 - 1.23 ) -4.39 ( -18.82 - 10.05 )
경남 45.0 45.1 0.89 ( 0.63 - 1.24 ) -5.84 ( -21.96 - 10.29 )
제주 45.6 46.0 0.90 ( 0.66 - 1.24 ) -4.89 ( -20.17 - 10.39 )

전체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40.9 41.7 1.00 　 　 　 　 　 0.00 　 　 　 　 　
서울 44.6 45.0 1.08 ( 0.72 - 1.61 ) 3.34 ( -13.97 - 20.64 )
부산 39.6 39.9 0.96 ( 0.62 - 1.48 ) -1.82 ( -19.53 - 15.88 )
대구 35.8 35.9 0.86 ( 0.56 - 1.33 ) -5.82 ( -22.73 - 11.08 )
인천 39.9 40.0 0.96 ( 0.63 - 1.45 ) -1.68 ( -18.62 - 15.26 )
광주 39.9 40.0 0.96 ( 0.59 - 1.55 ) -1.72 ( -21.25 - 17.80 )
대전 46.4 46.7 1.12 ( 0.75 - 1.67 ) 4.96 ( -12.62 - 22.54 )
울산 39.4 39.5 0.95 ( 0.59 - 1.52 ) -2.20 ( -21.25 - 16.85 )
세종 39.6 40.7 0.97 ( 0.64 - 1.48 ) -1.04 ( -18.23 - 16.14 )
경기 40.2 40.7 0.98 ( 0.63 - 1.50 ) -1.00 ( -18.81 - 16.80 )
강원 40.8 41.8 1.00 ( 0.68 - 1.48 ) 0.08 ( -16.12 - 16.29 )
충북 47.7 49.2 1.18 ( 0.78 - 1.78 ) 7.49 ( -11.31 - 26.30 )
충남 41.0 43.8 1.05 ( 0.67 - 1.63 ) 2.08 ( -16.89 - 21.05 )
전북 37.0 38.3 0.92 ( 0.60 - 1.40 ) -3.41 ( -20.21 - 13.38 )
전남 45.6 47.8 1.15 ( 0.76 - 1.74 ) 6.09 ( -12.55 - 24.72 )
경북 38.7 39.5 0.95 ( 0.64 - 1.40 ) -2.16 ( -17.99 - 13.66 )
경남 36.4 37.6 0.90 ( 0.58 - 1.40 ) -4.12 ( -21.55 - 13.30 )
제주 35.3 36.2 0.87 ( 0.57 - 1.31 ) -5.50 ( -21.71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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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국가 5대암 검진율: 자궁경부암(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예방서비스)

가. 연도별 추이

2014년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57.5%로 2010년 53.6%에 비해 3.9%

포인트 증가했다.

〈표 2-4-98〉 자궁경부암 검진율(전국, 여성, 30세 이상, 연도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0-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가장 높았고, 직

업별로는 사무직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그림 2-4-66〕 소득수준별·직업별 자궁경부암 검진율(여성, 3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조율(%) 54.0 57.2 58.1 

표준화율(%) 53.6 56.8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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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7〕 교육수준별 자궁경부암 검진율(여성, 3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99〉 자궁경부암 검진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60.6%),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53.0%)로 두 지역 간 격차는 7.6%포인트였다.

구분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47.5 46.2 0.74 ( 0.58 - 0.93 ) -16.43 ( -29.80 - -3.05 )
중하 55.2 51.1 0.82 ( 0.64 - 1.04 ) -11.51 ( -25.37 - 2.34 )
중 55.9 54.7 0.87 ( 0.68 - 1.12 ) -7.91 ( -22.43 - 6.62 )
중상 59.8 58.4 0.93 ( 0.73 - 1.20 ) -4.25 ( -19.49 - 10.99 )
상 65.3 62.6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62.5 45.6 0.74 ( 0.57 - 0.94 ) -16.26 ( -28.49 - -4.02 )
중·고졸 63.0 58.8 0.95 ( 0.82 - 1.10 ) -3.12 ( -12.28 - 6.04 )
전문대졸 이상 58.7 61.9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43.4 45.7 0.86 ( 0.32 - 2.34 ) -7.13 ( -56.34 - 42.07 )
중졸 52.9 48.4 0.92 ( 0.33 - 2.56 ) -4.39 ( -56.24 - 47.47 )
고졸 이상 57.0 52.8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63.6 57.9 0.92 ( 0.83 - 1.07 ) -5.09 ( -14.54 - 4.37 )
서비스ㆍ판매직 63.3 58.9 0.94 ( 0.79 - 1.11 ) -4.06 ( -14.29 - 6.16 )
사무직 60.2 63.0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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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8〕 지역별 자궁경부암 검진율(3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00〉 자궁경부암 검진율(여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58.1 57.5 1.00 　 　 　 　 　 0.00 　 　 　 　 　
서울 59.9 58.8 1.02 ( 0.81 - 1.30 ) 1.31 ( -12.50 - 15.12 )
부산 55.5 54.7 0.95 ( 0.74 - 1.23 ) -2.80 ( -17.15 - 11.54 )
대구 54.0 53.0 0.92 ( 0.71 - 1.19 ) -4.45 ( -18.63 - 9.73 )
인천 56.6 55.5 0.97 ( 0.75 - 1.25 ) -1.97 ( -16.35 - 12.41 )
광주 58.0 57.1 0.99 ( 0.78 - 1.27 ) -0.35 ( -14.45 - 13.75 )
대전 62.2 60.6 1.05 ( 0.82 - 1.35 ) 3.08 ( -11.69 - 17.85 )
울산 57.2 55.6 0.97 ( 0.74 - 1.26 ) -1.89 ( -16.77 - 12.99 )
세종 53.3 54.0 0.94 ( 0.72 - 1.22 ) -3.53 ( -18.07 - 11.01 )
경기 59.3 58.5 1.02 ( 0.79 - 1.31 ) 1.00 ( -13.63 - 15.63 )
강원 60.0 59.5 1.04 ( 0.81 - 1.32 ) 2.06 ( -12.01 - 16.12 )
충북 59.7 59.6 1.04 ( 0.81 - 1.33 ) 2.12 ( -12.52 - 16.76 )
충남 57.8 59.5 1.03 ( 0.80 - 1.34 ) 1.99 ( -13.22 - 17.21 )
전북 57.3 57.5 1.00 ( 0.78 - 1.29 ) 0.05 ( -14.57 - 14.66 )
전남 57.3 58.0 1.01 ( 0.79 - 1.30 ) 0.55 ( -13.98 - 15.08 )
경북 56.0 56.5 0.98 ( 0.76 - 1.26 ) -1.03 ( -15.37 - 13.31 )
경남 55.6 56.0 0.97 ( 0.75 - 1.27 ) -1.50 ( -16.63 - 13.63 )
제주 55.5 55.1 0.96 ( 0.74 - 1.24 ) -2.38 ( -16.92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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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국가 5대암 검진율: 유방암(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예

방서비스)

가. 연도별 추이

2014년 유방암 검진율은 62.6%로 2010년 57.0%에 비해 5.6%포인

트 증가했다.

〈표 2-4-101〉 유방암 검진율(전국, 여성, 40세 이상, 연도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0-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유방암 검진율도 사회경제적 위치별로 격차가 나타났는데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았고, 육체직에 비해 사무직의 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69〕 소득수준별·직업별 유방암 검진율(여성,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조율(%) 57.0 60.8 62.5 

표준화율(%) 57.0 60.7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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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0〕 교육수준별 유방암 검진율(여성,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02〉 유방암 검진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유방암 검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70.4%), 가장 낮은 지

구분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47.5 52.3 0.79 ( 0.56 - 1.11 ) -14.30 ( -35.46 - 6.85 )
중하 55.2 57.6 0.87 ( 0.61 - 1.22 ) -8.97 ( -30.93 - 12.99 )
중 55.9 59.8 0.90 ( 0.63 - 1.29 ) -6.74 ( -29.71 - 16.23 )
중상 59.8 62.2 0.93 ( 0.65 - 1.35 ) -4.42 ( -28.27 - 19.43 )
상 65.3 66.6 1.00 0.00

교육
수준별 

(40-64세)

초졸 이하 62.5 56.3 0.81 ( 0.73 - 0.90 ) -13.18 ( -19.75 - -6.61 )
중·고졸 63.0 66.4 0.96 ( 0.89 - 1.03 ) -3.08 ( -8.24 - 2.09 )
전문대졸 이상 58.7 69.5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43.4 45.7 0.86 ( 0.32 - 2.34 ) -7.13 ( -56.34 - 42.07 )
중졸 52.9 48.4 0.92 ( 0.33 - 2.56 ) -4.39 ( -56.24 - 47.47 )
고졸 이상 57.0 52.8 1.00 0.00 　

직업별
(40-64세)

육체직 63.6 64.9 0.91 ( 0.87 - 0.97 ) -6.64 ( -10.99 - -2.29 )
서비스ㆍ판매직 63.3 67.0 0.94 ( 0.88 - 1.00 ) -4.53 ( -9.20 - 0.14 )
사무직 60.2 71.6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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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대구광역시(55.3%)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5.1%포인트였다.

〔그림 2-4-71〕 지역별 유방암 검진율(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03〉 유방암 검진율(여성, 시도별, 40세 이상, 2014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62.5 62.6 1.00 0.00 　
서울 65.3 64.7 1.03 ( 0.76 - 1.41 ) 2.10 ( -17.88 - 22.08 )
부산 59.5 59.2 0.94 ( 0.68 - 1.32 ) -3.47 ( -23.62 - 16.68 )
대구 56.1 55.3 0.88 ( 0.63 - 1.24 ) -7.29 ( -27.09 - 12.50 )
인천 60.2 59.6 0.95 ( 0.69 - 1.31 ) -3.07 ( -22.84 - 16.71 )
광주 63.2 63.0 1.01 ( 0.73 - 1.39 ) 0.36 ( -19.98 - 20.70 )
대전 70.8 70.4 1.12 ( 0.81 - 1.56 ) 7.78 ( -13.97 - 29.54 )
울산 61.3 60.0 0.96 ( 0.68 - 1.36 ) -2.59 ( -23.83 - 18.65 )
세종 60.3 60.7 0.97 ( 0.71 - 1.33 ) -1.89 ( -21.35 - 17.57 )
경기 62.9 62.6 1.00 ( 0.72 - 1.40 ) -0.01 ( -20.87 - 20.85 )
강원 64.2 64.5 1.03 ( 0.76 - 1.39 ) 1.87 ( -17.37 - 21.12 )
충북 65.0 65.4 1.04 ( 0.76 - 1.43 ) 2.80 ( -17.38 - 22.99 )
충남 62.6 64.8 1.03 ( 0.74 - 1.44 ) 2.18 ( -18.93 - 23.29 )
전북 62.1 63.7 1.02 ( 0.73 - 1.42 ) 1.06 ( -19.94 - 22.06 )
전남 64.8 66.8 1.07 ( 0.78 - 1.47 ) 4.22 ( -16.27 - 24.72 )
경북 60.1 61.0 0.97 ( 0.71 - 1.34 ) -1.61 ( -21.19 - 17.96 )
경남 58.8 59.5 0.95 ( 0.68 - 1.33 ) -3.12 ( -23.73 - 17.48 )
제주 60.0 60.7 0.96 ( 0.69 - 1.36 ) -1.93 ( -22.67 - 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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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예방서비스)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85.3%로 2009년 74.4%에 비

해 10.9%포인트 증가했다. 

〔그림 2-4-72〕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65세 이상, 2009-2015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09-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04〉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전국, 성별, 65세 이상, 연도별)

자료: 질병관리본부(2009-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9 74.3 74.4 71.8 72.2 76.1 76.1 
2010 75.1 75.0 73.0 73.4 76.5 76.5 
2011 78.8 78.7 76.9 77.1 80.1 80.1 
2012 80.8 80.8 79.0 79.1 82.2 82.2 
2013 83.7 83.5 82.5 82.5 84.6 84.5 
2014 83.7 83.5 81.6 81.6 85.2 85.1 
2015 85.6 85.3 83.8 83.7 86.9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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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73〕 소득수준별·교육수준별·성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65세 이상, 
2015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05〉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65세 이상, 2015년)

구분
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86.7 86.1 1.01 ( 0.54 - 1.89 ) 1.13 ( -52.41 - 54.67 )
중하 84.8 85.0 1.00 ( 0.54 - 1.85 ) 0.03 ( -52.26 - 52.33 )
중 84.3 84.5 0.99 ( 0.54 - 1.84 ) -0.50 ( -52.60 - 51.60 )
중상 84.7 84.8 1.00 ( 0.54 - 1.84 ) -0.22 ( -52.06 - 51.63 )
상 85.1 85.0 1.00 　 　 　 　 　 0.0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86.8 86.4 1.03 ( 0.56 - 1.90 ) 2.83 ( -48.87 - 54.53 )
중졸 85.6 86.0 1.03 ( 0.57 - 1.86 ) 2.38 ( -47.82 - 52.58 )
고졸 이상 83.0 83.6 1.00 　 　 　 　 　 0.00 　 　 　 　 　

자료: 질병관리본부(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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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06〉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65세 이상, 2015년)

구분
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84.9 83.7 1.00 ( 0.55 - 1.80 ) -0.08 ( -49.61 - 49.45 )
중하 83.9 84.4 1.01 ( 0.56 - 1.81 ) 0.56 ( -48.69 - 49.80 )
중 82.6 83.4 1.00 ( 0.56 - 1.78 ) -0.36 ( -49.10 - 48.37 )
중상 81.0 82.1 0.98 ( 0.55 - 1.75 ) -1.71 ( -49.80 - 46.39 )
상 83.5 83.8 1.00 　 　 　 　 　 0.0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84.6 83.8 1.01 ( 0.57 - 1.79 ) 0.74 ( -46.93 - 48.42 )
중졸 84.8 85.2 1.03 ( 0.58 - 1.83 ) 2.16 ( -46.51 - 50.83 )
고졸 이상 82.6 83.0 1.00 　 　 　 　 　0.00 　 　 　 　 　

자료: 질병관리본부(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07〉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65세 이상, 2015년)

구분
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87.7 87.6 1.02 ( 0.53 - 1.94 ) 1.43 ( -54.90 - 57.77 )
중하 85.8 85.8 1.00 ( 0.52 - 1.90 ) -0.30 ( -55.59 - 55.00 )
중 86.0 86.0 1.00 ( 0.52 - 1.90 ) -0.19 ( -55.60 - 55.22 )
중상 88.0 87.8 1.02 ( 0.54 - 1.94 ) 1.69 ( -54.23 - 57.60 )
상 86.4 86.1 1.00 　 　 　 　 　 0.0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87.6 87.6 1.03 ( 0.55 - 1.94 ) 2.87 ( -51.62 - 57.36 )
중졸 86.6 86.9 1.03 ( 0.56 - 1.90 ) 2.24 ( -50.43 - 54.91 )
고졸 이상 83.8 84.7 1.00 　 　 　 　 　0.00 　 　 　 　 　

자료: 질병관리본부(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88.8%),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80.8%)로 두 지역 간 격차는 8.0%

포인트였다. 남성은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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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4〕 지역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65세 이상, 2015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08〉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전체, 시도별, 65세 이상, 2015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85.6 85.3 1.00 　 　 　 　 　 0.00 　 　 　 　 　
서울 86.0 85.9 1.01 ( 0.55 - 1.86 ) 0.60 ( -51.80 - 53.00 )
부산 83.6 83.6 0.98 ( 0.54 - 1.79 ) -1.70 ( -52.58 - 49.17 )
대구 86.2 86.1 1.01 ( 0.54 - 1.88 ) 0.75 ( -52.44 - 53.94 )
인천 85.5 85.4 1.00 ( 0.54 - 1.87 ) 0.08 ( -53.08 - 53.24 )
광주 83.3 83.2 0.97 ( 0.53 - 1.79 ) -2.14 ( -53.48 - 49.19 )
대전 88.3 88.4 1.04 ( 0.54 - 2.00 ) 3.08 ( -54.08 - 60.23 )
울산 83.4 83.3 0.98 ( 0.53 - 1.81 ) -2.03 ( -53.88 - 49.82 )
세종 89.5 88.8 1.04 ( 0.56 - 1.93 ) 3.54 ( -50.37 - 57.44 
경기 85.4 85.2 1.00 ( 0.54 - 1.85 ) -0.11 ( -52.56 - 52.34 )
강원 85.0 84.6 0.99 ( 0.54 - 1.83 ) -0.70 ( -52.77 - 51.38 )
충북 88.5 88.2 1.03 ( 0.55 - 1.95 ) 2.94 ( -51.97 - 57.85 )
충남 86.8 86.4 1.01 ( 0.54 - 1.89 ) 1.09 ( -52.59 - 54.76 )
전북 88.1 87.6 1.03 ( 0.55 - 1.90 ) 2.32 ( -51.02 - 55.66 )
전남 86.7 86.3 1.01 ( 0.54 - 1.89 ) 1.02 ( -52.69 - 54.73 )
경북 86.4 86.1 1.01 ( 0.54 - 1.89 ) 0.80 ( -53.00 - 54.60 )
경남 81.0 80.8 0.95 ( 0.51 - 1.77 ) -4.53 ( -56.32 - 47.27 )
제주 84.5 83.6 0.98 ( 0.54 - 1.79 ) -1.71 ( -52.56 - 4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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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09〉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남성, 시도별, 65세 이상, 2015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10〉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여성, 시도별, 65세 이상, 2015년)

자료: 질병관리본부(201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83.8 83.7 1.00 　 　 　 　 　 0.00 　 　 　 　 　
서울 84.4 84.6 1.01 ( 0.57 - 1.80 ) 0.95 ( -47.51 - 49.42 )
부산 80.9 81.5 0.97 ( 0.57 - 1.67 ) -2.24 ( -47.10 - 42.63 )
대구 83.5 83.4 1.00 ( 0.55 - 1.80 ) -0.26 ( -49.84 - 49.33 )
인천 85.5 85.7 1.02 ( 0.57 - 1.84 ) 2.04 ( -47.52 - 51.60 )
광주 82.0 82.4 0.98 ( 0.56 - 1.73 ) -1.30 ( -48.06 - 45.47 )
대전 90.8 90.8 1.08 ( 0.58 - 2.02 ) 7.10 ( -47.50 - 61.70 )
울산 79.4 79.3 0.95 ( 0.53 - 1.68 ) -4.44 ( -51.24 - 42.36 )
세종 91.0 90.5 1.08 ( 0.59 - 1.97 ) 6.84 ( -45.63 - 59.30 )
경기 83.4 83.4 1.00 ( 0.56 - 1.77 ) -0.34 ( -48.52 - 47.85 )
강원 84.0 83.7 1.00 ( 0.57 - 1.76 ) 0.02 ( -47.49 - 47.54 )
충북 87.9 87.6 1.05 ( 0.58 - 1.90 ) 3.93 ( -47.25 - 55.12 )
충남 84.7 84.2 1.01 ( 0.56 - 1.81 ) 0.51 ( -48.77 - 49.80 )
전북 84.9 84.6 1.01 ( 0.57 - 1.80 ) 0.86 ( -47.61 - 49.33 )
전남 85.7 85.2 1.02 ( 0.57 - 1.83 ) 1.50 ( -48.18 - 51.17 )
경북 83.8 83.5 1.00 ( 0.56 - 1.79 ) -0.20 ( -49.13 - 48.74 )
경남 78.8 78.7 0.94 ( 0.54 - 1.65 ) -4.98 ( -50.72 - 40.76 )
제주 81.3 80.8 0.97 ( 0.55 - 1.71 ) -2.90 ( -49.75 - 43.95 )

전체
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86.9 86.8 1.00 　 　 　 　 　 0.00 　 　 　 　 　
서울 87.2 87.1 1.00 ( 0.53 - 1.91 ) 0.33 ( -55.39 - 56.05 )
부산 85.8 85.7 0.99 ( 0.52 - 1.89 ) -1.06 ( -56.95 - 54.83 )
대구 88.2 88.0 1.01 ( 0.53 - 1.93 ) 1.28 ( -54.93 - 57.49 )
인천 85.5 85.4 0.98 ( 0.51 - 1.89 ) -1.39 ( -57.41 - 54.64 )
광주 84.2 84.0 0.97 ( 0.51 - 1.84 ) -2.71 ( -57.71 - 52.29 )
대전 86.2 86.6 1.00 ( 0.51 - 1.97 ) -0.19 ( -59.17 - 58.79 )
울산 86.9 86.8 1.00 ( 0.52 - 1.91 ) 0.01 ( -56.19 - 56.21 )
세종 88.4 87.5 1.01 ( 0.54 - 1.90 ) 0.70 ( -54.33 - 55.73 )
경기 87.0 86.8 1.00 ( 0.52 - 1.91 ) 0.04 ( -55.97 - 56.05 )
강원 85.8 85.6 0.99 ( 0.52 - 1.88 ) -1.18 ( -56.94 - 54.58 )
충북 88.9 88.9 1.02 ( 0.53 - 1.98 ) 2.12 ( -55.77 - 60.00 )
충남 88.3 88.1 1.02 ( 0.53 - 1.95 ) 1.39 ( -55.84 - 58.62 )
전북 90.3 90.0 1.04 ( 0.54 - 1.98 ) 3.26 ( -54.05 - 60.56 )
전남 87.4 87.3 1.01 ( 0.52 - 1.93 ) 0.50 ( -56.34 - 57.35 )
경북 88.2 88.2 1.02 ( 0.53 - 1.97 ) 1.42 ( -56.29 - 59.14 )
경남 82.6 82.8 0.95 ( 0.49 - 1.86 ) -3.95 ( -60.56 - 52.65 )
제주 86.7 85.9 0.99 ( 0.53 - 1.86 ) -0.89 ( -55.22 - 5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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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의료이용: 의료자원과 접근성(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이용)

의료자원과 접근성 영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와 서울소재 상

급종합병원 입원횟수에서 고소득층일수록 점유율이 높은 명확한 불평등 

패턴을 보였다. 특히 10분위는 그 이하의 소득수준과도 큰 격차를 보인

다. 거주지로 층화했을 때도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에서 일반 시 지역은 전체 패턴을 따르지 

않고 서울과 광역시에서 전체 패턴과 유사한데, 이러한 경향은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를 보면 일반 시와 군 단위 지역까지도 확장되어 

나타난다.14)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입원에서 거주지별 불평등 양

상이 다른 것을 통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사치재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5) 

14) 거주지별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산출 결과는 [부록 2]의 <부표 
2-1>~<부표 2-8> 참조.

15) 2016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지역별로 전체 43개 중 서울권에 14개, 광역시에 16개, 
나머지 일반 시 지역에 13개가 위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194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그림 2-4-75〕 소득수준별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11〉 소득수준별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9.0 9.1 9.1 9.0 9.2 9.2 9.5 10.0 9.9 10.1 10.0 10.2 10.8 10.9 10.7 

2분위 8.2 8.3 8.1 8.1 8.3 8.7 8.5 8.8 8.8 9.1 9.3 8.8 8.7 8.7 8.8 

3분위 8.8 8.8 8.5 8.3 8.4 8.3 8.4 8.4 8.5 8.5 8.5 8.8 9.0 9.1 9.0 

4분위 8.8 8.7 8.8 8.5 8.9 8.7 8.4 8.5 8.3 8.5 8.4 8.5 8.3 8.5 8.7 

5분위 9.1 9.1 8.8 8.9 9.2 8.9 9.0 8.8 8.8 8.8 8.8 8.8 8.7 8.7 8.9 

6분위 9.7 9.3 9.4 9.5 9.6 9.5 9.6 9.4 9.4 9.3 9.3 9.4 9.5 9.4 9.6 

7분위 9.9 10.1 10.0 10.1 10.1 10.1 10.1 10.0 10.1 9.9 10.0 9.9 9.8 10.0 10.0 

8분위 10.4 10.7 10.6 10.9 10.9 11.1 11.2 11.0 11.0 10.7 10.8 10.8 10.5 10.5 10.6 

9분위 11.3 11.3 11.6 11.6 11.4 11.5 11.6 11.5 11.4 11.5 11.4 11.3 11.3 11.2 11.1 

10분위 14.9 14.8 14.9 15.0 14.1 13.8 13.7 13.8 13.8 13.6 13.5 13.4 13.2 13.0 12.6 

여자

1분위 8.9 8.9 8.8 8.4 8.5 8.8 8.8 9.3 9.2 9.4 9.4 9.4 9.8 9.7 9.6 

2분위 8.8 8.7 8.5 8.5 8.5 8.7 8.6 8.5 8.5 8.4 8.3 8.3 8.1 8.0 8.2 

3분위 8.9 9.0 8.8 8.5 8.5 8.3 8.4 8.2 8.3 8.2 8.4 8.4 8.3 8.4 8.3 

4분위 9.2 9.2 9.0 8.9 9.2 8.9 8.7 8.9 8.6 8.7 8.7 8.7 8.6 8.6 8.8 

5분위 9.5 9.4 9.2 9.3 9.6 9.4 9.4 9.2 9.1 9.3 9.4 9.3 9.3 9.3 9.3 

6분위 10.0 9.5 9.7 9.9 9.9 9.8 9.8 9.8 9.8 9.8 9.9 9.8 9.9 10.0 10.2 

7분위 10.0 10.2 10.3 10.2 10.5 10.4 10.5 10.4 10.7 10.5 10.5 10.5 10.5 10.7 10.6 

8분위 10.1 10.5 10.7 10.9 10.8 11.2 11.1 11.0 11.1 11.0 11.1 11.1 11.0 11.1 11.1 

9분위 10.8 10.8 11.2 11.3 11.1 11.3 11.5 11.4 11.4 11.5 11.4 11.4 11.5 11.3 11.3 

10분위 13.8 13.7 13.9 14.2 13.3 13.2 13.2 13.3 13.3 13.2 13.0 13.1 13.0 12.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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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6〕 소득수준별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12〉 소득수준별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7.7 7.8 7.7 7.8 8.1 8.0 8.4 9.1 9.4 9.5 9.6 9.6 10.7 10.9 14.4 

2분위 7.4 7.6 7.3 7.5 7.6 8.3 7.9 8.1 7.9 8.2 8.6 8.3 8.7 7.8 8.4 

3분위 7.8 8.1 7.9 7.4 7.7 7.6 8.0 7.9 7.9 8.0 8.2 8.4 9.4 8.8 9.0 

4분위 7.9 8.0 8.2 7.6 8.1 8.0 7.8 7.8 7.8 7.9 7.7 7.9 7.7 7.9 10.9 

5분위 8.6 8.6 8.3 8.3 8.4 8.3 8.1 8.0 7.9 8.0 8.0 8.1 7.8 8.1 7.1 

6분위 9.1 8.7 9.1 9.1 9.2 8.8 9.0 8.7 8.9 8.7 8.7 9.0 8.9 8.8 8.0 

7분위 9.6 9.8 9.8 9.8 9.8 9.7 9.6 9.6 9.6 9.6 9.5 9.4 9.1 9.3 7.4 

8분위 10.4 10.8 10.7 11.0 11.0 11.2 11.2 11.2 11.0 10.9 10.9 10.8 10.5 10.6 9.0 

9분위 12.2 12.0 12.4 12.4 12.2 12.3 12.4 12.3 12.3 12.3 12.1 12.0 11.7 12.0 11.7 

10분위 19.3 18.6 18.7 19.1 18.0 17.8 17.5 17.3 17.3 17.0 16.7 16.5 15.4 16.0 14.1 

여자

1분위 7.6 7.5 7.5 7.3 7.3 7.6 7.6 8.3 8.2 8.5 8.6 8.6 9.3 9.1 10.7 

2분위 8.2 8.0 7.8 8.0 7.9 8.4 8.3 7.9 7.5 7.5 7.5 7.6 7.8 7.0 7.3 

3분위 8.2 8.4 8.2 7.8 7.8 7.7 7.9 7.7 8.0 7.8 8.2 8.1 8.2 8.1 8.2 

4분위 8.6 8.6 8.5 8.2 8.6 8.1 8.1 8.3 8.1 8.3 8.1 8.4 8.3 8.2 8.4 

5분위 8.9 9.1 8.8 8.7 9.1 8.8 8.7 8.6 8.4 8.6 8.9 8.8 8.6 8.7 8.6 

6분위 9.5 9.2 9.5 9.6 9.8 9.3 9.4 9.3 9.5 9.5 9.4 9.5 9.6 9.7 8.4 

7분위 9.8 10.1 10.1 10.0 10.5 10.1 10.3 10.1 10.4 10.3 10.2 10.1 10.2 10.5 10.6 

8분위 10.2 10.5 10.9 11.1 10.9 11.4 11.3 11.3 11.3 11.2 11.3 11.3 10.6 11.4 10.8 

9분위 11.7 11.6 11.7 11.9 11.8 12.1 12.1 12.1 12.2 12.3 12.2 12.0 11.9 12.1 11.3 

10분위 17.3 16.9 17.0 17.4 16.3 16.4 16.2 16.3 16.3 15.9 15.5 15.5 15.4 15.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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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의료이용: 질(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이용)

외래진료 민감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s)은 입원횟수, 입원일수, 응급의료 이용횟수 모두 전형적인 유(U)

자 형태가 나타났다.16) 즉, 중간소득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

고 저소득수준과 고소득수준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높아진다. 

외래진료 민감질환은 외래이용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나 접근성이

나 관리의 질이 떨어져서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급성 증상이 나타나 입

원하거나 응급실을 가게 되는 정도를 본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

층일수록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인한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과 응급실 이용은 의료이용 자체의 접근성(가용, 지불가능

성 등)이 장애물로 작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저소득층에서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외래진료 민감질환의 입원과 응급의료 이

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기제가 혼합되어 나타났으리라는 해석은 다소 

복합적이나, 이러한 패턴이 일차의료의 접근성과 입원이용의 불평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16) 외래진료 민감질환 응급 이용횟수 산출 결과는 [부록 2]의 <부표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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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7〕 소득수준별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횟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13〉 소득수준별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횟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1.9 11.8 12.2 12.0 12.0 12.2 13.3 13.1 12.9 13.5 13.6 14.3 15.0 15.1 14.8 

2분위 9.6 9.8 9.9 9.7 9.9 10.1 9.6 10.4 11.7 11.1 11.7 10.4 10.6 10.3 10.4 

3분위 9.3 9.5 9.5 8.9 9.4 9.0 9.0 8.8 8.9 9.2 9.1 9.8 9.4 9.8 9.7 

4분위 8.4 9.0 8.8 9.3 9.3 9.1 8.8 9.0 8.8 8.7 8.8 8.7 8.9 9.1 9.1 

5분위 8.5 8.7 8.8 8.8 8.9 8.7 8.6 8.7 8.7 8.8 8.7 8.8 8.5 8.5 8.6 

6분위 8.5 8.5 8.8 8.8 8.5 8.8 8.7 8.7 8.6 8.5 8.4 8.8 8.6 8.2 8.8 

7분위 8.6 8.9 8.8 8.9 9.2 8.9 9.0 8.9 8.8 8.7 8.8 8.6 8.7 8.8 8.6 

8분위 9.4 9.5 9.3 10.0 9.6 9.6 9.8 9.6 9.5 9.4 9.4 9.1 9.0 9.1 8.8 

9분위 11.0 10.8 10.8 10.7 10.5 10.9 10.9 10.7 10.4 10.5 10.2 10.1 10.2 10.0 10.1 

10분위 14.7 13.7 13.2 12.8 12.6 12.7 12.4 12.1 11.8 11.6 11.5 11.4 11.2 11.1 10.9 

여자

1분위 11.9 11.6 12.4 11.8 11.6 12.3 12.7 13.8 14.8 15.1 15.3 15.7 16.1 16.7 16.0 

2분위 9.5 9.7 9.3 9.2 9.2 9.0 8.7 8.3 9.0 8.4 8.6 7.8 7.6 7.5 7.7 

3분위 9.0 9.1 8.9 8.0 8.5 8.0 7.8 7.6 7.6 7.7 7.5 7.9 7.6 7.7 7.7 

4분위 8.5 8.8 8.5 9.3 8.8 8.2 8.2 8.2 8.0 8.3 8.2 7.8 8.0 8.0 8.2 

5분위 8.5 8.3 8.5 8.4 8.5 8.2 8.4 8.3 8.2 8.4 8.3 8.3 8.3 8.2 8.3 

6분위 8.5 8.2 8.1 8.5 8.3 8.6 8.4 8.4 8.3 8.3 8.1 8.2 8.3 8.4 8.4 

7분위 9.0 8.9 8.7 8.8 9.0 8.9 8.9 8.9 8.8 8.7 8.7 8.7 8.9 8.9 9.2 

8분위 9.4 9.8 9.7 9.8 9.9 9.8 9.9 9.8 9.8 9.7 9.6 9.5 9.5 9.4 9.2 

9분위 11.2 11.1 11.7 11.5 11.5 12.0 12.0 11.9 11.3 11.5 11.6 11.9 11.6 11.4 11.4 

10분위 14.5 14.6 14.3 14.6 14.6 14.9 15.0 14.7 14.2 14.0 14.0 14.1 14.2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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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8〕 소득수준별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일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14〉 소득수준별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일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2.9 13.1 13.1 13.3 13.0 13.1 14.5 14.2 13.8 14.9 15.0 15.9 16.5 16.6 16.4 

2분위 10.8 10.9 11.0 10.9 10.3 10.7 10.0 10.5 12.1 11.2 11.6 10.3 10.4 10.0 10.1 

3분위 10.0 10.0 10.4 9.5 10.2 9.4 9.4 9.2 9.2 9.0 9.0 9.5 8.7 9.2 9.1 

4분위 9.0 9.6 9.5 10.0 9.9 9.6 9.3 9.2 8.9 8.6 8.6 8.4 8.8 8.8 8.3 

5분위 9.2 9.0 9.2 9.3 9.4 9.1 9.1 9.2 8.9 8.8 8.2 8.3 8.2 8.0 8.3 

6분위 8.8 8.9 8.9 9.1 8.8 8.9 8.7 8.7 8.7 8.1 7.9 8.4 8.3 7.6 8.3 

7분위 8.1 8.6 8.3 8.5 9.0 8.7 8.6 8.7 8.6 8.4 8.5 8.0 8.2 8.4 8.2 

8분위 9.0 9.0 8.9 9.3 9.1 9.1 9.3 9.3 9.1 9.1 9.1 8.8 8.7 9.0 8.6 

9분위 10.1 9.8 10.0 9.8 9.7 10.2 10.2 10.0 9.9 10.5 10.3 10.3 10.4 10.3 10.4 

10분위 12.1 11.2 10.7 10.3 10.7 11.2 11.0 10.9 10.8 11.4 11.8 12.1 11.8 12.1 12.2 

여자

1분위 12.3 12.1 13.4 12.8 12.1 12.9 13.2 14.7 16.1 16.7 16.8 17.1 17.5 18.2 18.1 

2분위 9.8 10.4 9.4 9.4 9.6 9.3 8.6 8.2 8.5 8.0 8.3 7.3 7.0 7.1 7.0 

3분위 9.2 9.0 9.0 7.9 8.6 7.7 7.8 7.5 7.3 7.4 7.1 7.4 7.2 7.1 7.1 

4분위 8.4 8.8 8.5 9.5 8.6 8.1 8.2 8.1 7.9 8.1 8.0 7.5 7.5 7.6 7.9 

5분위 8.3 8.5 8.4 8.3 8.1 7.9 8.2 8.0 7.9 7.8 7.9 7.9 8.0 7.7 7.8 

6분위 9.0 8.0 8.0 8.1 8.1 8.3 8.0 8.1 7.9 7.8 7.4 7.6 7.7 7.9 7.9 

7분위 8.5 8.3 8.3 8.5 8.8 8.6 8.6 8.6 8.6 8.3 8.3 8.4 8.6 8.7 8.7 

8분위 8.9 9.6 9.5 9.3 9.6 9.5 9.6 9.5 9.5 9.3 9.4 9.4 9.4 9.2 8.8 

9분위 11.4 10.9 11.4 11.3 11.3 11.7 12.0 11.9 11.3 11.7 11.8 12.3 11.8 11.6 11.7 

10분위 14.3 14.5 14.1 15.0 15.2 15.9 15.8 15.4 15.1 15.0 14.9 15.0 15.3 14.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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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속성은 만성질환에서 같은 의료 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받는 것이 안정적이고 높은 질의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

차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불평등 지표로는 한국 사회가 전

반적으로 진료지속성이 높아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 지표로 삼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소득수준

이 아니더라도 연령층에 따라 진료지속성이 떨어지거나 증가하는 양상이 

다른 것은 세대 간의 불평등을 의미하거나 그들이 경험하는 의료필요의 

미충족이 다른 종류의 것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림 2-4-79〕 고혈압 진료지속성(성별, 20-39세, 2002-2016년)

주: 진료지속성 지표는 MMCI(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로 산출하였으며, 세부 
산출식은 <부표 1-22>에 제시함. MMCI는 0~1 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같은 의료 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15〉 고혈압 진료지속성(성별, 20-39세, 2002-2016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0.953 0.953 0.952 0.951 0.949 0.948 0.947 0.946 0.946 0.946 0.948 0.944 0.943 0.945 0.943

2분위 0.95 0.949 0.948 0.947 0.945 0.945 0.944 0.942 0.942 0.943 0.941 0.943 0.941 0.938 0.942

3분위 0.953 0.953 0.95 0.949 0.949 0.947 0.945 0.945 0.942 0.944 0.943 0.943 0.944 0.94 0.935

4분위 0.955 0.953 0.953 0.95 0.95 0.95 0.948 0.946 0.947 0.943 0.945 0.946 0.945 0.944 0.945

5분위 0.954 0.953 0.952 0.952 0.951 0.948 0.948 0.948 0.946 0.947 0.946 0.944 0.942 0.944 0.943

6분위 0.954 0.953 0.953 0.952 0.95 0.949 0.949 0.947 0.947 0.944 0.941 0.945 0.943 0.94 0.94

7분위 0.954 0.953 0.952 0.95 0.949 0.949 0.948 0.947 0.947 0.945 0.944 0.943 0.944 0.9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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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진료지속성 지표는 MMCI(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로 산출하였으며, 세부 
산출식은 <부표 1-22>에 제시함. MMCI는 0~1 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같은 의료 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80〕 고혈압 진료지속성(성별, 40-64세, 2002-2016년)

주: 진료지속성 지표는 MMCI(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로 산출하였으며, 세부 
산출식은 <부표 1-22>에 제시함. MMCI는 0~1 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같은 의료 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8분위 0.953 0.953 0.951 0.951 0.95 0.947 0.947 0.946 0.945 0.944 0.942 0.94 0.94 0.94 0.94

9분위 0.952 0.95 0.95 0.949 0.948 0.947 0.947 0.945 0.944 0.942 0.94 0.94 0.937 0.938 0.935

10분위 0.95 0.949 0.947 0.946 0.945 0.942 0.94 0.939 0.939 0.939 0.937 0.936 0.938 0.935 0.937

여자

1분위 0.954 0.954 0.95 0.949 0.95 0.949 0.948 0.949 0.949 0.946 0.946 0.945 0.949 0.942 0.947

2분위 0.955 0.953 0.952 0.95 0.951 0.951 0.947 0.943 0.942 0.945 0.944 0.938 0.94 0.938 0.929

3분위 0.956 0.954 0.954 0.952 0.947 0.944 0.944 0.945 0.944 0.942 0.945 0.942 0.946 0.944 0.937

4분위 0.956 0.955 0.954 0.952 0.95 0.95 0.948 0.946 0.947 0.944 0.943 0.943 0.941 0.944 0.944

5분위 0.957 0.955 0.953 0.953 0.951 0.947 0.947 0.943 0.944 0.947 0.947 0.944 0.936 0.938 0.948

6분위 0.958 0.956 0.954 0.952 0.951 0.95 0.948 0.946 0.945 0.944 0.946 0.942 0.945 0.942 0.949

7분위 0.955 0.956 0.954 0.954 0.951 0.949 0.948 0.95 0.947 0.947 0.941 0.949 0.947 0.952 0.95

8분위 0.955 0.953 0.952 0.953 0.953 0.949 0.949 0.949 0.95 0.945 0.947 0.947 0.95 0.949 0.949

9분위 0.954 0.953 0.952 0.95 0.949 0.952 0.949 0.945 0.941 0.945 0.942 0.945 0.946 0.95 0.946

10분위 0.95 0.949 0.947 0.946 0.944 0.945 0.941 0.943 0.943 0.946 0.947 0.943 0.942 0.94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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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6〉 고혈압 진료지속성(성별, 40-64세, 2002-2016년)  

주: 진료지속성 지표는 MMCI(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로 산출하였으며, 세부 
산출식은 <부표 1-22>에 제시함. MMCI는 0~1 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같은 의료 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81〕 고혈압 진료지속성(성별, 65-85세, 2002-2016년)

주: 진료지속성 지표는 MMCI(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로 산출하였으며, 세부 
산출식은 <부표 1-22>에 제시함. MMCI는 0~1 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같은 의료 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0.967 0.967 0.966 0.966 0.965 0.964 0.964 0.963 0.963 0.962 0.961 0.96 0.961 0.961 0.96

2분위 0.964 0.964 0.963 0.962 0.962 0.961 0.96 0.959 0.958 0.959 0.958 0.957 0.955 0.955 0.954

3분위 0.964 0.964 0.963 0.963 0.962 0.961 0.961 0.961 0.961 0.96 0.959 0.958 0.958 0.956 0.956

4분위 0.965 0.965 0.965 0.963 0.963 0.963 0.962 0.962 0.961 0.96 0.959 0.959 0.958 0.957 0.956

5분위 0.966 0.965 0.965 0.965 0.964 0.964 0.964 0.963 0.962 0.962 0.96 0.96 0.959 0.959 0.958

6분위 0.967 0.966 0.966 0.966 0.965 0.965 0.965 0.964 0.963 0.963 0.963 0.962 0.962 0.961 0.961

7분위 0.967 0.967 0.967 0.966 0.966 0.966 0.966 0.965 0.965 0.965 0.964 0.964 0.963 0.963 0.962

8분위 0.967 0.967 0.967 0.967 0.966 0.967 0.966 0.966 0.966 0.966 0.965 0.964 0.964 0.963 0.963

9분위 0.966 0.966 0.966 0.966 0.966 0.966 0.966 0.965 0.965 0.965 0.965 0.964 0.964 0.963 0.963

10분위 0.964 0.964 0.964 0.964 0.964 0.963 0.963 0.963 0.962 0.962 0.962 0.961 0.961 0.96 0.96

여자

1분위 0.965 0.965 0.964 0.965 0.964 0.964 0.963 0.965 0.965 0.965 0.965 0.964 0.963 0.963 0.963

2분위 0.964 0.965 0.964 0.964 0.965 0.965 0.966 0.964 0.963 0.963 0.963 0.963 0.963 0.963 0.962

3분위 0.964 0.964 0.964 0.964 0.964 0.964 0.964 0.964 0.963 0.963 0.963 0.963 0.963 0.963 0.962

4분위 0.964 0.964 0.965 0.964 0.964 0.964 0.964 0.964 0.964 0.964 0.963 0.962 0.963 0.963 0.963

5분위 0.964 0.964 0.964 0.964 0.965 0.965 0.965 0.965 0.964 0.964 0.964 0.964 0.963 0.962 0.962

6분위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4 0.964 0.964 0.964 0.963 0.963 0.962

7분위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4 0.964 0.964 0.964

8분위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6 0.966 0.965 0.965 0.965 0.964 0.964

9분위 0.964 0.964 0.964 0.964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4 0.964

10분위 0.962 0.962 0.962 0.962 0.963 0.962 0.962 0.963 0.963 0.963 0.963 0.963 0.963 0.962 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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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7〉 고혈압 진료지속성(성별, 65-85세, 2002-2016년)    

주: 진료지속성 지표는 MMCI(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로 산출하였으며, 세부 
산출식은 <부표 1-22>에 제시함. MMCI는 0~1 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같은 의료 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0.962 0.963 0.963 0.963 0.964 0.964 0.964 0.965 0.965 0.965 0.965 0.965 0.965 0.966 0.966

2분위 0.961 0.962 0.963 0.963 0.964 0.964 0.965 0.966 0.966 0.966 0.966 0.966 0.967 0.967 0.967

3분위 0.962 0.962 0.963 0.963 0.963 0.964 0.965 0.966 0.966 0.966 0.967 0.967 0.967 0.967 0.967

4분위 0.963 0.963 0.964 0.964 0.964 0.965 0.966 0.966 0.966 0.966 0.967 0.967 0.967 0.967 0.967

5분위 0.964 0.964 0.964 0.965 0.965 0.965 0.966 0.966 0.967 0.967 0.967 0.967 0.967 0.968 0.968

6분위 0.964 0.964 0.965 0.965 0.965 0.965 0.966 0.967 0.967 0.967 0.967 0.967 0.968 0.968 0.968

7분위 0.964 0.964 0.964 0.965 0.965 0.966 0.966 0.967 0.967 0.967 0.968 0.968 0.968 0.968 0.969

8분위 0.964 0.964 0.965 0.965 0.965 0.966 0.966 0.967 0.967 0.968 0.968 0.968 0.968 0.969 0.969

9분위 0.964 0.964 0.965 0.965 0.966 0.966 0.966 0.967 0.967 0.967 0.968 0.968 0.968 0.968 0.968

10분위 0.963 0.964 0.964 0.964 0.965 0.965 0.965 0.965 0.966 0.966 0.966 0.966 0.967 0.967 0.967

여자

1분위 0.953 0.954 0.954 0.956 0.956 0.957 0.958 0.958 0.959 0.959 0.96 0.961 0.961 0.961 0.961

2분위 0.954 0.955 0.955 0.956 0.957 0.958 0.959 0.959 0.96 0.961 0.961 0.961 0.962 0.962 0.963

3분위 0.955 0.956 0.956 0.957 0.957 0.958 0.959 0.96 0.96 0.961 0.961 0.962 0.962 0.963 0.963

4분위 0.956 0.956 0.958 0.958 0.958 0.959 0.959 0.96 0.96 0.961 0.962 0.962 0.962 0.963 0.963

5분위 0.956 0.957 0.957 0.958 0.958 0.959 0.96 0.96 0.961 0.961 0.962 0.963 0.963 0.964 0.964

6분위 0.955 0.956 0.957 0.957 0.958 0.959 0.959 0.96 0.961 0.961 0.962 0.963 0.963 0.964 0.964

7분위 0.955 0.956 0.956 0.957 0.958 0.959 0.96 0.96 0.961 0.961 0.962 0.963 0.963 0.964 0.964

8분위 0.955 0.956 0.956 0.957 0.958 0.958 0.959 0.96 0.961 0.961 0.962 0.962 0.963 0.963 0.964

9분위 0.955 0.956 0.956 0.957 0.958 0.958 0.959 0.96 0.96 0.961 0.962 0.962 0.963 0.963 0.963

10분위 0.955 0.956 0.956 0.957 0.958 0.958 0.959 0.959 0.96 0.96 0.961 0.961 0.962 0.962 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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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의료이용: 이용(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이용)

가. 의료이용

의료이용은 비교적 의료필요가 명확하고 많은 수에서 발생하는 암, 고

혈압, 당뇨의 외래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를 지표로 보고 예방적 의료

이용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이용을 살펴보았다. 

층화하지 않은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암의 외래횟수, 입원횟

수, 입원일수는 모두 고소득층일수록 점유율이 높은 불평등한 양상을 잘 

드러낸다.17) 

〔그림 2-4-82〕 소득수준별 암 외래횟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17) 암 입원일수 산출결과는 [부록 2]의 <부표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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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8〉 소득수준별 암 외래횟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83〕 소득수준별 암 입원횟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6-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9.8 10.1 9.9 9.9 9.8 9.8 10.0 10.7 10.2 10.2 10.2 10.5 11.1 11.5 11.4 

2분위 8.0 8.2 8.0 7.7 7.7 8.3 8.4 8.8 8.9 9.3 9.5 9.0 8.6 8.6 8.8 

3분위 8.3 8.5 8.1 7.6 7.6 7.3 7.5 7.7 8.0 8.3 8.3 8.8 9.1 9.2 9.2 

4분위 7.9 8.1 8.3 7.9 8.4 7.9 7.6 7.9 7.8 7.9 8.0 8.0 8.0 8.3 8.5 

5분위 8.5 8.4 8.0 8.4 8.5 8.3 8.2 8.2 8.2 8.3 8.3 8.3 8.3 8.2 8.4 

6분위 9.2 8.5 8.9 8.9 8.8 8.8 8.9 8.8 8.8 9.0 8.9 8.9 8.9 8.9 8.9 

7분위 9.4 9.7 9.6 9.6 9.6 9.6 9.7 9.4 9.5 9.4 9.4 9.5 9.4 9.3 9.3 

8분위 10.3 10.7 10.7 11.1 11.0 11.2 11.3 11.0 10.9 10.7 10.7 10.5 10.4 10.2 10.1 

9분위 12.3 12.0 12.3 12.5 12.4 12.6 12.6 12.2 12.2 12.0 11.9 11.9 11.9 11.6 11.7 

10분위 16.4 15.9 16.2 16.4 16.1 16.0 15.8 15.2 15.5 15.1 14.9 14.6 14.3 14.0 13.7 

여자

1분위 9.3 9.6 9.3 8.9 9.0 9.1 9.0 10.1 9.4 9.6 9.4 9.3 9.9 10.0 10.1 

2분위 8.9 8.7 8.4 8.4 8.3 8.5 8.7 8.7 8.9 8.9 8.9 8.8 8.7 8.6 8.5 

3분위 8.5 8.7 8.5 8.1 8.0 8.0 7.9 8.1 8.3 8.3 8.6 8.7 8.8 8.9 8.7 

4분위 8.6 8.6 8.6 8.6 8.9 8.4 8.4 8.4 8.4 8.5 8.5 8.8 8.5 8.7 9.0 

5분위 8.9 9.0 8.9 9.0 9.1 8.8 9.0 8.8 8.9 9.0 9.1 9.2 9.1 9.2 9.3 

6분위 9.2 9.0 9.3 9.5 9.3 9.4 9.3 9.3 9.3 9.5 9.6 9.7 9.8 9.7 9.7 

7분위 9.6 9.7 9.6 9.7 9.9 9.8 10.0 9.9 10.1 10.1 10.1 10.1 10.0 10.0 10.0 

8분위 10.3 10.5 10.6 10.9 10.7 11.1 11.0 10.8 10.9 10.8 10.7 10.6 10.5 10.6 10.6 

9분위 11.9 11.7 12.0 12.1 12.2 12.2 12.3 12.0 11.8 11.8 11.7 11.6 11.6 11.4 11.4 

10분위 14.8 14.5 14.8 15.0 14.6 14.7 14.6 14.0 14.1 13.7 13.5 13.2 13.0 12.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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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9〉 소득수준별 암 입원횟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6-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당뇨와 고혈압에서도 외래횟수, 입원일수에서 고소득층일수록 점유율

이 높은 불평등한 패턴을 잘 보여 준다.18) 다른 소득수준의 패턴은 저소

득층의 의료필요와 의료이용 제반 환경의 독특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8) 당뇨 입원일수, 고혈압 외래횟수, 고혈압 입원일수 산출결과는 [부록 2]의 <부표 2-11> 
~<부표 2-13> 참조.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0.6 10.7 10.5 10.3 10.4 10.6 10.8 11.3 10.7 11.0 10.9 11.4 12.0 12.3 12.3 

2분위 8.7 8.8 8.6 8.5 8.9 9.4 9.3 9.7 9.9 10.2 10.3 9.6 9.6 9.4 9.6 

3분위 8.8 9.1 8.7 8.3 8.7 8.3 8.5 8.9 9.0 9.3 9.0 9.6 9.7 10.0 9.9 

4분위 8.5 8.6 8.9 8.5 9.0 8.8 8.5 8.8 8.5 8.7 8.7 8.8 8.9 9.1 9.2 

5분위 8.7 8.6 8.5 8.7 8.9 8.7 8.7 8.9 8.9 9.0 9.0 8.7 8.9 8.7 9.0 

6분위 9.0 8.8 9.1 9.2 9.1 9.2 9.3 9.0 9.2 9.3 9.0 9.3 9.2 9.2 9.2 

7분위 9.3 9.5 9.6 9.7 9.6 9.6 9.6 9.4 9.7 9.3 9.5 9.5 9.2 9.2 9.3 

8분위 10.2 10.4 10.4 10.7 10.5 10.9 10.7 10.4 10.4 10.2 10.2 10.2 9.7 9.6 9.6 

9분위 11.6 11.6 11.6 11.8 11.5 11.5 11.5 11.0 11.0 10.9 10.9 10.9 10.9 10.7 10.6 

10분위 14.4 14.0 14.0 14.3 13.5 13.0 13.0 12.5 12.6 12.2 12.3 12.0 11.9 11.8 11.3 

여자

1분위 10.0 10.4 10.5 9.8 9.7 10.1 10.2 11.0 10.4 10.6 10.3 10.3 11.0 10.9 10.8 

2분위 9.4 9.4 8.9 9.0 9.0 9.1 9.0 9.1 9.2 9.2 9.2 9.0 8.8 8.6 8.6 

3분위 8.8 9.0 8.9 8.3 8.7 8.4 8.5 8.5 9.0 8.9 9.1 9.0 8.7 9.1 8.8 

4분위 9.1 9.0 8.8 8.9 9.2 9.1 8.8 9.1 8.9 9.1 9.0 9.2 9.1 9.3 9.3 

5분위 8.9 9.3 9.2 9.0 9.4 9.2 9.6 9.2 9.1 9.3 9.4 9.5 9.4 9.4 9.5 

6분위 9.0 9.0 9.3 9.4 9.7 9.4 9.3 9.4 9.4 9.6 9.7 9.7 9.8 10.0 10.0 

7분위 9.5 9.5 9.7 9.6 9.6 9.8 9.8 9.6 10.2 10.0 9.9 9.9 9.8 9.9 10.0 

8분위 10.1 10.2 10.3 10.7 10.2 10.7 10.4 10.3 10.5 10.3 10.4 10.3 10.2 10.3 10.3 

9분위 11.4 11.0 11.2 11.7 11.5 11.3 11.5 11.2 11.0 11.0 11.1 11.1 11.2 10.8 11.0 

10분위 13.7 13.3 13.4 13.8 12.8 12.9 12.9 12.5 12.4 12.1 11.9 11.9 11.9 11.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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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4〕 소득수준별 당뇨 외래횟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20〉 소득수준별 당뇨 외래횟수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1.5 11.9 11.9 12.0 11.9 12.0 12.0 11.9 11.5 11.6 11.6 11.8 12.3 12.6 12.3 

2분위 9.0 9.3 9.5 9.0 9.4 9.8 10.0 10.3 10.7 10.8 11.0 10.5 10.1 10.0 10.0 

3분위 8.4 8.4 8.6 8.3 8.6 8.6 8.8 8.9 9.1 9.4 9.4 10.0 10.2 10.4 10.3 

4분위 8.1 8.1 8.4 8.5 8.7 8.7 8.5 8.6 8.7 8.6 8.7 8.7 8.8 9.1 9.5 

5분위 8.4 8.4 8.4 8.6 8.7 8.7 8.8 8.7 8.7 8.7 8.7 8.6 8.7 8.7 8.8 

6분위 8.8 8.7 8.8 8.9 8.9 8.9 8.9 8.9 8.9 8.8 8.8 8.9 8.9 8.7 8.9 

7분위 9.3 9.4 9.3 9.5 9.5 9.4 9.4 9.4 9.4 9.4 9.4 9.3 9.3 9.2 9.3 

8분위 10.1 10.0 10.0 10.3 10.2 10.2 10.3 10.2 10.1 10.0 9.9 9.8 9.7 9.6 9.5 

9분위 11.7 11.5 11.3 11.2 11.1 11.0 10.9 10.8 10.6 10.6 10.5 10.4 10.4 10.3 10.2 

10분위 14.8 14.3 13.9 13.7 13.1 12.7 12.4 12.3 12.2 12.1 12.0 11.9 11.6 11.4 11.2 

여자

1분위 11.7 11.8 12.0 11.3 11.0 11.3 11.5 12.0 11.8 12.3 12.3 12.5 12.9 13.1 12.8 

2분위 10.0 9.9 9.8 9.5 9.6 9.7 9.5 9.2 9.8 9.5 9.7 9.1 8.9 8.8 9.0 

3분위 9.2 9.3 9.1 8.5 8.7 8.6 8.4 8.3 8.5 8.5 8.4 8.8 8.8 9.0 8.9 

4분위 8.9 9.0 9.1 9.5 9.3 9.0 8.8 8.8 8.6 8.6 8.6 8.6 8.6 8.7 9.0 

5분위 8.9 8.9 8.9 9.1 9.3 9.2 9.3 9.1 9.0 9.0 9.1 9.0 9.1 9.0 9.0 

6분위 9.1 8.7 8.9 9.2 9.1 9.2 9.2 9.3 9.3 9.1 9.1 9.2 9.2 9.2 9.3 

7분위 9.2 9.3 9.3 9.4 9.6 9.5 9.6 9.6 9.6 9.7 9.7 9.7 9.7 9.7 9.7 

8분위 9.7 10.0 9.9 10.2 10.3 10.5 10.6 10.5 10.4 10.3 10.2 10.1 10.0 9.9 9.9 

9분위 10.9 10.8 11.1 11.1 11.1 11.3 11.3 11.2 11.1 11.1 11.1 11.1 11.0 10.9 10.9 

10분위 12.4 12.2 12.0 12.1 12.0 11.9 11.8 11.9 11.9 11.9 12.0 11.9 11.9 11.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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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집단별 격차

전체 집단의 분포와 달리 성별과 연령대를 층화했을 때 전반적인 불평

등 양상을 보이지만 특별히 격차가 더 심하거나 아예 다른 패턴을 보이는 

하위집단이 드러났다. 일부는 지금까지 축적된 의료이용에 관한 지식으

로 추론해볼 수 있으나,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도 있었다. 성별과 연

령을 표준화하면 소득의 독립적 효과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있으나 

하위집단별로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정책 방향의 설정에서 

보다 세부적인 개입이 목적인 경우에는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지 않은 분

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독특한 패턴을 보이는 영역에서 정책적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구를 통해 기제를 밝히고 구체적

인 정책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본 지표의 애초 전제와 

목적에 의하면 무조건 세부집단으로 구분해나가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

니며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조에 따라 층화나 보정

의 선택이 효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은 연령집단별로 소득수준별 격차가 크고 작거나 연도에 따라 

격차가 줄어드는 정도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불평등한 패턴 자체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40-64세 연령대의 남성 집단은 암으로 인한 의료이

용에서 다른 성별, 연령대 집단과 유독 다른 패턴을 보였다. 외래횟수는 

다른 하위집단보다 격차가 작은 정도에서 그치지만 입원횟수에서는 아예 

불평등 패턴이 뒤집혀 저소득층에서 입원횟수의 점유율이 높고 고소득층

에서 점유율이 낮은 경향이 강해진다.19) 

19) 40-64세 연령대의 암 외래횟수 산출결과는 [부록 2]의 <부표 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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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5〕 소득수준별 암 입원횟수 점유율(성별, 40-64세,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21〉 소득수준별 암 입원횟수 점유율(성별, 40-64세,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0.6 10.1 9.7 10.3 10.4 10.2 10.2 10.6 10.9 11.2 10.7 11.1 11.5 11.8 11.7 

2분위 9.3 9.5 9.2 9.0 9.5 10.2 9.7 10.2 10.1 10.5 10.9 10.5 10.7 10.6 10.7 

3분위 9.5 10.0 9.4 9.6 10.1 9.6 10.1 10.6 10.8 10.7 10.3 11.1 11.3 11.3 11.3 

4분위 9.8 9.8 10.8 9.4 10.2 10.4 10.2 10.5 10.1 10.3 10.3 10.3 10.5 11.2 11.1 

5분위 10.1 9.8 9.7 10.0 10.2 10.0 10.1 10.6 10.4 10.6 10.5 10.2 10.6 10.0 10.8 

6분위 10.3 10.1 10.6 10.7 10.3 10.6 10.8 10.3 10.6 10.7 10.5 10.9 10.6 10.4 10.6 

7분위 9.9 10.3 10.4 10.5 10.4 10.4 10.5 10.2 10.2 9.9 10.3 10.0 9.6 9.5 9.7 

8분위 10.0 10.3 9.8 10.2 9.8 10.4 10.1 9.7 9.5 9.3 9.5 9.4 8.9 9.2 8.8 

9분위 9.7 9.7 9.7 9.6 9.3 8.9 9.1 8.7 8.7 8.5 8.7 8.4 8.4 8.3 8.2 

10분위 10.9 10.5 10.6 10.7 9.8 9.2 9.4 8.6 8.7 8.2 8.3 8.0 7.8 7.7 7.3 

여자

1분위 8.4 8.6 8.6 8.3 8.6 8.8 8.7 9.2 8.9 8.9 8.7 8.7 9.4 9.1 9.2 

2분위 9.2 9.2 8.7 8.9 9.0 9.0 8.7 8.6 8.7 8.7 8.7 8.6 8.3 8.2 8.4 

3분위 9.1 9.7 9.6 9.2 9.2 9.0 9.1 9.1 9.4 9.1 9.4 9.2 8.8 9.0 8.8 

4분위 10.2 10.1 9.9 9.4 9.9 9.7 9.6 9.9 9.8 9.9 9.7 9.9 9.6 9.8 9.6 

5분위 10.2 10.4 10.4 10.1 10.5 10.1 10.8 10.4 10.2 10.5 10.4 10.6 10.5 10.5 10.4 

6분위 10.4 10.2 10.5 10.6 10.8 10.6 10.5 10.6 10.6 11.0 11.1 11.0 11.0 11.3 11.1 

7분위 10.5 10.6 10.7 10.6 10.6 10.8 11.0 10.7 11.3 11.1 11.1 11.0 11.1 11.1 11.3 

8분위 10.4 10.6 10.4 10.9 10.3 11.1 10.6 10.7 10.8 10.7 10.7 10.8 11.1 11.1 11.2 

9분위 10.4 9.9 10.1 10.6 10.5 10.2 10.4 10.4 10.2 10.1 10.4 10.4 10.5 10.2 10.4 

10분위 11.2 10.7 11.0 11.4 10.6 10.6 10.6 10.3 10.1 10.1 9.8 9.9 9.8 9.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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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세 연령대의 남성은 한창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주요 부양자라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며 생물학적으로는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시기

다. 2014년도 연령군별 암 발생률(10만 명당)은 29세까지는 100이 넘지 

않다가 40-44세는 293.2명, 60-64세는 928.5명까지 급증한다(보건복

지부,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 2016, pp. 62-63). 연령대에 호발하

는 암종별로 의료이용에 사회경제적 차이가 크고 작을 수 있다. 남성에서 

35-64세 호발암은 순서대로 위, 대장, 간, 폐의 순이고 65세 이상은 폐, 

위, 대장, 전립선, 간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 

2016, p. 22).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치명률이 낮은 암종은 이용 가능

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나며 사망의 비례위험도에도 차이가 

난다(임준, 2005). 대장암과 위암은 치명률이 낮은 편에 속하고 간암과 

폐암은 치명률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생물학적 특성에 따르자면 오히려 

64세 이하에서 의료이용과 의료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야 하나 

본 지표로는 정반대의 특성이 나타나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의료필요는 

의료이용의 기본적인 영향요인이지만 여기서는 의료이용에 다른 요인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뇨와 고혈압의 입원횟수에서도 40-64세 연령대 남성의 반대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 암으로 인한 의료이용에서와 같이 의료필요와 다른 의

료이용 결정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20) 

이러한 경향은 단지 특정 하위집단의 독특한 의료이용을 의미하는 것보

다도 남성과 여성 간의 의료불평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 의료이용의 

젠더 불평등에도 심층적 연구와 별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 40-64세 연령대의 당뇨 입원횟수 산출결과는 [부록 2]의 <부표 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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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6〕 소득수준별 고혈압 입원횟수 점유율(성별, 40-64세,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22〉 소득수준별 고혈압 입원횟수 점유율(성별, 40-64세,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2.0 13.5 14.4 14.1 13.8 13.6 14.4 14.0 14.8 15.6 16.2 16.9 19.2 17.2 18.4 

2분위 11.7 11.8 11.2 11.7 12.4 14.0 12.7 14.6 15.4 15.0 15.1 14.3 15.1 13.9 14.5 

3분위 12.1 11.3 10.9 11.3 12.0 11.6 11.5 11.6 11.1 11.8 11.7 13.1 12.4 13.1 12.2 

4분위 10.3 11.3 10.7 11.6 12.5 12.3 12.1 12.7 11.8 10.6 11.3 11.1 10.1 11.1 11.1 

5분위 11.1 9.8 11.4 11.5 11.5 10.3 11.8 10.5 10.7 11.5 10.4 10.6 9.4 10.7 10.8 

6분위 9.7 10.2 9.9 10.5 9.7 10.2 9.7 10.2 10.3 9.4 9.7 9.7 9.5 9.1 9.0 

7분위 8.1 9.7 9.3 8.8 9.2 8.9 9.1 9.2 8.3 8.6 9.0 8.6 8.1 8.8 8.4 

8분위 9.3 8.2 8.3 8.3 7.0 7.7 7.5 6.8 7.5 7.4 6.9 7.1 7.3 7.0 6.1 

9분위 7.5 7.6 7.4 6.9 6.8 6.3 6.2 5.9 5.8 6.0 5.4 4.8 4.9 5.0 5.6 

10분위 8.1 6.6 6.4 5.5 5.1 5.1 4.7 4.5 4.4 4.2 4.2 3.8 4.0 4.2 3.9 

여자

1분위 10.1 9.9 10.1 11.2 10.3 11.6 11.3 12.2 12.4 12.0 11.7 12.6 12.9 13.0 11.5 

2분위 10.2 10.0 10.5 10.0 9.5 9.4 10.1 10.7 12.0 10.5 10.6 10.9 9.7 9.5 10.0 

3분위 9.9 10.4 10.8 10.2 11.5 10.6 11.0 9.6 9.4 10.0 10.9 10.9 10.5 10.1 9.9 

4분위 11.8 11.7 10.9 11.7 11.1 11.2 10.5 10.4 10.4 10.6 11.0 10.5 11.7 10.4 10.0 

5분위 11.3 10.7 11.2 10.0 12.0 11.0 11.2 11.9 11.1 11.1 10.5 11.5 10.5 10.5 11.1 

6분위 10.5 10.1 9.8 10.7 9.9 10.6 11.0 10.2 10.1 11.5 10.0 9.8 10.3 10.7 10.6 

7분위 9.7 10.0 10.3 10.3 10.9 10.5 10.4 9.9 10.5 10.2 10.0 9.8 10.1 11.2 11.0 

8분위 9.4 9.7 10.2 10.6 8.6 9.8 9.8 10.0 9.3 9.6 10.2 9.9 10.8 11.1 9.8 

9분위 8.3 8.2 8.0 8.1 8.5 8.3 7.9 8.0 7.5 7.8 8.5 7.4 7.3 7.3 8.5 

10분위 8.9 9.3 8.3 7.2 7.6 6.9 6.7 7.1 7.3 6.6 6.6 6.7 6.1 6.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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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료비와 같은 지표에서 노인으로 구분되는 65세 이상의 집단 격차

가 전체 경향이나 다른 연령대보다 일관되고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해 노

인의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특성으로는 같은 고

령층에서도 당뇨와 고혈압 외래이용의 격차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의료이용의 질병 종류에 따라 더욱 불평등하거나 덜 불평등한 

영역을 파악해야 할 필요도 보여 준다. 

〔그림 2-4-87〕 소득수준별 고혈압 외래횟수 점유율(성별, 85세 이상,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23〉 소득수준별 고혈압 외래횟수 점유율(성별, 85세 이상, 2002-2016년)

(단위: %)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9.4 9.5 9.5 9.2 9.6 9.6 10.1 10.2 10.3 9.8 10.0 9.7 9.7 10.1 9.9 

2분위 9.8 10.0 9.9 10.1 9.9 10.1 9.7 9.7 10.1 10.4 10.3 9.6 9.9 9.9 10.5 

3분위 10.7 11.0 10.4 10.3 10.0 9.7 9.6 10.0 9.8 10.1 9.7 10.4 10.1 10.1 10.1 

4분위 9.1 9.7 10.7 10.0 10.1 10.3 10.4 9.6 9.8 9.8 10.3 10.2 10.1 10.0 10.2 

5분위 9.6 9.2 9.8 10.0 9.6 10.2 9.6 10.0 10.0 9.7 9.8 10.2 10.0 10.0 9.9 

6분위 9.4 10.1 9.4 9.5 9.9 9.8 10.1 10.1 9.7 10.2 10.0 10.0 10.4 10.2 9.8 

7분위 9.9 9.6 9.6 9.6 9.8 9.6 10.1 10.2 9.9 10.0 9.9 10.2 10.0 10.1 10.1 

8분위 9.8 9.4 9.4 9.9 10.2 9.9 10.0 9.9 10.2 9.9 10.0 9.9 9.9 9.8 10.0 

9분위 10.3 10.2 10.4 10.3 10.3 10.1 9.9 10.1 10.1 10.2 10.1 10.2 10.1 10.0 10.0 
10분위 12.0 11.2 11.0 11.1 10.6 10.7 10.4 10.2 10.2 10.0 9.9 9.8 9.7 9.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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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88〕 소득수준별 당뇨 외래횟수 점유율(성별, 85세 이상,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24〉 소득수준별 당뇨 외래횟수 점유율(성별, 85세 이상, 2002-2016년)

(단위: %)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여자

1분위 10.7 10.6 10.6 10.3 10.4 10.3 10.5 10.3 10.4 10.3 10.5 10.4 10.5 10.4 10.2 

2분위 9.8 10.1 9.9 10.4 10.2 10.3 10.5 10.6 10.6 10.5 10.4 10.2 10.3 10.3 10.3 

3분위 9.4 9.7 9.8 9.8 10.3 10.1 10.4 10.3 10.1 9.9 10.0 10.4 10.2 10.3 10.1 

4분위 9.0 9.5 9.2 9.5 9.5 10.0 9.8 9.8 10.1 10.0 10.1 10.1 10.3 10.2 10.3 

5분위 9.5 8.9 9.7 9.5 9.9 9.9 9.9 9.8 10.1 10.2 9.9 10.0 10.0 10.1 10.1 

6분위 9.7 9.5 9.8 9.8 9.6 9.5 9.6 9.6 9.8 9.9 9.9 9.9 9.9 10.0 10.0 

7분위 9.5 9.8 9.7 9.8 9.7 9.8 9.8 10.0 9.7 9.8 9.9 10.0 9.7 9.8 9.9 

8분위 9.8 9.9 9.9 10.0 9.9 9.8 9.8 9.8 9.6 9.8 9.8 9.7 9.7 9.7 9.8 

9분위 10.5 10.3 10.3 10.1 10.0 10.0 9.8 9.9 10.0 9.9 9.9 9.7 9.7 9.7 9.7 

10분위 11.9 11.6 11.2 10.7 10.6 10.3 10.0 9.9 9.7 9.6 9.6 9.6 9.5 9.6 9.5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9.8 9.1 8.9 9.2 9.2 9.0 9.2 8.5 9.2 9.6 9.7 9.4 9.5 9.8 9.8 
2분위 8.9 8.8 9.8 10.4 8.6 8.3 9.7 8.7 9.5 9.5 9.4 9.7 9.5 9.5 9.6 
3분위 8.4 8.1 9.1 8.2 9.3 9.7 9.7 8.7 8.2 10.0 9.3 10.2 10.6 9.8 9.2 
4분위 10.3 9.7 8.8 8.5 8.9 9.9 9.2 10.4 10.1 9.0 9.8 9.9 9.7 9.8 9.8 
5분위 10.7 10.8 9.4 9.0 7.9 8.8 9.0 10.1 9.8 9.6 9.8 9.3 8.9 9.8 10.0 
6분위 8.9 10.1 10.2 10.4 11.5 10.7 10.3 10.1 10.6 9.7 9.1 9.5 10.8 10.8 10.4 
7분위 7.9 8.3 9.5 9.1 9.6 9.4 9.4 10.8 9.9 10.3 11.0 10.1 9.5 9.3 9.6 
8분위 10.2 10.2 10.2 10.3 10.5 9.6 10.3 9.6 9.6 9.3 9.6 9.6 9.8 9.5 10.1 
9분위 10.6 10.2 10.4 10.9 10.9 10.7 10.3 10.4 10.7 10.7 10.4 10.4 10.0 10.3 10.2 
10분위 14.4 14.6 13.7 13.9 13.5 13.8 12.8 12.8 12.3 12.2 11.9 11.8 11.8 1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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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일반건강검진 수검

예방적 의료이용인 국가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의 수검자 수는 전체

의 10분위 분포를 그리면 불평등 양상을 일관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층화한 결과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지역가입자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점유율이 높아지는 불평등한 패턴을, 

직장가입자에서는 정반대로 저소득층일수록 점유율이 높은 패턴이 나타

났으며, 지역가입자의 격차가 더욱 명확하다. 

〔그림 2-4-89〕 소득수준별 일반건강검진 지역가입자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여자

1분위 9.9 9.6 9.8 10.1 9.9 9.8 10.0 9.8 9.8 9.8 9.7 10.1 9.8 9.8 9.4 

2분위 9.3 9.9 9.7 10.0 10.6 10.0 10.0 10.0 10.8 10.3 10.8 10.3 10.0 9.8 10.5 

3분위 9.1 9.3 10.2 8.5 8.9 9.8 10.3 10.1 10.0 10.6 9.9 10.0 10.2 9.8 9.7 

4분위 8.9 8.4 8.6 10.3 9.9 10.9 10.2 9.1 9.9 9.7 10.1 10.0 9.8 10.1 10.1 

5분위 8.6 10.0 8.9 8.9 8.6 9.4 9.0 9.8 9.8 9.5 9.6 9.9 9.9 9.8 10.2 

6분위 9.2 8.5 8.8 9.3 9.4 9.5 9.1 9.4 9.5 9.6 9.4 9.7 10.0 10.0 9.8 

7분위 9.6 9.5 9.4 9.6 9.0 8.5 10.0 9.9 10.2 10.0 9.9 9.6 10.0 10.1 10.0 

8분위 9.7 10.0 10.3 9.7 10.1 10.2 9.7 10.2 9.4 9.6 9.2 9.2 9.5 9.7 9.7 

9분위 11.9 10.6 10.7 10.5 10.9 10.1 9.9 9.8 9.4 9.8 10.1 10.1 10.2 10.2 10.1 

10분위 13.8 14.3 13.4 12.9 12.6 11.8 11.8 12.0 11.1 11.1 11.3 11.1 10.7 10.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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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25〉 소득수준별 일반건강검진 지역가입자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90〕 소득수준별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7.6 8.1 8.1 7.6 7.8 8.1 8.6 8.4 9.1 8.6 8.4 8.6 9.4 9.3 8.9 

2분위 6.4 6.4 6.3 5.8 5.7 5.9 6.4 7.0 7.0 7.5 7.6 7.3 7.0 7.1 7.1 

3분위 9.2 8.8 8.4 7.2 7.2 6.9 7.3 7.5 7.6 7.5 7.5 7.9 7.9 8.0 8.0 

4분위 9.7 9.7 9.6 9.1 8.6 8.3 8.4 8.7 8.2 8.4 8.2 8.3 8.2 8.4 8.4 

5분위 9.6 10.5 9.0 9.9 9.4 9.3 9.4 9.4 9.2 9.4 9.2 9.3 9.2 9.3 9.4 

6분위 10.0 9.9 9.8 11.2 10.5 10.4 10.5 10.4 10.2 10.2 10.1 10.2 9.9 10.1 10.1 

7분위 10.6 10.4 10.5 10.6 11.5 11.3 11.2 11.1 11.0 11.1 11.1 11.1 11.1 11.1 11.1 

8분위 11.4 11.2 11.7 11.7 12.3 12.4 12.2 11.9 12.0 12.0 12.0 11.8 11.9 11.8 11.8 

9분위 12.6 12.3 13.0 13.0 13.3 13.5 12.9 12.6 12.6 12.5 12.6 12.5 12.5 12.3 12.4 

10분위 12.9 12.6 13.5 13.8 13.8 13.9 13.1 12.9 13.1 12.9 13.2 13.0 13.0 12.7 12.8 

여자

1분위 9.6 9.7 9.5 8.8 8.5 8.6 8.9 9.7 10.1 9.7 9.4 9.5 9.7 9.3 9.0 

2분위 10.9 10.5 10.3 9.4 9.5 9.7 9.6 8.5 9.3 9.5 9.5 9.4 9.0 9.1 9.1 

3분위 10.8 10.6 10.4 9.1 8.4 8.3 8.5 8.7 9.0 8.9 8.8 9.2 9.2 9.2 9.1 

4분위 10.1 10.1 10.0 9.8 9.3 8.9 9.0 9.3 9.1 9.2 9.1 9.0 9.0 9.2 9.3 

5분위 8.8 10.2 8.4 9.9 9.5 9.5 9.6 9.7 9.6 9.7 9.5 9.6 9.5 9.6 9.6 

6분위 8.5 8.3 8.6 10.4 9.7 9.8 9.8 9.9 9.8 9.7 9.7 9.8 9.7 9.8 9.9 

7분위 8.9 8.7 9.0 9.3 10.2 10.1 10.3 10.3 10.0 10.1 10.2 10.3 10.4 10.4 10.5 

8분위 9.9 9.7 10.2 10.0 10.9 10.9 11.1 10.9 10.6 10.7 10.8 10.8 10.8 10.7 10.8 

9분위 11.2 11.0 11.6 11.4 11.8 11.9 11.6 11.4 11.1 11.1 11.3 11.2 11.2 11.2 11.2 

10분위 11.4 11.2 11.9 11.9 12.3 12.2 11.7 11.6 11.4 11.3 11.7 11.4 11.5 11.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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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26〉 소득수준별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는 지역가입자에서 시간적 여유, 검진의 필요성 인식 차이, 권고의 강도

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등을 반영한다. 다른 원동력이 없는 한 일반적인 

사치재와 마찬가지로 필요인식, 소득, 시간 등 낼 수 있는 자원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의 건강검진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서보다 소득수준별 수검률 차이가 줄어

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별로 격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

소득층에서 더욱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수입

이 높은 직업을 가진 경우 사내복지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7.1 7.9 6.8 7.5 6.6 7.8 7.6 8.0 7.4 8.0 6.9 7.5 6.8 7.5 7.4 

2분위 7.0 8.6 7.4 7.8 6.9 7.9 7.6 8.1 7.8 8.4 7.4 7.4 7.4 7.6 7.6 

3분위 7.5 9.4 8.2 9.2 7.9 8.8 8.5 8.9 8.2 8.9 8.0 8.7 8.3 8.6 8.5 

4분위 9.0 10.4 9.6 10.5 9.2 10.1 9.4 9.9 9.2 9.8 9.1 9.4 9.4 9.5 9.5 

5분위 10.1 11.1 10.1 11.2 10.8 10.7 10.6 10.9 10.5 10.9 10.2 10.6 10.3 10.3 10.4 

6분위 11.6 11.6 11.0 11.8 11.1 11.6 11.1 11.4 11.1 11.3 11.2 11.6 11.4 11.3 11.2 

7분위 12.2 11.5 12.0 11.8 12.0 12.0 11.6 11.8 11.6 11.6 12.0 12.1 12.0 11.8 11.9 

8분위 12.8 11.4 12.2 11.6 12.6 11.9 12.0 11.6 12.2 11.7 12.3 12.2 12.3 12.1 12.2 

9분위 13.0 10.5 12.7 10.9 12.6 10.9 12.0 10.7 12.1 10.6 12.2 10.9 11.8 11.3 11.3 

10분위 9.7 7.4 10.0 7.7 10.2 8.2 9.7 8.6 10.0 8.9 10.6 9.6 10.4 10.2 9.9 

여자

1분위 14.6 16.7 13.9 14.1 11.5 12.1 11.3 12.0 11.4 12.5 11.1 11.8 10.3 11.1 10.8 

2분위 13.1 15.8 13.4 13.9 11.4 12.4 11.6 11.8 11.1 12.2 11.0 11.2 11.7 11.5 11.5 

3분위 12.8 14.4 13.0 13.9 11.9 12.8 11.9 12.1 11.3 12.4 11.2 12.3 11.5 12.0 11.9 

4분위 12.0 12.0 11.2 12.6 10.9 12.6 11.2 11.8 11.3 11.8 11.1 11.7 11.6 12.0 12.0 

5분위 10.4 9.7 9.3 10.8 10.3 10.7 10.8 11.1 10.8 11.1 10.6 11.0 10.7 10.9 11.1 

6분위 9.4 7.6 9.0 8.6 10.1 9.6 9.7 9.7 10.0 9.7 10.1 10.1 10.0 10.0 10.1 

7분위 7.7 6.7 8.9 7.4 9.6 8.3 9.5 8.8 9.5 8.6 9.6 9.2 9.4 9.1 9.1 

8분위 8.4 5.9 7.8 6.6 8.9 7.7 8.9 8.3 9.3 8.2 9.5 8.5 9.3 8.8 8.7 

9분위 6.7 5.6 7.9 6.3 8.8 7.3 8.5 7.6 8.7 7.3 8.9 7.7 8.7 8.1 8.1 

10분위 4.9 5.6 5.7 5.8 6.5 6.5 6.6 6.7 6.6 6.2 6.8 6.4 6.8 6.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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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 않더라도 고소득층은 개별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근로

자 일반건강검진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1-23. 의료이용: 재정 (중재요인 >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이용)

총 의료비와 암, 당뇨, 고혈압 의료비, 그리고 사망 전 1년간의 의료비

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보아도 불평등한 패턴은 명확하다.21) 사망 전 1

년간 의료비도 명확한 불평등 패턴을 보인다. 이는 생애 말기에 의료서비

스 이용이 급증하여 노인의 사망 전 의료비용이 많이 지불되며, 가족 월 

소득수준이 감소할수록 사망 6개월간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낮아진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유형식, 2005, p. 498).

〔그림 2-4-91〕 소득수준별 암 의료비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21) 총 의료비, 고혈압 총 의료비, 당뇨 총 의료비 산출결과는 [부록 2]의 <부표 2-16>~<부
표 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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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27〉 소득수준별 암 의료비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2-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92〕 소득수준별 사망 전 1년간의 의료비 점유율(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6-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0.4 10.5 10.2 10.2 10.2 10.2 10.2 10.9 10.6 10.5 10.5 11.1 11.5 11.9 11.9 

2분위 8.5 8.4 8.4 8.2 8.6 9.1 9.1 9.5 9.6 9.8 10.1 9.5 9.4 9.2 9.3 

3분위 8.5 8.7 8.6 8.0 8.2 8.0 8.1 8.7 8.9 9.0 8.9 9.3 9.6 9.8 9.8 

4분위 8.4 8.5 8.7 8.3 8.6 8.6 8.4 8.4 8.3 8.4 8.5 8.5 8.6 8.9 9.1 

5분위 8.6 8.4 8.3 8.6 8.8 8.5 8.6 8.8 8.6 8.8 8.8 8.7 8.7 8.7 8.8 

6분위 9.1 8.7 9.2 9.1 9.0 9.1 9.3 8.9 9.1 9.1 8.9 9.2 9.1 9.0 9.2 

7분위 9.2 9.6 9.5 9.6 9.6 9.7 9.7 9.5 9.6 9.4 9.5 9.5 9.4 9.3 9.3 

8분위 10.2 10.4 10.5 10.8 10.5 10.9 10.8 10.6 10.5 10.5 10.3 10.2 9.9 9.8 9.8 

9분위 11.8 11.8 11.7 12.1 11.7 11.8 11.7 11.3 11.4 11.3 11.3 11.1 11.2 10.9 10.9 

10분위 15.3 14.9 14.8 15.0 14.8 14.1 14.1 13.4 13.4 13.1 13.2 12.8 12.6 12.5 12.0 

여자

1분위 9.8 10.1 9.8 9.4 9.5 9.6 9.7 10.7 10.0 10.0 10.1 10.1 10.5 10.5 10.7 

2분위 9.3 9.1 8.8 8.8 8.6 8.9 8.8 8.8 8.9 8.9 8.9 8.7 8.7 8.5 8.5 

3분위 8.6 8.9 8.8 8.2 8.3 8.4 8.2 8.4 8.7 8.7 8.8 8.7 8.8 9.0 8.8 

4분위 8.9 8.7 8.7 8.8 9.1 8.8 8.6 8.9 8.5 8.8 8.7 9.0 8.8 8.9 9.1 

5분위 8.8 9.0 9.0 9.0 9.3 9.1 9.3 9.1 9.2 9.2 9.3 9.3 9.2 9.4 9.4 

6분위 9.2 9.1 9.2 9.4 9.6 9.4 9.4 9.4 9.4 9.6 9.6 9.6 9.8 9.9 9.9 

7분위 9.5 9.5 9.7 9.6 9.8 9.7 9.9 9.8 10.2 10.1 9.9 10.0 10.0 9.9 9.9 

8분위 10.2 10.3 10.4 10.8 10.4 10.8 10.6 10.5 10.6 10.5 10.6 10.4 10.3 10.3 10.4 

9분위 11.6 11.5 11.7 11.8 11.8 11.6 11.7 11.4 11.3 11.3 11.4 11.4 11.4 11.1 11.0 

10분위 14.1 13.8 13.9 14.3 13.6 13.7 13.8 13.2 13.1 12.8 12.7 12.7 12.5 12.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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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28〉 소득수준별 사망 전 1년간의 의료비 점유율(성별, 2002-2016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6-2016),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0.1 10.8 11.6 12.2 11.6 12.5 12.2 12.8 13.4 13.7 13.8 
2분위 8.4 8.3 8.4 8.7 9.9 8.8 9.7 8.6 8.9 8.5 9.3 
3분위 8.1 8.4 7.9 7.9 8.4 8.8 8.4 9.4 8.4 9.6 8.8 
4분위 8.1 9.0 8.2 8.7 8.2 8.4 8.2 8.3 8.6 8.1 8.3 
5분위 8.7 8.5 8.7 8.4 8.8 8.4 8.7 8.4 8.3 8.4 8.3 
6분위 9.7 8.4 8.8 8.9 8.7 8.6 8.3 8.3 8.7 8.4 8.4 
7분위 9.0 10.0 9.5 9.4 9.2 9.2 9.2 9.1 9.0 8.9 9.0 
8분위 11.1 10.4 10.7 10.4 10.3 10.2 10.2 10.1 9.8 9.5 9.3 
9분위 12.3 12.1 12.1 11.8 11.6 11.6 11.5 11.4 11.4 11.4 11.3 
10분위 14.5 14.0 14.0 13.7 13.5 13.5 13.7 13.6 13.4 13.5 13.3 

여자

1분위 10.0 10.8 12.0 13.3 12.8 14.2 14.0 14.0 14.5 14.9 14.9 

2분위 8.7 8.6 8.2 7.6 8.6 7.6 8.0 7.1 7.2 6.7 7.4 
3분위 7.4 7.7 7.2 7.2 7.3 7.4 7.1 7.9 7.0 8.1 7.2 

4분위 7.8 8.5 7.8 8.2 7.9 8.1 7.9 7.8 8.0 7.6 7.9 

5분위 8.5 8.3 8.5 8.4 8.6 8.2 8.8 8.4 8.3 8.5 8.6 

6분위 9.6 8.3 8.7 8.8 8.6 8.5 8.5 8.5 8.6 8.4 8.6 

7분위 8.5 9.7 9.5 9.3 9.2 9.4 9.4 9.4 9.3 9.2 9.3 

8분위 10.9 10.2 10.4 10.1 10.1 9.9 9.8 10.0 9.9 9.7 9.6 
9분위 12.7 12.3 12.2 12.1 12.0 11.8 11.8 12.1 12.0 11.9 11.8 

10분위 15.8 15.5 15.6 15.1 15.0 14.8 14.8 14.9 15.1 14.9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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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자기평가 건강수준(건강결과 > 주관적 건강 > 주관적 건강수준)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기간의 자기평가 건강수준22)은 33.3%로 2001년 

50.9%에 비해 17.6%포인트 감소했고,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

이다. 성별로는 남성 36.8%, 여성 29.8%로 남성의 자기평가 건강수준이 

7.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93〕 자기평가 건강수준 추이(19세 이상, 2001-2015년)

주: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1-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29〉 자기평가 건강수준(전국, 성별, 19세 이상, 연도별)

주: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1-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22)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1 50.3 50.9 54.4 54.4 46.6 47.8 
2005 46.4 46.8 52.7 52.1 40.3 41.6 

2007-2009 40.9 41.4 44.9 45.1 37.0 37.8 
2010-2012 34.3 35.2 38.3 39.0 30.4 31.4 
2013-2015 31.8 33.3 35.9 36.8 27.9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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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사무직에서 가장 높았으며(38.6%), 차례로 서

비스ㆍ판매직(31.6%), 육체직(29.3%) 순으로 나타났다.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자기평가 건강

수준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32.1%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94〕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자기평가 건강수준(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95〕 교육수준별·성별 자기평가 건강수준(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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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30〉 자기평가 건강수준(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1)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31〉 자기평가 건강수준(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1)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0.5 25.6 0.65 ( 0.49 - 0.87 ) -13.65 ( -22.65 - -4.64 )
중하 29.2 30.9 0.79 ( 0.60 - 1.04 ) -8.28 ( -17.70 - 1.14 )
중상 32.5 32.9 0.84 ( 0.63 - 1.08 ) -6.33 ( -15.56 - 2.91 )
상 39.1 39.2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7.3 12.1 0.31 ( 0.21 - 0.44 ) -27.50 ( -31.96 - -26.66 )
중·고졸 27.8 28.8 0.73 ( 0.64 - 0.83 ) -10.87 ( -14.63 - -7.11 )
전문대졸 이상 38.9 39.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6.2 16.5 0.51 ( 0.24 - 1.12 ) -15.60 ( -34.84 - 3.64 )
중졸 23.3 23.1 0.72 ( 0.33 - 1.56 ) -8.96 ( -30.19 - 12.27 )
고졸 이상 32.2 32.1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28.0 29.3 0.76 ( 0.66 - 0.88 ) -9.30 ( -13.66 - -4.95 )
서비스ㆍ판매직 31.0 31.6 0.82 ( 0.72 - 0.94 ) -7.06 ( -11.03 - -3.09 )
사무직 38.4 38.6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5.0 28.0 0.65 ( 0.48 - 0.88 ) -15.02 ( -24.87 - -5.18 )
중하 33.2 34.9 0.81 ( 0.62 - 1.05 ) -8.19 ( -18.12 - 1.74 )
중상 35.8 36.0 0.84 ( 0.62 - 1.06 ) -7.02 ( -16.24 - 2.20 )
상 42.8 43.1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2.0 11.8 0.54 ( 0.30 - 0.99 ) -28.71 ( -35.79 - -28.01 )
중·고졸 30.0 30.9 0.74 ( 0.66 - 0.84 ) -9.62 ( -13.38 - -5.85 )
전문대졸 이상 39.9 40.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1.3 21.5 0.66 ( 0.30 - 1.45 ) -11.20 ( -32.23 - 9.83 )
중졸 25.5 25.4 0.78 ( 0.35 - 1.72 ) -7.29 ( -29.98 - 15.40 )
고졸 이상 32.7 32.7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31.1 32.2 0.81 ( 0.71 - 0.94 ) -7.34 ( -11.80 - -2.89 )
서비스ㆍ판매직 36.6 36.5 0.92 ( 0.87 - 1.06 ) -3.04 ( -5.14 - -0.93 )
사무직 39.3 39.5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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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32〉 자기평가 건강수준(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1)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자기평가 건강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35.0%),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26.5%)로 두 지역 간 격차는 8.5%포인트였다. 남성은 

전라남도와 대전광역시에서 40.8%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인천광역시에

서 34.1%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7.3 22.7 0.65 ( 0.48 - 0.88 ) -12.24 ( -20.92 - -3.57 )
중하 25.5 27.2 0.78 ( 0.58 - 1.04 ) -7.74 ( -16.82 - 1.34 )
중상 29.2 29.6 0.85 ( 0.63 - 1.13 ) -5.30 ( -14.64 - 4.04 )
상 35.1 34.9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4.4 13.8 0.37 ( 0.31 - 0.44 ) -23.97 ( -27.65 - -21.04 )
중·고졸 25.9 26.9 0.71 ( 0.61 - 0.83 ) -10.92 ( -15.60 - -6.23 )
전문대졸 이상 37.7 37.8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4.1 14.3 0.47 ( 0.21 - 1.04 ) -16.05 ( -35.60 - 3.50 )
중졸 20.4 20.3 0.67 ( 0.31 - 1.46 ) -10.01 ( -30.77 - 10.75 )
고졸 이상 31.0 30.3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20.7 20.3 0.56 ( 0.43 - 0.73 ) -15.96 ( -22.84 - -9.08 )
서비스ㆍ판매직 26.9 29.0 0.80 ( 0.63 - 1.04 ) -7.28 ( -14.82 - 0.25 )
사무직 36.9 36.3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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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6〕 지역별 자기평가 건강수준(19세 이상, 2013-2015년)

주: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33〉 자기평가 건강수준(전체,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1)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1.8 33.3 1.00 0.00
서울 34.0 34.7 1.04 ( 0.80 - 1.37 ) 1.43 ( -7.73 - 10.59 )
부산 30.2 33.1 0.99 ( 0.73 - 1.35 ) -0.19 ( -10.40 - 10.03 )
대구 30.2 32.7 0.98 ( 0.73 - 1.33 ) -0.55 ( -10.60 - 9.50 )
인천 33.8 34.5 1.04 ( 0.79 - 1.36 ) 1.28 ( -7.86 - 10.41 )
광주 32.7 33.8 1.02 ( 0.75 - 1.39 ) 0.57 ( -9.82 - 10.95 )
대전 34.8 35.0 1.05 ( 0.79 - 1.41 ) 1.77 ( -8.27 - 11.82 )
울산 26.7 27.1 0.82 ( 0.59 - 1.12 ) -6.15 ( -15.60 - 3.30 )
경기 33.9 34.6 1.04 ( 0.79 - 1.37 ) 1.34 ( -8.08 - 10.76 )
강원 30.6 33.4 1.00 ( 0.74 - 1.36 ) 0.16 ( -9.90 - 10.22 )
충북 27.2 30.3 0.91 ( 0.67 - 1.24 ) -3.00 ( -12.67 - 6.67 )
충남 31.2 33.1 1.00 ( 0.73 - 1.36 ) -0.13 ( -10.52 - 10.26 )
전북 28.9 32.3 0.97 ( 0.73 - 1.30 ) -0.99 ( -10.46 - 8.49 )
전남 31.0 34.4 1.03 ( 0.77 - 1.38 ) 1.15 ( -8.73 - 11.03 )
경북 24.1 26.5 0.80 ( 0.60 - 1.06 ) -6.78 ( -15.35 - 1.78 )
경남 28.4 31.2 0.94 ( 0.69 - 1.27 ) -2.06 ( -11.88 - 7.77 )
제주 31.8 31.4 0.94 ( 0.71 - 1.26 ) -1.88 ( -11.19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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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34〉 자기평가 건강수준(남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1)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35〉 자기평가 건강수준(여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3-2015년)

주: 1) 자기평가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5.9 36.8 1.00 0.00
서울 37.1 37.4 1.02 ( 0.79 - 1.31 ) 0.67 ( -8.69 - 10.02 )
부산 33.7 35.2 0.96 ( 0.70 - 1.30 ) -1.53 ( -12.57 - 9.52 )
대구 32.5 34.4 0.94 ( 0.70 - 1.25 ) -2.38 ( -12.76 - 8.01 )
인천 34.6 35.1 0.95 ( 0.75 - 1.22 ) -1.69 ( -10.58 - 7.21 )
광주 42.0 40.7 1.11 ( 0.80 - 1.53 ) 3.94 ( -8.78 - 16.65 )
대전 41.1 40.8 1.11 ( 0.82 - 1.50 ) 4.02 ( -7.91 - 15.95 )
울산 28.0 27.5 0.75 ( 0.57 - 0.99 ) -9.27 ( -18.24 - -0.31 )
경기 38.1 38.4 1.05 ( 0.81 - 1.35 ) 1.66 ( -7.93 - 11.25 )
강원 35.9 36.9 1.00 ( 0.73 - 1.38 ) 0.18 ( -11.46 - 11.82 )
충북 32.1 33.6 0.91 ( 0.69 - 1.22 ) -3.19 ( -13.22 - 6.84 )
충남 34.6 36.1 0.98 ( 0.72 - 1.34 ) -0.67 ( -11.85 - 10.51 )
전북 34.4 40.0 1.09 ( 0.78 - 1.52 ) 3.19 ( -9.82 - 16.20 )
전남 38.8 40.8 1.11 ( 0.85 - 1.45 ) 4.05 ( -6.41 - 14.50 )
경북 30.1 31.0 0.84 ( 0.64 - 1.11 ) -5.81 ( -15.16 - 3.55 )
경남 33.1 35.2 0.96 ( 0.72 - 1.27 ) -1.58 ( -11.72 - 8.57 )
제주 36.3 36.3 0.99 ( 0.73 - 1.34 ) -0.51 ( -11.55 - 10.54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7.9 29.8 1.00 0.00
서울 31.1 32.2 1.08 ( 0.81 - 1.45 ) 2.36 ( -6.70 - 11.41 )
부산 27.0 30.4 1.02 ( 0.74 - 1.40 ) 0.50 ( -9.18 - 10.19 )
대구 28.3 31.4 1.05 ( 0.76 - 1.46 ) 1.52 ( -8.49 - 11.54 )
인천 32.9 34.1 1.14 ( 0.85 - 1.54 ) 4.21 ( -5.32 - 13.74 )
광주 23.8 24.9 0.84 ( 0.62 - 1.13 ) -4.91 ( -13.20 - 3.38 )
대전 29.6 29.7 0.99 ( 0.74 - 1.33 ) -0.15 ( -8.81 - 8.51 )
울산 25.3 28.0 0.94 ( 0.66 - 1.34 ) -1.87 ( -12.05 - 8.31 )
경기 29.7 31.0 1.04 ( 0.77 - 1.40 ) 1.13 ( -7.96 - 10.23 )
강원 24.7 28.8 0.96 ( 0.70 - 1.32 ) -1.05 ( -10.30 - 8.21 )
충북 21.6 26.1 0.87 ( 0.63 - 1.22 ) -3.75 ( -12.97 - 5.47 )
충남 27.6 29.9 1.00 ( 0.73 - 1.38 ) 0.04 ( -9.51 - 9.59 )
전북 24.2 26.3 0.88 ( 0.67 - 1.17 ) -3.50 ( -11.44 - 4.43 )
전남 22.9 27.1 0.91 ( 0.64 - 1.29 ) -2.77 ( -12.67 - 7.13 )
경북 18.8 22.4 0.75 ( 0.54 - 1.05 ) -7.44 ( -16.01 - 1.14 )
경남 23.9 27.3 0.91 ( 0.66 - 1.27 ) -2.56 ( -11.89 - 6.77 )
제주 26.8 26.3 0.88 ( 0.66 - 1.17 ) -3.53 ( -11.64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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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활동제한(ADL, IADL)(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활동제한)

가. 연도별 추이

2014년 활동제한율은 16.4%로 2008년 28.2%에 비해 11.8%포인트 

감소했고, 남성보다 여성의 활동제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97〕 활동제한율(65세 이상, 2008-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36〉 활동제한율(전국, 성별, 65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8 28.4 28.2 19.4 20.5 34.5 33.0 
2011 14.9 13.9 11.4 11.0 17.6 15.9 
2014 18.3 16.4 10.6 10.3 23.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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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활동제한율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19.5%로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활동제한율이 21.1%로 가장 높았다. 여

성의 경우 소득수준별 격차보다는 교육수준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2-4-98〕 소득수준별·교육수준별·성별 활동제한율(65세 이상, 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37〉 활동제한율(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65세 이상, 2014년)

구분
2014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4.3 19.5 1.27 ( 0.73 - 2.21 ) 4.17 ( -4.42 - 12.76 )
중하 19.7 17.7 1.15 ( 0.65 - 2.05 ) 2.37 ( -6.61 - 11.35 )
중상 15.1 14.9 0.97 ( 0.56 - 1.99 ) -0.46 ( -11.32 - 10.40 )
상 15.0 15.4 1.00 0.0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24.8 21.1 2.90 ( 1.44 - 5.85 ) 13.82 ( 7.60 - 20.04 )
중졸 8.8 9.6 1.32 ( 0.65 - 2.67 ) 2.31 ( -2.95 - 7.58 )
고졸 이상 6.6 7.3 1.00 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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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38〉 활동제한율(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65세 이상, 2014년)

구분
2014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6.6 13.0 1.75 ( 0.97 - 3.16 ) 5.58 ( 0.28 - 10.87 )
중하 14.3 13.0 1.75 ( 1.03 - 2.97 ) 5.60 ( 1.62 - 9.59 )
중상 9.3 9.4 1.27 ( 0.70 - 2.32 ) 1.99 ( -2.85 - 6.83 )
상 6.2 7.4 1.00 0.0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16.1 14.5 2.25 ( 1.09 - 4.65 ) 8.06 ( 3.05 - 13.06 )
중졸 7.9 8.2 1.27 ( 0.62 - 2.61 ) 1.77 ( -2.85 - 6.40 )
고졸 이상 6.0 6.5 1.00 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39〉 활동제한율(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65세 이상, 2014년)

구분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7.1 22.0 1.05 ( 0.70 - 1.58 ) 1.07 ( -7.47 - 9.60 )
중하 23.9 21.5 1.02 ( 0.64 - 1.65 ) 0.52 ( -9.49 - 10.54 )
중상 20.2 19.4 0.92 ( 0.61 - 1.77 ) -1.60 ( -14.56 - 11.36 )
상 23.1 21.0 1.00 0.00

교육
수준별

초졸 이하 28.3 23.6 2.58 ( 1.35 - 4.96 ) 14.48 ( 7.48 - 21.48 )
중졸 9.8 11.5 1.26 ( 0.61 - 2.61 ) 2.36 ( -4.77 - 9.49 )
고졸 이상 8.1 9.1 1.00 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활동제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34.9%),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3.0%)로 두 지역 간 격차는 31.9%포인트였다. 남성은 전라

북도에서 활동제한율이 15.7%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충청북도에서 

50.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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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9〕 지역별 활동제한율(65세 이상, 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40〉 활동제한율(전체, 시도별, 65세 이상, 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8.3 16.4 1.00 0.00
서울 16.0 15.5 0.94 ( 0.52 - 1.70 ) -0.98 ( -10.37 - 8.42 )
부산 17.0 16.2 0.98 ( 0.54 - 1.78 ) -0.26 ( -9.95 - 9.42 )
대구 22.6 21.2 1.29 ( 0.82 - 2.03 ) 4.72 ( -3.73 - 13.18 )
인천 18.1 16.7 1.01 ( 0.65 - 1.59 ) 0.24 ( -7.14 - 7.63 )
광주 12.2 11.2 0.68 ( 0.39 - 1.18 ) -5.22 ( -12.66 - 2.22 )
대전 18.9 17.2 1.04 ( 0.64 - 1.70 ) 0.74 ( -7.46 - 8.94 )
울산 3.0 3.0 0.18 ( 0.12 - 0.27 ) -13.47 ( -19.24 - -7.69 )
경기 15.4 14.0 0.85 ( 0.50 - 1.44 ) -2.47 ( -10.44 - 5.49 )
강원 19.5 17.2 1.05 ( 0.66 - 1.66 ) 0.77 ( -6.92 - 8.46 )
충북 38.4 34.9 2.12 ( 1.50 - 3.01 ) 18.49 ( 12.74 - 24.24 )
충남 29.5 25.6 1.55 ( 1.06 - 2.28 ) 9.10 ( 2.12 - 16.09 )
전북 17.4 14.5 0.88 ( 0.52 - 1.50 ) -1.94 ( -10.09 - 6.21 )
전남 8.9 7.2 0.44 ( 0.24 - 0.80 ) -9.28 ( -16.02 - -2.53 )
경북 16.7 14.1 0.85 ( 0.52 - 1.41 ) -2.40 ( -10.05 - 5.26 )
경남 24.6 21.6 1.31 ( 0.83 - 2.09 ) 5.15 ( -3.59 - 13.90 )
제주 24.6 20.6 1.25 ( 0.65 - 2.41 ) 4.18 ( -8.56 - 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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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41〉 활동제한율(남성, 시도별, 65세 이상, 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42〉 활동제한율(여성, 시도별, 65세 이상, 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4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0.6 10.3 1.00 0.00
서울 10.3 10.6 1.03 ( 0.65 - 1.65 ) 0.34 ( -4.53 - 5.22 )
부산 10.7 10.8 1.05 ( 0.72 - 1.53 ) 0.53 ( -3.39 - 4.44 )
대구 13.5 13.4 1.30 ( 0.86 - 1.96 ) 3.08 ( -1.60 - 7.76 )
인천 10.2 10.2 0.99 ( 0.70 - 1.40 ) -0.10 ( -3.69 - 3.49 )
광주 9.4 9.4 0.91 ( 0.57 - 1.47 ) -0.89 ( -5.63 - 3.84 )
대전 15.1 14.7 1.43 ( 0.95 - 2.17 ) 4.45 ( -0.44 - 9.34 )
울산 2.4 2.5 0.24 ( 0.17 - 0.34 ) -7.83 ( -11.38 - -4.28 )
경기 7.8 7.5 0.73 ( 0.34 - 1.56 ) -2.78 ( -8.96 - 3.40 )
강원 8.0 7.3 0.71 ( 0.31 - 1.59 ) -3.03 ( -9.45 - 3.39 )
충북 14.1 12.9 1.25 ( 0.75 - 2.09 ) 2.56 ( -3.47 - 8.60 )
충남 16.9 14.9 1.45 ( 0.89 - 2.37 ) 4.62 ( -1.70 - 10.94 )
전북 17.2 15.7 1.53 ( 0.98 - 2.38 ) 5.42 ( -0.23 - 11.07 )
전남 7.5 6.6 0.64 ( 0.32 - 1.29 ) -3.71 ( -9.09 - 1.66 )
경북 9.7 8.7 0.85 ( 0.46 - 1.55 ) -1.57 ( -7.16 - 4.02 )
경남 12.3 11.8 1.14 ( 0.73 - 1.80 ) 1.48 ( -3.47 - 6.43 )
제주 7.8 7.5 0.73 ( 0.41 - 1.30 ) -2.79 ( -7.73 - 2.16 )

전체
2014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3.8 20.5 1.00 0.00
서울 20.6 18.7 0.91 ( 0.51 - 1.64 ) -1.83 ( -13.11 - 9.46 )
부산 21.7 18.9 0.92 ( 0.43 - 1.97 ) -1.64 ( -16.23 - 12.95 )
대구 29.2 26.4 1.28 ( 0.86 - 1.91 ) 5.83 ( -3.52 - 15.17 )
인천 23.8 20.6 1.00 ( 0.65 - 1.55 ) 0.06 ( -8.96 - 9.07 )
광주 14.3 12.3 0.60 ( 0.35 - 1.02 ) -8.20 ( -16.33 - -0.07 )
대전 21.7 18.7 0.91 ( 0.56 - 1.48 ) -1.82 ( -11.20 - 7.55 )
울산 3.5 3.4 0.17 ( 0.11 - 0.26 ) -17.10 ( -23.22 --10.98 )
경기 21.0 18.6 0.90 ( 0.62 - 1.33 ) -1.96 ( -9.54 - 5.63 )
강원 27.7 24.3 1.18 ( 0.86 - 1.63 ) 3.75 ( -3.04 - 10.54 )
충북 55.1 50.6 2.47 ( 1.76 - 3.45 ) 30.09 ( 19.92 - 40.26 )
충남 38.5 33.3 1.62 ( 1.21 - 2.18 ) 12.76 ( 6.63 - 18.89 )
전북 17.5 13.6 0.66 ( 0.37 - 1.19 ) -6.96 ( -16.14 - 2.22 )
전남 9.7 7.6 0.37 ( 0.22 - 0.61 ) -12.93 ( -19.70 - -6.17 )
경북 21.2 17.5 0.85 ( 0.58 - 1.26 ) -3.04 ( -10.57 - 4.49 )
경남 32.5 27.5 1.34 ( 0.92 - 1.95 ) 6.98 ( -1.82 - 15.78 )
제주 35.7 28.2 1.37 ( 0.79 - 2.37 ) 7.63 ( -6.70 - 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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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고혈압 유병률(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고혈압 유병률은 27.8%로 2005년 25.4%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하였으나, 2007-2009년 기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성 32.6%, 여성 22.9%로 남성이 9.7%포인트 더 높았다. 

〔그림 2-4-100〕 고혈압 유병률 추이(30세 이상, 2005-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43〉 고혈압 유병률(전국, 성별, 30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5 25.4 25.4 26.5 27.4 24.3 22.9 
2007-2009 31.4 30.2 34.5 34.4 28.5 25.6 
2010-2012 31.3 29.0 33.5 32.5 29.2 25.0 
2013-2015 31.4 27.8 34.7 32.6 28.3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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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고혈압 유병률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31.3%), 직업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은 육체직에서 가장 높았다(26.1%).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고혈압 유병률

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64.1%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101〕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고혈압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102〕 교육수준별·성별 고혈압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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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44〉 고혈압 유병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51.0 31.3 1.21 ( 1.04 - 1.39 ) 5.33 ( 1.21 - 9.44 )
중하 32.8 28.5 1.10 ( 0.94 - 1.28 ) 2.51 ( -1.58 - 6.61 )
중상 26.9 28.6 1.10 ( 0.95 - 1.30 ) 2.58 ( -2.12 - 7.29 )
상 23.6 26.0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44.2 38.8 2.01 ( 1.42 - 2.84 ) 19.50 ( 12.32 - 26.00 )
중·고졸 25.4 21.1 1.10 ( 0.68 - 1.78 ) 1.85 ( -7.94 - 11.64 )
전문대졸 이상 16.9 19.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65.0 64.1 1.08 ( 0.65 - 1.78 ) 4.60 ( -26.62 - 35.82 )
중졸 57.5 57.5 0.97 ( 0.55 - 1.69 ) -1.93 ( -34.53 - 30.66 )
고졸 이상 58.6 59.5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30.7 26.1 1.33 ( 0.87 - 2.04 ) 6.46 ( -2.83 - 15.76 )
서비스ㆍ판매직 23.7 21.4 1.09 ( 0.70 - 1.67 ) 1.74 ( -7.09 - 10.57 )
사무직 18.0 19.6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45〉 고혈압 유병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50.4 38.5 1.21 ( 1.09 - 1.35 ) 6.67 ( 2.89 - 10.44 )
중하 35.6 32.5 1.02 ( 0.93 - 1.12 ) 0.61 ( -2.44 - 3.65 )
중상 30.8 32.4 1.02 ( 0.91 - 1.16 ) 0.57 ( -3.75 - 4.88 )
상 30.6 31.8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44.6 47.1 1.71 ( 1.31 - 2.24 ) 21.04 ( 11.48 - 26.60 )
중·고졸 32.6 28.3 1.25 ( 0.90 - 1.73 ) 2.15 ( -6.74 - 11.03 )
전문대졸 이상 24.8 26.1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56.8 56.8 0.95 ( 0.52 - 1.72 ) -3.23 ( -37.98 - 31.52 )
중졸 55.9 55.9 0.93 ( 0.51 - 1.69 ) -4.11 ( -38.53 - 30.30 )
고졸 이상 59.8 60.0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32.9 29.4 1.16 ( 0.83 - 1.63 ) 4.14 ( -4.95 - 13.23 )
서비스ㆍ판매직 28.4 28.0 1.11 ( 0.81 - 1.56 ) 2.79 ( -5.43 - 11.01 )
사무직 24.4 25.2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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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46〉 고혈압 유병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35.5%),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24.2%)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1.3%포인트였다. 남성은 강원

도에서 44.5%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전라남도에서 24.9%로 가장 높

았다.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51.4 24.9 1.25 ( 0.89 - 1.74 ) 4.92 ( -2.43 - 12.27 )
중하 30.4 24.9 1.25 ( 0.90 - 1.74 ) 4.98 ( -2.22 - 12.19 )
중상 22.9 24.3 1.22 ( 0.87 - 1.71 ) 4.39 ( -2.90 - 11.69 )
상 16.4 20.0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43.9 27.4 2.68 ( 1.26 - 5.70 ) 17.15 ( 5.89 - 24.11 )
중·고졸 19.3 15.1 1.48 ( 0.63 - 3.48 ) 4.93 ( -5.49 - 15.35 )
전문대졸 이상 6.8 10.2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68.3 66.9 1.12 ( 0.75 - 1.67 ) 7.12 ( -19.27 - 33.50 )
중졸 59.6 59.7 1.00 ( 0.62 - 1.61 ) -0.06 ( -28.63 - 28.50 )
고졸 이상 55.8 59.8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25.5 16.9 1.68 ( 0.74 - 3.82 ) 6.86 ( -4.10 - 17.82 )
서비스ㆍ판매직 20.3 15.3 1.53 ( 0.68 - 3.47 ) 5.29 ( -4.77 - 15.35 )
사무직 7.5 10.1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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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3〕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47〉 고혈압 유병률(전체,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1.4 27.8 1.00 　 　 　 　 　 0.00 　 　 　 　 　
서울 30.8 28.4 1.02 ( 0.86 - 1.20 ) 0.56 ( -4.12 - 5.23 )
부산 30.2 24.8 0.89 ( 0.74 - 1.07 ) -3.01 ( -7.75 - 1.74 )
대구 28.8 24.3 0.87 ( 0.72 - 1.07 ) -3.52 ( -8.60 - 1.56 )
인천 32.0 30.0 1.08 ( 0.92 - 1.27 ) 2.16 ( -2.58 - 6.89 )
광주 30.4 26.3 0.95 ( 0.80 - 1.12 ) -1.49 ( -5.94 - 2.96 )
대전 30.3 27.1 0.97 ( 0.79 - 1.19 ) -0.75 ( -6.28 - 4.78 )
울산 28.9 29.1 1.05 ( 0.86 - 1.28 ) 1.29 ( -4.41 - 6.99 )
경기 30.5 29.1 1.05 ( 0.90 - 1.22 ) 1.30 ( -3.03 - 5.63 )
강원 42.7 35.5 1.27 ( 1.10 - 1.48 ) 7.64 ( 3.04 - 12.24 )
충북 32.9 28.0 1.01 ( 0.85 - 1.20 ) 0.16 ( -4.65 - 4.98 )
충남 29.2 24.2 0.87 ( 0.71 - 1.07 ) -3.62 ( -8.90 - 1.67 )
전북 32.8 25.1 0.90 ( 0.76 - 1.08 ) -2.68 ( -7.29 - 1.93 )
전남 30.3 24.6 0.88 ( 0.71 - 1.10 ) -3.22 ( -8.81 - 2.38 )
경북 36.4 30.4 1.09 ( 0.97 - 1.23 ) 2.54 ( -0.78 - 5.85 )
경남 31.2 26.1 0.94 ( 0.80 - 1.10 ) -1.68 ( -5.94 - 2.58 )
제주 33.3 28.3 1.02 ( 0.85 - 1.22 ) 0.51 ( -4.54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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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48〉 고혈압 유병률(남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49〉 고혈압 유병률(여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34.7 32.6 1.00 　 　 　 　 　 0.00 　 　 　 　 　
서울 36.3 34.9 1.07 ( 0.94 - 1.22 ) 2.35 ( -2.19 - 6.89 )
부산 31.0 27.4 0.84 ( 0.75 - 0.95 ) -5.20 ( -8.77 - -1.63 )
대구 30.0 26.6 0.82 ( 0.71 - 0.94 ) -5.97 ( -10.14 - -1.79 )
인천 36.3 35.7 1.10 ( 0.97 - 1.24 ) 3.14 ( -1.19 - 7.46 )
광주 34.4 30.4 0.93 ( 0.83 - 1.04 ) -2.23 ( -5.79 - 1.32 )
대전 33.5 31.8 0.98 ( 0.84 - 1.14 ) -0.80 ( -5.68 - 4.09 )
울산 30.8 31.7 0.97 ( 0.77 - 1.23 ) -0.94 ( -8.39 - 6.52 )
경기 35.4 34.7 1.07 ( 0.96 - 1.19 ) 2.12 ( -1.45 - 5.69 )
강원 47.7 44.5 1.37 ( 1.19 - 1.57 ) 11.94 ( 6.15 - 17.73 )
충북 32.4 30.6 0.94 ( 0.80 - 1.09 ) -2.01 ( -6.80 - 2.79 )
충남 30.8 27.5 0.84 ( 0.69 - 1.02 ) -5.14 ( -10.63 - 0.36 )
전북 31.6 27.8 0.85 ( 0.76 - 0.95 ) -4.84 ( -8.29 - -1.38 )
전남 25.0 23.2 0.71 ( 0.58 - 0.87 ) -9.41 ( -14.42 - -4.40 )
경북 39.0 36.8 1.13 ( 0.98 - 1.30 ) 4.17 ( -0.72 - 9.06 )
경남 33.6 29.8 0.91 ( 0.81 - 1.03 ) -2.77 ( -6.54 - 0.99 )
제주 41.2 35.6 1.09 ( 0.96 - 1.25 ) 2.97 ( -1.62 - 7.56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8.3 22.9 1.00 　 　 　 　 　 0.00 　 　 　 　 　
서울 25.7 22.1 0.96 ( 0.70 - 1.32 ) -0.83 ( -7.94 - 6.27 )
부산 29.6 22.5 0.98 ( 0.71 - 1.35 ) -0.46 ( -7.76 - 6.83 )
대구 27.9 22.2 0.97 ( 0.71 - 1.33 ) -0.73 ( -7.87 - 6.41 )
인천 28.0 24.3 1.06 ( 0.78 - 1.44 ) 1.37 ( -5.89 - 8.64 )
광주 27.0 22.8 0.99 ( 0.75 - 1.32 ) -0.13 ( -6.56 - 6.30 )
대전 27.9 22.8 0.99 ( 0.69 - 1.44 ) -0.13 ( -8.54 - 8.29 )
울산 27.2 24.7 1.08 ( 0.78 - 1.49 ) 1.82 ( -5.86 - 9.49 )
경기 25.9 23.4 1.02 ( 0.75 - 1.39 ) 0.45 ( -6.74 - 7.65 )
강원 37.7 24.2 1.05 ( 0.74 - 1.50 ) 1.23 ( -7.19 - 9.65 )
충북 33.5 23.1 1.01 ( 0.74 - 1.36 ) 0.12 ( -6.90 - 7.15 )
충남 27.5 20.8 0.91 ( 0.65 - 1.26 ) -2.14 ( -9.25 - 4.97 )
전북 33.8 21.9 0.96 ( 0.68 - 1.35 ) -1.00 ( -8.63 - 6.63 )
전남 35.5 24.9 1.08 ( 0.78 - 1.50 ) 1.93 ( -5.84 - 9.69 )
경북 34.1 24.5 1.07 ( 0.80 - 1.43 ) 1.58 ( -5.35 - 8.52 )
경남 29.0 22.3 0.97 ( 0.73 - 1.30 ) -0.63 ( -7.26 - 6.00 )
제주 25.7 21.7 0.95 ( 0.72 - 1.25 ) -1.20 ( -7.4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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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관절염 유병률(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관절염 유병률은 19.8%로 2005년 26.8%에 비해 

7.0%포인트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관절염 유병률은 9.2%, 여성의 

관절염 유병률은 28.5%로 여성이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104〕 관절염 유병률 추이(50세 이상, 2005-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50〉 관절염 유병률(전국, 성별, 50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5 27.0 26.8 12.1 12.6 39.5 38.3 
2007-2009 20.5 20.6 9.4 9.7 30.1 29.7 
2010-2012 19.0 19.4 6.5 7.1 29.7 29.5 
2013-2015 19.8 19.8 8.8 9.2 29.3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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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관절염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며(26.1%), 직

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13.0%)에서 가장 높았으나 육체직(12.3%)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관절염 유병률

이 21.8%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18.6%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105〕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관절염 유병률(5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106〕 교육수준별·성별 관절염 유병률(5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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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51〉 관절염 유병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5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52〉 관절염 유병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5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0.9 26.1 1.7 ( 1.53 - 1.90 ) 10.78 ( 8.35 - 13.22 )
중하 19.0 18.7 1.2 ( 1.10 - 1.36 ) 3.39 ( 1.48 - 5.31 )
중상 16.9 18.9 1.2 ( 1.11 - 1.38 ) 3.60 ( 1.62 - 5.58 )
상 11.3 15.3 1.00 0.00 

교육
수준별 

(50-64세)

초졸 이하 23.7 21.8 3.29 ( 2.79 - 3.88 ) 15.14 ( 13.38 - 16.14 )
중·고졸 11.5 12.1 1.83 ( 1.48 - 2.25 ) 5.47 ( 3.44 - 7.50 )
전문대졸 이상 6.1 6.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6.8 18.6 1.86 ( 0.96 - 3.61 ) 8.64 ( -2.97 - 20.25 )
중졸 23.8 11.4 1.14 ( 0.47 - 2.72 ) 1.36 ( -8.45 - 11.17 )
고졸 이상 17.3 10.0 1.00 0.00 

직업별
(50-64세)

육체직 12.2 12.3 2.02 ( 1.64 - 2.48 ) 6.20 ( 4.26 - 8.14 )
서비스ㆍ판매직 12.4 13.0 2.13 ( 1.78 - 2.63 ) 6.92 ( 5.33 - 8.51 )
사무직 5.4 6.1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6.4 15.1 2.83 ( 2.33 - 3.45 ) 9.78 ( 7.71 - 11.86 )
중하 8.3 8.3 1.56 ( 1.30 - 1.87 ) 2.97 ( 1.80 - 4.14 )
중상 7.1 7.6 1.42 ( 1.17 - 1.73 ) 2.27 ( 1.02 - 3.51 )
상 4.6 5.3 1.00 0.00 

교육
수준별 

(50-64세)

초졸 이하 9.2 9.2 2.11 ( 1.59 - 2.79 ) 4.81 ( 3.15 - 5.89 )
중·고졸 6.6 6.7 1.51 ( 1.17 - 1.95 ) 2.29 ( 1.12 - 3.45 )
전문대졸 이상 3.9 4.4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7.2 9.1 1.43 ( 0.97 - 2.12 ) 2.74 ( -0.72 - 6.20 )
중졸 11.6 7.6 1.19 ( 0.58 - 2.43 ) 1.22 ( -4.14 - 6.58 )
고졸 이상 10.4 6.3 1.00 0.00 

직업별
(50-64세)

육체직 6.2 6.2 1.53 ( 1.32 - 1.77 ) 2.14 ( 1.43 - 2.86 )
서비스ㆍ판매직 3.2 3.3 0.81 ( 0.66 - 0.93 ) -0.79 ( -1.51 - -0.08 )
사무직 3.8 4.1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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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53〉 관절염 유병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5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관절염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26.5%),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16.2%)로 두 지역 간 격차는 10.3%포인트였다. 남성은 경상북

도에서 15.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제주도에서 41.8%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40.0 33.2 1.33 ( 1.17 - 1.51 ) 8.21 ( 4.35 - 12.07 )
중하 28.4 27.5 1.10 ( 0.97 - 1.24 ) 2.51 ( -0.69 - 5.71 )
중상 26.7 29.4 1.18 ( 1.03 - 1.35 ) 4.40 ( 0.57 - 8.23 )
상 18.2 25.0 1.00 0.00 

교육
수준별 

(50-64세)

초졸 이하 32.3 29.4 2.64 ( 2.35 - 2.97 ) 18.25 ( 16.08 - 19.35 )
중·고졸 16.0 17.4 1.57 ( 1.24 - 1.99 ) 6.32 ( 2.39 - 10.24 )
전문대졸 이상 10.3 11.1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44.7 22.9 1.16 ( 0.57 - 2.37 ) 3.20 ( -12.95 - 19.36 )
중졸 40.3 16.0 0.81 ( 0.34 - 1.95 ) -3.70 ( -17.91 - 10.50 )
고졸 이상 34.7 19.7 1.00 0.00 

직업별
(50-64세)

육체직 23.9 23.7 2.00 ( 1.30 - 3.09 ) 11.87 ( 5.86 - 17.88 )
서비스ㆍ판매직 16.7 17.8 1.50 ( 0.98 - 2.32 ) 5.94 ( 0.69 - 11.18 )
사무직 9.4 11.9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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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7〕 지역별 관절염 유병률(5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54〉 관절염 유병률(전체, 시도별, 5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9.8 19.8 1.00 　 　 　 　 　 0.00 　 　 　 　 　
서울 19.9 20.2 1.02 ( 0.91 - 1.15 ) 0.45 ( -1.86 - 2.77 )
부산 19.9 19.6 0.99 ( 0.88 - 1.12 ) -0.14 ( -2.50 - 2.23 )
대구 22.1 22.2 1.12 ( 0.97 - 1.30 ) 2.43 ( -0.69 - 5.54 )
인천 19.6 21.0 1.06 ( 0.93 - 1.21 ) 1.25 ( -1.48 - 3.98 )
광주 18.0 17.4 0.88 ( 0.77 - 1.00 ) -2.41 ( -4.86 - 0.04 )
대전 16.7 16.4 0.83 ( 0.73 - 0.94 ) -3.38 ( -5.53 - -1.23 )
울산 19.6 20.2 1.02 ( 0.85 - 1.23 ) 0.44 ( -3.22 - 4.09 )
경기 17.0 17.7 0.89 ( 0.80 - 0.99 ) -2.11 ( -4.11 - -0.10 )
강원 24.9 22.5 1.14 ( 1.02 - 1.26 ) 2.70 ( 0.50 - 4.90 )
충북 22.9 20.5 1.04 ( 0.92 - 1.16 ) 0.71 ( -1.61 - 3.02 )
충남 20.0 19.2 0.97 ( 0.82 - 1.15 ) -0.55 ( -3.82 - 2.72 )
전북 23.7 22.0 1.11 ( 1.00 - 1.23 ) 2.19 ( 0.00 - 4.37 )
전남 24.3 21.3 1.08 ( 0.95 - 1.23 ) 1.57 ( -1.15 - 4.30 )
경북 23.4 22.9 1.16 ( 1.02 - 1.31 ) 3.16 ( 0.44 - 5.89 )
경남 16.5 16.2 0.82 ( 0.68 - 0.99 ) -3.57 ( -6.71 - -0.44 )
제주 25.6 26.5 1.34 ( 1.16 - 1.55 ) 6.70 ( 3.15 -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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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55〉 관절염 유병률(남성, 시도별, 5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56〉 관절염 유병률(여성, 시도별, 5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8.8 9.2 1.00 　 　 　 　 　 0.00 　 　 　 　 　
서울 8.4 8.9 0.97 ( 0.88 - 1.06 ) -0.30 ( -1.12 - 0.53 )
부산 6.4 6.2 0.67 ( 0.57 - 0.80 ) -2.99 ( -4.14 - -1.84 )
대구 10.7 10.9 1.19 ( 0.94 - 1.52 ) 1.78 ( -0.83 - 4.39 )
인천 7.9 8.2 0.89 ( 0.77 - 1.04 ) -0.98 ( -2.26 - 0.29 )
광주 10.2 8.5 0.93 ( 0.62 - 1.39 ) -0.67 ( -4.11 - 2.76 )
대전 9.3 10.1 1.10 ( 0.80 - 1.52 ) 0.96 ( -2.30 - 4.21 )
울산 8.7 8.6 0.93 ( 0.57 - 1.54 ) -0.61 ( -4.89 - 3.66 )
경기 6.3 7.2 0.79 ( 0.68 - 0.92 ) -1.93 ( -3.06 - -0.79 )
강원 11.9 9.2 1.00 ( 0.79 - 1.28 ) 0.02 ( -2.20 - 2.24 )
충북 11.3 13.6 1.48 ( 1.22 - 1.79 ) 4.40 ( 1.89 - 6.91 )
충남 8.0 7.3 0.80 ( 0.60 - 1.05 ) -1.86 ( -3.92 - 0.19 )
전북 13.1 12.4 1.35 ( 1.14 - 1.61 ) 3.25 ( 1.11 - 5.38 )
전남 8.5 8.0 0.87 ( 0.74 - 1.02 ) -1.19 ( -2.50 - 0.12 )
경북 15.3 15.1 1.65 ( 1.40 - 1.94 ) 5.98 ( 3.61 - 8.35 )
경남 9.0 9.5 1.03 ( 0.80 - 1.34 ) 0.30 ( -2.14 - 2.74 )
제주 9.6 11.9 1.30 ( 0.94 - 1.80 ) 2.76 ( -1.08 - 6.60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9.3 28.5 1.00 　 　 　 　 　 0.00 　 　 　 　 　
서울 29.7 29.7 1.04 ( 0.90 - 1.20 ) 1.11 ( -3.04 - 5.25 )
부산 31.2 30.7 1.08 ( 0.93 - 1.24 ) 2.14 ( -2.16 - 6.44 )
대구 31.3 30.7 1.08 ( 0.92 - 1.25 ) 2.14 ( -2.35 - 6.64 )
인천 29.6 31.2 1.09 ( 0.93 - 1.28 ) 2.61 ( -2.13 - 7.36 )
광주 25.0 26.2 0.92 ( 0.76 - 1.10 ) -2.32 ( -7.24 - 2.60 )
대전 21.9 23.5 0.82 ( 0.69 - 0.97 ) -5.08 ( -9.36 - -0.80 )
울산 27.6 28.9 1.01 ( 0.84 - 1.22 ) 0.41 ( -5.04 - 5.85 )
경기 26.6 26.5 0.93 ( 0.82 - 1.06 ) -2.00 ( -5.58 - 1.59 )
강원 35.8 32.2 1.13 ( 0.99 - 1.29 ) 3.68 ( -0.33 - 7.68 )
충북 33.6 27.4 0.96 ( 0.84 - 1.09 ) -1.10 ( -4.74 - 2.54 )
충남 31.7 29.9 1.05 ( 0.87 - 1.26 ) 1.39 ( -4.11 - 6.88 )
전북 32.3 28.9 1.01 ( 0.87 - 1.18 ) 0.38 ( -4.09 - 4.86 )
전남 37.9 33.1 1.16 ( 0.97 - 1.38 ) 4.52 ( -1.12 - 10.16 )
경북 30.0 29.7 1.04 ( 0.89 - 1.22 ) 1.14 ( -3.48 - 5.77 )
경남 23.0 22.2 0.78 ( 0.64 - 0.95 ) -6.38 ( -11.06 - -1.70 )
제주 42.3 41.8 1.46 ( 1.25 - 1.72 ) 13.23 ( 7.26 -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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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당뇨병 유병률(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기간 당뇨병 유병률은 10.2%로 2005년 8.9%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연도별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성 12.1%, 여

성 8.3%로 남성이 3.8%포인트 더 높았다. 

〔그림 2-4-108〕 당뇨병 유병률 추이(30세 이상, 2005-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57〉 당뇨병 유병률(전국, 성별, 30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5 9.2 8.9 11.1 10.8 7.5 7.1 
2007-2009 10.1 9.7 11.1 11.1 9.0 8.2 
2010-2012 10.2 9.5 11.5 11.0 8.8 7.9 
2013-2015 11.2 10.2 13.0 12.1 9.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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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당뇨병 유병률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14.0%), 직

업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은 육체직에서 가장 높았다(8.1%). 30-64세 성

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10.1%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25.1%로 가장 높

았다. 

〔그림 2-4-109〕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당뇨병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110〕 교육수준별·성별 당뇨병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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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58〉 당뇨병 유병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59〉 당뇨병 유병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0.7 14.0 1.47 ( 1.23 - 1.75 ) 4.47 ( 2.50 -6.44 )
중하 13.0 11.5 1.20 ( 0.97 - 1.50 ) 1.94 ( -0.40 -4.27 )
중상 8.1 9.2 0.96 ( 0.80 - 1.22 ) -0.39 ( -2.65 -1.87 )
상 8.0 9.6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5.9 10.1 1.57 ( 0.78 - 3.19 ) 3.70 ( -2.67 - 6.41 )
중·고졸 9.7 8.0 1.24 ( 0.71 - 2.17 ) 1.55 ( -2.44 - 5.54 )
전문대졸 이상 5.5 6.4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5.1 25.1 1.07 ( 0.60 - 1.91 ) 1.65 ( -12.61 - 15.90 )
중졸 20.6 19.6 0.83 ( 0.35 - 1.99 ) -3.88 ( -21.49 - 13.74 )
고졸 이상 23.1 23.4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0.3 8.1 1.09 ( 0.60 - 1.97 ) 0.64 ( -3.99 - 5.26 )
서비스ㆍ판매직 8.0 7.0 0.94 ( 0.55 - 1.71 ) -0.43 ( -4.33 - 3.47 )
사무직 6.7 7.4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3.1 17.3 1.54 ( 1.29 - 1.84 ) 6.07 ( 3.46 - 8.69 )
중하 15.7 13.7 1.21 ( 0.96 - 1.53 ) 2.41 ( -0.59 - 5.42 )
중상 9.6 10.4 0.92 ( 0.77 - 1.15 ) -0.89 ( -3.24 - 1.45 )
상 10.3 11.3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0.3 15.0 2.47 ( 1.19 - 5.13 ) 6.74 ( -2.81 - 10.20 )
중·고졸 13.2 10.8 1.61 ( 0.90 - 2.86 ) 2.58 ( -2.88 - 8.05 )
전문대졸 이상 7.5 8.2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5.0 24.9 0.99 ( 0.45 - 2.19 ) -0.17 ( -19.94 - 19.59 )
중졸 18.4 17.8 0.71 ( 0.27 - 1.85 ) -7.33 ( -25.31 - 10.65 )
고졸 이상 24.7 25.1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1.8 9.4 1.03 ( 0.56 - 1.88 ) 0.24 ( -5.44 - 5.92 )
서비스ㆍ판매직 9.5 9.3 1.01 ( 0.57 - 1.85 ) 0.06 ( -5.14 - 5.26 )
사무직 8.8 9.2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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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60〉 당뇨병 유병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13.9%), 가장 낮은 지

역은 경상남도(7.6%)로 두 지역 간 격차는 6.3%포인트였다. 남성은 울산

광역시에서 19.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광주광역시에서 14.2%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9.1 11.3 1.46 ( 1.13 - 1.89 ) 3.57 ( 1.44 - 5.70 )
중하 10.6 9.6 1.24 ( 0.94 - 1.64 ) 1.87 ( -0.38 - 4.12 )
중상 6.5 7.7 1.01 ( 0.78 - 1.45 ) 0.05 ( -2.77 - 2.86 )
상 5.7 7.7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3.1 6.8 1.90 ( 0.96 - 3.74 ) 3.19 ( -1.01 - 4.33 )
중·고졸 6.7 5.6 1.58 ( 1.00 - 2.48 ) 2.05 ( -0.08 - 4.19 )
전문대졸 이상 2.9 3.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5.1 24.9 1.32 ( 0.70 - 2.51 ) 6.03 ( -7.41 - 19.47 )
중졸 23.8 23.2 1.23 ( 0.57 - 2.66 ) 4.38 ( -11.95 - 20.70 )
고졸 이상 19.1 18.8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6.5 5.5 1.33 ( 0.75 - 2.35 ) 1.37 ( -1.03 - 3.77 )
서비스ㆍ판매직 6.9 5.9 1.43 ( 0.78 - 2.52 ) 1.77 ( -0.93 - 4.48 )
사무직 3.2 4.1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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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1〕 지역별 당뇨병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61〉 당뇨병 유병률(전체,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1.2 10.2 1.00 　 　 　 　 　 0.00 　 　 　 　 　
서울 10.7 10.0 0.97 ( 0.78 - 1.22 ) -0.26 ( -2.52 - 2.01 )
부산 11.9 10.1 0.98 ( 0.75 - 1.28 ) -0.16 ( -2.85 - 2.53 )
대구 12.7 11.5 1.12 ( 0.88 - 1.43 ) 1.26 ( -1.39 - 3.91 )
인천 11.5 11.1 1.08 ( 0.89 - 1.33 ) 0.86 ( -1.28 - 3.00 )
광주 15.2 13.9 1.36 ( 1.11 - 1.68 ) 3.70 ( 1.17 - 6.23 )
대전 10.3 9.9 0.97 ( 0.72 - 1.30 ) -0.34 ( -3.32 - 2.64 )
울산 11.4 12.1 1.19 ( 0.88 - 1.60 ) 1.90 ( -1.55 - 5.36 )
경기 9.7 9.6 0.94 ( 0.75 - 1.17 ) -0.63 ( -2.82 - 1.57 )
강원 12.0 9.7 0.95 ( 0.75 - 1.20 ) -0.54 ( -2.89 - 1.81 )
충북 14.5 11.8 1.16 ( 0.90 - 1.50 ) 1.61 ( -1.28 - 4.51 )
충남 12.0 10.3 1.01 ( 0.76 - 1.35 ) 0.12 ( -2.81 - 3.05 )
전북 14.9 12.2 1.19 ( 0.87 - 1.63 ) 1.94 ( -1.74 - 5.62 )
전남 12.6 11.1 1.09 ( 0.91 - 1.30 ) 0.90 ( -1.00 - 2.81 )
경북 11.8 9.5 0.93 ( 0.74 - 1.16 ) -0.71 ( -2.90 - 1.48 )
경남 8.5 7.6 0.74 ( 0.60 - 0.92 ) -2.62 ( -4.52 - -0.71 )
제주 13.1 11.0 1.08 ( 0.85 - 1.36 ) 0.80 ( -1.69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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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62〉 당뇨병 유병률(남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63〉 당뇨병 유병률(여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3.0 12.1 1.00 　 　 　 　 　 0.00 　 　 　 　 　
서울 12.8 12.2 1.01 ( 0.82 - 1.24 ) 0.11 ( -2.44 - 2.66 )
부산 13.6 12.4 1.02 ( 0.78 - 1.34 ) 0.26 ( -3.04 - 3.56 )
대구 19.6 18.0 1.49 ( 1.17 - 1.89 ) 5.92 ( 2.12 - 9.73 )
인천 13.3 12.8 1.06 ( 0.84 - 1.33 ) 0.70 ( -2.19 - 3.59 )
광주 14.9 13.5 1.11 ( 0.89 - 1.39 ) 1.34 ( -1.57 - 4.26 )
대전 14.5 13.9 1.14 ( 0.85 - 1.54 ) 1.74 ( -2.27 - 5.74 )
울산 16.8 19.6 1.62 ( 1.18 - 2.21 ) 7.49 ( 1.85 - 13.13 )
경기 10.9 10.9 0.90 ( 0.72 - 1.12 ) -1.26 ( -3.83 - 1.31 )
강원 11.6 11.0 0.91 ( 0.68 - 1.22 ) -1.09 ( -4.38 - 2.19 )
충북 13.4 12.2 1.01 ( 0.75 - 1.35 ) 0.12 ( -3.46 - 3.70 )
충남 14.8 12.9 1.07 ( 0.79 - 1.45 ) 0.82 ( -3.05 - 4.68 )
전북 17.3 14.6 1.21 ( 0.84 - 1.74 ) 2.49 ( -2.69 - 7.66 )
전남 12.0 11.2 0.92 ( 0.73 - 1.17 ) -0.95 ( -3.70 - 1.81 )
경북 13.5 10.8 0.89 ( 0.68 - 1.16 ) -1.33 ( -4.33 - 1.68 )
경남 9.1 8.0 0.66 ( 0.52 - 0.85 ) -4.11 ( -6.55 - -1.66 )
제주 17.1 12.3 1.01 ( 0.70 - 1.47 ) 0.17 ( -4.38 - 4.71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9.5 8.3 1.00 　 　 　 　 　 0.00 　 　 　 　 　
서울 8.7 7.8 0.93 ( 0.68 - 1.28 ) -0.55 ( -3.04 - 1.94 )
부산 10.4 7.9 0.95 ( 0.65 - 1.40 ) -0.40 ( -3.47 - 2.68 )
대구 6.9 6.1 0.73 ( 0.52 - 1.02 ) -2.27 ( -4.57 - 0.03 )
인천 9.8 9.3 1.12 ( 0.91 - 1.38 ) 0.98 ( -0.80 - 2.77 )
광주 15.4 14.2 1.71 ( 1.35 - 2.16 ) 5.90 ( 3.32 - 8.49 )
대전 6.8 6.4 0.77 ( 0.54 - 1.08 ) -1.96 ( -4.37 - 0.45 )
울산 6.1 6.4 0.77 ( 0.50 - 1.16 ) -1.96 ( -4.79 - 0.88 )
경기 8.5 8.2 0.98 ( 0.73 - 1.31 ) -0.18 ( -2.60 - 2.23 )
강원 12.5 9.1 1.09 ( 0.80 - 1.49 ) 0.78 ( -1.99 - 3.55 )
충북 15.7 11.1 1.33 ( 1.00 - 1.77 ) 2.74 ( -0.13 - 5.61 )
충남 8.9 7.7 0.92 ( 0.68 - 1.24 ) -0.64 ( -3.01 - 1.73 )
전북 12.6 9.8 1.18 ( 0.89 - 1.55 ) 1.47 ( -1.07 - 4.00 )
전남 13.3 10.7 1.29 ( 0.99 - 1.67 ) 2.40 ( -0.10 - 4.89 )
경북 10.3 8.4 1.00 ( 0.79 - 1.28 ) 0.03 ( -1.99 - 2.05 )
경남 7.9 7.2 0.86 ( 0.69 - 1.07 ) -1.15 ( -2.89 - 0.59 )
제주 8.8 8.6 1.03 ( 0.73 - 1.45 ) 0.26 ( -2.66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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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허혈성심질환 유병률(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기간의 허혈성심질환 유병률은 1.9%로 2005년 2.0%

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연도별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2.2%, 여성 1.6%로 남성의 유병률이 높았다. 

〔그림 2-4-112〕 허혈성심질환 유병률 추이(30세 이상, 2005-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64〉 허혈성심질환 유병률(전국, 성별, 30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5 2.0 2.0 1.9 2.1 2.1 2.0 
2007-2009 1.9 1.8 2.1 2.1 1.7 1.5 
2010-2012 2.4 2.1 2.5 2.4 2.2 1.8 
2013-2015 2.3 1.9 2.5 2.2 2.2 1.6 



제2부 제4장 연구 결과  249

나. 인구집단별 격차

허혈성심질환 유병률은 소득수준이나 직업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양상이 달랐는데, 

30-64세 성인의 경우 여성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았으나,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남성은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유병수준이 가장 높았던 반면,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

단에서 유병수준도 높았다.

〔그림 2-4-113〕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허혈성심질환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114〕 교육수준별·성별 허혈성심질환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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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65〉 허혈성심질환 유병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66〉 허혈성심질환 유병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5.1 2.0 1.06 ( 0.64 - 1.73 ) 0.11 ( -0.86 - 1.08 )
중하 2.5 2.0 1.06 ( 0.65 - 1.72 ) 0.12 ( -0.84 - 1.07 )
중상 1.5 1.9 0.98 ( 0.60 - 1.60 ) -0.04 ( -0.97 - 0.88 )
상 1.5 1.9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9 1.4 2.24 ( 0.79 - 6.41 ) 0.79 ( -0.26 - 1.33 )
중·고졸 1.4 1.0 1.52 ( 0.48 - 4.79 ) 0.33 ( -0.60 - 1.26 )
전문대졸 이상 0.5 0.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6.9 7.1 0.85 ( 0.46 - 1.58 ) -1.22 ( -5.67 - 3.24 )
중졸 8.1 8.1 0.97 ( 0.55 - 1.71 ) -0.24 ( -4.79 - 4.32 )
고졸 이상 8.1 8.3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3 0.9 0.86 ( 0.27 - 2.79 ) -0.14 ( -1.30 - 1.01 )
서비스ㆍ판매직 0.8 0.6 0.62 ( 0.21 - 2.01 ) -0.40 ( -1.42 - 0.63 )
사무직 0.8 1.0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7.0 3.1 1.71 ( 1.00 - 2.95 ) 1.31 ( -0.05 - 2.66 )
중하 2.4 2.0 1.07 ( 0.63 - 1.83 ) 0.14 ( -0.87 - 1.14 )
중상 1.6 1.9 1.02 ( 0.59 - 1.71 ) 0.03 ( -0.93 - 0.99 )
상 1.6 1.8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4 0.8 3.14 ( 0.72 - 13.64 ) 0.06 ( -1.13 - 0.78 )
중·고졸 2.0 1.4 2.55 ( 0.75 - 8.65 ) 0.60 ( -0.70 - 1.91 )
전문대졸 이상 0.6 0.8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8.8 8.7 1.03 ( 0.63 - 1.68 ) 0.28 ( -3.93 - 4.49 )
중졸 7.3 7.4 0.87 ( 0.58 - 1.32 ) -1.08 ( -4.35 - 2.20 )
고졸 이상 8.4 8.5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4 1.0 1.00 ( 0.27 - 3.73 ) 0.00 ( -1.30 - 1.30 )
서비스ㆍ판매직 1.0 1.0 1.01 ( 0.29 - 3.77 ) 0.01 ( -1.24 - 1.27 )
사무직 0.9 1.0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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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67〉 허혈성심질환 유병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3.8 1.2 0.64 ( 0.36 - 1.15 ) -0.67 ( -1.54 - 0.19 )
중하 2.6 2.1 1.09 ( 0.65 - 1.82 ) 0.17 ( -0.85 - 1.19 )
중상 1.4 1.7 0.92 ( 0.51 - 1.66 ) -0.15 ( -1.21 - 0.91 )
상 1.4 1.9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3.2 1.9 5.33 ( 2.36 - 12.01 ) 1.54 ( 0.45 - 1.75 )
중·고졸 0.9 0.6 1.73 ( 0.66 - 4.52 ) 0.26 ( -0.25 - 0.77 )
전문대졸 이상 0.3 0.4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6.2 6.5 0.79 ( 0.40 - 1.53 ) -1.74 ( -6.07 - 2.58 )
중졸 9.1 8.5 1.04 ( 0.44 - 2.46 ) 0.30 ( -7.04 - 7.63 )
고졸 이상 7.4 8.2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3 0.7 0.64 ( 0.18 - 2.36 ) -0.36 ( -1.35 - 0.63 )
서비스ㆍ판매직 0.6 0.4 0.41 ( 0.14 - 1.49 ) -0.60 ( -1.34 - 0.13 )
사무직 0.8 1.0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허혈성심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2.6%)였다. 성별로

는 남성의 경우 강원도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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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5〕 지역별 허혈성심질환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68〉 허혈성심질환 유병률(전체,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3 1.9 1.00 
서울 2.3 2.0 1.05 ( 0.65 - 1.70 ) 0.10 ( -0.85 - 1.04 )
부산 3.2 2.3 1.20 ( 0.76 - 1.91 ) 0.39 ( -0.59 - 1.36 )
대구 2.0 1.6 0.84 ( 0.54 - 1.31 ) -0.30 ( -1.09 - 0.49 )
인천 1.1 1.1 0.55 ( 0.30 - 1.01 ) -0.86 ( -1.69 - -0.03 )
광주 2.3 2.2 1.12 ( 0.65 - 1.94 ) 0.24 ( -0.89 - 1.37 )
대전 2.6 2.3 1.18 ( 0.70 - 1.97 ) 0.34 ( -0.76 - 1.43 )
울산 1.6 1.9 0.99 ( 0.52 - 1.87 ) -0.02 ( -1.23 - 1.19 )
경기 2.1 2.0 1.02 ( 0.60 - 1.73 ) 0.04 ( -0.98 - 1.06 )
강원 3.6 2.6 1.35 ( 0.72 - 2.51 ) 0.66 ( -0.83 - 2.16 )
충북 2.3 1.6 0.82 ( 0.50 - 1.36 ) -0.34 ( -1.22 - 0.53 )
충남 2.7 2.0 1.05 ( 0.63 - 1.76 ) 0.10 ( -0.92 - 1.12 )
전북 2.3 1.5 0.77 ( 0.42 - 1.39 ) -0.44 ( -1.41 - 0.53 )
전남 2.6 2.2 1.14 ( 0.73 - 1.76 ) 0.26 ( -0.63 - 1.15 )
경북 3.5 2.3 1.22 ( 0.77 - 1.94 ) 0.42 ( -0.57 - 1.41 )
경남 2.1 1.7 0.89 ( 0.57 - 1.40 ) -0.21 ( -1.03 - 0.62 )
제주 2.9 2.4 1.23 ( 0.63 - 2.39 ) 0.44 ( -1.06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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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69〉 허혈성심질환 유병률(남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5 2.2 1.00 
서울 2.6 2.4 1.08 ( 0.65 - 1.80 ) 0.18 ( -1.02 - 1.38 )
부산 3.6 2.8 1.24 ( 0.80 - 1.91 ) 0.53 ( -0.55 - 1.61 )
대구 2.2 1.8 0.78 ( 0.45 - 1.37 ) -0.49 ( -1.59 - 0.61 )
인천 1.1 1.2 0.53 ( 0.28 - 0.99 ) -1.07 ( -2.06 - -0.07 )
광주 1.1 1.2 0.53 ( 0.26 - 1.06 ) -1.06 ( -2.12 - -0.01 )
대전 3.2 2.9 1.27 ( 0.76 - 2.13 ) 0.61 ( -0.74 - 1.96 )
울산 1.4 2.1 0.92 ( 0.49 - 1.75 ) -0.17 ( -1.53 - 1.18 )
경기 2.3 2.2 0.99 ( 0.60 - 1.64 ) -0.02 ( -1.14 - 1.11 )
강원 5.3 5.2 2.33 ( 1.18 - 4.61 ) 2.99 ( -0.21 - 6.18 )
충북 1.0 1.0 0.45 ( 0.22 - 0.92 ) -1.24 ( -2.24 - -0.25 )
충남 2.9 2.2 1.00 ( 0.56 - 1.77 ) -0.01 ( -1.30 - 1.28 )
전북 1.8 1.2 0.52 ( 0.27 - 1.02 ) -1.08 ( -2.10 - -0.05 )
전남 3.6 3.2 1.43 ( 0.92 - 2.22 ) 0.97 ( -0.20 - 2.15 )
경북 4.0 2.9 1.27 ( 0.81 - 1.98 ) 0.61 ( -0.52 - 1.73 )
경남 2.2 1.9 0.87 ( 0.55 - 1.38 ) -0.30 ( -1.28 - 0.68 )
제주 4.2 3.7 1.64 ( 0.83 - 3.24 ) 1.44 ( -0.86 - 3.75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70〉 허혈성심질환 유병률(여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2.2 1.6 1.00 
서울 2.0 1.7 1.03 ( 0.64 - 1.67 ) 0.05 ( -0.74 - 0.85 )
부산 2.8 1.9 1.15 ( 0.69 - 1.93 ) 0.25 ( -0.67 - 1.17 )
대구 1.8 1.5 0.92 ( 0.59 - 1.43 ) -0.13 ( -0.83 - 0.57 )
인천 1.1 1.0 0.63 ( 0.33 - 1.20 ) -0.61 ( -1.41 - 0.19 )
광주 3.3 2.8 1.69 ( 0.93 - 3.09 ) 1.13 ( -0.34 - 2.60 )
대전 2.2 1.8 1.07 ( 0.58 - 1.99 ) 0.12 ( -0.94 - 1.18 )
울산 1.8 1.8 1.08 ( 0.56 - 2.08 ) 0.13 ( -1.01 - 1.26 )
경기 2.0 1.6 1.01 ( 0.54 - 1.90 ) 0.02 ( -1.02 - 1.06 )
강원 1.8 0.9 0.57 ( 0.30 - 1.08 ) -0.71 ( -1.46 - 0.05 )
충북 3.7 1.9 1.15 ( 0.66 - 2.01 ) 0.25 ( -0.75 - 1.25 )
충남 2.4 1.8 1.11 ( 0.66 - 1.86 ) 0.18 ( -0.71 - 1.07 )
전북 2.8 1.8 1.08 ( 0.59 - 1.97 ) 0.13 ( -0.90 - 1.16 )
전남 1.6 1.1 0.69 ( 0.39 - 1.23 ) -0.50 ( -1.27 - 0.26 )
경북 3.1 2.0 1.20 ( 0.72 - 2.01 ) 0.32 ( -0.62 - 1.26 )
경남 2.0 1.5 0.93 ( 0.49 - 1.76 ) -0.11 ( -1.10 - 0.88 )
제주 1.7 1.3 0.82 ( 0.47 - 1.46 ) -0.29 ( -1.12 - 0.55 )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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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이상지질혈증 유병률(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기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12.4%로 2005년 4.2%에 

비해 8.2%포인트 증가했고, 연도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116〕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추이(30세 이상, 2005-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71〉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전국, 성별, 30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5 4.2 4.2 4.6 4.5 3.8 3.8 
2007-2009 7.7 7.4 7.5 7.4 7.9 7.4 
2010-2012 10.1 9.3 9.1 8.8 11.1 9.7 
2013-2015 14.0 12.4 11.7 11.0 16.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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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직업별로는 

육체직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10.4%).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

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14.6%로 가장 높았다. 65

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여성의 교육수준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2-4-117〕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118〕 교육수준별·성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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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72〉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73〉 이상지질혈증 유병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0.6 13.8 1.09 ( 0.86 - 1.37 ) 1.12 ( -1.95 - 4.19 )
중하 15.2 12.8 1.01 ( 0.81 - 1.27 ) 0.13 ( -2.74 - 3.00 )
중상 11.7 12.1 0.96 ( 0.76 - 1.23 ) -0.51 ( -3.53 - 2.52 )
상 11.7 12.6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2.5 14.6 1.69 ( 0.97 - 2.91 ) 5.94 ( -0.10 - 9.81 )
중·고졸 12.3 9.8 1.13 ( 0.60 - 2.15 ) 1.16 ( -4.79 - 7.11 )
전문대졸 이상 7.3 8.7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4.8 25.9 0.96 ( 0.37 - 2.49 ) -1.02 ( -26.08 - 24.05 )
중졸 26.5 25.8 0.96 ( 0.36 - 2.52 ) -1.13 ( -26.53 - 24.26 )
고졸 이상 27.3 26.9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3.2 10.4 1.22 ( 0.72 - 2.08 ) 1.88 ( -3.15 - 6.90 )
서비스ㆍ판매직 11.0 9.4 1.10 ( 0.61 - 1.88 ) 0.88 ( -4.49 - 6.25 )
사무직 7.7 8.5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14.5 12.5 1.06 ( 0.85 - 1.31 ) 0.67 ( -1.98 - 3.32 )
중하 11.2 10.0 0.85 ( 0.73 - 0.99 ) -1.77 ( -3.48 - -0.06 )
중상 11.5 11.8 1.00 ( 0.81 - 1.20 ) 0.03 ( -2.15 - 2.20 )
상 11.4 11.8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4.5 7.1 1.58 ( 0.77 - 3.21 ) -2.13 ( -7.41 - 0.43 )
중·고졸 12.2 10.2 1.33 ( 0.86 - 2.05 ) 1.01 ( -3.23 - 5.26 )
전문대졸 이상 8.6 9.2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3.5 13.6 0.67 ( 0.28 - 1.60 ) -6.75 ( -22.11 - 8.62 )
중졸 16.5 16.3 0.80 ( 0.30 - 2.13 ) -4.05 ( -21.80 - 13.70 )
고졸 이상 20.5 20.4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1.7 10.0 1.09 ( 0.70 - 1.67 ) 0.78 ( -3.34 - 4.91 )
서비스ㆍ판매직 9.5 9.3 1.01 ( 0.62 - 1.56 ) 0.12 ( -4.47 - 4.71 )
사무직 8.8 9.2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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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74〉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24.6 14.3 1.04 ( 0.74 - 1.47 ) 0.57 ( -4.22 - 5.37 )
중하 18.7 15.2 1.11 ( 0.79 - 1.55 ) 1.46 ( -3.35 - 6.26 )
중상 12.0 12.4 0.90 ( 0.64 - 1.29 ) -1.30 ( -5.97 - 3.36 )
상 11.9 13.7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27.4 24.0 2.78 ( 1.22 - 6.34 ) 15.34 ( 3.46 - 21.44 )
중·고졸 12.4 9.6 1.11 ( 0.44 - 2.79 ) 0.98 ( -7.32 - 9.29 )
전문대졸 이상 5.7 8.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9.3 31.4 0.72 ( 0.29 - 1.82 ) -12.19 ( -45.44 - 21.05 )

중졸 39.9 38.8 0.89 ( 0.39 - 2.02 ) -4.83 ( -38.36 - 28.70 )
고졸 이상 44.1 43.6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6.6 10.7 1.44 ( 0.67 - 3.08 ) 3.25 ( -4.02 - 10.53 )
서비스ㆍ판매직 12.1 9.2 1.23 ( 0.61 - 2.65 ) 1.75 ( -4.23 - 7.74 )
사무직 6.0 7.5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각각 

13.8%)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8.8%)에서 가장 낮았다. 남성은 울산

광역시에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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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9〕 지역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75〉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전체,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4.0 12.4 1.00 　 　 　 　 　 0.00 　 　 　 　 　
서울 13.9 12.5 1.01 ( 0.79 - 1.30 ) 0.16 ( -2.97 - 3.28 )
부산 14.7 11.8 0.95 ( 0.74 - 1.23 ) -0.59 ( -3.71 - 2.54 )
대구 14.7 12.2 0.99 ( 0.73 - 1.32 ) -0.18 ( -3.78 - 3.43 )
인천 14.8 13.8 1.12 ( 0.88 - 1.42 ) 1.42 ( -1.71 - 4.56 )
광주 16.4 13.8 1.11 ( 0.81 - 1.52 ) 1.38 ( -2.82 - 5.58 )
대전 14.8 13.4 1.08 ( 0.86 - 1.35 ) 0.99 ( -1.87 - 3.85 )
울산 13.8 13.5 1.09 ( 0.80 - 1.49 ) 1.15 ( -2.93 - 5.22 )
경기 14.2 13.5 1.09 ( 0.86 - 1.38 ) 1.11 ( -1.92 - 4.15 )
강원 15.0 12.6 1.02 ( 0.77 - 1.36 ) 0.25 ( -3.32 - 3.82 )
충북 14.1 12.6 1.02 ( 0.73 - 1.42 ) 0.22 ( -3.98 - 4.41 )
충남 15.9 13.8 1.12 ( 0.87 - 1.44 ) 1.47 ( -1.90 - 4.84 )
전북 13.9 12.0 0.97 ( 0.76 - 1.23 ) -0.38 ( -3.29 - 2.52 )
전남 12.1 10.8 0.87 ( 0.68 - 1.12 ) -1.57 ( -4.42 - 1.29 )
경북 13.5 11.2 0.91 ( 0.73 - 1.12 ) -1.16 ( -3.72 - 1.40 )
경남 10.1 8.8 0.71 ( 0.55 - 0.93 ) -3.55 ( -6.30 - -0.80 )
제주 15.7 13.2 1.07 ( 0.78 - 1.47 ) 0.82 ( -3.30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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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76〉 이상지질혈증 유병률(남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77〉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여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1.7 11.0 1.00 　 　 　 　 　 0.00 　 　 　 　 　
서울 11.1 10.6 0.97 ( 0.80 - 1.16 ) -0.38 ( -2.34 - 1.59 )
부산 9.9 9.0 0.82 ( 0.65 - 1.04 ) -1.95 ( -4.21 - 0.31 )
대구 13.6 11.9 1.08 ( 0.79 - 1.47 ) 0.88 ( -2.73 - 4.50 )
인천 13.4 13.0 1.18 ( 0.98 - 1.43 ) 2.01 ( -0.32 - 4.33 )
광주 12.5 10.7 0.98 ( 0.79 - 1.21 ) -0.24 ( -2.51 - 2.02 )
대전 10.7 10.3 0.94 ( 0.77 - 1.15 ) -0.64 ( -2.78 - 1.50 )
울산 13.1 13.7 1.25 ( 0.85 - 1.84 ) 2.73 ( -2.43 - 7.89 )
경기 13.3 13.0 1.18 ( 0.99 - 1.41 ) 2.01 ( -0.09 - 4.10 )
강원 12.2 11.0 1.00 ( 0.75 - 1.34 ) 0.01 ( -3.19 - 3.20 )
충북 10.6 9.9 0.90 ( 0.63 - 1.28 ) -1.11 ( -4.63 - 2.41 )
충남 11.5 10.6 0.97 ( 0.80 - 1.16 ) -0.38 ( -2.37 - 1.61 )
전북 9.7 10.0 0.91 ( 0.70 - 1.18 ) -0.99 ( -3.66 - 1.69 )
전남 10.8 10.7 0.97 ( 0.70 - 1.36 ) -0.29 ( -3.89 - 3.32 )
경북 10.4 9.5 0.87 ( 0.74 - 1.02 ) -1.45 ( -3.18 - 0.28 )
경남 9.4 8.8 0.80 ( 0.67 - 0.95 ) -2.21 ( -3.93 - -0.49 )
제주 14.4 11.6 1.05 ( 0.76 - 1.46 ) 0.59 ( -3.11 - 4.30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16.1 13.4 1.00 　 　 　 　 　 0.00 　 　 　 　 　
서울 16.4 13.9 1.04 ( 0.73 - 1.49 ) 0.53 ( -4.37 - 5.42 )
부산 18.9 14.0 1.05 ( 0.72 - 1.52 ) 0.63 ( -4.52 - 5.78 )
대구 15.6 12.3 0.92 ( 0.62 - 1.36 ) -1.11 ( -6.16 - 3.94 )
인천 16.1 14.4 1.07 ( 0.75 - 1.53 ) 0.95 ( -3.98 - 5.88 )
광주 19.7 16.7 1.25 ( 0.82 - 1.89 ) 3.30 ( -3.21 - 9.82 )
대전 18.0 15.0 1.12 ( 0.79 - 1.60 ) 1.65 ( -3.40 - 6.70 )
울산 14.5 13.3 0.99 ( 0.73 - 1.35 ) -0.08 ( -4.18 - 4.03 )
경기 15.0 13.8 1.03 ( 0.74 - 1.42 ) 0.36 ( -4.04 - 4.76 )
강원 17.9 13.6 1.01 ( 0.72 - 1.42 ) 0.17 ( -4.39 - 4.72 )
충북 17.9 15.9 1.19 ( 0.83 - 1.71 ) 2.51 ( -2.89 - 7.90 )
충남 20.6 16.9 1.26 ( 0.90 - 1.76 ) 3.49 ( -1.57 - 8.56 )
전북 17.7 13.1 0.98 ( 0.69 - 1.38 ) -0.33 ( -4.89 - 4.23 )
전남 13.4 10.2 0.76 ( 0.56 - 1.04 ) -3.22 ( -7.03 - 0.59 )
경북 16.1 12.7 0.95 ( 0.69 - 1.31 ) -0.65 ( -4.86 - 3.56 )
경남 10.7 9.0 0.67 ( 0.44 - 1.03 ) -4.38 ( -8.88 - 0.12 )
제주 17.1 14.9 1.11 ( 0.78 - 1.58 ) 1.50 ( -3.54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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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손상 및 사고)

가. 연도별 추이

2013-2015년 기간의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은 7.8%로 2005년 

6.8%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연도별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2015년의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은 남성 8.5%, 여성 7.1%로 나

타났다. 

〔그림 2-4-120〕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 추이(30세 이상, 2005-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78〉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전국, 성별, 30세 이상,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5-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조율(%) 표준화율(%)

2005 6.8 6.8 7.4 7.3 6.3 6.2 
2007-2009 6.6 6.6 7.4 7.4 5.9 5.7 
2010-2012 6.9 6.9 7.6 7.6 6.3 6.0 
2013-2015 8.0 7.8 8.5 8.5 7.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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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사회경제적 위치별 손상 경험률은 성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격차가 비교적 잘 나타

나는 반면, 여성은 차이가 일관되지 않았다. 남성의 손상 경험률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육체직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그림 2-4-121〕 소득수준별·직업별·성별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그림 2-4-122〕 교육수준별·성별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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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79〉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전체,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80〉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남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9.2 8.4 1.11 ( 0.88 - 1.41 ) 0.87 ( -1.00 - 2.73 )
중하 8.1 7.9 1.04 ( 0.80 - 1.35 ) 0.30 ( -1.69 - 2.30 )
중상 7.7 7.6 1.00 ( 0.79 - 1.31 ) 0.04 ( -1.97 - 2.05 )
상 7.5 7.6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8.7 7.6 1.06 ( 0.74 - 1.53 ) 0.45 ( -2.30 - 0.96 )
중·고졸 8.3 8.1 1.14 ( 1.05 - 1.24 ) 1.00 ( 0.38 - 1.61 )
전문대졸 이상 7.1 7.1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8.9 8.7 1.35 ( 0.69 - 2.65 ) 2.28 ( -2.65 - 7.20 )
중졸 7.9 8.2 1.27 ( 0.72 - 2.24 ) 1.73 ( -2.03 - 5.49 )
고졸 이상 6.5 6.5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0.1 10.6 1.54 ( 1.29 - 1.84 ) 3.70 ( 2.00 - 5.39 )
서비스ㆍ판매직 7.1 6.8 0.99 ( 0.86 - 1.18 ) -0.08 ( -1.04 - 0.88 )
사무직 6.9 6.9 1.00 0.00 

구분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8.5 10.7 1.37 ( 0.97 - 1.93 ) 2.89 ( -0.34 - 6.12 )
중하 10.0 9.9 1.28 ( 0.92 - 1.78 ) 2.18 ( -0.73 - 5.09 )
중상 8.2 8.1 1.04 ( 0.74 - 1.44 ) 0.34 ( -2.23 - 2.91 )
상 7.8 7.8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11.9 10.8 1.56 ( 0.78 - 3.13 ) 3.20 ( -4.27 - 4.14 )
중·고졸 9.7 9.8 1.27 ( 1.08 - 1.49 ) 2.22 ( 0.84 - 3.60 )
전문대졸 이상 7.7 7.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6.5 6.4 1.05 ( 0.62 - 1.79 ) 0.32 ( -2.96 - 3.59 )
중졸 5.3 5.4 0.89 ( 0.55 - 1.44 ) -0.65 ( -3.53 - 2.23 )
고졸 이상 6.1 6.1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11.6 11.9 1.86 ( 1.57 - 2.21 ) 5.51 ( 3.83 - 7.20 )
서비스ㆍ판매직 7.2 7.2 1.13 ( 1.00 - 1.34 ) 0.82 ( 0.01 - 1.64 )
사무직 6.4 6.4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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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81〉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여성, 사회경제적위치변수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은 제주도(10.6%)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

시, 대전광역시(각각 6.0%)에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인천광역

시에서 11.5%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제주도에서 11.3%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배)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p) 
(95% 신뢰 구간)

소득
수준별 

하 9.6 6.4 0.87 ( 0.69 - 1.08 ) -0.98 ( -2.50 - 0.54 )
중하 6.4 6.0 0.81 ( 0.68 - 0.98 ) -1.36 ( -2.63 - -0.09 )
중상 7.2 7.0 0.95 ( 0.76 - 1.21 ) -0.33 ( -2.01 - 1.35 )
상 7.2 7.4 1.00 0.00 

교육
수준별 

(30-64세)

초졸 이하 6.7 5.9 0.90 ( 0.64 - 1.25 ) -0.68 ( -2.66 - -0.42 )
중·고졸 7.2 6.7 1.02 ( 0.86 - 1.20 ) 0.10 ( -1.04 - 1.24 )
전문대졸 이상 6.4 6.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9.8 9.8 1.35 ( 0.57 - 3.21 ) 2.53 ( -4.40 - 9.47 )
중졸 11.5 11.9 1.65 ( 0.75 - 3.63 ) 4.70 ( -1.53 - 10.94 )
고졸 이상 7.6 7.2 1.00 0.00 

직업별
(30-64세)

육체직 6.8 6.7 0.87 ( 0.73 - 1.04 ) -1.01 ( -2.28 - 0.26 )
서비스ㆍ판매직 7.0 6.0 0.77 ( 0.60 - 0.93 ) -1.75 ( -3.35 - -0.14 )
사무직 7.7 7.7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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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3〕 지역별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30세 이상, 2013-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82〉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전체,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전체)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8.0 7.8 1.00 　 　 　 　 　 0.00 　 　 　 　 　
서울 7.7 7.4 0.95 ( 0.77 - 1.17 ) -0.40 ( -2.04 - 1.23 )
부산 6.4 6.0 0.77 ( 0.61 - 0.97 ) -1.84 ( -3.47 - -0.21 )
대구 7.3 7.1 0.90 ( 0.68 - 1.21 ) -0.75 ( -2.86 - 1.36 )
인천 9.6 9.6 1.22 ( 0.95 - 1.56 ) 1.73 ( -0.46 - 3.92 )
광주 8.2 8.3 1.06 ( 0.74 - 1.52 ) 0.48 ( -2.49 - 3.45 )
대전 6.0 6.0 0.77 ( 0.60 - 1.00 ) -1.81 ( -3.56 - -0.05 )
울산 8.4 8.8 1.12 ( 0.92 - 1.36 ) 0.95 ( -0.64 - 2.55 )
경기 8.7 8.7 1.10 ( 0.87 - 1.41 ) 0.82 ( -1.20 - 2.83 )
강원 8.5 8.0 1.02 ( 0.78 - 1.34 ) 0.18 ( -1.96 - 2.32 )
충북 9.1 8.1 1.03 ( 0.82 - 1.30 ) 0.24 ( -1.61 - 2.09 )
충남 9.2 9.1 1.16 ( 0.89 - 1.52 ) 1.24 ( -1.09 - 3.57 )
전북 8.0 8.5 1.08 ( 0.81 - 1.44 ) 0.60 ( -1.80 - 3.01 )
전남 7.0 7.5 0.96 ( 0.71 - 1.30 ) -0.31 ( -2.61 - 1.98 )
경북 7.8 7.4 0.94 ( 0.73 - 1.21 ) -0.47 ( -2.38 - 1.45 )
경남 6.1 6.4 0.82 ( 0.59 - 1.13 ) -1.43 ( -3.61 - 0.75 )
제주 9.9 10.6 1.35 ( 1.02 - 1.78 ) 2.71 ( -0.02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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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83〉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남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84〉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여성, 시도별, 30세 이상, 2013-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신뢰구간은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3-2015년(남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8.5 8.5 1.00 　 　 　 　 　 0.00 　 　 　 　 　
서울 8.0 7.6 0.89 ( 0.67 - 1.20 ) -0.91 ( -3.30 - 1.48 )
부산 9.1 8.6 1.01 ( 0.69 - 1.47 ) 0.08 ( -3.18 - 3.33 )
대구 5.0 5.1 0.60 ( 0.37 - 0.97 ) -3.43 ( -6.34 - -0.53 )
인천 11.7 11.5 1.34 ( 0.94 - 1.92 ) 2.94 ( -0.78 - 6.66 )
광주 9.6 10.3 1.20 ( 0.77 - 1.87 ) 1.74 ( -2.61 - 6.09 )
대전 6.4 6.7 0.78 ( 0.52 - 1.19 ) -1.87 ( -4.89 - 1.16 )
울산 8.0 8.5 1.00 ( 0.68 - 1.48 ) 0.00 ( -3.35 - 3.35 )
경기 9.4 9.5 1.12 ( 0.80 - 1.56 ) 0.99 ( -2.04 - 4.02 )
강원 7.1 7.1 0.83 ( 0.55 - 1.23 ) -1.48 ( -4.50 - 1.54 )
충북 9.7 9.1 1.06 ( 0.76 - 1.49 ) 0.53 ( -2.45 - 3.51 )
충남 9.5 9.8 1.15 ( 0.77 - 1.72 ) 1.31 ( -2.48 - 5.09 )
전북 8.2 9.7 1.13 ( 0.74 - 1.72 ) 1.12 ( -2.81 - 5.05 )
전남 7.8 7.9 0.93 ( 0.66 - 1.31 ) -0.61 ( -3.43 - 2.20 )
경북 9.2 9.7 1.13 ( 0.80 - 1.60 ) 1.15 ( -2.03 - 4.33 )
경남 5.8 6.0 0.70 ( 0.50 - 0.97 ) -2.57 ( -4.99 - -0.16 )
제주 9.0 8.0 0.94 ( 0.66 - 1.35 ) -0.49 ( -3.43 - 2.45 )

전체
2013-2015년(여성)

조율
(%)

표준화율
(%)

상대격차
(95% 신뢰 구간)

절대격차
(95% 신뢰 구간)

전국 7.5 7.1 1.00 　 　 　 　 　 0.00 　 　 　 　 　
서울 7.4 7.2 1.02 ( 0.87 - 1.19 ) 0.13 ( -0.98 - 1.23 )
부산 4.1 3.5 0.50 ( 0.37 - 0.67 ) -3.56 ( -4.78 - -2.35 )
대구 9.2 8.8 1.24 ( 1.00 - 1.53 ) 1.69 ( -0.09 - 3.47 )
인천 7.7 7.7 1.08 ( 0.92 - 1.27 ) 0.60 ( -0.59 - 1.79 )
광주 7.0 6.7 0.95 ( 0.69 - 1.30 ) -0.36 ( -2.50 - 1.79 )
대전 5.7 5.4 0.75 ( 0.61 - 0.94 ) -1.75 ( -3.01 - -0.48 )
울산 8.8 8.7 1.23 ( 1.01 - 1.49 ) 1.61 ( 0.00 - 3.22 )
경기 8.1 7.8 1.10 ( 0.94 - 1.30 ) 0.74 ( -0.48 - 1.95 )
강원 9.9 8.2 1.16 ( 0.96 - 1.40 ) 1.13 ( -0.39 - 2.65 )
충북 8.5 5.8 0.82 ( 0.64 - 1.06 ) -1.26 ( -2.81 - 0.30 )
충남 8.8 8.2 1.16 ( 0.99 - 1.36 ) 1.11 ( -0.12 - 2.35 )
전북 7.8 7.2 1.02 ( 0.84 - 1.24 ) 0.11 ( -1.29 - 1.52 )
전남 6.2 7.3 1.03 ( 0.73 - 1.45 ) 0.21 ( -2.29 - 2.71 )
경북 6.6 5.2 0.73 ( 0.54 - 0.98 ) -1.95 ( -3.56 - -0.34 )
경남 6.4 6.7 0.95 ( 0.68 - 1.32 ) -0.38 ( -2.66 - 1.89 )
제주 10.7 11.3 1.59 ( 1.14 - 2.22 ) 4.22 ( 0.57 -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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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총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총 사망)

가. 연도별 추이

총 사망률은 남녀 모두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5년 남성

의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90.3명, 여성의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1명이었다. 

〔그림 2-4-124〕 총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185〉 총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506.1 553.8 556.6 763.4 455.3 399.4 
2004 503.7 531.7 556.1 736.2 451.0 380.3 
2005 500.9 509.2 550.5 704.3 451.1 366.2 
2006 495.5 484.7 545.7 673.3 445.2 345.8 
2007 498.4 467.3 547.9 649.5 448.6 334.3 
2008 498.1 446.8 553.1 627.1 442.9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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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총 사망률은 교육수준별로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47.6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높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도 남성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총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125〕 교육수준별·성별 총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9 497.2 427.9 553.5 599.6 440.6 300.8 
2010 511.9 421.4 569.8 592.1 453.9 294.3 
2011 513.6 404.8 571.1 569.7 456.0 281.7 
2012 530.7 398.0 585.0 558.9 476.3 277.2 
2013 526.6 377.1 579.8 527.5 473.3 263.1 
2014 527.3 360.5 580.5 503.9 474.0 250.6 
2015 541.4 352.3 590.9 490.3 492.0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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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86〉 총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총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 명당 390.5명

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인구 10만 명당 310.0명이었다. 남

성의 총 사망률은 경상남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561.9명으로 가장 높았

고, 여성의 총 사망률은 인천광역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289.1명으로 가

장 높았다.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836.7 1047.6 8.04 917.33 
중·고졸 285.5 229.9 1.77 99.68 
전문대졸 이상 110.4 130.2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771.9  2618.8 1.00 0.27 
중졸 2351.3 2864.6 1.09 246.02 
고졸 이상 2149.6 2618.6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1566.3  1336.0 9.71 1174.65 
중·고졸 436.9 343.1 2.71 181.76 
전문대졸 이상 147.3 161.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4986.3  4176.3 1.34 1059.02 
중졸 3188.2 3707.0 1.19 589.74 
고졸 이상 2616.0 3117.2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422.6  867.5 10.93 788.13 
중·고졸 147.8 128.1 1.61 48.72 
전문대졸 이상 64.6 79.4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321.5  2035.5 1.25 401.56 
중졸 1480.3 1976.3 1.21 342.33 
고졸 이상 1256.5 1633.9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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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6〕 지역별 총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87〉 총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541.4 352.3 1.00 0.00
서울 434.5 310.0 0.88 -42.29 
부산 598.2 381.9 1.08 29.61 
대구 529.3 366.4 1.04 14.13 
인천 465.9 356.0 1.01 3.74 
광주 507.9 380.2 1.08 27.92 
대전 459.6 350.7 1.00 -1.55 
울산 422.5 390.5 1.11 38.25 
세종 536.1 366.2 1.04 13.93 
경기 429.6 332.9 0.95 -19.34 
강원 737.0 383.7 1.09 31.40 
충북 676.8 387.5 1.10 35.19 
충남 703.7 367.1 1.04 14.82 
전북 738.3 364.2 1.03 11.91 
전남 873.1 384.7 1.09 32.43 
경북 777.2 382.8 1.09 30.51 
경남 638.7 388.6 1.10 36.30 
제주 546.2 330.7 0.9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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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88〉 총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89〉 총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590.9 490.3 1.00 0.00
서울 491.5 422.3 0.86 -67.92 
부산 661.4 520.3 1.06 30.00 
대구 578.1 507.0 1.03 16.75 
인천 517.3 495.0 1.01 4.76 
광주 527.4 512.9 1.05 22.67 
대전 501.6 477.8 0.97 -12.49 
울산 438.4 521.0 1.06 30.78 
세종 578.1 522.1 1.06 31.81 
경기 470.5 453.5 0.92 -36.78 
강원 807.9 539.0 1.10 48.78 
충북 734.4 546.0 1.11 55.72 
충남 764.3 517.0 1.05 26.70 
전북 786.7 514.7 1.05 24.48 
전남 931.8 561.5 1.15 71.24 
경북 834.5 547.6 1.12 57.38 
경남 679.3 561.9 1.15 71.64 
제주 576.4 485.8 0.99 -4.47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492.0 246.1 1.00 0.00
서울 379.3 220.6 0.90 -25.46 
부산 536.5 274.7 1.12 28.57 
대구 481.2 259.8 1.06 13.75 
인천 414.2 247.0 1.00 0.90 
광주 488.7 279.8 1.14 33.69 
대전 417.7 252.1 1.02 5.99 
울산 405.6 289.1 1.17 43.03 
세종 493.6 252.7 1.03 6.60 
경기 388.2 238.2 0.97 -7.93 
강원 664.9 259.7 1.06 13.56 
충북 618.4 266.1 1.08 20.00 
충남 641.3 249.1 1.01 3.00 
전북 690.4 250.0 1.02 3.93 
전남 814.4 248.5 1.01 2.37 
경북 719.3 258.5 1.05 12.36 
경남 597.5 264.4 1.07 18.32 
제주 515.7 212.1 0.86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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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박탈지수23) 분위별 격차 

2013-2015년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3.0명으로, 성별로는 남

성 506.7명, 여성 253.1명으로 남성의 총 사망률이 더 높았다.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1분위 지역의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12.2명이

었던 반면, 지역박탈 정도가 덜한 4분위 지역의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41.3명으로 두 집단 간에는 인구 10만 명당 70.9명(남자 135.6

명, 여자 18.5명)의 차이가 있었다.

〈표 2-4-190〉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총 사망률(2013-2015년)

주: 지역박탈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사망률을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3- 

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마. 지역박탈지수와 총 사망률 상관관계

전국 시군구별 지역박탈지수와 시군구별 총 사망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23) 지역박탈지수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합의 없이 연구자별로 목적에 따라 서로 다
르게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박탈지수는 ‘낙후된 주거 환경, 
낮은 교육 수준, 노인인구, 낮은 사회계급 변수, 1인 가구, 자가용 소유, 아파트 거주, 
여성 가구주, 이혼 및 사별’임. 국내외의 지역박탈지수 사례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
박탈지수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동진 등(2013, p. 176)을 참고하기 바람(김동
진, 이정아, 2017, p. 3에서 재인용).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전체 532.7 363.0 　 583.7 506.7 　 　 479.8 253.1 　 　

1분위 1163.6 412.2 1.2 70.9 1267.4 599.7 1.3 135.6 1061.7 266.3 1.1 18.5 

2분위 702.1 391.0 1.1  49.8  774.3 550.2 1.2  86.1  629.0 264.6 1.1 16.8 

3분위 512.2 367.3 1.1  26.1  568.3 510.5 1.1  46.3  456.0 256.4 1.0 8.6 

4분위 398.6 341.3 1.0 0.0 433.1 464.2 1.0 0.0 364.2 247.8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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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7〕 지역박탈에 따른 총 사망률(10만 명당, 2013-2015년)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3- 

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2-10. 회피가능사망률24)(건강결과 > 사망 > 총 사망)

가.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격차

2013-2015년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7.2명이며, 성별

로는 남성 185.9명, 여성 73.5명으로 남성의 회피가능사망률이 더 높았

다.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1분위 지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

만 명당 160.8명이었던 반면,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덜한 4분위 지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4.1명으로 두 집단 간에는 10만 명

당 46.7명(남자 76.1명, 여자 17.5명)의 차이가 있었다.

24) 회피가능사망(avoidable mortality)은 치료가능사망(amenable mortality)과 예방가능
사망(preventable mortality)으로 구분됨. 치료가능사망은 현재의 의료적 지식과 기술
을 고려했을 때 조기 검진, 시의적절한 치료 등과 같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며, 예방가능사망은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했
을 때 광의의 건강정책(health policy)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망으로 정의됨. 회피가능
사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나 질병예방정책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사망
에 대한 정의와 범주 그리고 연령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러한 정의와 범주에 대한 합의가 부재함. 본 연구에서는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과 강희정 등(2016)에서 사용한 분류를 활용함(김동진, 이정
아, 2017, p. 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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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91〉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회피가능사망률(2013-2015년)

주: 지역박탈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사망률을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3- 

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나. 지역박탈지수와 회피가능사망률 상관관계

시군구별 지역박탈지수와 시군구별 회피가능 사망률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는데, 지역박탈지수와 총 사망률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2-4-128〕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10만 명당, 2013-2015년)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3- 
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전체 156.2 127.2 　 　 219.2 185.9 　 　 92.7 73.5 

1분위 273.9 160.8 1.4  46.7  398.2 239.6 1.5  76.1  151.8 86.5 1.3 17.5 

2분위 199.2 143.3 1.3  29.2  283.2 211.0 1.3  47.5  114.1 80.2 1.2 11.1 

3분위 157.2 128.7 1.1  14.6  221.2 187.9 1.1  24.4  93.0  74.3 1.1 5.3 

4분위 123.3 114.1 1.0 0.0 170.1 163.5 1.0 0.0 76.7  69.0 1.0 0.0



274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2-11. 예방가능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총 사망)

가.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격차

2013-2015년 예방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6.7명으로, 성별

로는 남성 157.0명, 여성 61.0명으로 남성의 예방가능사망률이 더 높았

다.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1분위 지역의 예방가능사망률은 인구 10

만 명당 135.0명이었던 반면,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덜한 4분위 지역의 

예방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5.4명으로 두 집단 간에는 인구 10

만 명당 39.6명(남자 65.4명, 여자 13.9명)의 차이가 있었다.

〈표 2-4-192〉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예방가능사망률(2013-2015년)

주: 지역박탈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사망률을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3- 

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나. 지역박탈지수와 예방가능사망률 상관관계

지역박탈지수와 예방가능사망률의 상관관계는 지역박탈지수와 총 사

망률 혹은 회피가능사망률의 상관관계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전체 131.5 106.7 185.3 157.0 77.2 61.0 

1분위 228.6 135.0 1.4 39.6 335.7 202.8 1.5 65.4 123.3 71.1 1.2 13.9 

2분위 168.2 121.1 1.3  25.7  240.8 179.5 1.3  42.1  94.7  66.7 1.2 9.4 

3분위 132.3 108.2 1.1  12.7  186.9 158.7 1.2  21.3  77.7  61.8 1.1 4.6 

4분위 103.7 95.4  1.0 0.0 143.4 137.4 1.0 0.0 64.2  57.2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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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9〕 지역박탈에 따른 예방가능사망률(10만 명당, 2013-2015년)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3- 
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2-12. 치료가능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총 사망)

가.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격차 

2013-2015년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1.5명이며, 남성 

66.2명, 여성 38.2명으로 남성의 치료가능사망률이 더 높았다.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1분위 지역의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0.0

명이었던 반면,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덜한 4분위 지역의 치료가능사망

률은 인구 10만 명당 47.5명으로 두 집단 간에는 인구 10만 명당 12.5명

(남자 18.0명, 여자 7.3명)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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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93〉 지역박탈지수 분위별 치료가능사망률(2013-2015년)

주: 지역박탈지수를 4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사망률을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3- 

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나. 지역박탈지수와 치료가능사망률 상관관계 

시군구별 지역박탈지수와 치료가능사망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나 회피가능사망률이나 예방가능사망률에 비해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2-4-130〕 지역박탈에 따른 치료가능사망률(10만 명당, 2013-2015년)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3- 
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조율
(명/

10만 명) 

표준화율
(명/

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

10만 명)

전체 63.6 51.5 78.7 66.2 　 　 48.2 38.2 　 　

1분위 105.3 60.0 1.3 12.5 133.1 77.9 1.3 18.0 78.1 43.5 1.2 7.3 

2분위 80.6 57.0  1.2  9.4  101.6 74.1  1.2  14.3  59.4  41.2 1.1 5.0 

3분위 64.3 52.3  1.1  4.8  80.1  67.3  1.1  7.4  48.5  38.6 1.1 2.4 

4분위 50.9 47.5  1.0 0.0 61.9  59.9  1.0 0.0 39.8  36.2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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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뇌혈관질환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남녀 모두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2015년 남성의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8.1명, 여성의 뇌

혈관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4명이었다. 

〔그림 2-4-131〕 뇌혈관질환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194〉 뇌혈관질환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75.3 84.2 70.9 103.8 79.8 70.5 
2004 70.1 75.1 66.5 93.6 73.8 62.4 
2005 64.1 65.7 61.0 82.0 67.2 54.3 
2006 61.3 60.1 59.0 76.2 63.5 49.0 
2007 59.6 55.7 56.6 70.0 62.6 45.7 
2008 56.5 50.2 54.7 64.5 58.3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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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교육수준에 따라 격차가 나타났다. 30-64세 성

인의 경우 초졸 이하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9.6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도 교육수준에 따

른 사망률 격차를 보였다.

〔그림 2-4-132〕 교육수준별·성별 뇌혈관질환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9 52.0 43.9 50.8 57.1 53.2 34.8 
2010 53.2 42.6 51.5 55.1 54.8 34.1 
2011 50.7 38.6 48.6 49.8 52.8 30.9 
2012 51.1 37.0 49.1 47.7 53.1 29.4 
2013 50.3 34.4 47.8 43.8 52.8 27.5 
2014 48.2 31.5 46.6 40.4 49.9 24.9 
2015 48.0 29.7 46.3 38.1 49.7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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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95〉 뇌혈관질환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 명당 

37.6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인구 10만 명당 23.5명이었

다. 남성의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울산광역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49.0명

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광주광역시에서 인구 10

만 명당 31.4명으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60.0 59.6 8.58 52.69 
중·고졸 17.3 13.2 1.89 6.20 
전문대졸 이상 5.8 7.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93.0  268.4 1.16 37.95 
중졸 223.4 275.1 1.19 44.60 
고졸 이상 185.0 230.5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105.0  80.2 11.96 71.47 
중·고졸 25.5 19.1 2.90 10.29 
전문대졸 이상 8.0 8.8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466.1  379.4 1.42 113.08 
중졸 290.0 341.6 1.28 75.22 
고졸 이상 219.1 266.4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34.4  45.5 11.12 41.39 
중·고졸 10.0 7.9 1.93 3.82 
전문대졸 이상 3.1 4.1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65.8  227.1 1.42 67.36 
중졸 154.2 203.9 1.28 44.17 
고졸 이상 119.7 159.7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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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3〕 지역별 뇌혈관질환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96〉 뇌혈관질환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48.0 29.7 1.00 0.00
서울 37.2 25.9 0.87 -3.78 
부산 48.6 29.7 1.00 -0.01 
대구 52.9 34.9 1.18 5.26 
인천 41.0 30.3 1.02 0.57 
광주 51.3 37.3 1.26 7.63 
대전 41.9 30.6 1.03 0.90 
울산 40.3 37.6 1.27 7.90 
세종 52.0 35.1 1.18 5.43 
경기 37.3 28.1 0.95 -1.55 
강원 69.3 33.0 1.11 3.31 
충북 58.0 31.1 1.05 1.37 
충남 55.6 26.8 0.90 -2.87 
전북 69.6 31.9 1.08 2.24 
전남 77.4 30.6 1.03 0.92 
경북 72.6 32.6 1.10 2.94 
경남 58.3 33.3 1.12 3.57 
제주 42.9 23.5 0.79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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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97〉 뇌혈관질환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198〉 뇌혈관질환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46.3 38.1 1.00 0.00
서울 39.4 33.9 0.89 -4.26 
부산 50.2 39.4 1.03 1.25 
대구 49.9 44.2 1.16 6.06 
인천 40.0 39.0 1.02 0.89 
광주 45.9 44.7 1.17 6.61 
대전 39.8 39.1 1.03 0.99 
울산 38.2 49.0 1.29 10.91 
세종 45.7 40.5 1.06 2.41 
경기 36.8 35.9 0.94 -2.18 
강원 64.6 41.9 1.10 3.81 
충북 56.1 40.6 1.07 2.48 
충남 50.4 32.6 0.86 -5.48 
전북 67.5 42.4 1.11 4.27 
전남 68.1 38.9 1.02 0.78 
경북 67.9 42.7 1.12 4.61 
경남 52.3 42.8 1.12 4.64 
제주 32.6 26.8 0.70 -11.28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49.7 23.4 1.00 0.00
서울 35.0 19.9 0.85 -3.54 
부산 47.0 22.7 0.97 -0.65 
대구 55.9 28.0 1.20 4.59 
인천 42.1 23.2 0.99 -0.16 
광주 56.7 31.4 1.34 8.04 
대전 44.1 25.3 1.08 1.94 
울산 42.5 29.2 1.25 5.80 
세종 58.4 30.5 1.30 7.13 
경기 37.8 22.2 0.95 -1.20 
강원 74.2 26.3 1.13 2.93 
충북 60.1 24.0 1.03 0.61 
충남 60.9 22.1 0.94 -1.29 
전북 71.8 24.1 1.03 0.75 
전남 86.8 24.5 1.05 1.13 
경북 77.4 25.3 1.08 1.94 
경남 64.3 26.5 1.13 3.12 
제주 53.2 20.2 0.8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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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심장질환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4.4명으로 2003년보다 

4.6명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계단형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

년 남성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5.5명, 여성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9명이었다. 

〔그림 2-4-134〕 심장질환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199〉 심장질환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35.3 39.0 36.5 50.4 34.1 29.7 
2004 36.7 38.9 38.5 51.2 34.9 29.1 
2005 39.3 40.0 40.5 52.3 38.0 30.1 
2006 41.1 40.2 41.6 51.8 40.7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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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심장질환 사망률은 교육수준에 따라 격차가 나타났다. 30-64세 성인

의 경우 초졸 이하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7.0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사

망률 격차를 보였다.

〔그림 2-4-135〕 교육수준별·성별 심장질환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7 43.7 40.8 44.3 53.4 43.2 30.8 
2008 43.4 38.4 43.1 49.6 43.6 29.2 
2009 45.0 38.0 45.2 49.5 44.8 28.5 
2010 46.9 37.6 46.4 48.8 47.4 28.4 
2011 49.8 37.9 48.3 48.8 51.3 28.8 
2012 52.5 38.0 51.8 49.9 53.2 28.3 
2013 50.2 34.5 49.9 45.5 50.4 25.3 
2014 52.4 34.2 52.3 45.4 52.4 24.9 
2015 55.6 34.4 55.0 45.5 56.2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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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00〉 심장질환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심장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인구 10만 명당 48.6

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인구 10만 명당 21.2명이었다. 남

성은 경상남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66.2명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울산

광역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36.2명으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67.5 87.0 7.85 75.96 
중·고졸 22.1 16.9 1.52 5.78 
전문대졸 이상 9.1 11.1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436.4  286.5 1.03 8.84 
중졸 242.2 305.8 1.10 28.14 
고졸 이상 225.8 277.6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130.4  113.6 8.00 97.27 
중·고졸 38.1 28.9 2.34 12.58 
전문대졸 이상 14.8 16.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456.2  376.9 1.15 49.99 
중졸 307.0 366.3 1.12 39.35 
고졸 이상 273.8 326.9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31.8  69.1 24.33 66.28 
중·고졸 7.5 6.0 2.11 3.15 
전문대졸 이상 2.1 2.8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429.0  250.0 1.38 69.22 
중졸 174.6 245.2 1.36 64.46 
고졸 이상 133.8 180.7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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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6〕 지역별 심장질환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01〉 심장질환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55.6 34.4 1.00 0.00
서울 40.1 28.1 0.82 -6.35 
부산 76.9 47.2 1.37 12.73 
대구 65.2 43.6 1.27 9.19 
인천 45.0 33.3 0.97 -1.14 
광주 44.3 32.4 0.94 -2.01 
대전 34.0 24.9 0.72 -9.50 
울산 51.3 47.5 1.38 13.03 
세종 53.7 35.8 1.04 1.36 
경기 42.0 31.5 0.91 -2.97 
강원 74.6 34.8 1.01 0.41 
충북 58.8 31.2 0.91 -3.22 
충남 66.6 31.4 0.91 -3.06 
전북 61.3 27.8 0.81 -6.67 
전남 86.5 34.5 1.00 0.07 
경북 90.8 40.1 1.16 5.65 
경남 84.3 48.6 1.41 14.18 
제주 41.4 21.2 0.6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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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02〉 심장질환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03〉 심장질환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55.0 45.5 1.00 0.00
서울 43.9 37.8 0.83 -7.74 
부산 79.9 62.1 1.36 16.57 
대구 66.5 58.0 1.27 12.47 
인천 45.4 43.3 0.95 -2.27 
광주 43.7 42.6 0.94 -2.92 
대전 36.7 35.3 0.78 -10.19 
울산 48.9 58.6 1.29 13.07 
세종 46.8 40.9 0.90 -4.60 
경기 43.2 41.9 0.92 -3.68 
강원 66.8 43.4 0.95 -2.17 
충북 53.3 39.3 0.86 -6.23 
충남 62.7 41.3 0.91 -4.24 
전북 56.9 36.2 0.79 -9.37 
전남 75.1 45.0 0.99 -0.54 
경북 82.1 53.2 1.17 7.63 
경남 80.2 66.2 1.45 20.70 
제주 37.1 32.4 0.71 -13.14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56.2 24.9 1.00 0.00
서울 36.5 19.8 0.80 -5.09 
부산 73.9 34.5 1.38 9.52 
대구 64.0 31.4 1.26 6.47 
인천 44.5 23.9 0.96 -1.08 
광주 44.9 24.0 0.96 -0.95 
대전 31.3 16.7 0.67 -8.22 
울산 53.9 36.2 1.45 11.29 
세종 60.6 31.2 1.25 6.23 
경기 40.8 22.5 0.90 -2.49 
강원 82.6 26.8 1.07 1.87 
충북 64.4 24.0 0.96 -0.91 
충남 70.6 23.1 0.93 -1.85 
전북 65.7 20.7 0.83 -4.25 
전남 97.9 24.8 1.00 -0.10 
경북 99.5 29.6 1.19 4.65 
경남 88.4 34.3 1.37 9.34 
제주 45.7 13.9 0.56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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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당뇨병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당뇨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2003년보다 

14.7명 감소하였다. 연도별로는 2003-2009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였

고, 이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다 2012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2-4-137〕 당뇨병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04〉 당뇨병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25.0 27.8 24.8 33.8 25.2 22.9 
2004 24.2 25.9 24.0 31.4 24.4 21.3 
2005 24.2 24.8 24.4 30.5 24.0 20.1 
2006 23.7 23.3 23.7 28.8 23.6 18.9 
2007 22.9 21.6 23.1 27.0 22.8 17.2 
2008 20.7 18.6 20.9 23.5 20.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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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당뇨병 사망률은 교육수준별로 격차가 나타났다. 30-64세 성인의 경

우 초졸 이하 당뇨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4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격차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률이 높았다. 

〔그림 2-4-138〕 교육수준별·성별 당뇨병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9 19.6 16.8 19.9 21.4 19.4 13.2 
2010 20.7 16.9 21.0 21.6 20.5 13.2 
2011 21.5 16.7 22.1 21.8 20.9 12.9 
2012 23.0 16.9 23.2 21.9 22.7 13.1 
2013 21.5 15.0 21.3 19.0 21.8 11.9 
2014 20.7 13.8 20.8 17.7 20.7 10.7 
2015 20.7 13.1 20.6 16.7 20.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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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05〉 당뇨병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당뇨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인구 10만 명당 19.9

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인구 10만 명당 5.6명이었다. 성별

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았다.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33.3 27.4 10.50 24.81 
중·고졸 7.7 5.6 2.16 3.02 
전문대졸 이상 2.0 2.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58.2  116.0 1.04 4.47 
중졸 100.7 119.3 1.07 7.77 
고졸 이상 94.0 111.6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61.4  36.4 17.15 32.87 
중·고졸 12.8 9.2 3.57 5.58 
전문대졸 이상 3.1 3.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71.0  146.7 1.12 16.13 
중졸 130.3 148.2 1.14 17.64 
고졸 이상 113.6 130.6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17.3  22.6 25.20 21.72 
중·고졸 3.1 2.5 2.77 1.59 
전문대졸 이상 0.6 0.9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53.4  103.4 1.41 30.04 
중졸 69.9 87.8 1.20 14.39 
고졸 이상 56.5 73.4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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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9〕 지역별 당뇨병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06〉 당뇨병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20.7 13.1 1.00 0.00
서울 12.8 9.0 0.69 -4.07 
부산 21.6 13.1 1.00 0.03 
대구 21.4 14.3 1.10 1.26 
인천 22.4 16.9 1.29 3.83 
광주 26.8 19.9 1.53 6.88 
대전 21.7 16.5 1.26 3.39 
울산 15.8 15.2 1.16 2.12 
세종 15.3 10.5 0.80 -2.55 
경기 21.4 16.5 1.27 3.47 
강원 35.9 17.5 1.34 4.44 
충북 19.9 11.1 0.85 -1.98 
충남 19.3 9.6 0.74 -3.45 
전북 24.5 11.9 0.91 -1.17 
전남 37.1 15.7 1.21 2.69 
경북 24.2 11.1 0.85 -1.95 
경남 19.7 11.6 0.89 -1.49 
제주 9.3 5.6 0.43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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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07〉 당뇨병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08〉 당뇨병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20.6 16.7 1.00 0.00
서울 13.6 11.3 0.68 -5.33 
부산 20.2 15.5 0.93 -1.12 
대구 22.4 19.2 1.15 2.49 
인천 23.3 22.5 1.35 5.87 
광주 27.0 25.6 1.54 8.92 
대전 21.5 20.2 1.21 3.54 
울산 16.0 21.6 1.30 4.92 
세종 14.2 12.3 0.74 -4.31 
경기 21.4 20.7 1.24 4.07 
강원 32.6 20.8 1.25 4.15 
충북 19.6 14.1 0.85 -2.57 
충남 17.9 11.8 0.71 -4.84 
전북 23.4 14.9 0.89 -1.78 
전남 39.3 22.6 1.36 5.95 
경북 22.1 13.8 0.83 -2.90 
경남 19.3 15.5 0.93 -1.20 
제주 9.8 7.8 0.47 -8.84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20.8 10.1 1.00 0.00
서울 12.1 6.9 0.68 -3.20 
부산 23.1 10.9 1.08 0.83 
대구 20.4 10.5 1.04 0.44 
인천 21.6 12.7 1.26 2.62 
광주 26.5 15.4 1.52 5.25 
대전 21.8 13.4 1.33 3.31 
울산 15.6 11.4 1.13 1.28 
세종 16.5 8.2 0.81 -1.95 
경기 21.5 13.1 1.29 2.97 
강원 39.2 14.8 1.46 4.66 
충북 20.1 8.5 0.84 -1.59 
충남 20.7 7.5 0.75 -2.58 
전북 25.6 9.0 0.89 -1.09 
전남 34.8 10.3 1.02 0.21 
경북 26.3 9.0 0.89 -1.11 
경남 20.2 8.6 0.85 -1.53 
제주 8.9 3.5 0.34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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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폐렴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폐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4명으로 2003년보다 10.0

명 증가했으며,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사망률 증가 폭 또한 커서 연도별

로 성별 격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림 2-4-140〕 폐렴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09〉 폐렴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5.7 6.4 6.0 10.1 5.5 4.5 
2004 7.1 7.6 7.7 12.1 6.5 5.1 
2005 8.5 8.6 8.8 13.3 8.1 6.0 
2006 9.3 9.0 9.5 13.8 9.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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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폐렴 사망률은 교육수준별로 격차가 나타났다. 30-64세 성인의 경우 

초졸 이하 폐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3.0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남성의 경우 초졸 이하 집단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그림 2-4-141〕 교육수준별·성별 폐렴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7 9.3 8.5 9.5 13.3 9.1 6.0 
2008 11.1 9.5 11.3 14.7 10.8 6.7 
2009 12.7 10.3 12.9 15.8 12.6 7.3 
2010 14.9 11.4 15.3 17.8 14.5 8.0 
2011 17.2 12.5 17.2 19.0 17.1 8.9 
2012 20.5 13.9 20.6 21.4 20.3 9.8 
2013 21.4 13.6 21.4 20.7 21.3 9.6 
2014 23.7 14.2 24.1 21.8 23.2 9.9 
2015 28.9 16.4 29.8 25.3 28.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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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10〉 폐렴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23.0 53.0 52.45 52.03 
중·고졸 3.8 2.8 2.74 1.76 
전문대졸 이상 0.8 1.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65.5  160.5 0.90 -16.91 
중졸 135.6 183.2 1.03 5.82 
고졸 이상 128.5 177.4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44.7 68.9 52.45 67.55 
중·고졸 6.5 4.6 2.74 3.26 
전문대졸 이상 1.2 1.4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70.2  284.0 0.90 62.22 
중졸 194.1 249.2 1.03 27.44 
고졸 이상 162.7 221.8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10.7 35.0 84.18 34.58 
중·고졸 1.3 1.1 2.70 0.71 
전문대졸 이상 0.3 0.4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26.6  119.9 1.30 27.37 
중졸 74.6 110.4 1.19 17.84 
고졸 이상 63.1 92.6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폐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인구 10만 명당 25.1명이

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인구 10만 명당 11.9명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충청북도에서 폐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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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2〕 지역별 폐렴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11〉 폐렴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28.9 16.4 1.00 0.00
서울 21.5 14.1 0.86 -2.25 
부산 30.8 18.0 1.10 1.60 
대구 30.8 19.7 1.20 3.28 
인천 25.4 17.8 1.09 1.48 
광주 25.4 16.9 1.03 0.51 
대전 19.3 13.1 0.80 -3.30 
울산 18.1 16.8 1.03 0.41 
세종 32.3 19.2 1.18 2.87 
경기 17.1 11.9 0.73 -4.42 
강원 41.7 16.9 1.03 0.51 
충북 52.2 25.1 1.54 8.76 
충남 43.5 17.9 1.09 1.50 
전북 51.7 20.7 1.26 4.30 
전남 54.0 18.3 1.12 1.92 
경북 47.8 18.9 1.15 2.52 
경남 35.0 18.3 1.12 1.94 
제주 30.3 13.8 0.84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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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12〉 폐렴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13〉 폐렴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29.8 25.3 1.00 0.00
서울 22.9 20.9 0.83 -4.40 
부산 32.6 27.6 1.09 2.37 
대구 31.0 28.6 1.13 3.36 
인천 26.4 27.6 1.09 2.33 
광주 21.5 22.4 0.89 -2.85 
대전 17.3 17.7 0.70 -7.55 
울산 16.4 24.7 0.98 -0.53 
세종 42.5 38.1 1.51 12.87 
경기 17.5 18.2 0.72 -7.11 
강원 41.7 25.4 1.00 0.10 
충북 57.3 41.1 1.63 15.87 
충남 49.1 29.8 1.18 4.56 
전북 51.8 31.1 1.23 5.82 
전남 51.2 27.8 1.10 2.53 
경북 49.3 30.1 1.19 4.86 
경남 36.6 31.2 1.23 5.92 
제주 31.9 28.0 1.11 2.76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28.0 11.3 1.00 0.00
서울 20.1 10.0 0.89 -1.26 
부산 29.0 12.4 1.10 1.12 
대구 30.7 14.0 1.25 2.78 
인천 24.3 12.3 1.09 1.03 
광주 29.2 13.8 1.23 2.56 
대전 21.4 10.2 0.90 -1.11 
울산 19.8 12.8 1.14 1.59 
세종 22.0 9.2 0.82 -2.03 
경기 16.7 8.4 0.75 -2.81 
강원 41.7 11.9 1.06 0.65 
충북 47.0 16.1 1.43 4.83 
충남 37.8 10.7 0.95 -0.55 
전북 51.6 14.5 1.29 3.22 
전남 56.8 12.8 1.14 1.55 
경북 46.2 12.4 1.10 1.16 
경남 33.4 11.7 1.04 0.40 
제주 28.6 7.4 0.66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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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암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3.3명으로 2003년보다 인구 

10만 명당 40.8명 감소하였고,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암 사망률의 성별 차이도 줄어들고 있다. 

〔그림 2-4-143〕 암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14〉 암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131.1 144.1 165.5 222.1 96.6 91.1 
2004 132.6 140.7 168.7 217.0 96.4 88.1 
2005 133.8 136.7 168.5 209.0 98.8 87.1 
2006 134.0 132.1 170.7 203.5 97.1 82.5 
2007 137.5 130.3 173.7 199.2 101.1 82.7 
2008 139.5 126.9 176.9 194.3 101.9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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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암 사망률이 10

만 명당 185.1명으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도 교육수준 간 격차가 일관되

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은 교육수준별 격차가 있었으

나,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4-144〕 교육수준별·성별 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9 140.5 122.9 176.3 185.1 104.6 79.3 
2010 144.4 121.2 181.0 182.5 107.8 78.0 
2011 142.8 115.3 178.9 172.9 106.7 74.6 
2012 146.5 113.4 184.5 170.5 108.5 72.8 
2013 149.0 110.6 186.2 164.2 111.8 72.6 
2014 150.9 107.4 188.7 158.9 113.2 70.4 
2015 150.8 103.3 187.3 150.9 114.4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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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15〉 암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284.8 185.1 3.25 128.10 
중·고졸 102.1 73.3 1.29 16.31 
전문대졸 이상 46.2 57.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818.1  684.0 0.82 -151.67 
중졸 753.4 837.6 1.00 1.84 
고졸 이상 747.9 835.7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481.1  231.7 7.72 169.37 
중·고졸 136.6 94.7 2.19 32.39 
전문대졸 이상 54.8 62.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465.1  1303.6 1.27 279.53 
중졸 1085.2 1177.5 1.15 153.42 
고졸 이상 930.7 1024.1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173.4  172.9 3.77 127.05 
중·고졸 70.8 54.1 1.18 8.30 
전문대졸 이상 35.5 45.8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578.1  449.1 0.98 -10.79 
중졸 408.0 471.8 1.03 11.97 
고졸 이상 398.0 459.9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 명당 111.5명

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인구 10만 명당 98.1명이었다. 남성

은 전라남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170.8명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울산

광역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82.4명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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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5〕 지역별 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16〉 암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50.8 103.3 1.00 0.00
서울 134.3 98.1 0.95 -5.20 
부산 172.5 110.7 1.07 7.35 
대구 145.5 102.2 0.99 -1.12 
인천 129.8 103.6 1.00 0.26 
광주 140.2 110.7 1.07 7.38 
대전 129.4 103.7 1.00 0.40 
울산 120.9 111.5 1.08 8.15 
세종 146.8 110.4 1.07 7.10 
경기 123.1 99.8 0.97 -3.48 
강원 193.3 107.1 1.04 3.78 
충북 176.9 107.9 1.04 4.55 
충남 182.8 104.0 1.01 0.67 
전북 193.9 103.7 1.00 0.41 
전남 221.8 106.5 1.03 3.24 
경북 197.4 104.2 1.01 0.92 
경남 171.4 110.6 1.07 7.31 
제주 163.9 107.3 1.0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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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17〉 암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18〉 암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87.3 150.9 1.00 0.00
서울 168.9 139.7 0.93 -11.19 
부산 215.0 158.1 1.05 7.20 
대구 179.6 150.0 0.99 -0.88 
인천 159.1 149.6 0.99 -1.30 
광주 169.1 159.1 1.05 8.14 
대전 158.6 147.9 0.98 -2.96 
울산 138.0 151.5 1.00 0.60 
세종 180.7 163.5 1.08 12.60 
경기 149.7 141.7 0.94 -9.20 
강원 248.4 161.3 1.07 10.36 
충북 217.9 158.0 1.05 7.11 
충남 228.5 152.8 1.01 1.93 
전북 239.8 152.4 1.01 1.51 
전남 293.7 170.8 1.13 19.84 
경북 248.3 157.3 1.04 6.37 
경남 211.8 169.4 1.12 18.52 
제주 197.5 161.5 1.07 10.55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14.4 68.9 1.00 0.00
서울 100.8 66.8 0.97 -2.15 
부산 131.0 76.4 1.11 7.50 
대구 111.7 68.2 0.99 -0.70 
인천 100.3 70.3 1.02 1.43 
광주 111.9 76.6 1.11 7.72 
대전 100.2 70.6 1.02 1.64 
울산 102.6 82.4 1.20 13.45 
세종 112.4 69.7 1.01 0.83 
경기 96.3 69.0 1.00 0.09 
강원 137.3 67.8 0.98 -1.15 
충북 135.3 71.7 1.04 2.74 
충남 135.7 67.6 0.98 -1.30 
전북 148.5 70.2 1.02 1.26 
전남 150.0 60.9 0.88 -8.05 
경북 146.1 66.4 0.96 -2.47 
경남 130.4 70.9 1.03 1.98 
제주 130.1 69.7 1.01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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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폐암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2.8명으로 2003년보다 6.3

명 감소하였다. 폐암 사망률은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률이 높았으나, 연도

별로 여성의 사망률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남성의 사망률은 계속 감소

하는 추세에 있다. 2015년 남성의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0.0

명,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10.5명이었다. 

〔그림 2-4-146〕 폐암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19〉 폐암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26.2 29.1 38.4 53.6 14.0 12.9 
2004 27.3 29.2 40.4 54.0 14.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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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폐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5명으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도 교육수준 간 격차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남성은 교육수준별 격차가 있

었으나,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4-147〕 교육수준별·성별 폐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5 28.2 28.9 41.4 52.9 15.0 12.8 
2006 28.7 28.3 42.6 52.5 14.7 12.1 
2007 29.0 27.4 42.8 50.4 15.2 12.0 
2008 29.9 27.0 44.0 49.5 15.8 11.9 
2009 30.0 26.0 43.8 46.8 16.2 11.7 
2010 31.3 26.0 45.7 46.8 16.9 11.6 
2011 31.6 25.2 45.8 44.9 17.4 11.6 
2012 33.1 25.2 48.3 45.0 17.8 11.3 
2013 34.0 24.6 49.5 43.7 18.4 11.3 
2014 34.3 23.9 50.4 42.5 18.3 10.8 
2015 34.1 22.8 49.8 40.0 18.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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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20〉 폐암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56.6 30.5 3.73 22.28 
중·고졸 16.5 11.0 1.35 2.85 
전문대졸 이상 6.1 8.2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10.5  180.9 0.88 -24.46 
중졸 206.3 225.0 1.10 19.61 
고졸 이상 185.3 205.4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112.7  45.1 11.24 35.03 
중·고졸 24.8 16.1 2.47 6.03 
전문대졸 이상 8.3 10.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488.6  437.3 1.61 165.85 
중졸 340.1 362.7 1.34 91.19 
고졸 이상 249.7 271.5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24.7  23.6 5.00 18.88 
중·고졸 9.0 6.4 1.35 1.64 
전문대졸 이상 3.3 4.7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07.4  82.6 1.14 10.29 
중졸 66.9 76.1 1.05 3.80 
고졸 이상 61.9 72.3 1.00 0.00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로 인구 

10만 명당 26.5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인구 10만 명당 

20.4명이었다. 남성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53.3명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광주광역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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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8〕 지역별 폐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21〉 폐암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주민등록 연앙인구(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5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34.1 22.8 1.00 0.00
서울 28.3 20.4 0.89 -2.45 
부산 34.5 21.4 0.94 -1.47 
대구 35.2 24.4 1.07 1.52 
인천 29.1 23.2 1.02 0.36 
광주 30.7 24.1 1.05 1.24 
대전 30.4 24.5 1.07 1.63 
울산 24.4 23.3 1.02 0.46 
세종 37.8 26.5 1.16 3.71 
경기 27.1 22.0 0.96 -0.84 
강원 44.8 23.5 1.03 0.72 
충북 44.7 26.5 1.16 3.65 
충남 44.1 23.6 1.03 0.74 
전북 44.3 22.6 0.99 -0.25 
전남 54.3 24.1 1.05 1.24 
경북 50.9 25.8 1.13 3.01 
경남 40.0 25.0 1.10 2.17 
제주 35.8 23.2 1.02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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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22〉 폐암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23〉 폐암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49.8 40.0 1.00 0.00
서울 41.2 34.0 0.85 -6.00 
부산 50.2 36.5 0.91 -3.47 
대구 49.2 41.1 1.03 1.16 
인천 41.8 40.5 1.01 0.49 
광주 42.2 40.1 1.00 0.16 
대전 45.5 42.8 1.07 2.77 
울산 33.2 38.3 0.96 -1.72 
세종 59.9 53.3 1.33 13.30 
경기 39.1 37.7 0.94 -2.26 
강원 68.2 42.9 1.07 2.96 
충북 65.4 46.8 1.17 6.82 
충남 62.8 40.6 1.01 0.58 
전북 67.8 41.6 1.04 1.63 
전남 83.3 46.1 1.15 6.13 
경북 75.5 46.7 1.17 6.70 
경남 57.2 45.6 1.14 5.66 
제주 55.4 45.2 1.13 5.18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8.5 10.5 1.00 0.00
서울 15.8 10.0 0.96 -0.44 
부산 19.1 10.4 1.00 -0.03 
대구 21.4 12.6 1.20 2.15 
인천 16.4 11.0 1.05 0.48 
광주 19.5 13.1 1.25 2.67 
대전 15.4 10.5 1.00 0.04 
울산 15.1 11.6 1.11 1.12 
세종 15.4 8.1 0.77 -2.37 
경기 15.0 10.3 0.98 -0.22 
강원 21.0 9.7 0.92 -0.80 
충북 23.6 11.8 1.13 1.37 
충남 24.9 11.1 1.06 0.61 
전북 21.0 9.5 0.91 -0.98 
전남 25.2 9.2 0.87 -1.32 
경북 26.0 11.1 1.06 0.64 
경남 22.6 11.3 1.08 0.87 
제주 16.1 8.8 0.84 -1.64 



제2부 제4장 연구 결과  307

  2-19. 위암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4명으로 2003년보다 15.3

명 감소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위암 사망률이 높았다. 위암 사망률은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감소 추세가 더 뚜렷하다. 

2015년 남성의 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5명, 여성은 인구 10

만 명당 7.0명이었다. 

〔그림 2-4-149〕 위암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24〉 위암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24.2 26.7 31.3 42.5 17.1 16.0 
2004 23.1 24.5 29.9 38.7 16.2 14.7 
2005 22.5 23.0 29.3 36.7 15.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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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위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8.9명으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 노인 남성의 위암 사

망률 또한 교육수준별 격차가 있었다.

〔그림 2-4-150〕 교육수준별·성별 위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6 21.9 21.6 28.8 34.5 15.0 12.6 
2007 21.5 20.4 27.9 32.3 15.0 12.2 
2008 20.9 19.0 27.1 29.9 14.6 11.5 
2009 20.4 17.8 26.9 28.3 13.9 10.5 
2010 20.1 16.9 26.1 26.4 14.1 10.2 
2011 19.4 15.6 25.2 24.4 13.6 9.3 
2012 18.6 14.3 24.2 22.3 12.9 8.6 
2013 18.2 13.4 23.7 20.9 12.6 8.0 
2014 17.6 12.4 22.7 19.1 12.4 7.5 
2015 16.7 11.4 21.6 17.5 11.8 7.0 



제2부 제4장 연구 결과  309

〈표 2-4-225〉 위암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위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인구 10만 명당 

15.0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인구 10만 명당 10.0명이

었다. 남성의 위암 사망률은 경상남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20.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위암 사망률은 대전광역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9.6명으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29.8 18.9 2.74 12.01 
중·고졸 12.3 9.4 1.37 2.54 
전문대졸 이상 5.9 6.9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92.2  72.1 0.83 -14.95 
중졸 78.1 89.7 1.03 2.66 
고졸 이상 75.9 87.0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58.3  28.5 7.73 20.97 
중·고졸 17.6 12.5 2.34 4.96 
전문대졸 이상 6.8 7.5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68.9  147.1 1.30 34.35 
중졸 117.5 130.4 1.16 17.72 
고졸 이상 100.6 112.7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13.5  13.1 2.42 7.68 
중·고졸 7.5 6.8 1.25 1.36 
전문대졸 이상 4.7 5.4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63.7  44.0 1.23 8.38 
중졸 37.2 47.9 1.35 12.30 
고졸 이상 28.6 35.6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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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51〕 지역별 위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26〉 위암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6.7 11.4 1.00 0.00
서울 14.6 10.7 0.93 -0.75 
부산 19.2 12.7 1.12 1.31 
대구 14.1 10.0 0.88 -1.42 
인천 14.8 11.6 1.02 0.22 
광주 13.5 10.7 0.94 -0.69 
대전 15.9 12.7 1.11 1.28 
울산 14.1 13.0 1.14 1.60 
세종 20.3 15.0 1.32 3.60 
경기 12.9 10.3 0.91 -1.06 
강원 22.6 12.4 1.08 0.96 
충북 21.7 12.8 1.12 1.35 
충남 22.7 12.6 1.10 1.20 
전북 20.8 11.3 0.99 -0.14 
전남 24.3 11.7 1.02 0.27 
경북 23.1 12.0 1.05 0.60 
경남 20.5 13.2 1.16 1.82 
제주 16.5 10.3 0.9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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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27〉 위암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28〉 위암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21.6 17.5 1.00 0.00
서울 19.6 16.3 0.93 -1.16 
부산 25.4 19.0 1.09 1.57 
대구 18.9 15.9 0.91 -1.51 
인천 20.0 18.6 1.06 1.11 
광주 17.2 16.5 0.95 -0.96 
대전 18.6 17.3 0.99 -0.18 
울산 16.4 18.7 1.07 1.25 
세종 22.9 20.4 1.17 2.96 
경기 16.7 15.7 0.90 -1.75 
강원 29.6 19.4 1.11 1.99 
충북 28.7 20.7 1.19 3.27 
충남 27.9 18.5 1.06 1.08 
전북 26.2 16.9 0.97 -0.60 
전남 31.0 18.1 1.04 0.68 
경북 29.1 18.5 1.06 1.09 
경남 26.2 20.9 1.20 3.48 
제주 19.9 16.4 0.94 -1.01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1.8 7.0 1.00 0.00
서울 9.8 6.5 0.92 -0.53 
부산 13.1 8.2 1.16 1.16 
대구 9.3 5.8 0.82 -1.25 
인천 9.7 6.4 0.92 -0.57 
광주 9.9 6.6 0.95 -0.37 
대전 13.2 9.6 1.37 2.59 
울산 11.7 9.0 1.28 1.97 
세종 17.6 9.4 1.34 2.41 
경기 9.0 6.4 0.91 -0.62 
강원 15.5 6.9 0.98 -0.16 
충북 14.6 6.9 0.99 -0.10 
충남 17.4 8.0 1.14 0.99 
전북 15.5 7.3 1.05 0.32 
전남 17.7 7.0 1.00 -0.02 
경북 17.1 7.3 1.04 0.27 
경남 14.7 7.9 1.13 0.90 
제주 13.1 5.9 0.84 -1.13 



312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2-20. 간암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6명으로 2003년보다 9.0

명 감소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률이 높았다. 2015년 남성의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1명,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6.8명이었다. 

〔그림 2-4-152〕 간암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29〉 간암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22.6 24.6 33.8 41.3 11.3 10.8 
2004 22.4 23.6 33.7 39.7 11.0 10.2 
2005 22.3 22.7 33.5 38.3 11.1 9.9 
2006 22.3 21.9 33.6 36.9 10.8 9.3 
2007 22.7 21.6 34.1 36.2 11.2 9.3 



제2부 제4장 연구 결과  313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간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간암 사

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5명로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남성의 

간암 사망률은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간암 사망률이 높았다.

〔그림 2-4-153〕 교육수준별·성별 간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8 22.9 20.9 34.4 35.4 11.3 9.0 
2009 22.6 20.0 33.9 33.5 11.4 8.7 
2010 22.5 19.1 33.4 32.0 11.5 8.4 
2011 21.8 17.9 32.8 30.2 10.9 7.6 
2012 22.5 17.8 33.7 29.9 11.3 7.6 
2013 22.6 17.2 33.3 28.4 11.8 7.6 
2014 22.8 16.7 34.0 27.9 11.6 7.1 
2015 22.2 15.6 32.9 26.1 11.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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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30〉 간암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간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인구 10만 명당 20.1명이

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인구 10만 명당 12.9명이었다. 남

성은 전라남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36.2명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울산

광역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10.1명으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57.6 33.3 3.33 23.32 
중·고졸 21.9 15.4 1.54 5.44 
전문대졸 이상 8.0 10.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95.7  88.8 0.85 -15.33 
중졸 104.2 111.1 1.07 6.91 
고졸 이상 96.9 104.2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123.3  64.5 8.40 49.78 
중·고졸 39.6 28.2 2.70 13.55 
전문대졸 이상 13.3 14.7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86.5  177.8 1.34 44.71 
중졸 152.8 159.2 1.20 26.04 
고졸 이상 126.0 133.1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20.3  11.2 5.27 9.08 
중·고졸 5.9 4.1 1.91 1.94 
전문대졸 이상 1.5 2.1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62.0  53.7 1.15 6.86 
중졸 53.6 59.7 1.27 12.86 
고졸 이상 41.1 46.8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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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54〕 지역별 간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31〉 간암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22.2 15.6 1.00 0.00
서울 19.5 14.3 0.91 -1.34 
부산 29.4 18.9 1.21 3.27 
대구 20.8 14.7 0.94 -0.91 
인천 17.9 14.5 0.93 -1.15 
광주 21.0 16.7 1.07 1.07 
대전 16.0 12.9 0.82 -2.79 
울산 20.9 18.4 1.18 2.75 
세종 17.0 13.6 0.87 -2.00 
경기 17.4 14.3 0.91 -1.37 
강원 25.6 15.0 0.96 -0.66 
충북 21.9 14.5 0.93 -1.16 
충남 24.0 14.6 0.93 -1.06 
전북 28.0 16.0 1.02 0.34 
전남 37.2 20.1 1.28 4.43 
경북 28.1 16.0 1.02 0.32 
경남 29.5 19.6 1.25 3.97 
제주 26.5 18.2 1.1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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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32〉 간암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33〉 간암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32.9 26.1 1.00 0.00
서울 29.2 23.2 0.89 -2.82 
부산 44.1 31.7 1.21 5.59 
대구 31.9 25.5 0.98 -0.58 
인천 26.7 23.7 0.91 -2.33 
광주 31.8 28.8 1.10 2.71 
대전 24.3 21.5 0.82 -4.57 
울산 28.9 27.8 1.07 1.71 
세종 26.1 24.0 0.92 -2.10 
경기 25.5 22.8 0.88 -3.21 
강원 39.7 26.2 1.01 0.15 
충북 31.4 23.8 0.91 -2.29 
충남 36.2 25.1 0.96 -1.00 
전북 39.0 25.9 0.99 -0.21 
전남 57.9 36.2 1.39 10.11 
경북 40.9 26.7 1.02 0.63 
경남 42.9 33.8 1.30 7.79 
제주 37.8 30.6 1.17 4.51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1.5 6.8 1.00 0.00
서울 10.1 6.6 0.97 -0.19 
부산 15.2 8.2 1.21 1.45 
대구 9.9 5.9 0.87 -0.92 
인천 9.1 6.4 0.95 -0.37 
광주 10.4 6.6 0.97 -0.23 
대전 7.8 5.2 0.76 -1.62 
울산 12.4 10.1 1.49 3.29 
세종 7.7 4.8 0.71 -1.96 
경기 9.2 6.7 0.98 -0.11 
강원 11.2 5.2 0.76 -1.60 
충북 12.2 6.6 0.97 -0.21 
충남 11.4 5.7 0.84 -1.07 
전북 17.0 8.1 1.19 1.28 
전남 16.5 6.0 0.89 -0.77 
경북 15.1 7.0 1.04 0.25 
경남 16.0 8.5 1.25 1.69 
제주 15.1 7.6 1.12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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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대장암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대장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9명으로 2003년보다 

1.6명 감소했으며,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률이 높았으며, 2015년 남성의 대장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0명,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7.9명이었다. 

〔그림 2-4-155〕 대장암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34〉 대장암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11.4 12.5 12.4 17.1 10.3 9.6 
2004 12.1 12.8 13.3 17.5 10.8 9.8 
2005 12.4 12.7 13.4 17.1 11.4 9.8 
2006 12.8 12.6 14.0 17.1 11.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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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대장암 사망률

이 인구 10만 명당 17.0명으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교

육수준별로 일관된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4-156〕 교육수준별·성별 대장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7 13.5 12.8 15.3 17.8 11.8 9.3 
2008 13.9 12.5 15.5 17.3 12.2 9.4 
2009 14.3 12.4 15.9 17.0 12.7 9.3 
2010 15.4 12.8 17.4 17.8 13.5 9.3 
2011 15.4 12.2 17.5 17.0 13.4 8.9 
2012 16.3 12.3 18.6 17.4 13.9 8.7 
2013 16.4 11.9 18.5 16.5 14.2 8.6 
2014 16.5 11.4 18.9 16.0 14.2 8.2 
2015 16.4 10.9 18.6 15.0 14.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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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35〉 대장암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대장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인구 10만 명당 12.9명이

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인구 10만 명당 8.8명이었다. 남성은 

강원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17.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제주도에

서 인구 10만 명당 10.0명으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26.2 17.0 2.60 10.46 
중·고졸 9.3 6.5 1.00 -0.02 
전문대졸 이상 5.1 6.5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98.5  75.3 0.78 -21.20 
중졸 74.9 86.8 0.90 -9.73 
고졸 이상 85.2 96.5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44.0  22.8 5.90 15.32 
중·고졸 11.7 8.1 1.57 0.64 
전문대졸 이상 6.4 7.5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43.2  122.6 1.07 7.79 
중졸 100.4 113.1 0.99 -1.72 
고졸 이상 103.1 114.8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16.1  12.9 2.81 8.29 
중·고졸 7.0 5.0 1.10 0.44 
전문대졸 이상 3.5 4.6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82.0  57.7 0.95 -2.91 
중졸 48.2 58.8 0.97 -1.74 
고졸 이상 51.0 60.6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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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57〕 지역별 대장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36〉 대장암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6.4 10.9 1.00 0.00
서울 15.3 11.0 1.01 0.08 
부산 18.7 11.8 1.08 0.88 
대구 15.2 10.4 0.95 -0.51 
인천 14.6 11.4 1.04 0.46 
광주 15.7 11.9 1.09 1.02 
대전 14.3 11.5 1.05 0.56 
울산 10.7 9.9 0.91 -1.03 
세종 13.1 9.5 0.87 -1.41 
경기 14.1 11.1 1.02 0.22 
강원 21.9 11.9 1.09 0.99 
충북 21.3 12.4 1.14 1.48 
충남 22.1 11.8 1.08 0.90 
전북 20.5 10.0 0.92 -0.85 
전남 20.1 8.8 0.81 -2.06 
경북 20.5 10.3 0.95 -0.55 
경남 15.7 9.8 0.90 -1.09 
제주 20.1 12.9 1.1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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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37〉 대장암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38〉 대장암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8.6 15.0 1.00 0.00
서울 18.4 15.4 1.02 0.35 
부산 21.0 15.6 1.04 0.62 
대구 15.8 13.4 0.89 -1.61 
인천 15.6 14.8 0.99 -0.18 
광주 17.6 16.6 1.11 1.63 
대전 17.0 16.2 1.08 1.20 
울산 11.0 11.6 0.77 -3.42 
세종 8.7 8.2 0.54 -6.85 
경기 15.9 15.1 1.01 0.09 
강원 26.1 17.3 1.15 2.29 
충북 22.9 16.5 1.10 1.45 
충남 24.7 16.4 1.09 1.43 
전북 24.0 14.9 0.99 -0.09 
전남 24.5 13.8 0.92 -1.22 
경북 22.6 14.3 0.95 -0.73 
경남 16.4 13.1 0.87 -1.93 
제주 20.9 16.8 1.12 1.75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4.3 7.9 1.00 0.00
서울 12.3 7.7 0.97 -0.22 
부산 16.4 9.1 1.14 1.13 
대구 14.6 8.4 1.06 0.45 
인천 13.6 9.0 1.14 1.08 
광주 13.8 8.4 1.05 0.42 
대전 11.6 8.0 1.00 0.04 
울산 10.5 7.8 0.99 -0.11 
세종 17.6 9.8 1.24 1.91 
경기 12.3 8.3 1.04 0.32 
강원 17.6 7.5 0.94 -0.46 
충북 19.8 9.7 1.22 1.78 
충남 19.3 8.3 1.05 0.37 
전북 17.0 6.6 0.83 -1.34 
전남 15.6 5.4 0.68 -2.52 
경북 18.3 7.5 0.94 -0.46 
경남 14.9 7.5 0.94 -0.45 
제주 19.4 10.0 1.26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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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유방암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유방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9명으로 2003년보다 1.0

명 증가했으며, 2003년 이후 사망률이 증감을 반복하면서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그림 2-4-158〕 유방암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39〉 유방암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5.8 5.9 
2004 6.1 6.0 
2005 6.5 6.2 
2006 6.6 6.1 
2007 6.8 6.2 
2008 7.0 6.2 
2009 7.6 6.6 
2010 7.5 6.3 
2011 8.0 6.6 
2012 7.9 6.4 
2013 8.8 7.0 
2014 8.9 6.9 
2015 9.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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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의 유방암 사망률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으나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159〕 교육수준별 유방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40〉 유방암 사망률(교육수준별, 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유방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 명당 8.7

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인구 10만 명당 5.3명이었다.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21.3 31.5 3.17 21.55 
중·고졸 13.6 10.8 1.08 0.82 
전문대졸 이상 8.2 9.9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6.3  15.9 0.51 -15.46 
중졸 20.1 21.7 0.69 -9.64 

고졸 이상 27.1 31.4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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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0〕 지역별 유방암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41〉 유방암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9.2 6.9 1.00 0.00
서울 9.6 7.3 1.06 0.43 
부산 10.2 7.1 1.02 0.17 
대구 7.5 5.3 0.77 -1.59 
인천 8.8 7.0 1.02 0.13 
광주 8.8 7.3 1.06 0.40 
대전 9.2 7.3 1.05 0.38 
울산 10.5 8.7 1.26 1.76 
세종 5.5 5.5 0.80 -1.40 
경기 9.4 7.6 1.10 0.71 
강원 12.1 8.3 1.20 1.40 
충북 8.0 5.9 0.85 -1.03 
충남 7.9 5.7 0.83 -1.20 
전북 8.5 5.9 0.86 -0.96 
전남 8.8 5.5 0.80 -1.40 
경북 9.4 6.7 0.97 -0.22 
경남 7.9 5.9 0.85 -1.02 
제주 8.9 6.9 1.0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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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성인 외인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외인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성인 외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7.4명으로 2003년보다

27.4명 감소했으며,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2-4-161〕 성인 외인 사망률 추이(19세 이상, 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42〉 성인 외인 사망률(전국, 성별, 19세 이상,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81.5 84.8 114.0 127.8 50.0 47.0 
2004 79.3 81.3 111.2 123.4 48.2 44.5 
2005 79.7 80.4 110.2 120.8 50.0 45.6 
2006 75.7 74.9 104.3 112.8 47.8 42.2 
2007 76.7 74.6 103.5 109.7 50.5 44.6 
2008 76.7 73.3 104.1 107.8 50.0 43.3 
2009 81.6 76.9 110.8 112.5 53.1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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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인구집단별 격차

성인 외인 사망률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의 격차가 컸다. 30-64세 성인 중 초졸 이하 외인 사망

률은 인구 10만 명당 227.8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 이상의 외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0명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2-4-162〕 교육수준별·성별 성인 외인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10 81.0 75.1 111.3 111.4 51.3 43.3 
2011 79.7 72.5 110.7 108.8 49.4 40.7 
2012 75.8 67.4 103.9 100.6 48.2 37.9 
2013 74.8 65.2 103.3 97.9 47.0 36.1 
2014 69.9 60.2 96.4 90.1 43.9 33.2 
2015 68.2 57.4 93.8 85.7 43.0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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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43〉 성인 외인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성인 외인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인구 10만 명당 

78.1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인구 10만 명당 44.7명이었

다. 남성의 외인 사망률은 전라남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118.6명으로 가

장 높았고, 여성의 외인 사망률은 충청남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41.7명

으로 가장 높았다.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131.1 227.8 7.84 198.73 
중·고졸 64.6 63.9 2.20 34.88 
전문대졸 이상 28.0 29.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213.9  172.6 1.17 25.53 
중졸 158.0 178.1 1.21 31.01 
고졸 이상 128.1 147.1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269.0  301.2 6.93 262.36 
중·고졸 104.4 98.3 2.69 59.50 
전문대졸 이상 38.2 38.8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64.8  332.2 1.82 149.67 
중졸 238.9 259.5 1.42 76.98 
고졸 이상 163.2 182.6 1.00 0.00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52.8  164.1 10.80 148.88 
중·고졸 28.4 32.4 2.13 17.22 
전문대졸 이상 15.2 15.2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57.9  110.0 1.45 34.36 
중졸 73.8 92.2 1.22 16.53 
고졸 이상 60.8 75.7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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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3〕 지역별 성인 외인 사망률(19세 이상,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44〉 성인 외인 사망률(전체, 시도별, 19세 이상,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68.2 57.4 1.00 0.00
서울 50.4 44.7 0.78 -12.64 
부산 65.4 55.8 0.97 -1.54 
대구 61.2 53.5 0.93 -3.84 
인천 62.2 55.8 0.97 -1.54 
광주 62.2 55.1 0.96 -2.23 
대전 64.0 57.9 1.01 0.57 
울산 57.6 55.9 0.97 -1.44 
세종 69.5 57.4 1.00 0.02 
경기 60.4 54.2 0.95 -3.11 
강원 94.5 71.8 1.25 14.45 
충북 86.3 68.0 1.19 10.66 
충남 97.4 74.9 1.31 17.56 
전북 87.9 64.8 1.13 7.47 
전남 113.0 78.1 1.36 20.79 
경북 89.4 68.3 1.19 10.94 
경남 77.6 63.3 1.10 5.94 
제주 78.2 64.4 1.12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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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45〉 성인 외인 사망률(남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46〉 성인 외인 사망률(여성, 시도별, 19세 이상,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94.5 86.0 1.00 0.00
서울 69.0 64.8 0.75 -21.19 
부산 95.2 83.0 0.97 -2.95 
대구 85.2 79.2 0.92 -6.71 
인천 88.2 84.6 0.98 -1.31 
광주 88.5 86.0 1.00 0.07 
대전 88.0 85.1 0.99 -0.91 
울산 84.3 86.5 1.01 0.55 
세종 95.0 88.9 1.03 2.93 
경기 81.7 79.4 0.92 -6.58 
강원 132.6 109.9 1.28 23.92 
충북 120.0 102.9 1.20 16.99 
충남 131.4 110.1 1.28 24.10 
전북 124.8 101.6 1.18 15.66 
전남 152.8 118.6 1.38 32.67 
경북 127.0 105.4 1.23 19.44 
경남 106.7 95.9 1.12 9.94 
제주 98.1 90.0 1.05 4.04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43.2 31.9 1.00 0.00
서울 34.1 27.4 0.86 -4.51 
부산 38.7 31.7 0.99 -0.23 
대구 38.8 30.6 0.96 -1.26 
인천 37.7 30.0 0.94 -1.86 
광주 36.7 28.1 0.88 -3.83 
대전 41.2 34.2 1.07 2.35 
울산 30.2 26.3 0.83 -5.55 
세종 44.6 32.3 1.01 0.38 
경기 39.6 31.6 0.99 -0.27 
강원 57.5 35.7 1.12 3.80 
충북 53.0 36.7 1.15 4.82 
충남 62.7 41.7 1.31 9.84 
전북 51.9 31.8 1.00 -0.13 
전남 73.1 40.9 1.28 8.97 
경북 52.9 34.2 1.07 2.34 
경남 48.5 33.8 1.06 1.94 
제주 58.2 39.0 1.22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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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아동 외인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외인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아동 외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8명으로 2003년보다 

7.8명 감소했으며,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성별 격차도 줄어들고 있

다. 2015년 남아의 외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2명, 여아는 인구 

10만 명당 4.2명이었다. 

〔그림 2-4-164〕 아동 외인 사망률 추이(0-18세, 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47〉 아동 외인 사망률(전국, 성별, 0-18세, 연도별)

구분(연도)
전체 남아 여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13.7 13.6 16.5 16.4 10.7 10.4 
2004 12.1 12.0 15.2 15.2 8.5 8.5 
2005 11.3 11.3 13.9 13.9 8.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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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나. 지역별 격차

아동 외인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인구 10만 명당 10.4

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인구 10만 명당 3.8명이었다. 

남아와 여아 모두 제주도에서 사망률이 높았다.

〔그림 2-4-165〕 지역별 아동 외인 사망률(0-18세. 2015년)

주: 세종 지역은 해당 사망자가 없어 제외함.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아 여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6 10.1 10.0 12.0 12.0 7.9 7.9 
2007 10.1 9.9 12.9 12.5 7.0 6.9 
2008 10.1 9.8 12.6 12.1 7.4 7.2 
2009 10.5 9.9 12.6 11.8 8.1 7.8 
2010 9.2 8.5 11.6 10.7 6.5 6.2 
2011 8.9 8.2 11.5 10.3 6.1 5.7 
2012 8.3 7.7 10.4 9.5 6.0 5.7 
2013 7.4 6.8 9.3 8.5 5.3 5.0 
2014 7.6 6.8 9.2 8.2 5.9 5.4 
2015 6.3 5.8 7.9 7.2 4.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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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48〉 아동 외인 사망률(전체, 시도별, 0-18세, 2015년)

주: 세종 지역은 해당 사망자가 없어 제외함.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49〉 아동 외인 사망률(남아, 시도별, 0-18세, 2015년)

주: 세종 지역은 해당 사망자가 없어 제외함.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6.3 5.8 1.00 0.00
서울 5.0 4.4 0.76 -1.36 
부산 8.0 7.1 1.24 1.37 
대구 6.4 6.0 1.04 0.23 
인천 4.3 3.8 0.67 -1.93 
광주 5.9 5.6 0.98 -0.14 
대전 5.7 5.2 0.90 -0.60 
울산 7.9 6.6 1.15 0.86 
경기 5.7 5.3 0.93 -0.42 
강원 5.4 4.8 0.84 -0.93 
충북 7.9 7.2 1.26 1.49 
충남 9.2 8.9 1.54 3.11 
전북 7.8 7.1 1.23 1.31 
전남 8.4 7.9 1.37 2.15 
경북 7.0 6.4 1.11 0.60 
경남 6.5 6.1 1.06 0.33 
제주 10.6 10.4 1.81 4.63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7.9 7.2 1.00 0.00
서울 6.5 5.6 0.78 -1.58 
부산 9.7 8.7 1.20 1.45 
대구 7.3 6.7 0.92 -0.56 
인천 6.2 5.6 0.78 -1.62 
광주 9.6 9.3 1.30 2.14 
대전 7.4 6.6 0.91 -0.62 
울산 11.0 9.0 1.25 1.77 
경기 6.6 6.2 0.86 -1.03 
강원 6.9 6.1 0.85 -1.11 
충북 8.9 8.1 1.12 0.86 
충남 11.0 10.4 1.44 3.16 
전북 11.4 10.1 1.41 2.94 
전남 11.7 10.9 1.51 3.66 
경북 8.9 8.0 1.11 0.77 
경남 8.6 7.8 1.08 0.57 
제주 11.6 11.3 1.56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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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50〉 아동 외인 사망률(여아, 시도별, 0-18세,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2-25. 자살 사망률(건강결과 > 사망 > 외인으로 인한 사망)

가. 연도별 추이

2015년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2.8명으로 2003년보다 0.8

명 감소하였다. 여성의 자살 사망률은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남

성의 자살 사망률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15년 남성의 자살 사

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3.2명, 여성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3.4명이었다.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4.5 4.2 1.00 0.00
서울 3.3 3.1 0.73 -1.11 
부산 6.2 5.4 1.30 1.27 
대구 5.4 5.2 1.25 1.02 
인천 2.2 1.9 0.47 -2.23 
광주 1.9 1.6 0.39 -2.57 
대전 4.0 3.6 0.86 -0.58 
울산 4.3 3.9 0.93 -0.27 
세종 - - - -
경기 4.8 4.4 1.06 0.26 
강원 3.7 3.4 0.83 -0.73 
충북 6.8 6.3 1.51 2.11 
충남 7.2 7.2 1.73 3.04 
전북 4.1 3.7 0.89 -0.44 
전남 4.8 4.7 1.13 0.55 
경북 4.9 4.6 1.09 0.38 
경남 4.1 4.2 1.01 0.03 
제주 9.5 9.4 2.25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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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66〕 자살 사망률 추이(2003-2015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표 2-4-251〉 자살 사망률(전국, 성별, 연도별)

자료: 통계청(2003-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03-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임.

구분(연도)
전체 남성 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2003 22.6 23.6 31.0 35.2 14.1 13.7 
2004 23.7 24.4 32.4 36.2 14.9 14.3 
2005 24.7 24.9 32.9 36.1 16.4 15.5 
2006 21.8 21.5 29.5 31.6 14.1 13.0 
2007 24.8 24.1 31.5 33.1 18.1 16.9 
2008 26.0 24.9 33.4 34.0 18.7 17.3 
2009 31.0 29.2 39.9 39.7 22.1 20.3 
2010 31.2 28.9 41.3 40.4 21.0 19.0 
2011 31.7 29.0 43.3 41.5 20.1 17.9 
2012 28.1 25.3 38.2 35.9 18.0 15.7 
2013 28.5 25.3 39.8 36.5 17.3 15.0 
2014 27.3 24.1 38.4 34.8 16.1 14.1 
2015 26.5 22.8 37.5 33.2 15.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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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집단별 격차

30-64세 성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자살 사망률은 인

구 10만 명당 131.2명으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교

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자살 사망률이 높았으며, 특히 남성 노인의 교육

수준별 격차가 뚜렷하였다.

〔그림 2-4-167〕 교육수준별·성별 자살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52〉 자살 사망률(교육수준별, 성별, 2015년)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체

30-64세

초졸 이하 61.6 131.2 6.81 111.90 
중·고졸 37.7 40.0 2.07 20.69 
전문대졸 이상 19.0 19.3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62.2  56.1 1.14 6.82 
중졸 58.5 62.5 1.27 13.25 
고졸 이상 46.0 49.3 1.00 0.00 

남성

30-64세

초졸 이하 122.4  166.7 4.99 142.14 
중·고졸 58.4 58.4 2.38 33.91 
전문대졸 이상 24.4 24.5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131.0  120.4 1.85 55.30 
중졸 91.7 96.4 1.48 31.28 
고졸 이상 61.4 65.1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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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대격차와 절대격차는 수치 간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다. 지역별 격차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각각 인

구 10만 명당 26.5명)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인구 10만 명당 

20.4명이었다. 남성의 자살 사망률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구 10만 명당 

53.3명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자살 사망률은 광주광역시에서 인구 10

만 명당 13.1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168〕 지역별 자살 사망률(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구분
2015년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여성

30-64세

초졸 이하 27.1  97.0 8.08 85.04 
중·고졸 18.8 23.0 1.91 10.94 
전문대졸 이상 12.2 12.0 1.00 0.00 

65세 이상

초졸 이하 36.8  31.3 1.76 13.55 
중졸 23.8 25.5 1.44 7.76 
고졸 이상 16.3 17.7 1.00 0.00 



제2부 제4장 연구 결과  337

〈표 2-4-253〉 자살 사망률(전체,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2-4-254〉 자살 사망률(남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전체)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34.1 22.8 1.00 0.00
서울 28.3 20.4 0.89 -2.45 
부산 34.5 21.4 0.94 -1.47 
대구 35.2 24.4 1.07 1.52 
인천 29.1 23.2 1.02 0.36 
광주 30.7 24.1 1.05 1.24 
대전 30.4 24.5 1.07 1.63 
울산 24.4 23.3 1.02 0.46 
세종 37.8 26.5 1.16 3.71 
경기 27.1 22.0 0.96 -0.84 
강원 44.8 23.5 1.03 0.72 
충북 44.7 26.5 1.16 3.65 
충남 44.1 23.6 1.03 0.74 
전북 44.3 22.6 0.99 -0.25 
전남 54.3 24.1 1.05 1.24 
경북 50.9 25.8 1.13 3.01 
경남 40.0 25.0 1.10 2.17 
제주 35.8 23.2 1.02 0.41 

전체
2015년(남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49.8 40.0 1.00 0.00
서울 41.2 34.0 0.85 -6.00 
부산 50.2 36.5 0.91 -3.47 
대구 49.2 41.1 1.03 1.16 
인천 41.8 40.5 1.01 0.49 
광주 42.2 40.1 1.00 0.16 
대전 45.5 42.8 1.07 2.77 
울산 33.2 38.3 0.96 -1.72 
세종 59.9 53.3 1.33 13.30 
경기 39.1 37.7 0.94 -2.26 
강원 68.2 42.9 1.07 2.96 
충북 65.4 46.8 1.17 6.82 
충남 62.8 40.6 1.01 0.58 
전북 67.8 41.6 1.04 1.63 
전남 83.3 46.1 1.15 6.13 
경북 75.5 46.7 1.17 6.70 
경남 57.2 45.6 1.14 5.66 
제주 55.4 45.2 1.13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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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55〉 자살 사망률(여성, 시도별, 2015년)

자료: 통계청(2015), 주민등록 연앙인구,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전체
2015년(여성)

조율
(명/10만 명)

표준화율
(명/10만 명)

상대격차
(배)  

절대격차
(명/10만 명) 

전국 18.5 10.5 1.00 0.00
서울 15.8 10.0 0.96 -0.44 
부산 19.1 10.4 1.00 -0.03 
대구 21.4 12.6 1.20 2.15 
인천 16.4 11.0 1.05 0.48 
광주 19.5 13.1 1.25 2.67 
대전 15.4 10.5 1.00 0.04 
울산 15.1 11.6 1.11 1.12 
세종 15.4 8.1 0.77 -2.37 
경기 15.0 10.3 0.98 -0.22 
강원 21.0 9.7 0.92 -0.80 
충북 23.6 11.8 1.13 1.37 
충남 24.9 11.1 1.06 0.61 
전북 21.0 9.5 0.91 -0.98 
전남 25.2 9.2 0.87 -1.32 
경북 26.0 11.1 1.06 0.64 
경남 22.6 11.3 1.08 0.87 
제주 16.1 8.8 0.84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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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건강 수준은 일관되게 낮게 나

타나며(김철웅 등, 2010, p. 197) 계층 간 건강 수준의 차이는 더욱 벌어

지고 있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으로 구별되

는 사회계층과 건강수준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건강불평등’에 대

한 연구가 다수였다. 반면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즉 주관적 건강불평

등에 대한 연구는 일반인들이 건강불평등에 대해서는 잘 응답하지 않고, 

건강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며, 구조적인 요인이 개인 수준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김

동진 등, 2016, p. 137, p. 139).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 인식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민 참여·정치 참여 등 사회

통합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개념이다(김동진 

등, 2016, pp. 35-36). 또한 건강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치

적 노력을 일종의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의 개념으로 봤을 때, 사

회운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김동진 등, 2016, p. 55).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누가, 얼

마나 심각하게 건강불평등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누가’에 대한 고려는 인구집단별 건강불평등 인식률을 파악하는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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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정책 개입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건강불평등 문제는 취

약한 환경에 노출된 집단에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김동

진 등, 2016, p. 137). 

둘째, ‘얼마나’에 대한 고려는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건강불평등 문제가 갖는 우선순

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셋째, ‘원인’에 대한 고려는 건강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원인 파악을 통해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지점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불평등에 대한 인식

불평등 인식은 현실의 객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타인과 

자신과의 불평등한 위치·처우 등에 의해 인식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이웅, 임란, 2014, p. 95). Han 등(2012)의 연구에 따

르면 본인이 투입한 것에 대비한 결과와 타인이 투입한 것에 대비한 결과

가 서로 다르다고 느낄 때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진 

등, 2016, p. 44). 국내 장동호(2011) 연구에서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소득분배 구조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웃의 소득수준에 비해 개인의 소득수준

이 낮은 경우에도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동진 

등, 2016,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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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평등을 인식하는 기전에는 가치·태도·기준 등 개인적 특성부터 

사회경제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 

인식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이나 이질적인 문화권,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

치관, 가족 구조, 성별 등 개인적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 교육수준, 사회계층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나아

가 사회적 가치, 문화, 정치, 시민권 운동 등 환경적 요인도 불평등 인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n et al., 2012, pp. 29-30, p. 32).

  2. 불평등의 측정 

불평등과 관련한 국내외 조사 연구로는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국제 사회 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전 세계 태도 설문조사(Global Attitude & Trends), 한

국종합사회조사, 한국 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등이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는 환경·직업·정치·건강에 대한 태도, 사회 쟁점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태도 설문조사는 국가만

족도, 국가와 개인의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주로 다루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태도도 일부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가치관 조사와 마

찬가지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국제 사회 

조사 프로그램에서는 1987년, 1992년, 1999년, 2009년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국제 사회 조사 프로그램과 협력 관계

에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도 2009년 사회 불평등에 대해 심층적으

로 조사하였다. 2009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교육불평등, 소득불

평등, 직장 내 불평등 등 다양한 영역이 고려되었으나, 사회적으로 강력

한 쟁점이자 관심 영역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항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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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교육·취업·승진·건강·정보와 

관련한 기회불평등 수준과 불평등 유형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묻는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내용으로 건강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회불평등 

측면에서 건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연구와는 접근 방식이 다

르다(김동진 등, 2016, pp. 50-57). 

이전의 연구들은 건강불평등보다 상위 개념인 불평등 전반 혹은 사회

불평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문항이나 척도를 우리의 연구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불평등 인식 조사의 개념과 흐름을 

파악하고, 불평등 인식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수준

에 대해서는 위 조사 문항을 근거로 본 건강불평등 인식 조사의 문항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디더리센과 할크비스트(Diderichsen & Hallqvist, 1998)의 ‘건강불

평등 발생 기전(질병의 사회적 생산 모형)’은 건강불평등을 이해하는 가

장 전통적인 모형으로서, 사회 맥락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모형에서 우리의 연구가 주목하는 기전은 사회 맥락이 개인에게 영

향을 미쳐 나타나게 된 가장 첫 번째 단계, ‘사회적 위치’이다. 사회 맥락

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위험요소에 대한 노출이 다르게 이루

어지며, 이는 질병 또는 상해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WHO, 

2010, p. 23). 즉,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위치(또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달리 발생하므로 건강불평등의 발생과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적 위치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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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오히려 불평등 인식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은 

우리가 건강불평등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위치에 지속적인 관심

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블랙스터(Blaxter, 1997)에 따르면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의 습관이라고 생각해 건

강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저소득층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데

이비슨 등(Davidson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결핍된 지역에 거주하

는 사람들이 건강불평등에 대해 덜 인식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이 확인

되었다(김동진 등, 2016, p. 46, p. 48).

〔그림 3-1-1〕 질병의 사회적 생산 모형(Model of the social production of disease)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0). A conceptual framework for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uthor. p. 24 [그림 1]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에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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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

는가,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형평적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었

다. 아사다(Asada, 2007)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 개인의 사회적 위치

를 나타내는 요인들은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 사회 구조에 의한 것으로

서 이로 인한 건강불평등은 불공정한(불형평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생

활습관, 라이프 스타일 등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거나 우연히 발생한 

사고 등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개인이 그와 같은 생

활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

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돌이켜보면 사회의 영향,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였다(Asada, 2007, p. 44). 이러한 관점은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에 의해 형성되거나 영향

을 받는다는 부르디외(Bourdieu)의 입장(Cockerham, 2016), 그리고 

개인이 선택 가능한 정도에 따라 상황의 공정성이 판단될 수 있으며, 제

한된 선택으로 인한 건강 차이는 불공정하다고 본 화이트헤드

(Whitehead)의 주장(Whitehead, 1992, p. 433)과 일맥상통한다. 

즉, 사회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불평등은 불공정한 것이라는 기본 

명제와 더불어 개인의 선택이나 우연성에 의한 건강 결과도 사회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 결과의 

불평등은 형평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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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기존의 건강결정요인과 형평적 관점의 건강결정요인 

〈기존의 관점〉

〈형평적 관점〉

자료: Asada. (2007). Health Inequality-Morality and Measurement.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 34, <표 2.1>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구성함.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설문 탐색과 개발 

가.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

탐색적 연구란 관심 있는 이슈나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며, 이후의 연구에서 더 엄 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한다(Kelly & Bus, 2008, p. 48). 지그문트(Zikm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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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는 탐색적 연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관심 분야와 관련한 선행 연

구를 분석해 더욱 발전적인 연구 주체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쿠퍼와 신들러(Cooper & Schindler, 2006)는 탐색적 연구란 해

석적 연구로도 정의될 수 있으며, 이론이나 가설을 증명하기보다는 이슈

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연구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다양하고 활용도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Kelly & Bus, 

2008, p. 49).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 인식·건강불평등 인식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를 고찰하고, 기존의 불평등 조사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2016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건강불평등 인식에 대한 일반인 대상 심층면접의 녹취

록을 재분석해 건강, 불평등, 불평등의 원인 등 주요 개념을 도출했다. 

나. 내용타당도 검증 

내용타당도 검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

으로, 지표(이하 설문)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였는

지를 판단하는 검증 방법이다. 전문가의 논리적·경험적 근거에 기반해 평

가가 이루어지며, 설문 도구가 조사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검

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성태제, 2007, p. 42).

한편 전문가에 따라 설문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하

는 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은 관련 분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므로 완전하게 편향되거나 반대의 의

견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이다(성태제, 2007, p. 44). 

또한 계량화된 정보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나(성태제, 2007, p. 44)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문항의 타당도가 매

우 적절하거나 꽤 적절하다고 응답한 전문가수를 전체 전문가수로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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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0.78 이상일 때 해당 문항이 내용타당도를 갖추었다고 판별하는 기

준(내용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이 있어, 계량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Polit et al., 2006, p. 491).25) 국내 연구들(박효정 등, 

2014; 최수현 등, 2016; 이시은 등, 2017)에서도 내용타당도 결과를 계

량화해 설문 개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내용타당도 검증을 

활용해, 탐색적 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개발된 주관적 건강불평

등 인식 설문(1판)이 본래 의도한 바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게 구성되었는

지를 파악하였다. 내용타당도 조사표는 설문 문항별로 1) 문항의 적절성

을 묻는 질문(4점 리커트 척도 활용), 2) 만약 문항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

거나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1-3〕 본 연구의 내용타당도 검증 문항 일부 

자료: 이번 연구의 내용타당도 검증 문항에서 일부 발췌함. 

25) 문항 타당도에 따라 ‘매우 적절함’(4점), ‘꽤 적절함’(3점), ‘약간 적절함’(2점), ‘부적절
함’(1점)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이한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임’을 보기에서 제외하
는 것이 권고됨. 내용타당도 검증에 응한 전문가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3점 또는 4점
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수’/‘전체 전문가 수’의 값이 1이어야 하며, 6명 이상인 경우 
0.78보다 높아야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음(Polit et al., 2006, p.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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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조사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은 보건학 

분야 전문가 4인, 사회학 분야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12일

부터 약 2주간 실시하였다. 

문항 적절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의 정의, 

건강불평등 인식, 건강불평등과 다른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건강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등 주요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의견

으로는 문항과 보기의 모호한 기술 방식 수정, 대상자에게 친숙하거나 알

기 쉬운 어휘 사용, 필요 시 부연 설명 추가 등이 있었으며, 문제점 진단

과 함께 제안된 개선 방향을 반영해 문항과 보기를 수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의도와 부합하는 의견은 문항 수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예로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조사 대상자가 의료이

용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을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응답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두 보기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의료이용불평등을 건강불평등의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어, 두 개 개념을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일 문항에 대해 서로 상

충된 의견이 제안된 경우 연구진 회의를 거쳐 수정에 반영할 의견을 선별

하였다. 

〈표 3-1-1〉 문항별 주요 개선 방향 

구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관적 건강상태

보기의 모호한 기술방식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3)* 

- ③ ‘그저 그렇다’라는 답변을 통해 측정하려고 하는 건강상태가 좋
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라면 ‘보통이다’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
각됨.

- 보기 ②번과 ④번에 쓰인 ‘대체로’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매우 좋
다-좋다-보통이다-나쁘다-매우 나쁘다’로 보기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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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해당 의견으로 답한 응답자 수.

구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건강의 정의 개별 보기 간 강도, 내적일관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4)*

건강불평등의 인식

문항 기술 시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적절한 부연 설명이 필요함(부
적절한 부연 설명은 삭제)(4)*

- ‘소득불평등처럼 건강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소
득불평등에 대한 해석이 건강불평등의 답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
으므로 소득불평등이라는 부연 설명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강불평등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보기의 기술방식을 조사 대상자에게 친숙한, 쉬운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4)*

- 빈자와 부자 →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 도시와 농촌 → 도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문항 기술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1)*

- 차이(difference)와 불평등(inequality)은 서로 다른 개념임. 의도
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고됨.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복수 응답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2)*

보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건강불평등 유형 구분 시 활용한 
변수(성별, 지역, 교육 등)를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도 함께 고려해
야 함(5)*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용인

문항의 기술방식을 조사 대상자에게 친숙하고 쉬운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1)*

문항의 모호한 기술방식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3)*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용인보다는 개선 필요성을 묻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함(1)*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의미가 유사한 보기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3)*

- 의료이용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
- 의료이용불평등은 건강불평등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권고됨. 
- 의료이용불평등과 건강불평등 간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불필요한 부연 설명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1)* 

- 교육불평등 부연 설명 시 비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은 삭제
하는 것이 권고됨. 

불평등에 대한 용인 문항의 모호한 기술방식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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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정 과정을 거쳐 일반인 대상 인지조사를 위한 주관적 건강불평

등 인식 설문(2판)을 완성하였다. 인지조사란 일반인의 설문 이해도를 파

악하는 것으로, 본 설문(2판)에서는 I-CVI 기준을 충족하는 문항, I-CVI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항, I-CVI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며 인지조사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삭제시킬 문

항을 모두 포함시켰다. 

〈표 3-1-2〉 개별 문항에 대한 I-CVI 수치 

(단위: 점) 

구분
건강
상태

건강의 
정의

건강
불평등 
인식
유/무

건강
불평등 
심각성

건강 
불평등 
원인

건강 
불평등 
원인의
용인

불평등 
심각성

불평등 
심각성
(순위)

불평등 
용인

수정 이전 0.73 0.18 0.55 0.45 0.36 0.27 0.64 0.82 0.64

수정 이후 1 0.45 0.82 0.82 0.82 0.73 0.73 0.82 0.73

인지
조사 시 
포함 여부

◎ △ ◎ ◎ ◎ O O ◎ O

주: ◎ - 인지조사에 포함시키는 문항.
     ○ - I-CVI 기준(0.78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나 조사 필요성이 강력하게 인정되는 문항 또는 본 

연구의 의도와 상충되는 의견으로 수정에 반영하지 않아 점수가 낮은 문항. 
     △ - 인지조사에 포함시키되 인지조사에서도 부정적인 경우 삭제시킬 문항.

다. 인지조사(cognitive test) 

인지조사란 설문지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Groves et al.,2011)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설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 질문 응답 시 어려움, 설문의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

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일대일 심층 면접 형태로 진행되며, 응답자가 

설문 문항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문항에 사용된 용어나 전체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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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대답하게 된다. 이때 응답자가 큰 소리로 질문을 읽으면서 떠오르

는 생각이나 의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설문에서 사용

된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해 질문의 의미를 표현해보는 것으로 진행되

기도 한다(김기랑, 2017).

〈표 3-1-3〉 인지조사 유형별 조사 방법 

자료: 김기랑. (2017. 4. 28.). 조사 도구의 개발과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발표 자료.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한 다음 

면접원이 각 문항별 응답자의 이해 정도를 조사하는 형태로 인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원에게는 대상자가 편안하게 답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일러두었으며, 대상자가 조사표를 작성해나가는 동안 응

답 패턴을 면 하게 관찰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최초 응답 시 많

은 시간을 소요했던 문항, 응답하지 못한 문항은 따로 체크해 두었다가 

인지조사 시 집중적으로 질문하게끔 하였다. 

인지조사용 조사표는 각 문항별 ① 의미 전달 정도, ② 인지 부담 정도, 

③ 심리적 부담 정도, ④ 시간 부담 정도(실제 시간 소요가 많이 되었던 경

우에만 답하도록 함)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분형 질문과 구체

구분 방법

소리 내어 
생각하기 기법

① 대상자가 질문을 읽음(질문에 소리 내어 답함).
② 대상자가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녹음하거나 기록함.
③ 대상자가 응답이 없는 경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질문을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인지, 질문에 모르는 용어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
해 질문하고 기록함. 

이야기로 
재확인하기(캐내기) 
기법

① 면접자가 질문을 읽고 대상자가 응답함. 
② 면접자가 질문에 대한 probe question을 묻고, 대상자는 probe 

question에 답변하는 과정을 반복함. 
  <probe question의 예>
  - 방금 제가 한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당신에게 “질문 내용 OOO”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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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견을 기입하는 개방형 질문을 모두 포함시켰다. 조사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6개 광역시도별 성·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실시한 후 최종 추출된 60명에게 2017년 6월 28일부

터 7월 3일까지 약 1주일 간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지조사 결과, 응답하기에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던 문항은 A. 주관

적 건강과 가치관 영역에서 건강의 정의를 묻는 문항, B.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유형별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묻는 문항, C. 건강불

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묻는 문항 등이

었다. 어려움을 느낀 구체적인 이유로는 건강불평등의 개념적 어려움, 주

제의 생소함(기존에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 문항 또는 보기에 담긴 의미

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접하게 다루고 있어 

질문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제시된 보기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된 A.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 영역의 건강의 정의 문항은 앞선 내

용타당도 검증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인지조사 결과에서도 부정적

인 경우 삭제하기로 한 문항이었다. 이에 예비조사용 설문(3판)에서는 위 

문항을 최종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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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주요 인지조사 결과(1)1) 

(단위: %)

주: 1) 인지조사에 응한 60명의 응답 내용 가운데 주요 응답을 중심으로 정리함.
     2) 내용타당도 검증 이전에도 있었던 문항이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기술 방식이 수정된 문항임. 
     3) 내용타당도 검증 이전에는 없었던 문항이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추가된 문항임.
     4) 각 문항(보기)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다/어렵지 않았다, 각 문항에 답하는 데 불쾌감을 느꼈다/

느끼지 않았다 등 이분 문항으로 질문함. 

구분 응답률

A.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

건강상태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6.7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11.7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1.7

건강의 정의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10.0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23.3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0.0

B.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2)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10.0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15.0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5.0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의 
공정성(신규)3)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16.7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13.3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3.3

건강불평등
(유형별) 심각성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18.3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25.0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6.7

건강불평등
(유형별) 용납 
가능성2)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16.7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8.3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8.3

C. 건강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의 원인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15.0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23.3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5.0

건강불평등 
원인(유형별) 개선 
필요성(신규)3)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6.7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5.0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6.7

D. 건강
   불평등과 

기타 
불평등의 
비교

불평등(유형별) 
심각성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15.0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10.0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1.7

불평등(유형별) 
심각성 순위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10.0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10.0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1.7

불평등(유형별) 개선 
필요성(신규)3)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5.0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5.0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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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주요 인지조사 결과(2) 

주: 문항이나 보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응답률이 20%를 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함.

구분 주요 내용

A.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

건강의 정의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 다 맞는 표현인데 어떤 보기가 가장 건
강하다에 가까운 표현인지 잘 모르겠음.

- 의미가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움.
- 신체적, 정신적 근로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의 기준을 신속하게 인지하기 어
려움.

-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완
전한"의 의미를 잘 모르겠음.

B.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
(유형별) 
심각성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 젠더, 남녀 간의 건강 격차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음. 

- 평소 생각해본 주제가 아니라서 답하기 
어려웠음. 

응답 시 
시간이 오래 
걸림

- 매스컴, 주변인, 나의 편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문
제시 되는 사안이라서 답변하는 데 신중
하고 주저하게 됨. 

- 심각한 정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음.
- 여러 질문에 답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으

나 어려운 느낌은 없음. 

건강불평등
(유형별) 용납 
가능성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 평소에 생각해본 주제가 아니라 이해하
는 데 어려움. 

답변 시 
불쾌감을 
느낌

- 건강불평등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다고 표현하는 것이 다소 강제적이고 위
협적으로 보일 수 있음. 

-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
이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불쾌했음. 

C. 건강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의 
원인

보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많은 
생각을 요구함. 

-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는 데 시간이 오
래 걸림. 

건강불평등 
원인(유형별) 
개선 
필요성(신규)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 개선 여부를 생각해본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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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실시

가.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

로 성·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해 무작위 표본추출을 한 후 최종 추출된 60

명에게 2017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전체 문항에 응답한 후 이어

서 설문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묻는 인터뷰를 짧게 진행하였다. 인터뷰

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과 인지조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 사용

된 단어와 내용의 난이도, 조사에 응하면서 느낀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

고, 이를 반영해 본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보완하였다. 

나. 본조사 

본조사는 A.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 B.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C. 건

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D. 건강불평등과 기타 불평등 간 비교 영

역 등 총 4개 영역, 44개 문항(세부문항 포함, 일반적 특성 불포함)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본조사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6개 광역시도별 성·연

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실시한 후 최종 추출된 600명

에게 2017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2주간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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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 결과

  1.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설문도구 개발 

개인의 불평등 인식은 사회적 가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

조적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정인, 2014, p. 75),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

느냐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이충환, 2015, p. 

394). 따라서 현재의 건강불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 수준을 지속

적으로 높여나가는 노력은 보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건강불평등을 인식하는지, 어떠한 건강불

평등이 가장 심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건강불평등을 발생

시키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림 3-1-5〕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의 흐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도식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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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률은 일반 국민의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현

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 건강불평등 유형별(또는 원인별) 심각성·

개선 필요성은 건강불평등 문제의 정책적 개입 지점과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설문의 개발은 크게 4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불평등 발생과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Marmot et al, 

2010; WHO, 2010; Baker et al, 2011; Han et al., 2012; 김동진 등, 

2014a, 2015-2016) 고찰과 일반인 대상 인터뷰 분석, 전문가 자문 등 

탐색적 연구 과정을 거쳐 건강불평등의 종류와 원인을 유형화하였다(설

문 1판). 다음 단계에서는 보건과 사회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1

판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전문가가 제안한 수정사항의 반영 전/

후 점수를 비교하는 과정26)과 내부 검토를 거쳐 설문 2판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인의 설문 이해도를 파악하는 인지조사를 실시

해 설명이 난해하거나 개념적으로 어려운 문항을 수정·삭제하였다. 이렇

게 개발된 설문 3판을 활용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조사에 앞서 응

답 오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행히 특정 문항에서 응답률이 낮거

나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교열을 다듬는 수준에서 설문 

4판을 완성하였다. 이후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거쳐 최종판을 제안하였다. 

26) 주요 수정사항과 이에 대한 반영은 〈표 3-1-1〉 문항별 주요 개선 방향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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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설문 개발 과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도식화함.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설문은 크게 ①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 ② 건

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③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④ 건강불평등

과 기타 불평등 간 비교, ⑤ 일반적 특성(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주관

적 사회계층 인식 등) 영역으로 구성된다.

<①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에서는 건강불평등을 본격적으로 묻기에 앞

서, 응답자의 관심을 유도하되 건강불평등 인식과도 상관성이 있는 ‘주관

적 건강상태’, ‘인생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권력, 건강, 학력, 친

구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은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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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조사·한국의료패널 등 다른 조사에서 측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구성

하였다. 

<②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건강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한다면 그 심각성과 불공정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

문하였다. 이때 젠더·소득수준·교육수준·직업·거주 지역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유형별 건강불평등의 

심각성과 용납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③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요인, 혹은 발생 지점인 젠더·세대·사회경제적 요인·환경 요인(위험 

노출)·생활습관 요인·의료기관 접근성 요인 중 무엇이 가장 건강불평등

을 일으키는 요인이며, 각 요인별 개선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④ 건강불평등과 기타 불평등 간 비교>에서는 젠더불평등·세대불평

등·교육(사교육)불평등·취업승진불평등·의료이용불평등·건강불평등 등 

불평등 유형별로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1-6〉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설문 구성 

구분 설문 문항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

주관적 건강상태

폐쇄형, 5점 척도

(문항)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강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가치관

폐쇄형

(문항) 귀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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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다음의 보기 중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세 가지만 골라 답해 
주십시오.
① 여가 ② 친구 ③ 권력 ④ 이웃 
⑤ 건강 ⑥ 돈   ⑦ 학력 ⑧ 종교 
⑨ 가족 ⑩ 일   ⑪ 기타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 인식(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에 
대한 인식)

폐쇄형, 이분형

(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차이가 없다
② 차이가 있다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폐쇄형, 5점 척도

(문항)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건강불평등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폐쇄형, 5점 척도

(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② 공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공정하다
⑤ 매우 공정하다

건강불평등의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폐쇄형, 5점 척도

(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건강불평등이 각각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젠더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남녀 

간 건강 격차)
-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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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건강 격차)
-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교육수준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간 건강 격차)

-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도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 간 건강 
격차)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건강불평등의 유형별 
용납가능성에 대한 인식

폐쇄형, 5점 척도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

폐쇄형

(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젠더 요인
② 세대 요인
③ 소득·교육 등 사회경제적 요인
④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환경·주거환경 요인
⑤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요인
⑥ 의료기관 접근성 요인
⑦ 기타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폐쇄형, 5점 척도

(문항) 귀하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의 요인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젠더요인
- 세대요인
- 소득·교육 등 사회경제적 요인
-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환경·주거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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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문항

-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요인
- 의료기관 접근성 요인
① 개선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개선될 필요가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개선될 필요가 있다
⑤ 개선될 필요가 매우 많다 

건강불평등과 기타 
불평등 간 비교

불평등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폐쇄형, 5점 척도

(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젠더불평등
- 세대불평등
- 교육(사교육)불평등
- 취업·승진불평등
- 소득불평등
- 의료이용불평등
- 건강불평등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불평등 유형별 심각성 순위

폐쇄형

(문항)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나열한 것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불평등 가운데 
귀하께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① 젠더불평등
② 세대불평등
③ 교육(사교육)불평등
④ 취업·승진불평등
⑤ 소득불평등
⑥ 의료이용불평등
⑦ 건강불평등 

불평등 유형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폐쇄형, 5점 척도

(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불평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의 불평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말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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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 설문도구의 신뢰도 검증 

가. 내적 일관성 신뢰도

1) 건강불평등의 심각성

하위 5개 요인(젠더 차이, 소득수준 차이, 교육수준 차이, 직업 유형 차

이, 거주 지역 차이)으로 구성된 건강불평등 심각성 지표의 경우 내적 일

관성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가 0.79로, 기준치인 0.70 

이상이었다. 하위 5개 요인별 건강불평등 심각성 점수를 합산해 전체 건

강불평등 심각성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2) 건강불평등의 용납가능성 

하위 5개 요인(젠더 차이, 소득수준 차이, 교육수준 차이, 직업 유형 차

이, 거주 지역 차이)으로 건강불평등 용인 가능성 설문의 경우 내적 일관

구분 설문 문항

주십시오. 
- 젠더불평등
- 세대불평등
- 교육(사교육)불평등
- 취업·승진불평등
- 소득불평등
- 의료이용불평등
- 건강불평등
① 개선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개선될 필요가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개선될 필요가 있다
⑤ 개선될 필요가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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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가 0.78로, 기준치인 0.70 

이상이었다. 하위 5개 요인별 건강불평등 용납가능성 점수를 합산해 전

체 건강불평등 용납가능성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안정성 신뢰도(검사-재검사) 

본 설문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으로서, 문

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가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동

일 문항에 대해 일관되게 응답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부적절할 가능성

이 있다. 가령 검사 이후 재검사기간 사이에 주관적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발견하게 된다면 이전의 응답과 충분히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설문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은 경과해야 하나, 생각이나 학습 효과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검사-재검사의 기본 요건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구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대상자에게 일정 간격을 두고 동

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재검사 신뢰도(안정성 신뢰도)는 별도로 실시

하지 않았다. 

  3.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추출 시 전국 인구 구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을 시행하였

으므로, 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은 전국 인구의 분포와 유사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5.5%, 대학교 졸업 이상이 37.5%

였으며,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6.3%를 차지하였



370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다. 직업은 서비스·판매직이 43.2%, 사무직이 43.5%로 다수를 이루었

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61.8%로 과반수였으며, 자영업자가 

28.3%, 임시근로자는 8.3%였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401만-500만 원이

라고 답한 응답자가 24.8%로 가장 높았다(성별 구분 없이 조사 대상자 

전체를 기준으로 기술). 

〈표 3-1-7〉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20대(20-29세) 103 17.2 53 18.0 50 16.3

30대(30-39세) 110 18.3 56 19.1 54 17.7

40대(40-49세) 122 20.3 61 20.8 61 20.0

50대(50-59세) 120 20.0 59 20.1 61 19.9

60대 이상(60세 이상) 145 24.2 65 22.1 80 26.1

거주지역
(광역시)

서울특별시 277 46.2 135 45.9 142 46.4

부산광역시 97 16.2 47 16.0 50 16.3

대구광역시 67 11.2 33 11.2 34 11.1

인천광역시 80 13.3 40 13.6 40 13.1

광주광역시 38 6.3 19 6.5 19 6.2

대전광역시 41 6.8 20 6.8 21 6.9

교육수준1)

중학교 졸업 
이하

42 7.0 13 4.4 29 9.5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3 55.5 148 50.3 185 60.5

대학교 졸업 
이상

225 37.5 133 45.2 92 30.1

취업상태

취업 중 398 66.3 255 86.7 143 46.7

취업준비/구직 중 18 3.0 10 3.4 8 2.6

비경제활동 184 30.7 29 9.9 155 50.7

직업2)

생산직 34 8.5 29 11.4 5 3.5

서비스·판매직 172 43.2 104 40.8 68 47.6

사무직 173 43.5 111 43.5 62 43.4

기타(직업군인 등) 19 4.8 11 4.3 8 5.6

종사상지위2) 상용근로자 246 61.8 161 63.1 85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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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학교 졸업 이하: 무학, 초등학교(중퇴·졸업), 중학교 졸업(중퇴·졸업), 고등학교 중퇴 포함.
         고등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재학·중퇴·졸업, 대학교 재학·중퇴 포함.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중퇴·졸업 포함.
      2) 직업, 종사상지위는 현재 취업상태가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 조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나.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주요 결과

1)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가) 건강불평등 인식

전체 조사 대상자 중 67.7%가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가 

있다, 즉 ‘건강불평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1.7%

로 건강불평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전체 분포상 중상위 집단

에 해당하는 401만-500만 원군의 건강불평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고, 종

사상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고용형태라 할 수 있는 고용

원이 있는 자영업자(91.6%), 상용근로자(68.7%)의 건강불평등 인식률이 

높았다.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임시근로자 33 8.3 13 5.1 20 14.0

일용근로자 5 1.3 3 1.2 2 1.4

자영
업자

고용원 O 38 9.5 30 11.8 8 5.6

고용원 X 75 18.8 48 18.8 27 18.9

무급가족종사자 1 0.3 0 0.0 1 0.7

소득수준

200만 원 이하 42 7.0 20 6.8 22 7.2

201만-300만 원 84 14.0 35 11.9 49 16.0

301만-400만 원 125 20.8 67 22.8 58 19.0

401만-500만 원 149 24.8 71 24.2 78 25.5

501만-600만 원 121 20.2 63 21.4 58 19.0

601만 원 이상 79 13.2 38 12.9 4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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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건강불평등(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을 인식하고 있는 사

람 중 47.9%가 건강불평등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3.5%로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가장 많이 인식하였

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식률이 증가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상

위 및 상위 집단에 해당하는 군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군에 비해 건강불평

등 심각성 인식률이 높았다.

다) 건강불평등의 불공정성 인식

건강불평등(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을 인식하고 있는 사

람 중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2%로, 건강불평등을 인

식하는 다수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연

령별로는 20대의 불공정성 인식률이 74.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

준이 높아질수록 건강불평등의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라) 건강불평등 유형별 심각성 인식

건강불평등을 각각 젠더,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거주 지역의 차이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형화해, 유형별 건강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

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젠더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고 인식한 비율은 14.4%로, 전체 유형 가운데 낮은 인식률

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심각성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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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진단에서 심각성

을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U)자형 커브를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의 54.5%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

수록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반대로 증가할수록 심각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 소득수준이 오히려 낮

은 집단에서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의 39.2%였다.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마찬가지로 건강

불평등 경험이 가장 많은 군에서 인식률은 오히려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 유형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

자의 53.8%였다. 앞서 설명한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과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였다. 전체 고용형태 중 불안정

한 고용형태에 해당하는 임시근로자의 건강불평등 인식이 39.4%로 가장 

낮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심각성 인식률은 47.3%였다. 연령군

별로는 60대 이상 노인군에서 심각성 인식률이 42.1%로 가장 낮게 나타

나, 수도권에 비해 지역박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거주할 것으

로 예상되는 노인 집단에서 지역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가장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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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건강불평등(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 인식률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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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

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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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건강불평등 불공정성 인식률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이 전혀 공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불공정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공정하거나 매우 공정하
다고 응답한 경우 불공정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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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젠더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

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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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

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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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

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380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그림 3-1-13〕 직업 유형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

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제3부 제1장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 도구 개발 381

〔그림 3-1-14〕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

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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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가) 건강불평등의 원인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젠더 요인, 세대 요인, 사회경제적 요

인, 근로·주거 환경 요인, 생활습관 요인, 의료기관 접근성 요인 중 불평

등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3-1-15〕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나) 건강불평등 원인별 개선 필요성 인식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서 젠더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

율은 전체의 20.5%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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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서 세대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

율은 전체의 32.7%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인군이 세대불평등의 개선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 집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졌다. 또

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세대불평등의 개선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

나, 소득수준별로는 경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건강불평등 원인으로서 소득·교육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64.2%였으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47.6%)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

은 집단(59.5%)에서 각각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전의 건강불평등 심각

성과 마찬가지로 해당 원인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

하고 있을 집단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경향이다. 

건강불평등 원인으로서 근로·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

하는 비율은 76.5%였으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인식률도 

높아졌다.

건강불평등 원인으로서 생활습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전체

의 59.2%를 차지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생활습관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61.9%)하고 있는 점이었

다. 다른 구조적 요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응답했던 것

을 고려할 때, 생활습관이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반영해 응답하기

보다는 건강의 책임을 개인에게서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불평등 원인으로서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전체의 61.0%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식

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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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젠더불평등 개선 필요성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 요인이 개선될 필요가 매우 있거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

하는 것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전
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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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대불평등 개선 필요성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 요인이 개선될 필요가 매우 있거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

하는 것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전
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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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교육불평등 개선 필요성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 요인이 개선될 필요가 매우 있거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

하는 것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전
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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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로·주거환경 문제 개선 필요성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 요인이 개선될 필요가 매우 있거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

하는 것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전
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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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활습관 문제 개선 필요성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 요인이 개선될 필요가 매우 있거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

하는 것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전
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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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료접근성 개선 필요성 

주: 1) 소득수준 구분은 소득구간별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 재분류하였음. 
     2) 대상자수가 적은 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해석 시 왜곡의 우려가 있어 제

시하지 않음. 
     3) 해당 건강불평등 요인이 개선될 필요가 매우 있거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

하는 것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 인지도가 보통인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전
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함.  

     4) 구체적인 통계치(카이제곱 검정)는 부록에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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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불평등과 기타 불평등의 비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가운데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

는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이었다(45.3%). 다음으로 취업 및 승진불평등

(16.5%), 교육불평등(12.7%), 의료이용불평등(12.3%)이 뒤를 이었으며 

건강불평등은 질문에 포함된 불평등 유형 중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제인

식은 높아지는 반면 소득불평등을 비롯한 취업·승진불평등, 교육불평등 

등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은 심각하게 받아들

여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결과로서의 건강불평등과 원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매개하는 의료이용불평등이 건강불평등보다도 더 심

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1-22〕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1순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제3부 제1장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 도구 개발 391

불평등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득불평등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65.7%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승진불평등의 개선 필요성이 

61.2%, 교육불평등의 개선 필요성이 55.5%, 의료이용불평등의 개선 필

요성이 51.7%, 건강불평등의 개선 필요성이 37.3% 등으로 나타났다. 위

의 문항에서 여러 불평등 중 심각성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것과는 달리 각 

불평등의 개선 필요성을 질문한 것이므로 상호 간 비교는 어려우나, 심각

성에 대한 인식은 여타 불평등 중 가장 낮았던 반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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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의료불평등은 건강불평등에 비해 사회적 결정요인을 비롯한 포괄적 사

회적 관점의 인식, 연구, 정책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의료불평등에 

대한 전제가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되기 쉬우며 발생과 경로를 탐색하는 

데도 의료를 건강의 도구적 차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연

구진은 1차 연도 연구부터 의료가 단순히 건강의 도구적 차원에서만 의

미를 갖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이 제안

한 능력(capability)은 각자가 성취할 수 있는 기능함(‘됨’과 ‘함’)의 조합

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보건의료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로 인간의 삶에 의미 있는 내재적 가치를 포함한다(Sen, 2002, 

pp. 660-661; Sen et al., 2003, p. 44; 김동진 등, 2016, p. 324, p. 

344). 

의료가 건강에 종속된 것이 아니면 의료불평등도 건강불평등의 한 경

로이자 종속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의료불평등은 건강불평등과 

달리 건강보장제도의 한계요인,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민간 위주의 보건

의료체계, 정치권력의 불평등과 같은 독립적인 매개요인 또는 수정요인

의 영향을 받는다(김창엽 등, 2015, pp. 108-111). 이러한 요인들이 충

실하게 작동하면 보건의료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므로 의료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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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측정부터 개입계획에 이르기까지 건강불평등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1차 연도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의료불평등 측정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의료이용 과정

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개념화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가 지닌 의료필요

의 충족과 미충족 과정 전반에 걸친 불평등이 바로 의료불평등이며, 미충

족 의료 지표가 대안적, 보완적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의료이용 불평등 측정은 의료이용의 집단별 격차를 보여 줌으로써 어

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의료필요를 ‘덜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

여준다. 그러나 확인된 의료이용 여부의 정보만으로는 ‘의료필요의 충족/

미충족’을 대체할 수 없다. 예컨대 의료필요 중에서도 사회적 의료필요의 

영역, 아직 환자가 되기 전과 후의 과정을 포괄한 어려움(예컨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 효능감과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정보와 능력

의 획득) 등은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미충족 의료필요의 영역이다. 

개념의 확장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의료이용 과정에 연계하여 현실 설명

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충족 의료는 지표로서 장점을 지니며 정책 

적용의 구체적인 개입지점들을 파악해줄 수 있다. 

주관적 지표 역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의료불평등 지표를 

탐색하는 또 하나의 시도로 1차 연도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했던 이

차자료를 이용한 의료불평등 지표를 세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불평등은 단순히 다르다는 산술적 차이가 아니라 모종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개념이며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김창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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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 66). 즉, 사회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이

를 일컫는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평등 해소이나 현

실에서는 불평등의 감소 또는 완화를 목표로 삼는다. 불평등을 감소시키

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불평등 측정 도구와 지표

를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당면한 연구의 목적은 불평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 개발 과

정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측정과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표들을 개발하

는 것이다. 기존 의료불평등 측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

여 미충족 의료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차자료를 이용해 의료이용의 영

역별 의료불평등 지표를 제시하고 그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의 이론적 개념적 탐구에 중점을 두

었다. 또한 이차 자료원을 이용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표

본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1차 연구를 바탕으로, 2차 연도 연구는 미충족 의료 개념을 현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 축으

로는 의료필요와 미충족의 개념과 기제에 대한 이론에 기초해 측정도구

를 개발하여 검증하고 적용하였다. 다른 한 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전체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영역별 지표를 검토하고 층

화 집단별 세분화를 통해 적용 가능과 타당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의료필요의 불평등한 미충족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를 탐색하여 

미충족 의료의 과정과 기제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

고 미충족 의료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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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된 미충족 의료의 개념에 기초하여 의료불평등 모니터링을 위

한 양적, 질적 미충족 의료 측정방법을 개발한다. 

⧠ 새로운 미충족 의료 측정도구와 질적 해석을 종합하여 의료이용 불

평등에 대한 설명력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가. 미충족 의료의 양적 측정

미충족 의료는 측정하고자 하는 범위와 정의,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각

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27)

1) 측정 범위

측정하고자 하는 범위는 크게 일반적인 미충족 의료 전반을 측정하는

가, 특정 필요에 대한 미충족 의료로 국한하여 측정하는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 미충족 의료는 대개 주관적 미충족 의료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한국복

27)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미충족이나 지지적 서비스, 일상생활의 
도움 등에 관한 미충족을 측정하는 분류도 있으나 본 연구(의료필요를 지닌 사람의 의
료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서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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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패널, 노인실태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장애

인 실태조사 등 적지 않은 조사에서 일반적인 주관적 미충족 의료를 설문

문항에 포함하고 있다. 미충족 의료 연구에 자주 이용되는 한국의료패널

의 문항은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으

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이며 파생되는 질문으로 처

음 질문에 ‘예,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고 답한 가장 중요

한 이유를 묻는다. 다른 조사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거의 유사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의 국가건강조사(National Health Survey, 

NHS), 캐나다의 국민건강조사(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 

NPHS)와 지역사회 건강조사(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CCHS)에 비슷한 질문이 있고, 유럽의 소득과 생활조건에 대한 조사(The 

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도 비슷한 설문

항목을 적용한 국가 단위의 조사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널리 사용될 만

큼 이 설문항목은 측정이 간편하고 비교하기 좋은 장점이 있으나, 한 가

지 질문에 여러 의미의 미충족 의료를 모두 포함하여 실제로는 구체적인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정 의료필요에 대한 미충족 의료 측정에서 ‘특정 의료필요’란 일부 

정신질환, 특정 장애를 지닌 사람, 특별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과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다.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의료필요

를 가졌으리라 가정할 수 있으므로 분모가 고정되고 구체적인 제안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환자들의 필요 측정

도구로 개발된 포괄적 필요 평가 도구(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Tool, CNAT)로 환자와 보호자의 필요를 측정하고 있다. 

국외는 이런 종류의 측정도구를 국내에 비해 비교적 많이 개발해서 사용

하고 있다.28) 가장 다양하게 개발된 것은 암환자군과 정신건강문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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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집단에 대한 측정도구로, 많은 국가에서 여러 변형된 버전이 있다. 이 

외에도 심혈관질환, 다발성경화증 등 해당 국가의 주요 질환을 중심으로 

도구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특정 필요로 제한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일반화하기 어렵고 대상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잡한 분석을 

하기에는 표본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Cunningham & 

Hadley, 2007, p. 843; 허순임, 이수형, 2011, p. 20).

조금 다른 유형이지만 일반적 평가에 가까운 환자경험평가도 의료를 

이용했던 사람에게만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를 이용하지 못한 사

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얼마나 의료필요를 충족하지 못하였는

지, 이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의료를 충족하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 판단주체

이는 미충족 의료를 누가 판단하는가의 문제로, 미충족 의료를 무엇으

로 정의하고 개념화할 것인지에 따른 것이다. 의료불평등과 미충족 의료

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이용-상병비’와 같이 주로 의료전문가 의료

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하는 의료필요 중 충족되지 않은 영역을 미충족

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유승흠 등, 1987; 최재규, 1995; Baker et al., 

1998, 2000).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용자 당사자에게 직접 물

어 본인이 판단한 의료필요에서 충족되지 않은 것을 미충족 의료로 측정

하는 설문항목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 설문항목을 이용한 미충족 측정 연

구가 늘어나고 있다. 

28) 암환자에 대해서는 지지적 돌봄필요조사(Supportive Care Needs Survey, SCNS),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생존자 미충족필요조사(Cancer Survivor’s Unmet Needs, 
CaSUN), 정신건강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캠버웰 필요평가(Camberwell 
Assessment of Need, CA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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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자를 객관적인 평가로, 후자를 주관적인 평가로 대응시킨다. 주

관적 측정방식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의료이용 자료

를 통해 미충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관점으로 보

지 않으면 현실의 불평등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어 정책적 활용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지닌, 그

리고 의료이용 여부만으로는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의료불평등의 현실 

모습을 적실히 반영할 수 있으려면 어느 한쪽의 방식만으로는 어렵다. 

3) 측정자료 유형

미충족 의료를 측정할 때는 이미 수집되어 있는 의료이용자료를 활용

하여 간접적으로 미충족 의료를 측정하는 방식, 또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

어(설문 또는 인터뷰)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간접 측정은 직접 미충족 의

료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전의 연구, 또는 객관적으로 미충족 의료

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 일차진료의사의 

방문에 문턱이 높은 의료제도하에서 비응급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현상으로부터 미충족 의료의 존재를 추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Kellermann, 1994, p. 1953), 후자는 질환군이나 특정 의료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병집단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의료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를 미충족으로 정의하는 식이다. 

직접 측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 미충족 의료 설문을 이용하거나 

측정하고자 하는 집단에 맞는 설문을 개발하기도 한다. 첫 번째 기준에서 

주로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인구집단(노인, 아동, 인종/민족 등)의 미충족 

측정 도구의 개발은 기존 도구의 변용도 있으나 대상자 인터뷰를 통해 미

충족의 영역과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개발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암환자의 미충족 의료경험과 미충족필요 측정도구, 장애인의 미충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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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측정도구의 개발연구는 기존의 유사한 측정도구를 참고하거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연구자 논의를 통해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하

였다(박종혁 등, 2011, p. 11; 이진용, 2006, p. 18).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의 판단을 

미충족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공식적으로 의료인을 통해 진단된 유병정

보, 이미 이루어진 의료이용 자료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접근이 

자연스럽다. 이용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미충족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는 직접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다. 각기 한계가 명확한 두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한 애이야니안 등(Ayanian et al., 2000, p. 2063)의 연구

는 의료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질병상태를 지닌 사람을 대상으

로 의료이용 기준으로 측정한 것과, 필요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했

던 경우의 주관적 응답을 함께 조사했다.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2차 자료 결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 커닝햄과 하들리(Cunningham & 

Hadley, 2007, p. 843)는 지역사회 추적 연구의 가구조사를 이용해 전

형적인 일반 미충족 측정과 함께 증상에 기초한 미충족필요 측정 자료를 

비교했다. 이들은 일반적, 특수적 미충족필요의 인식과 실제 이용 간의 

차이가 보험자격과 인종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주관적 인식과 실제 이용 사이의 잠재적 불평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둘 모두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된 자료를 구하기

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나. 미충족 의료의 질적 측정

1) 질적 측정의 필요성 

의료필요의 미충족을 양적으로 측정하려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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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의료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측면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미충족 의료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정과 전제하

에 일정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형태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의료필요의 인식과 의료경험으로부터 미충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

람에 따라 다르고 때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리 영향을 받을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종류의 측정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사례로 일반적인 일차의료에서 특히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미충족필요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드레넌 등(Drennan et 

al., 2007)은 제공자, 간호자, 이용자 각각의 초점집단 면접을 수행했다. 

그 결과 미충족 의료가 단순한 미이용률을 넘어 더 광범위한 차원(예컨대 

가족을 돌보는 것, 상태나 치료에 대한 정보, 친 한 관계의 필요 등)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미충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무엘스칼로 등(Samuels-Kalow et al., 2016)은 응급실

에서 퇴원하는 성인 천식 환자 또는 아동 천식 환자의 부모를 인터뷰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미충족의 종류와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

정 상황으로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의료이용에서 미충족의 범위를 기존보

다 확장하여 이해하였으며 이용자의 언어를 통해 미충족의 이유를 파악

하고 건강 문해력(health literacy)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고려하였다. 

미충족 의료필요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양적 측정방식으

로는 쉽지 않은 미충족 의료필요 개념의 확장과 심층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도와 사회 환경 속에서 함께 바뀌어가는 미충족 의료의 속성 역시 질적 

측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지금 사람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의료상

황과 제도가 20년 전, 또는 10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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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보면 미충족이 변화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의료불평등의 모

니터링에 미충족 의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

해서라도 질적 평가와 측정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질적 차원의 모니터링

에서 적절한 질문과 타당한 측정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동반되어

야 한다. 

2) 모니터링에서 질적 평가의 활용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에는 소득분위에 따른 기대건강수명, 비만율, 흡

연율과 같이 숫자나 크기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사용된다. 의료

불평등의 모니터링은 수평적 형평성 지수(Horizontal Index of 

Inequality, HIwv)나 르그랑 지수(Le Grand Index)를 흔히 사용한다

(권순만 등, 2003; 김동진 등, 2011; 김도영, 2012; 김동진 등, 2014b). 

이는 모두 양적 지표로써 오르내리는 추세를 보기에 시각적으로나 직관

적으로나 이해하기 쉽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나 달성 정도를 확

인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모니터링에는 양적 지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보건사

업이나 국제개발 사업에서는 질적 측정, 또는 혼합 평가(mixed meth-

od)가 흔하게 사용된다. 국내에서도 아직은 척도화된 질적평가에 가깝지

만 공공의료기관의 계획과 평가,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평가에서 

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다.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

하 USAID)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의 지표

로써 변화의 과정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감시 지표(sentinel in-

dicator)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인지방식

(stakeholder feedback), 사업의 로직을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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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반적 과정을 관찰하여 생성과정과 인과경로를 파악하는 것(process 

monitoring of impacts), 그리고 넓게 정의된 ‘변화의 영역’에서 사업

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most significant 

change)과 같은 다양한 질적 측정과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권고

한다. 결과물을 측정하는 것(outcome harvesting) 역시 양적 자료 수집

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표 없이 질적으로 측정하는 모니터링은 

미리 정해진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변화들까지

도 포착해낼 수 있고 다른 지표나 성공기준의 재정의에 도움이 된다

(USAID, 2016, pp. 6, 16). 

3) 양적 측정과 질적 측정의 통합 

지표는 일종의 포인터로써 특정한 상태나 상황을 가리키는 측정, 숫자, 

사실, 의견 또는 인식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감각에 

의해 도출된 삶의 중요한 측면에 관한 지표는 외부인이 미리 결정한 지표

보다 더 낫다(Mikkelsen, 1995, p. 29; CIDA, 1996, p. 5; Bastia, 

2000, p. 18). 보통은 양적 지표가 일반적이지만, 질적 용어와 결합될 수 

있다. 특히 미충족 의료에서는 양적 측정과 질적 측정으로 각각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충족 

의료라는 같은 영역을 측정하더라도 그 안에 속한 여러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측정결과를 비교․보완함으로써 해석을 

풍부하게 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미충족 의료의 질적 측정에서 기존

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미충족이 드러나면 이후의 양적 측정에 

이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질적 측정방법이 더해질 때 ①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밝혀낼 확률이 높아지고, ② 예상하거나 계획한 변화가 일어

나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며, ③ 한 가지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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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평가한 것보다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다(USAID, 2013, p. 2). 

다. 미충족 의료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1) 미충족 의료 개념의 범위 확장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며 국내의 미충족 의료 연구에서 잘 언급되지 않

는 문제는 미충족 의료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많은 

경우 객관적이고 간접적인 의료이용 자료를 이용하든 주관적이고 직접적

인 설문조사를 이용하든 의료필요에 대한 이용 여부로만 측정해 왔다. 그

러나 이는 정확하게는 ‘필요의 미충족률’보다는 ‘미이용률’이라는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정의다. 해외 문헌을 살펴보면 의료의 범위 자체를 예방

적 서비스, 건강과 관련한 돌봄과 같이 넓게 설정하여 미충족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특정 미충족의 유형에서도 이용하지 

못함과 이용지연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의사를 만나는 것과 약을 구입하

는 것을 구분하는 등 조금 더 세분화된 연구가 많다(Shi & Stevens, 

2005; Horner-Johnson & Dobbertin, 2014; Henning-Smith et 

al., 2013). 주관적 미충족 의료를 가장 세 하게 분류한 것은 알린 등

(Allin et al., 2010, p. 466)이 설명한 다섯 가지 유형29)이다. 그러나 이 

설명도 의료는 건강의 도구라는 기존의 영역 안에서 미충족을 정의한다. 

의료가 건강의 도구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면 미충족 의료의 정의 

역시 그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9) 이 연구는 미충족 의료를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① 인지되지 않은 미충족
필요, ② 주관적이고 선택한 미충족필요 ③ 주관적이고 선택하지 않은 미충족필요, ④ 주
관적이고 임상가가 인정하는 미충족필요, ⑤ 주관적인 미충족기대. 기존의 일반 미충족 
의료 설문항목은 이 중에서 ①과 ④를 포함하지 못하며 나머지 유형도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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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충족 의료를 판단하는 관점의 전환

이 연구에서 다루는 미충족 의료 기본 전제는 이용자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때 미충족 의료는 의료이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비한 실제 경험의 인식, 그리고 그 인식에서 본인

의 규범적 기준을 거쳐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로에 따라 결정된다.  

주관적 관점으로 측정된 미충족 의료는 암묵적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의료 필요가 있으나 당사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 이용하지 않은 경우

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미충족으로 해석한다. 또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용하였으나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의

료이용을 ‘과잉 이용’ 또는 ‘도덕적 해이’로 해석함으로써 의료 전문가의 

판단을 ‘옳은’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의료제공자를 ‘좋은 대리

인(good agent)’으로 상정할 때는 합당한 해석일 수 있으나 최근의 한국 

의료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전제가 아니다. 

한편 의료를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보면 의료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와 관련 없는 의료이용을 ‘적절치 않은’ 의료이용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의료가 건강의 수단을 넘어 개인의 삶에서 바람직하다고 여

겨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Sen의 capability)의 의미를 지닐 때 의

료 전문가적 관점이 아닌 당사자의 관점에서,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 ‘적

절한 의료이용’, ‘의료필요의 미충족’을 달리 정의하게 된다(김동진 등, 

2016, p. 324).30) 

30) 연구진은 정당한 기대와 부당한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여전히 전문가적 의료지식이 아니라 각 시대와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사이에 형성되어가
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시프(Sheaff, 1996)의 주장을 빌
리고자 한다. 그의 저서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The Need for Healthcare)에서 그는 
보건의료 ‘필요’를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도덕주의적 원칙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도구적
으로 필요한’ 차원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욕구를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추구해
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보건의료 ‘필요’가 상이한 개인들 사이에 신중하게 고려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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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미충족 의료 도구 개발에 적용할 원칙

이 연구는 미충족 의료 개념의 확장과 재정립을 통해 의료불평등 측정

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실재(實在)하는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측정방

식과 정책의 틀 안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불평등의 영역을 정책 결정자와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현실의 의료이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해야 한다. 이론적인 정합

성을 전제로 하지만 기존 이론에 맞추어 실제 경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

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셋째,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이고 수정 가능한 개

입지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가. 양적 측정을 위한 설문도구 개발 

인터뷰 전사록을 분석한 내용에서 양적 측정이 가능한 설문도구로 전

환된 부분은 다음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로써 독립적인 근거로 확인된 다른 도덕적 재화(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영
(flourishing)’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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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설문도구의 구성

구분 내용

의료필요의 
미충족 경험

미충족 경험이 
있었던 의료이용 
단계

- 의료필요 인식 후 의료추구와 도달단계 
- 의료이용 중 단계  
- 의료이용 후 단계 

미충족 경험이 
있었을 때의 

의료필요 상황 

- 증상의 악화로 인한 불편
- 정기적 투약이나 검사를 위해(만성질환)
- 궁금한 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 일상적 건강검진
- 수술이나 입원을 할 정도의 문제 
- 응급상황
- 예방적 의료 

미충족 경험을 

하게 된 이유 

- 정보의 부족(전공과목, 적절한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부족(지역 자원)
- 이동의 어려움
- 시간 문제(본인의 시간과 병의원 운영시간)
- 의료비 문제
- 의료진의 태도, 의사소통(충분한 설명) 부족
- 시설, 의료이용 절차와 환경의 문제 
- 기다린 시간에 비해 짧은 진료시간 
- 지나친 상업성(규범적)

미충족된 

의료필요의 유형

- 신체적 필요
- 정신-심리적 필요
- 비(非)의료적 필요

미충족 경험의 

정도와 빈도 

- 이용 지연
- 과소이용
- 이용 포기(중도포기)
- 미이용(사전포기)

미충족 경험으로 
인한 파생행동 

- 추가 이용(재이용)
- 수용하기(재이용 없음)
-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동(불만 표출, 시정 요구) 

미충족 
의료경험 
예방/대응을 

위한 자원

지역의 의료자원
사회적 연결망
정보원
불만제기, 개선요구 성향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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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적 지표의 탐색

의료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미충족 의료 지표의 개발 과정에서 양적

으로 측정 가능한 도구의 개발은 핵심적 영역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모니

터링 지표란 단지 양적 측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질적 지표가 사용될 수 

있고 현실의 측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미충족 의

료에 대한 기존 질적 연구가 많지 않았고 자료의 수집 역시 체계를 갖춘 

질적 지표 도출단계까지 진행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

는 최종 질적 지표를 제시하기 이전 단계 수준에서 무엇이 질적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양적 지표와 함께 제시될 때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탐색하였다.

질적 측정과 평가를 위한 자료의 분석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보다는 전체 인터뷰 자료로부터 ‘미충족 의료란 무엇인가’, ‘미충족 의료

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미충족 의료 경험이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이유

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즉, 설문

도구로 전환하는 양적 측정영역과 질적 측정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에 가

깝다. 기본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 이미 서

술하였다. 질적 측정 영역은 단순히 양적 측정으로 전환되고 남은 잔여물

의 개념이 아니다. 양적 지표의 형태로 측정 가능한 종류가 아니면서도 

여전히 미충족 의료인 현실이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

지거나 예상된 틀이 아니라 인식, 태도, 감정, 행동, 지식 등에 초점을 맞

추어 완전히 개방된 관점이 필요하다. 

질적 분석결과를 실용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영역은 

양적 측정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한 영역은 양적으로 측

정할 수 없는 미충족 의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유형의 측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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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이렇게 분류하는 결과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적 측정 결과는 동시에 양적 측정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림 3-2-1〕 인터뷰 자료 분석을 통한 측정 영역의 분류와 관계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질적 측정은 단지 양적 측정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 외에도 

‘무엇이 미충족 의료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한 고유의 정보를 제공한

다. 아직 심층적 기제와 인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 영역

에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을 개방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측정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의 개요는 [그림 3-2-2]와 같이 질적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미충족 의료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한 후, 양적 측정영역으로 전환 가

능한 내용과 질적 측정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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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미충족 의료 측정지표 개발의 연구흐름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가. 자료 수집과 분석

미충족 의료 측정도구의 개발에서 핵심이 되는 자료는 일반인 면담을 

통해 얻었다. 중심 주제가 의료이용이기 때문에 여러 경험과 사회적 준거

를 공유하고 기억을 촉발시킬 수 있는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초점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는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초점집단의 구성과 면담 대상자의 모집은 한국 소비자평가연구원에 위

탁하여 진행하였다. 면담할 집단을 분류한 주요 기준은 사회경제적 수준, 

연령대, 거주지, 성별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소득수준을, 연령대는 

의료이용에 중요한 경제활동연령을 기준으로, 거주지는 의료접근성을 고

려하여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네 그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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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가급적 균등하게 선정하였고 각 그룹 안

에서 성별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었다. 최종적으로 도시 열 개 그룹과 읍·

면 지역에서 개인 네 명을 선정하였다. 각 그룹은 일곱 명을 기준으로 구

성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기도 했다. 

〈표 3-2-2〉 면담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사회경제적 수준 상
(월가구소득 6백만 원 이상)

사회경제적 수준 하
(월가구소득 2백만 원 이하)

연령 상
(60세 이상)

도시 3
(강남, 서남/강북, 대전)

도시 3
(강남, 서남/강북, 대전)

연령 하
(30-59세)

도시 2
(강남, 경기)

도시 2
(서남/강북, 경기)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표 3-2-3〉 면담 집단/개인별 특성과 성별 구성

그룹/개인 특성 성별

Group 1 고령, 고소득, 강남 여4, 남3
Group 2 고령, 저소득, 강남 여5, 남2
Group 3 저연령, 고소득, 강남 여4, 남3
Group 4 고령, 고소득, 대전 여3, 남4
Group 5 고령, 저소득, 대전 여6, 남2
Group 6 저연령, 저소득, 강북 여3, 남4
Group 7 저연령, 고소득, 경기도 광주 여2, 남3
Group 8 저연령, 저소득, 경기도 광주 여5, 남1
Group 9 고령, 고소득, 서남/금천 여2, 남4
Group 10 고령, 저소득, 강북 여5, 남2

Individual 1 저연령, 고소득, 순창 여
Individual 2 고연령, 저소득, 순창 남
Individual 3 고령, 저소득, 부여 여
Individual 4 저연령, 고소득, 부여 여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사전조사 질문지를 준비하여 면담자의 배경과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물었으며, 집단면담 주제와 주요 질문 내용은 의료이용 경험과 미

충족 경험을 개방질문으로 물은 후 필요시 의료이용의 단계와 영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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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추가하였다. 인터뷰는 2017년 6월 16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진

행되었고 두 명의 인터뷰어가 각각 주 진행과 보조진행을 맡았다. 

면담 내용은 면담을 마치는 대로 바로 외부에 녹취 전사를 맡겼으나 직

접 참여했던 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나누어서 전사록을 검수하고 일부는 

직접 전사하였다. 전사록의 분석은 연구자 두 명이 함께 진행하되 일부를 

나누어 코딩하고 맞추어 신뢰도를 확인한 후에 한 명의 연구자가 주로 진

행하였다. 분석은 기술적으로 테마분석(thematic analysis)의 방식과 유

사하게 얻어진 코드로부터 범주를 묶고 범주를 관통하는 상위테마를 묶

어내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의 전체 틀은 프레임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의 특성상 1차 연구에서 도출한 의료이용과 미충족 의료 프레임을 기반

에 두었기 때문이다. 프레임워크 분석은 기존의 틀을 분석에 활용하더라

도 개방 코딩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지정코딩

(provisional coding) 방식의 경직성을 보완해 준다. 

분석기법이나 방법과는 별개로 내용적으로 체계적인 코딩과 설명적 구

성을 위해서는 실재론적 리뷰(realist review)의 개념 프레임을 활용했

다. 이 프레임은 개입(Intervention)을 보건의료제도로 설정하고 사람들

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경험하면서 개인, 사회적 맥락(C)과 조건(C)에

서 다층적 기제(M)에 따라 어떠한 미충족을 어느 정도나 경험하게 되는지

(O)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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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맥락-기제-결과 구성 프레임

자료: Pawson, R. (2006). Evidence-based policy: A realist perspective. Sage publications. 
그림 2.1을 수정함.  

질적 자료 분석의 특성상 기계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그림 

3-2-2]에 표현된 것처럼 양적으로 측정되는 영역과 질적으로 측정되는 

영역이 산출되었다. 양적 도구로써 설문지를 구성하는 데 활용된 코드와 

카테고리는 기존의 의료필요 충족/미충족 프레임에서 주로 도출되었고 

그 외에 의료필요의 미충족에 대한 인식, 해석, 의미, 감정과 같이 보다 

심층적 영역의 분석결과는 개방 코딩으로 추가로 도출되었다. 전자의 양

적 측정 도구는 이어서 서술하는 연구 결과에서 ‘1. 미충족 의료 설문도구 

개발-양적 지표’에, 후자인 질적 측정 부분은 ‘4. 미충족 의료의 질적 지

표 탐색’에 해당한다.  

나. 설문도구 개발 – 양적 지표

설문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친다. 

① 측정 항목 생성하기 

② 전체 목록 중 최종 항목 선택하기

③ 선택한 항목의 신뢰도(reliability)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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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항목의 타당성(validity) 검증하기

측정항목을 만들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원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자료

원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treiner et al., 2015, 

pp. 3-6). 이 연구는 문헌 검토와 심층면담으로 얻어진 자료로부터 초기 

측정항목을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항목을 선택하고 검증하기까지 전문가 

패널 회의, 인지면접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은 신뢰도, 타당도 검

증에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설명은 연구 결과의 ‘2. 신뢰도와 타당도 검

증 – 양적 지표’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설문도구 완성본의 

내용은 연구 결과 중 ‘1. 미충족 의료 설문도구 개발 –양적 지표’에 설명

하였다.  

다. 설문조사와 분석

양적 측정 도구로 개발한 설문문항은 예비조사 후에 600명의 표본조

사를 시행하였다. 표본조사 산출물을 통해 이번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발

한 설문도구 중 핵심 결과물인 ‘미충족 의료 경험’과 ‘의료필요 충족을 위

한 대응자원’의 분포와 연관성,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

다. 개발한 설문도구의 표본조사 결과는 연구 결과에서 ‘3. 미충족 의료 

설문조사 결과 – 양적 지표’에 제시하였다. 

1) 예비조사(pilot test)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한 설문지로 예비조사를(10명) 진행했다. 연

구진이 직접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대상자를 임의 

선정하여 실제로 응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응답이 어렵거나 이해가 가

지 않는 문구 등을 파악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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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조사와 분석

표본조사는 건강불평등 인식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600명의 표본을 추

출해 진행했으나, 동일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자에 각각 설문을 진행하였

다. 다만 설문 주제와 구성의 특성상 전체 표본의 수에 비해 실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미충족 의료 경험자는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심층 분석을 하

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표본 자체도 일반화하기 어려운 대상이어

서 보통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조사 결과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표본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기존 문

항과 비교하여 서술 가능한 영역을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개발한 도구

의 의미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제4절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순서대로 (1) 미충족 의료의 양적 측정방법인 설문문항 개

발 결과와 (2) 신뢰도·타당도 검증, (3) 설문도구 표본조사 결과를 설명하

고 마지막에 (4) 질적 측정지표를 탐색하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1. 미충족 의료 설문도구 개발 – 양적 지표

양적 지표로는 최종적으로 <표 3-2-4>의 설문항목으로 구성된 측정도

구를 확정했다.31)

31) 최종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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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개발한 미충족 의료 설문문항 구조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가. 미충족 의료불평등 전체 설문 문항

1) 주관적 건강과 의료이용 

주관적 건강과 삶의 질은 의료이용과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의료이용과 미충족의 결과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유형과 민간의료보험 

영역(문항 수) 개념

주관적 건강과 
의료이용(10)

주관적 건강상태(5점 척도)
삶의 질 (EQ-5D)
건강보험 유형
민간의료보험 유무 
의료이용 민감도
의료이용 개선정도 인식

(지난 1년간)
의료필요의 미충족 
경험-전체
(18)

의료 
필요(2)

의료필요 경험 여부
의료필요 종류

기존문항-의료패널(2)
미충족 의료 경험 유무
미충족 의료 경험 이유

개발 문항
(14)

(1)의료추구·도달과정
(2)의료이용 과정 중
(3)의료이용 결과

미충족 의료 경험 유무
당시 의료필요상황
당시 미충족 이유
미충족으로 인한 결과 
유형과 빈도

(지난 1년간)
의료필요의 미충족 
경험–단축형(6)

(1)의료추구·도달과정
(2)의료이용 과정 중
(3)의료이용 결과

미충족 의료 결과 유형에 따른 경험 
유무

당시 미충족 의료 이유

의료필요 충족을 위한 
자원(4)

의료이용에 관한 소셜 네트워크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원

미충족 의료 대응 
가능성

대체 의료자원의 충분함
불만 제기, 개선요구 경향

일반적 특성(8)

학력

경제활동
취업상태
직업유형
종사상 지위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원 수
시간 운용의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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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는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한국에

서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14년에 전체 가구 중 78.1%이며 가구당 가

입 개수는 평균 3.79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민간의료

보험이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임을 고려할 때, 가구의 소득분

위가 높을수록, 서울지역일수록 가입률과 가입개수가 높아 그 자체로도 

불평등의 요인이다(서남규 등, 2016, p. 9).

의료이용의 민감도와 의료이용 개선 정도의 인식은 미충족 의료를 판

단하는 데 편향을 일으킬 수 있어 보정을 위하여 포함하였다. 같은 증상

에 대해 쉽게 의료이용을 하는 경우와 가능한 참아보고 이용하지 않는 경

우 의료 자체에 대한 기대치와 경험치가 달라 같은 상황에서도 미충족으

로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의료이용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은 주로 고령층에서 과거 의료이용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 비해 현재 의료

상황은 급격하게 개선되었다고 느끼므로 웬만한 의료경험에도 좀처럼 미

충족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을 보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그림 3-2-4〕 설문문항-의료이용 민감도와 개선 정도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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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필요의 미충족 경험 

가) 의료필요

먼저 지난 1년간의 의료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필요가 없었던 응답

자는 미충족 경험도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바로 ‘의료필요 충족을 위한 

자원’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의료필요가 있었던 응답자는 어떤 유

형의 의료필요가 있었는지를 중복 응답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의료필요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증상이 경미했던 경우는 실질적인 의료

필요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그림 3-2-5〕 설문문항-의료필요의 여부와 종류

나) 미충족 의료 기존 설문문항 

기존의 미충족 의료 문항과 개발된 문항의 비교를 위해 의료패널에서 

사용하는 미충족 의료 문항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이미 증상이 경미했던 

경우를 배제하였으므로 기존 결과보다 미충족 경험치와 해당 이유가 적



제3부 제2장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 421

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6〕 설문문항-미충족 의료 기존문항(의료패널)

다) 미충족 의료 개발 설문문항 – 의료이용 단계별

그림으로 도식화한 세 단계의 의료이용 과정을 제시하고 각 단계마다 

같은 구조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해당 단계의 미충족 경험 여부를 묻고, 경험자에 한하여 당시의 

미충족이 있었던 의료필요 상황과 미충족 이유를 확인하였다. 미충족 의

료 판단과 이유에 의료필요의 크기와 심각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의료필요 상황을 묻는 문항을 새로 포함하였고 분석을 위해 가장 최

근의 일 한 가지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의료필요에서 치과영역을 제외하였다(한방영역은 포

함). 이는 치과 진료의 경우 의과나 한방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급여와 비

급여의 비중, 의료필요의 종류, 미충족 이유 전반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

므로 함께 측정할 때 자칫 결과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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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설문문항-의료이용 단계별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

〔그림 3-2-8〕 설문문항-미충족 의료 경험당시의 의료필요상황(의료이용 단계별 동일)

의료이용 단계별로 의미 있는 미충족 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선택지를 배치하였다. 

의료추구와 도달 단계에서는 ① 의료이용에 필요한 정보, ② 지역의 의

료자원, ③ 이동자원, ④ 시간적 여유, ⑤ 경제적 부담 중 가장 중요한 이

유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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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설문문항-의료추구와 도달 단계에서 미충족 경험 이유

의료이용 과정 단계에서는 ① 제공자 요인, ② 의사소통의 문제, ③ 시

설(편의)과 이용 절차(WHO의 responsiveness 중 환자 중심 개념에 해

당), ④ 의료비용, ⑤ 대기시간 대비 진료시간(의료의 질에서 중요한 요소)

을 선택지로 두었다. 

〔그림 3-2-10〕 설문문항 –의료이용 과정 단계에서 미충족 경험 이유

의료이용 결과 단계에서 미충족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로는 의료필요

의 유형이 각기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즉, 대개 신

체적 의료필요로 대표되는 ① 증상 완화, 원인 파악과 같은 기본 의료필

요, ② 심리-정신적 의료필요(불안, 불확실함, 충분한 설명을 통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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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③ 비의료적 필요(WHO의 responsiveness 개념 중 인간에 대한 

존중의 영역과 의료에 대한 규범적 기대를 포함함)를 각기 현실에서 경험

하기 쉬운 사례로 풀어서 구성하였다. 

〔그림 3-2-11〕 설문문항-의료이용 결과 단계에서 미충족 경험 이유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각 단계마다 미충족 의료로 인한 결과와 그 빈도를 

물었다. 각각 단계에 따라 의료이용 지연, 미이용(방문포기), 과소이용, 

이용포기, 의료 재이용이라는 미충족 의료 결과의 유형과 그 정도까지 측

정하고자 하였다. 

〔그림 3-2-12〕 설문문항-미충족 의료로 인한 결과와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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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필요 충족을 위한 자원

인터뷰 중 의료이용 과정에서 정보를 얻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어 의료이용

의 가능요인으로 소셜 네트워크, 주요 정보원을 문항으로 포함했다. 이 

두 가지는 의료필요 충족을 돕는 요인이라면 이 영역의 다른 두 문항은 

의료 미충족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나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를 

묻는다. 한 가지는 지역의 의료자원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충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

이다. 후자는 불만족을 인식하고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의사-환자 관계, 그

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의 정보 자원 여

부를 포괄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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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설문문항-의료필요 충족을 위한 자원

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의료이용에 관련된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학력, 

연령, 소득수준, 직업상태가 배치되었다. 의료이용의 패턴과 가구소득 보

정을 위해 가구원 수를 포함시켰고, 직업상태, 연령대와 접하게 연관되

면서 의료이용에 핵심적 가능요인인 시간운용의 자유도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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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설문문항-시간운용의 자유도

특히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면서 집단을 구성했던 사회경제적 요인인 

소득수준, 연령대, 거주지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났다. 소득수준은 

학력이나 직업과 접한 연관이 있는 요인이므로 그와 관련된 의료이용 

가능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시간적 여유, 정보 인지와 

습득능력, 소셜 네트워크가 이에 해당한다. 연령대는 의료필요의 정도, 

의료수준의 기대치, 경제활동 여부(고용상태, 시간여유와 연결), 정보 인

지와 습득능력에 관련된다. 연령대는 소득수준과 공유하는 연관요인이 

많아 완전히 분리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거주지는 의료 미충족에 비

교적 독립적인 요인으로 독특한 유형을 나타낸다. 

가) 소득수준

⧠ 경제적 문제로 인한 미충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의료 미충족은 의료비 자체의 부담 때문만은 아니

다. 입원과 같은 치료를 받는 상황은 곧 일할 수 없는 상황과 직결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일해서 소득을 얻는 정도의 기회비용이 지급되는 셈이

다. 나아가 길게 입원해야 하는 상황은 기존의 직장 유지 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제 가능성뿐 아니라 부담감이나 두려움 또한 의료

이용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된다. 이는 사내복지가 충분히 적용되

고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소규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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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같은 경우 더욱 심화된다. 

“저도 어깨 실비 들기 전에는 이 수술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뭐 물리치료 받고 그러
면 거의 250, 300 깨지는데 실, 진짜 돈 없으면 병원 못 가겠더라구요. (중략) 그 생각 들
더라구요. 돈 없는 사람은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계속 아퍼야 되는구나 (중략) 제가 집에
서 이제 POP 그거 주문 받아서 일을 해요. 이게 직업병이 된 거에요. 이 이 자세에서.. 글
씨를 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참다 참다 너무 아파서 가게 된 거에요. 직장인들은 그렇죠.. 
솔직히 일이 끊기는 게 무섭더라구요. (중략) 3개월은 못 쓴대잖아요. (중략) 주문이 왔을 
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또 겁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안 들어오니
까.”(Group8_F2)“

나) 연령대

⧠ 시간적 여유

시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미충족은 대개 본인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 맡은 일로 인해 발생한다. 연령에 따라 주로 젊은 연령대의 사람은 직

장에 취직한 상태이거나 어린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태 또는 둘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은퇴 이후의 높은 연령

대인 경우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시간에 매이는 경우

가 많지 않다. 

직장을 가진 사람은 시간으로 인한 미충족 발생에 생계와 관련되어 도

저히 쉬거나 뺄 수 없는 경우, 직장의 분위기,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보아

야 하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시간부족으로 인한 미충족은 꼭 외

부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맡은 일

을 제 시간에 모두 마치지 못하는 것, 본인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동료

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 스스로에 대한 평판이나 인식이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등의 이유도 시간 부족으로 인한 미충족 안에 포함된다. 자발

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경쟁적 문화와 의료를 이용할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또는 관대함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직장은 의료를 이용할 시간을 부족하게 하기도 하지만 직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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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인해 연결 가능한 의료자원(의료이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처, 

인맥, 직장의 의료복지, 직장건강검진 등)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양 방향

의 효과를 갖기도 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회사 내에서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는 그게 뭐든 정보라던 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나왔을 때는 과연 저게 또다시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줄까 그런게 있죠. 
음... 그런게 크죠.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한테는”(Group3_M4)

⧠ 의료이용 정보의 습득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느 전문과목이 맞는지, 어떤 

의료기관(또는 의사)이 좋은지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일차적

으로 주치의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전적으로 의료

기관을 알아서 선택해야 한다.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을 충분히 공신력 있

게 평가해주는 정보의 부재는 이러한 상황의 난이도를 높인다. 이런 상황

에서는 스스로의 증상에 대한 인식능력, 그에 맞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를 

파악하는 능력, 근방의 괜찮은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또는 소문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의 인식능력은 

학력과 인지적 자원과 관련된다. 인터넷 정보는 연령대가 젊은 층에서 더 

쉽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으나,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은 사회경제적 수

준, 소셜 네트워크의 질과도 관련된다. 소셜 네트워크 안에 의료인 또는 

관련 직종의 인맥이 있는 것도 큰 영향요인이다. 

“이거는 뭐 저 뭐라카노,, 뭐 정형외관가? 뭐 거기도 가보고, 또 뭐 피부과도 가 보고... 뭐 
좌우간 이 과 자체를 애매해가지고 그래 갖고 (중략) 병원만 과를 서너 군데를 내가 돌아다
니다가 (중략) 또 어떤 때는 청소년 과인가 또 거기도 가 봤어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렇
고... ”(Group9_M4)

“가끔씩 아프면은 그 집안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제 담배 끊고, 이거 이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는 신경을 거의 안 써요. ”(Group8_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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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지

⧠ 거주지 주변의 의료기관

위중하고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까운 거리 내에 전문적 의료기관

이 있는 경우와 없어서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되는 경우 초래되는 결과는 

생과 사, 장애 여부를 나눌 만큼 중대한 차이를 낸다.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넘어진거에요. 그때 집사람이 소리를 듣고 막 해서 
119를 해서 또 똑같이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그때도 또 중환자실로 응급실 중환자실 해서 
똑같이 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며는 그 의사들도 중환자실을, 병원에 쉽게 
오는 경우가 쉽지 않은. 내가 이렇게 쉽게 와서 다행히 신체적인 장애나 뭐 이런게 없이 
퇴원을 할 수 있었고”(Group1_M3)

지방에서도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발달 정도,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있

기는 하나 실제로 필요한 과가 부족하거나 의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발

생하는 미충족이 있다. 꼭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진료과목

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경우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소아, 

산부인과, 안과 진료와 같이 수요층이 제한적이거나 수익성이 높지 않은 

과목은 지방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데 비해 피부과나 치과와 같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은 적지 않게 분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치과는 정말 돈벌이가 되니까 늘어나는 거고, 안과 이런 건 돈이 안되니까 시골에 라식
하고 라섹하지 않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략) 안과는 한 개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돈 되는 것만 너무 의사들이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Group8_F5)

주변에 선택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의료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거나 불만스러운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많은 비용(시간, 물질, 정신적)을 추가로 

지불해야만 다른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회경제적 수

준과 맞물려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서울 큰 병원으로 통칭되

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는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모든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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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 거주자에게 이는 이

동과 체류에 드는 시간, 비용부담이 추가된다. 

“그 비염같은거 되서 가잖아요. 그럼 수~~~도 없이 검사를 하더라고. (중략) 몇 시간 걸
리고 또 한번에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것도 그렇대. 음음음, 그거 싫어요. 우리 같은 경
우는 멀리 가야 되니깐. 또 시간내서 가야되고” “그니까 한번에 가서 그걸 다 결과까지 보
고 왔으면 좋겠드라구요 기달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또 미리 예약을 해야되
고.”(Individual_3)

나. 미충족 의료불평등 단축버전 설문 문항 

이상에서 설명한 의료필요 미충족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6개 문

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강과 보건의료 또는 다른 영역의 패

널 조사에서 지금의 미충족 의료 설문문항을 대신하기에는 너무 문항 수

가 많다. 이에 적은 문항 수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가능한 대로 포함

하는 단축형 문항을 개발하였다. 

의료이용의 세 단계별로 두 문항으로 축소하여 총 6문항으로 압축했

다. 미충족 의료 여부를 묻는 문항에 미충족 의료 결과의 유형을 함께 묻

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미충족 의료의 이유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을 분화

한 선택지는 합하여 선택지의 가짓수도 줄였다. 의료추구와 도달 단계의 

미충족 이유에서 전문 과목을 선택하는 어려움과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

택하는 어려움을 합하여 정보의 문제로 포괄하였다. 의료이용 과정 중 단

계는 결과 유형을 그대로 두었고 선택지는 제공자의 태도 요인과 설명의 

부족을 합하여 한 선택지로 포괄하였으며, 시설과 환경 문제, 검사와 치

료 절차와 과정을 합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병원환경으로 포괄하였다. 의

료이용 결과 단계는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을 결과적

으로 불안함이나 궁금함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포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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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미충족 의료 단축형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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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 양적 지표

일반적인 도구개발 단계에서 이론과 수집한 자료로부터 연구진이 일차

적으로 도출한 항목은 이후 신뢰도과 타당도를 검증하면서 문항을 선택

하고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거쳤다(Streiner et al., 2015, p. 4).

가.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설문과 단축 설문 간 신뢰도 검정을 위해 전체설문

과 단축설문 결과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Ch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확인하였고 설문 전반의 신뢰도 검정은 조사-재조

사(Test-retest, percent agreement & kappa)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조사-재조사는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상황과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측정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스트

레이너 등(Streiner et al., 2015, p. 172)에 의하면 재검사는 보통 본 조

사 이후 2일에서 14일의 간격을 두고 수행하며,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 

진행 후 약 2주 뒤에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본 조사의 10%인 60명

을 거주지,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였고 가능한 모집단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문항의 구성에 따라 의료이용의 세 단계별로 전체 문항

과 단축문항의 미충족 경험의 일치도, 미충족 이유의 일치도를 확인하였

다. 전체 문항의 미충족 이유 선택지 중 개념적으로 같은 유형의 선택지

는 단축문항에서와 같도록 코딩을 변환하여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0.6

에서 0.7 이상을 적정 기준으로 하며, 계산한 각 문항의 신뢰도는 0.645

부터 0.857까지 분포하여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조사-재조사 검정에서 주요 측정문항인 미충족 의료 경험의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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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와 kappa 검정값은 일부 문항에서 선택지의 개수가 많아 60

명의 재검사 수로는 충분한 검정값을 내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

러나 선택지의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는 Kappa 검정값이 0.76에서 

1.00까지 분포하여 대부분 적합하였으며 단축형 설문문항은 전체 문항에 

비해 선택지가 적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 값을 보였기에 더 많은 표

본으로 조사할 경우 선택지의 개수가 많은 문항에서도 적합하게 나올 것

이라 예상된다.

나. 타당도

1) 내용 타당도 (content validity) 

추상적인 개념을 설문 문항으로 적절히 변환하였는지의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나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여 전

문가 패널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면접조사(cognitive inter-

view test)가 이에 속한다.

본 연구는 일차 설문도구 개발 후 인지면접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

문가 패널회의를 진행하였고 두 결과를 종합하여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

하였다.

인지면접조사는 일반인 60명을 대상으로 실제 면접조사를 하면서 각 

문항을 응답할 때의 어려움이나 불쾌함, 그렇게 느낀 이유 등을 서술하도

록 했다. 그 결과 ① 가족구성원을 묻는 항목과 같이 불쾌함을 유발하고 

분석했을 때 적용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제거하고, ② 

의료필요의 범위와 같이 애매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고, ③ 전

체 질문항목을 더욱 구조화하여 문항 수를 단축하였다.

전문가 패널회의는 연구자(3명), 의료제공자(3명), 이용자 관점(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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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한 번의 대면회의와 두 차례의 이메일 의견 

교환을 통해 설문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전체 설문의 목적과 측정범위의 경계를 명확히 해 중복된 질문을 피할 것

○ 설문항목을 개념화하여 정리할 것

○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미충족 인식을 보정할 방안을 마련

할 것

결과적으로 1차 설문지에서 각 의료이용 단계별로 7-8가지의 미충족

필요 경험여부와 빈도를 묻는 형태였다면, 수정한 설문지는 이를 보다 구

조화,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축형 설문을 추가할 수 있었다.

2)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 

가설 또는 측정하려는 속성을 다른 속성과 구성적으로 연결하여 측정도

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Streiner, 2015, p. 243). 이 영역에서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요인분석

이지만 본 설문문항의 구성 특성상 한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질문문항이 

구성된 형태가 아니므로 요인분석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으로

는 둘 이상의 인구집단 사이에 새로운 도구로 평가했을 때 기대되는 차이

값을 가정할 수 있다면, 가설적 구성에서 적절한 표본에 도구를 적용시켜 

기대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법으로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집단과 영역에서 연구 결과를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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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거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측정도구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관련된 기존의 측정지표 또는 최적표

준(gold standard)으로 알려진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Streiner, 2015, p. 233). 그러나 미충족 의료 개념 자체를 기존의 측정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최적표준 값

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충족 의료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주관적 건강수준과 삶의 질 척도를 함께 측정하여 상관성을 분석

한 결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미충족 의료 설문조사 결과 - 양적 지표

가. 미충족 현황

1) 응답자 특성

본 표본조사는 서울시와 5개 광역시에서만 시행되었으며 연령과 성별

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40%, 고등학

교 졸업이 36.3%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그룹

이 7%, 200만-400만 원 가구가 37.5%, 400만-600만 원 가구가 

43.7%,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그룹은 11.9%여서 전국 분포에 비해 높

은 소득분포를 보였다.32) 취업 중인 69% 가운데 종사하는 분야는 사무직

이 44.3%, 서비스 판매직이 39.3%이며 생산직은 8.4%였고 취업 중인 

사람 중 상용근로자가 66.3%로 역시 일반 분포에서보다 더 높은 수준을 

32) 통계청의 2016년 4분위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16.6%, 200
만 원에서 400만 원 가구는 34.5%,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가구는 28.8%, 6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1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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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본 표본조사 응답자는 광역시에 거주하며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

는 경향이 높은 집단인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이용 특성이나 자원의 경우 

다른 조사결과가 많지 않아 본 표본 집단과 일반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기

는 어려웠다. 의료이용의 민감도는 남들보다 덜 가는 편이라 응답한 사람

이 26%로 나머지 74%가 보통 정도 또는 더 잘 가는 편이었다. 또한 

82.7%가 의료이용 수준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해 전반적 만족도가 

그리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변에 선택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한 경우

가 94%로 대부분이었고, 의료에 불만족 시 불만을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

구하는 경향이 높아 이 역시 전반적 생활수준과 의료이용에서의 대응자

원이 풍부한 편임을 시사한다. 

〈표 3-2-5〉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남(=294) 여(=306) 전체(=600)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20-29세 53 18.0 50 16.3 103 17.2

30-39세 57 19.4 55 18.0 112 18.7

40-49세 61 20.8 61 20.0 122 20.3

50-59세 58 19.7 60 19.6 118 19.7

60세 이상 65 22.1 80 26.1 145 24.2

거주지

서울 135 45.9 142 46.4 277 46.2

부산 47 16.0 50 16.3 97 16.2

대구 33 11.2 34 11.1 67 11.2

인천 40 13.6 40 13.1 80 13.3

광주 19 6.5 19 6.2 38 6.3

대전 20 6.8 21 6.9 41 6.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9 3.1 18 5.9 27 4.5

고등학교 졸업 이하 86 29.3 132 43.1 218 36.3

전문대(2-3년제) 졸업 이하 60 20.4 51 16.7 111 18.5

대학교(4년제) 졸업 이상 139 47.3 105 34.3 244 40.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24 8.2 18 5.9 42 7.0

201만-400만 원 113 38.4 112 36.6 225 37.5

401만-600만 원 124 42.2 138 45.1 262 43.7

601만-800만 원 25 8.5 30 54.6 55 9.2

801만 원- 8 2.7 8 50.0 1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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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294) 여(=306) 전체(=600)

빈도 % 빈도 % 빈도 %

가구원수

1명 9 3.1 11 3.6 20 3.3
2명 49 16.7 67 21.9 116 19.3
3-4명 224 76.2 216 70.6 440 73.3
5-6명 12 4.1 12 3.9 24 4.0

취업상태

취업, 재직 중 253 86.1 161 52.6 414 69.0
취업준비 및 구직중 12 4.1 5 1.6 17 2.8
경제활동 하지 않음 29 9.9 140 45.8 169 28.2

취업분야1)

생산직 28 11.1 7 4.3 35 8.4
서비스, 판매직 95 37.6 68 42.0 163 39.3
사무직 110 43.5 74 45.7 184 44.3
기타 20 7.9 13 8.0 33 8.0

근로형태2)

상용근로자 172 68.0 103 63.6 275 66.3
임시근로자 12 4.7 21 13.0 33 8.0
일용근로자 1 0.4 2 1.2 3 0.7
자영업(고용주) 21 8.3 8 4.9 29 7.0
자영업(개인) 46 18.2 23 14.2 69 16.6
무급가족종사자 1 0.4 4 2.5 5 1.2

주관적 
건강

좋음(보통 포함) 279 94.9 284 92.8 563 93.8
나쁨 15 5.1 22 7.2 37 6.2

삶의 질

일상활동 문제 2 0.7 6 2.0 8 1.3
운동능력 문제 6 2.0 10 3.3 16 2.7
자기관리 문제 3 1.0 0 0.0 3 0.5
통증/불편감 문제 24 8.2 40 13.1 64 10.7

건강보험 
유형

의료급여 4 1.4 3 1.0 7 1.2
건강보험(직장) 151 51.4 154 50.3 305 50.8
건강보험(지역) 1.3 35.0 115 37.6 218 36.3
미가입 36 12.2 34 11.1 70 11.7

민간의료
보험

실손형 77 26.2 83 27.1 160 26.7
정액형 35 11.9 32 10.5 67 11.2
실손형과 정액형 131 44.6 154 50.3 285 47.5
없음 51 17.4 37 12.1 88 14.7

의료이용 
민감도

높음 119 40.5 145 47.4 264 44.0
평균정도 81 27.6 99 32.4 180 30.0
낮음 94 32.0 62 20.3 156 26.0

의료이용
수준 

변화인식

좋아짐 239 81.3 257 84.0 496 82.7
동일함 44 15.0 38 12.4 82 13.7
나빠짐 11 3.7 11 3.6 22 3.7

시간적 
여유

80점 이상(여유있음) 38 12.9 75 24.5 113 18.8
60-79점(보통) 100 34.0 83 27.1 183 30.5
60점 미만(여유없음) 156 53.1 148 48.4 304 50.7

의료추구와 
이용: 인적 

자원

가족, 가까운 관계 54 18.4 44 14.4 98 16.3

부탁해볼 수 있는 지인 86 29.3 102 33.3 188 31.3

없음 154 52.4 160 52.3 314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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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 취업, 재직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에 대해 분석함.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2) 미충족 의료- 전체설문항목

<표 3-2-6>은 기존 미충족 의료 문항과 개발한 문항으로 응답한 의료

필요와 미충족 의료 경험을 비교했다. 지난 1년간 의료필요가 있었던 경

우는 36.1%, 없었던 경우가 63.9%여서 2014년 의료패널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의료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응답한 3%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는 본 개발문항에서 의료필요를 산정할 때 증상이 경미하여 굳이 병의원

을 가지 않더라도 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의료필요로 보지 않는다는 전

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2-6〉 지난 1년간 의료필요 경험 

(단위: 명, %)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구분
남(=294) 여(=306) 전체(=600)

빈도 % 빈도 % 빈도 %

의료추구와 
이용: 
정보원

대중매체 58 19.7 66 21.6 124 20.7
인터넷 91 31.0 81 26.5 172 28.7
공공 정보 15 5.1 15 4.9 30 5.0
지인(비의료인) 84 28.6 105 34.3 189 31.5
지인(의료인) 46 15.7 39 12.8 85 14.2

주변에 
선택 

가능한 
의료기관 

충분함(보통이상) 278 94.6 286 93.5 564 94.0

불충분함 16 5.4 20 6.5 36 6.0

의료불만족 
불만제기와 
개선요구

하는 편(보통 이상) 215 73.1 220 71.9 435 72.5

하지 않는 편 79 26.9 86 28.1 165 27.5

구분
남(=294) 여(=306) 전체(=600)

빈도 % 빈도 % 빈도 %

있었음 99 33.7 117 38.4 216 36.1

없었음 195 66.3 188 61.6 383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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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이 필요했던 상황 중에서는 어떤 증상을 확인하고 싶어 진료

나 검사를 위한 것(32.4%)과 증상은 없으나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위한 

경우(34.3%)가 정기적 진료(21.8%)나 증상의 악화로 참을 수 없어 방문

하는 경우(20.4%)보다도 많았다. 일반적으로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의

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료필요로 상정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

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 문항에 조건을 붙여 굳이 병의원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경미한 증상인 경우는 의료필요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다.

〈표 3-2-7〉 지난 1년간 의료필요를 경험한 이유 

(단위: 명, %)

주: 중복응답을 인정함.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지난 1년간 의료필요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발생한 기존 문

항의 미이용률은 13.9%였으나 개발한 문항에서는 의료이용 단계별로 각

각 28.6%, 18.5%, 15.3%로 측정되었다. 미충족 경험으로 인한 결과는 

이용 지연이 방문 포기에 비해 많고 과소이용이 중도 포기보다 많았다. 

미충족으로 인한 추가 의료이용은 41%에서만 이루어졌다.

구분
남(=99) 여(=117) 전체(=216)

빈도 % 빈도 % 빈도 %

증상 악화 15 15.2 29 34.8 44 20.4

정기진료(만성) 29 29.3 18 15.4 47 21.8

확인을 위한 검진 28 28.3 42 35.9 70 32.4

일반 건강검진 33 33.3 41 35.0 74 34.3

수술, 입원권고 8 8.1 7 6.0 15 6.9

응급 3 3.0 3 2.6 6 2.8

예방(백신, 여행) 20 20.2 28 23.9 4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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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기존 문항과 개발 문항을 이용해 산출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 비교 

(단위: 명, %)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기존 문항에서 미충족 의료로 응답하지 않았으나 개발한 문항에서 미

충족 의료로 응답한다면 이는 미치료 개념으로 측정한 미충족 의료가 실

제 미충족에 비해 과소측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존 문항에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61명 중에서 의료추구와 도달

과정에서는 40명(24.8%), 의료이용 과정 중에는 30명(18.6%), 의료이용 

결과에는 22명(13.7%)이 미충족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구분
남(=99) 여(=117) 전체(=216)

빈도 % 빈도 % 빈도 %

기존 문항으로 산출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

진료·검사
를 받지 

못함

있었음 9 9.1 21 18.0 30 13.9

없었음 77 77.8 83 71.0 160 74.1

의료필요 없었음 13 13.1 13 11.1 26 12.0

개발 문항으로 산출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

의료추구, 
도달과정

있었음 25 25.3 37 31.4 62 28.6

결과

방문지연
(보통 이상)

10 40.0 17 46.0 27 43.6

방문포기
(보통 이상)

3 12.0 10 27.0 13 21.0

없었음 74 74.8 81 68.6 155 71.4

의료이용 
과정중

있었음 14 14.1 26 22.2 40 18.5

결과

과소이용
(보통 이상)

9 64.3 17 65.4 26 65.0

중도포기
(보통 이상)

6 42.9 9 33.3 15 36.6

없었음 85 85.9 91 77.8 176 81.5

이용 결과

있었음* 7 7.1 26 22.2 33 15.3
결과 추가이용 2 28.6 12 44.4 14 41.2
없었음* 92 92.9 91 77.8 183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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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미충족 의료율 응답의 차이(기존 문항 대 개발문항)
(단위: %)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표 <3-2-9>는 미충족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

하는 경향이 많은지를 보여준다. 의료추구와 도달과정에서 미충족을 경

험하는 상황은 확인을 위한 검진이나 일반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를 이용

한 때가 많았고, 의료이용 과정 중과 결과의 미충족 경험은 증상 악화로 

인한 의료이용이나 확인을 위한 검사나 진료 중에 많이 발생했다. 의료필

요 상황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는 비교하기 어려우나 상황별로 미

충족이 발생하는 이용단계의 차이는 살펴볼 수 있다. 증상 악화나 정기적 

진료로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 찾고 도달하는 과정보다는 이용 중이나 그 

결과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향이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한 양상이고, 

확인을 위한 검진이나 일반 건강검진은 병의원을 찾고 도달하는 과정 자

체에서 발생하는 미충족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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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미충족 의료의 상황(개발문항)

(단위: 명, %)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미충족 의료의 이유를 기존문항과 개발문항에서 각각 측정한 결과는 

<표 3-2-10>과 <표 3-2-11>에 제시하였다. 기존의 문항에서 미충족 의

료는 ‘증세가 경미해서’가 36.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제적 이유와 

시간 부족이 각각 26.7%로 많았다. 

〈표 3-2-10〉 미충족 의료 이유(기존문항)

(단위: 명, %)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미충족 의료 상황(개발문항)

구분
의료추구, 도달과정

(=62)
의료이용 과정 중

(=40)
의료이용 
결과(=33)

빈도 % 빈도 % 빈도 %

증상 악화 12 19.4 16 40.0 15 45.5
정기진료(만성) 5 8.1 4 10.0 3 9.1
확인을 위한 검진 19 30.6 13 32.5 10 30.3
일반 건강검진 16 25.8 3 7.5 3 9.1
수술, 입원권고 5 8.1 2 5.0 1 3.0
응급 1 1.6 0 0.0 0 0.0
예방(백신, 여행) 4 6.5 2 5.0 1 3.0

합계 100.0 100.0 100.0

구분
미충족 의료 이유(기존문항)

빈도 %

경제적 이유 8 26.7
거동/건강상태 때문에 방문 어려움 1 3.3
증세 경미 11 36.7
정보 부족 1 3.3
방문시간 부족 8 26.7
빠른 시일 내 예약 불가 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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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미충족 의료 이유(개발문항)

(단위: 명, %)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개발문항에서 측정된 의료이용 단계별 미충족 경험이유는 의료추구와 

도달과정에서는 주로 병의원과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

(정보의 문제)이 많았고, 의료이용 과정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대기시간에 비해 진료시간이 짧은 것과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이용 결과에서 미충족을 느끼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의 효과가 부족했음’보다도 ‘과

도한 상업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명수가 적은 것을 고려해 두 요인

이 거의 비슷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료를 이용할 때 

기대하는 규범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의 미충족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

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충족 의료 이유(개발문항)

단계 내용 빈도 %

의료추구, 
도달과정

전공과목 선택이 어려움 15 24.2
병의원 선택이 어려움 23 37.1
갈 만한 병의원이 없음 4 6.5
혼자서 방문이 어려움 3 4.8
병의원 운영시간에 맞추어 시간 내기 어려움 11 17.7
의료비 걱정(경제적) 6 9.7

의료이용 
과정 중

의료진의 태도 3 7.5
충분한 설명 부족 3 7.5
병의원 시설과 진료환경 2 5.0
이용절차와 과정이 복잡함 9 22.5
의료비가 예상보다 높음 13 32.5
진료시간이 짧음 10 25.0

의료이용 
결과

검사, 치료효과 미흡 9 27.3
예방, 사후관리 설명 부족 4 12.1
불안, 궁금증이 남음 5 15.1
의료진과 불쾌한 경험 3 9.1
과도한 상업성을 느낌 1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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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충족 의료 - 단축형 설문항목

단축형 설문항목 결과는 전체 설문과 비교할 때 의료이용단계별 미충

족 유형이나 이유에서 완전히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체 설문의 응답과 내적 일치도를 확인했을 때 아래와 같이 높은 일치

도를 나타냈으므로 표본 수가 커진다면 결과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표 3-2-12〉 미충족 의료 유형과 이유(개발문항-단축형)

(단위: 명, %)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미충족 의료 이유(개발문항)

빈도(=216) %

의료추구, 
도달과정

미충족 합계 53 24.5

유형
이용 지연 48 22.2
이용 포기 5 2.3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름 16 29.6
갈 만한 병의원이 없음 7 13.0
혼자서 방문이 어려움 3 5.6
시간을 내기 어려움 10 18.5
의료비 걱정(경제적) 17 31.5

의료이용 
과정 중

미충족 합계 33 15.3
의료진의 태도(불친절, 설명부족) 5 14.7
병의원 시설과 진료환경 불편 5 14.7
의료비가 예상보다 높음 11 32.3
진료시간이 짧음 11 32.3

의료이용 결과

미충족 합계 55 25.5

유형
추가이용 없음 31 14.4
추가이용 24 11.1

검사, 치료효과 미흡 17 30.4
불안, 궁금증이 남음 17 30.4
의료진과 불쾌한 경험 6 10.7
과도한 상업성을 느낌 15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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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미충족 의료 경험 전체 문항과 단축 문항 간 내적 일치도(Chronbach’s 

alpha coefficient)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미충족 의료와 대응자원

미충족 의료 대응자원 중에서 의료이용에 관한 사회적 연결망(가까운 

의료인 여부)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까

이 알고 지내는 의료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수준 외에도 거주지역

(서울/광역시), 정규직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의료이용에 필요한 정보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낮은 소

득수준에서는 대중매체와 주변 사람(비의료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

우가 많은 반면, 높은 소득수준에서는 대중매체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적고 공적 정보나 의료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 소득

수준은 인터넷 검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원의 종류는 소득수준 외

에도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거주지, 직업유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의료이용 후에도 필요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다른 선택가능한 병원이 

충분한지의 여부는 조사된 지역이 광역시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

부분(94%)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기

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의료이용 후 불만이 있을 때 이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지의 여부는 

문항 Chronbach’s α coefficient

의료 추구와 도달 단계
미충족 경험 0.645
미충족 이유 0.838

의료이용 중 단계
미충족 경험 0.793
미충족 이유 0.782

의료이용 결과 단계
미충족 경험 0.725
미충족 이유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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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거주지역이 

광역시인 경우 서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시간 운용의 자유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났지만 교육 수준이 높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도가 줄어드는 

경향이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표 3-2-14〉 소득수준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률과 대응자원

(단위: 명, %)

주: ** p-value < 0.05, * p-value <0.1
    이 분석에서 사용한 의료이용 단계별 미충족율은 단축형의 결과를 사용하였음.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구분(빈도)
소득수준 하 소득수준 중 소득수준 상

빈도 % 빈도 % 빈도 %

기존 
미충족
문항 

(미이용)

있음(30) 9 19.6 20 14.8 1 2.8

없음(161) 34 73.9 96 71.1 31 86.1

의료필요가 없음(26) 3 6.5 19 14.1 4 11.1

의료추구,
도달과정**

있음(53) 18 39.1 26 19.3 9 25.0
없음(164) 28 60.9 109 80.7 27 75.0

의료이용
과정 중

있음(33) 8 17.4 23 17.0 2 5.6
없음(184) 38 82.6 112 83.0 34 94.4

의료이용 
결과

있음(55) 14 30.4 35 25.9 6 16.7
없음(162) 32 69.6 100 74.1 30 74.7

의료이용에 
관한 

사회적 
연결망*

가까운 의료인(98) 15 12.4 67 16.5 16 22.2

부탁 가능한 의료인(187) 30 24.8 137 33.7 20 27.8

의료인 없음(315) 76 62.8 203 49.9 36 50.0

의료이용을 
위한 

정보원**

대중매체(124) 42 34.7 73 17.9 9 12.5
인터넷검색(171) 16 13.2 134 32.9 21 29.2

공적 정보나 의료인(115) 11 9.1 84 20.6 20 27.8
주변 사람(190) 52 43.0 116 28.5 22 30.6

미충족시 
불만제기,
개선요구

하는 편(436) 87 71.9 296 72.7 53 73.6

하지 않는 편(164) 34 28.1 111 27.3 19 27.3

시간적 
여유**

여유없음(50점 미만, 248) 43 35.5 179 43.9 26 36.1
보통(50-79점, 217) 35 28.9 156 38.3 26 36.1

여유있음(80점 이상, 135) 43 35.5 72 17.7 20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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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을 상(600만 원 이상), 중(300만-600만 원), 하(300만 원 이

하)로 구분했을 때 소득수준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은 의료추구와 도달

과정에서의 경험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유(U)자 형태를 보였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문항과 나머지 의료이용 단계에서의 미

충족 경험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졌다(그림 3-2-17 참조). 즉, 의료이용 

단계별 미충족이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주며, 측정 영역이 다르

기는 하나 기존 미충족 문항으로 측정하는 미충족률을 단순히 소득수준

으로 구분할 때 서로 다른 방향성이 섞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소득 4분위별 미충족 의료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도에 

따라 서로 경향성이 없는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그림 3-2-18 참조).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직업형태에 따른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림 3-2-17〕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단계별 미충족률

(단위: %)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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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2013-2015년도)

(단위: %)

주: 소득수준은 월가구 균등화소득을 성별, 연령별 사분위로 분류.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

4) 대응 자원에 따른 미충족 의료 

대부분의 미충족 의료 대응자원은 의료추구와 도달과정의 미충족 경험

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의료이용 중의 미충족 경험에는 시간의 

자유도만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의료이용 결과의 미충족 경험은 불만 제

기와 개선 요구 경향을 제외하고 나머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표 3-2-15〉 대응자원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의료이용 단계에 따른 미충족 경험

추구, 도달(=53) 이용 중(=33) 이용 결과(=55)

빈도 % 빈도 % 빈도 %

시간 여유
여유 있음 30 56.6 23 68.7 36 65.5

보통 9 17.0 4 12.1 1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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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나. 개발한 설문도구를 이용한 미충족 의료 해석

개발한 미충족 의료 설문도구가 기존의 문항과 다른 부분은 크게 ① 미

충족 의료의 측정 범위 확장, ② 미충족 의료의 발생 이유의 구조화, ③ 미

충족 의료가 발생한 의료필요상황의 고려이다. 기존의 문항이 반영하는 

미충족 의료는 의료필요가 있었으나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지만, 이

는 개발문항에서 측정하는 의료추구와 도달 단계 미충족 중에서도 일부

분인 ‘미이용’에 해당한다.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

위로 “지난 1년간 귀 가구에서 가구원이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

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를 묻는데 이는 

본 개발 도구에서 의료이용 중의 단계에서 ‘치료포기’를 추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미이용과 치료포기를 구분하지 않으며 의료필요를 ‘아

팠을 때’로만 한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도구와 개발한 도구에서 해석의 차이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분

의료이용 단계에 따른 미충족 경험

추구, 도달(=53) 이용 중(=33) 이용 결과(=55)

빈도 % 빈도 % 빈도 %

여유 없음 14 26.4 6 18.2 8 14.6

인적 자원

가까움 12 22.6 6 18.2 10 18.2

보통 20 37.7 13 39.4 24 43.6

없음 21 39.6 14 42.4 21 38.2

의료기관
충분함 47 88.7 30 90.9 45 81.8

부족함 6 11.3 3 9.1 10 18.2

불만개선
요구

하는 편 38 71.7 22 66.7 35 63.6

하지 않는 편 15 28.3 11 33.3 20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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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발된 측정도구는 미충족 의료에서 분모가 되는 의료필요가 아

픔, 불편함, 불안함, 규범적(전문가나 주변인의 권고), 예방을 포함한 광

범위한 것이라 인정한다. 이는 의료를 건강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의 도구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의 의료필요를 확인했을 때 의심스러운 증상의 확인과 건강한 상태

에서의 검진, 예방 등의 의료필요가 적지 않게 측정되었고, 이러한 필요

의 미충족도 각자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의료필요를 신체적, 정신-심리적, 비의료적(규범적) 필요로 분리하여 

측정하고자 한 것도 의료필요를 확장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사람들이 

의료를 이용하면서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는 단지 신체와 정신적 아픔의 

해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이용 결과의 측면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이유가 ‘과도한 상업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은 의료제도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의료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 공정함에 

대한 기대 역시도 충족되어야 할 의료필요의 일종이고 의료제도가 주목

해야 할 중요한 영역임을 보여준다. 

둘째, 미충족 의료의 이유는 의료이용단계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속성

뿐 아니라 제도적 특성과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설문문항은 미충족의 이유로 ‘경제적 이유, 병의원 예약, 교

통 불편, 시간적 이유, 기다리기 싫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의료기관이 멀

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내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없어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본 연

구에서 비교를 위해 함께 조사했던 의료패널 문항의 선택지 중에서는 ‘증

세가 경미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시간의 부족’과 ‘경제

적 이유’가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대답이었다. 이때 정보부족은 5%도 

되지 않는 응답률을 보였으나, 본 설문에서 질문한 의료추구와 도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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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충족 이유에서는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났다. 

미충족 의료의 이유는 미충족 현상이 일어나는 심층의 구조를 파악하

고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그러나 기존의 미충족 의

료 설문항목으로는 미충족 발생의 원인이 증상의 가벼움을 제외하고 시

간과 돈의 문제로만 양분되어 왔다. 시간적 문제는 그 안에 노동, 가정, 

지역 등 균질하지 않은 요소들을 포괄하는 데다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매우 넓다. 당연히 정책적 제안은 개인의 의료비를 줄이는 방안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걱정은 사실 그 안에 수많은 상황

과 조건을 내포한다. 사람들은 의료필요를 인지한 후 실제로 이용하기 전

까지 본인이 가진 현재의 조건과 이미 알고 있는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의료이용에 들어가게 되는 에너지(포괄적 비용의 개념)와 현재

의 의료필요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가늠한 후 이용 여부를 결

정한다. 시간과 돈에 대한 걱정 안에는 말 그대로의 ‘의료비’와 ‘병원에 

갈 시간’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돈 사이에 교환되는 기회비용과 일상의 유

지를 위한 균형요소가 얽혀있다. 이용의 단계에 따라 다른 선택기제가 작

동하는 것도 당연하다. 단계와 선택지의 구조화를 시도하였지만 물론 이

것만으로는 미충족 의료의 발생 기제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충족 의료를 개념화하여 검증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질적 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제를 추가하고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필요에 따라 미충족의 양상이 달라진다. 의료필요를 얼마나 

보정할 수 있는가는 집단 간의 의료이용 형평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시도

에서 핵심적인 과제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일반적 미충족 측정을 포기하

고 의료필요를 어느 정도 ‘표준화’할 수 있는 특정 질병이나 집단의 미충

족 측정으로 국한하는 것도 이 과제를 풀기 위한 한 방편이다. 의료필요

를 보정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반증하듯 쉽지 않은 일이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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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불확실함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의료필요를 직접 보정하기보다는 

의료가 필요한 상황의 구분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했다. 예컨대 증상이 악

화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정기적 진료를 위한 만성질환과 구분된다. 수술이나 입원 권고, 그리고 

응급한 상황은 이보다 더 급하고 큰 의료필요를 의미하고 일차의료기관

보다는 이차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건강검진이나 

예방적 진료는 급한 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상태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필요의 보정뿐만 아니라 각 의료필요의 상황에서 어떤 의료

이용 단계의 미충족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의 유형, 또는 전달체계에 따라 미충족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개발한 미충족 의료 측정문항은 [그림 3-2-19]로 요약 가능

하다. 각 단계에 따라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상황, 이유, 결과 유형과 

정도가 다름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미충족 의료의 발생 기제를 파악하

기 위해 포함한 몇 가지 요소를 통해 미충족 발생경로에 대해 설명할 여

지가 많아졌다. 미충족 의료필요에 대응하는 자원이나 시간 운용의 자유

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시간 운용의 자유도는 미충족 의료 발생의 

매개요인(mediator)으로, 의료필요 충족을 위한 자원의 정도는 조절요

인(modifier)으로 볼 수 있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

은 앞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축적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할 점은 이 측정문항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이다. 세 한 문항으로도 포함하기 어려운 현실(reality)의 미충족 

의료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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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미충족 의료 개발도구의 구성요소와 개념 간 관계 모형

자료: 연구진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식화함. 

  4. 미충족 의료의 질적 지표 탐색 

양적 측정방법인 미충족 의료 설문도구는 수치로 나타내지지만 응답자

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미충족으로 응답하

여 숫자화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은 설문 문항을 개

발하는 데에도 중요하며 응답한 결과를 올바로 해석하는 데에도 필수적

이다. 다음에 설명할 ‘가. 미충족 의료의 인식과 판단’이 이러한 지식의 

기본 프레임이 될 것이다. 

의료이용의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미충족되는지는 미충족 의료 측정의 

주요 질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이용에서 무엇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지’와 스스로에게 ‘마땅히 그러한 기준을 충족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나. 의료이용에 대한 기대’에 일부를 소개하

였다. 

마지막으로 ‘다. 미충족 의료 질적 지표-양적 측정이 어려운 미충족 사



제3부 제2장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 455

례’는 미충족 의료의 질적 측정지표가 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였다. ‘무

엇이 미충족 의료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양적 측정도구에 구성된 

세부 문항에서도 미충족으로 포착되지 않거나 문항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부분을 이 영역으로 제시했다. 

가. 미충족 의료의 인식과 판단

미충족 의료는 ‘의료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충족하지 못한 상태’ 로 정

의하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다/아니다’로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미충족 의료가 단지 

‘전문가가 판단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의료를 다 받았는

가, 나아가 충분히 받았는가’의 평면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의 생태학적 모델이나 사회적 결정요인 개념은 개인의 건강이 얼

마나 여러 층의 단계 안에 위치하고 다차원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설

명한다. 의료에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적용 가능하다. 각자가 지닌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지니고 있는 건강신념(health belief), 의료신념

(healthcare belief)이 있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식, 의료이용에 대

한 자기효능감이 다르다. 물론 사회경제적 위치(position)와 조건

(condition)도 다양하며, 이는 의료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된다. 의료의 

이용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적 요

인이 작동한다. 나아가 개인의 인식과 선택까지도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의료필요의 미충족은 구조적 의료불평등이 발현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의료필요로 인식하고 누군가는 인지하지 못한다. 인식한다면 필요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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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견주어보다가 결국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것이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필요를 충족했는지 아닌지를 인식하고 미충족이었

다고 판단하는 정도 또한 다르다. 이렇게 의료필요를 인식한 것으로부터 

필요가 미충족되기까지 수많은 기제가 작동한다. 아래에 제시한 단계가 

전부는 아닐뿐더러 진행방향과 영향력의 방향 또한 일직선이 아니다. 

〔그림 3-2-20〕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른 의료경험과 미충족 인식

자료: 연구진이 질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함. 

1) 의료필요의 인지 

의료이용은 스스로 의료필요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대부분

의 의료불평등 측정방법은 의료필요 인지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만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지나친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도구로는 포함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는 건강과 의료 문해

력과 같이 인식에서의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예방적 의료이용이나 증상이 잘 없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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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필요에서 그 정도가 강해진다. 그 외에도 연령에 따라 신체능력 

저하를 인정하거나 세대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의료필요를 인지하는 

데는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신념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적 

측정은 쉽지 않다.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노쇠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Group2_F5)

“뭐 그냥 안일하게 뭐 시간도 없지만 그냥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별 일 있겠어? 이거? 그
것도 있고.” (Group8_F2)

“또 약의 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자연치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안가고 
있는 거죠.” (Group1_F3)

2) 의료에 대한 기대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료에 대한 기대정도에 따라 같은 경험을 하더라

도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의료에 대한 기대는 의사에 대한 

것, 병원에 대한 것이 혼재된다.

“그런데 저는요. 저 뭐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명의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 거기서 거
기에요. 뭐 의사 자격, 고시를 쳐서 자격이 된 의사라면은 난 다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해
요.” (Group2_M1)

“자기 체질도 자기가 젤 잘 알으니까 좀 그런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놓
고 의사가 그랬다고 하고 나서 의사들 뒷전으로 나쁘다 좋다. 욕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
아요?” (Group5_F8)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기대치가 다르기도 하고, 같은 종류의 의료기

관에 상반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의료에 대한 기대는 축적

되는 경험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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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병원에 우리가 이렇게 개인병원은 어 우리가 잘못 가면 엄마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
아요. 호구된다고 그러잖아요.” (Group3_F2)

“그거는 개인병원을 하는 분들은 자기 병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그렇게 좀 
해요. 그런데 대학병원 같은데 의사선생님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수입도 좀 올려 줘야 되
고...그럼 과잉진료도 하게 되고” (Group5_F4)

3) 미충족의 판단

의료경험을 하면서 미충족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그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간 에너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

가 중요하다. 

“제일 화가 나는 거는요. (중략) 나한테 1분도 설명을 안 해줘요. 막 열이 받더라구요. 큰 
대학병원을 가는 이유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자 내가 이게 왜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몇 개월을 기다려서 간 건데 (중략) 나는 돈을 다른 병원의 몇 배를 주고 가서 기다리고 기
다려서 잠깐 봤는데.” (Group8_F6)

“그보다 더 그전에 유명했던 제일 큰 병원이 있어요. 의사선생님이 이 환자를 제대로 쳐다
보지를 않는 거에요. 저도 저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모시고 갔는데 너무 진짜 열 받는 거
에요. 이 양반은 저 저기 시골에서 그냥 큰맘 먹고 우리 집 모시고 와 가지고 제가 이제 여
길 갔었는데.” (Group4_F1)

본인이 경험했던 의료가 충분한 것이었는지 아닌지 기대치 형성이 되

어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받았는데도 뭘 잘 받았는지 뭐했는지 몰라요.) 그 병원을 자주가면 같은 병으로 자주가면 
그런 얘길 저기 할 수 있는데 딱 한 번 했는데 의사가 해주는 대로 하는거죠.” 
(Group6_F7,M6) 

“나중에 이렇게 그 분이 비번이어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저를 진
료해 주셨던 분이 되게 친절하지 않았던 걸 그걸 나중에 아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Group8_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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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에 기대하는 것

미충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는 의료에 대한 기대치다. 물론 각

자 인식한 의료필요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기대하는 의료의 수준과 정도

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

반적인 영역의 의료기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 영역에서 의료와 의료

인에 대한 경계는 모호하다. 

1) 큰 도시의 큰 병원에서 기대하는 것

한국의 독특한 의료이용문화로 의료쇼핑과 서울의 빅5 대형병원 또는 

대학병원급으로 몰리는 현상을 꼽는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1차 의료

기관에 적합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수연, 2013, p. 279). 물론 의료서비스 공급주체, 의료전달체계와 정

책적 문제, 이용자의 수요가 철저히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무조건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것이라기보다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의 의료기관별 서비스의 질 격차는 심한 편이다(강희정 등, 

2016, p. 19).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사망률은 최고 4배의 격차가 났고,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인 폐렴 치료의 

종합 점수도 기관별로 최소 15.1점에서 최대 100점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Lee et al., 2014, p. 206). 지방에서는 본인과 주변의 경험, 의료

인력 배치에 대한 타당한 추론에 따라 지방 병원의 질(의사의 실력, 검사

장비 등)에 상당히 큰 불신을 보인다. 환자가 큰 병원을 선호하고 몰리는 

것은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용자의 합리적인 행동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의료이용 ‘문화’는 질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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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별다른 처치나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바로 큰 병원으로 가기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는 정확히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웬만한 진료가 가능

한 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충대를 갔어요. 이제. 갔는데 (갈 데가 없으신 건 왜…)어디로 가
야하나…(F6: 막연한거지 환자 본인으로서는)” Group5_F3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동네병원과 큰 병원에서 처방해줄 수 있는 약의 

종류가 다르며 본인이 경험한 치료의 효과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큰 병원 약을 먹어야 낫지 동네 것 먹으면 안 낫어 그냥 급하니까 가는거지. 그리고 치료
도 좀 시원찮아 보이고 약도 그러고 (중략) 이런 약을 여기서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런 것도 있고 약도 갖고 와보면 달러. 그래서 저는 동네 병원을 잘 이용을 안 하는 편이에
요.” (Group1_F2)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어떤 필요에 의해 순차적으로 보내지는 방

식이 아니라 마음만 먹고 비용을 부담하면 얼마든지 큰 병원도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작은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했을 더 나은 선택지

로써 아쉬움과 미련의 대상이 되어 큰 병원 선호를 강화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당연히 동네병원 가는 게 나은데 삼, 대학병원을 찾아갈 정도
면 그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은 제일 속 편하게 그냥 서울 아산병원 딱 가버리
거든요.(중략) 숙련도 잘 되어있고 좀 다른 데보다 이렇게 빼고 이런 거 없이 잘 처리를 한
다고.” (Group3_M5)

“아 정말 돌팔이라고 느끼는 게 본인이 CT를 찍자고 그러고 엑스레이를 찍자고 그래서 다 
검사를 했으면 본인이 그 데이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어 폐를 찌
른 것 같다. 큰 병원으로 가봐라...(중략) 분당 구미동에 있는 서울대학 병원을 갔죠. 거기 
병원에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의자에 앉아서 다섯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흉부외과 
여자 의사분이 오셔서 딱 한마디.. 그냥 뼈만 부러진 겁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히 가십시
요.” (Group7_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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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수술 전신마취하고 그거 힘들어하는 거보니까 이거는 그런데 처음부터 완전 큰 
병원으로 갔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속상한 거에요. 엄마는 나름대로 이제 아프니까 병원 
가서 거기도 의사잖아요. 두 번째도 의사고 다 의사인데 그렇게 환자를 미스판단 해 가지
고...” (Group6_F1)

그러나 특히 아주 중증의 상황이 아닌 경우 막상 서울의 큰 병원에 오

더라도 많은 검사 외에 별 다른 점이 없거나, 오히려 충분한 설명이 부족

하고 의료진으로부터 기계적, 형식적 대우를 받았다는 경험을 한 경우 서

울에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기도 한다. 이는 실제 지방과 서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질적 문제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다르고, 규범

적으로 지니고 있는 좋은 의료에 대한 상이 어느 쪽에서도 충족되지 못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환자를 위한 의료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의사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미충족 의료의 내용으로 지목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의료로 설명된 내용은 ‘환자를 위한 의료’였다. 이 내용은 의사 

또는 수익을 위한 의료인가의 대비로도 드러난다. 공격적인 의료보다는 

가급적 자연 상태의 몸을 보존하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에 

신뢰감과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의료의 질로 표현되는 의

사의 실력이나 의사의 친절함이, 인간적인 태도에 대한 기대와도 다르다. 

그보다는 환자를 진심으로 위할 것이라는 의료의 본질적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에 대한 기대에 가깝다. 과거의 히포크라테스 선서까

지는 아니더라도 2000년대 이후에 논의되어온 신의료전문가주의의 개념

에 따르면 헌신(commitment), 진실성(integrity), 사명(vocation), 적

절한 책무(appropriate accountability)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백한

주, 2012,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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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굳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아도 되는데 빨리 낫게하기 위해서 항생
제를 처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러지는 않더라구요.” 
(Group7_F5)

“그 실비보험 있으니까 또 동네 병원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시술 있잖아요. (중략)권유를 
해요. 시술 받으면 좋다고... (중략) 보라매 병원을 가요, 거기선 의사선생님이 시술은 좋지 
않습니다. (중략) 안 아플 때 스트레칭 하고,(중략) 안 아플 때는 약 먹지 마라.” 
(Group10_F6)

“상담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분 설명 듣고 이제 인식이 완전히 바껴 가지고 제가 치료 방
법을 아예 바꿔버렸거든요. 교정방법을, 저는 이제 투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략) 이게 
치아에 좋은 건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구요.” (Group6_F2)

의료인에 대한 기대도 이와 유사하다.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환

자중심적 의료가 언급되기도 했다. 

“그 환자가 가장 그 어렵고 위독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의사밖에 없지 않습니
까... 가면 의사는 자기 그 의사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중략) 선생님은 
어느 군에 속하는데 선생님이 최종 결정은 내리시되 내 의견은 이정도 정도는 말,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있다든지.” (Group9_M4)

“그게 가장 의사가 보기 편한 자세에서 벌리라거든요. 환자는 이렇게 있으면 되게 힘들거
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자기가 서서 보면 될걸 환자한테 그 고통을 부담해라 하
는거거든요. (중략) 환자 중심으로 하면은 의사가 서서 보고 좀 힘들게 이렇게 봐도 되는
데” (Group1_M2)

“이제 막 갓 태어난 애를 (중략).. 어 이걸 주위에 마침 친척중에 의사가 있었어요. (중략) 
애가 일단 해열제를 먹여가면서 어 하루 이틀 경과를 봐 가면서 이렇게 어 해야 하는 거지 
바로 뭐 이상 없다고 딱 요추천자를 한다는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중략) 책임감이 좀 있
으셨으면 좋겠어요.” (Group3_M6)

다. 미충족 의료 질적 지표-양적 측정이 어려운 미충족 사례

미충족 의료 설문지에서 측정한 미충족 의료의 영역은 ① 의료추구와

도달, ② 의료이용 중, ③ 의료이용 결과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에서는 현실에서 자주 경험하지만 설문도구로 측정하기 어

려운 미충족 유형도 있었다. 인식하고는 있지만 표출되기 어렵거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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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자 관계의 애매한 경계 속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미충족 문제도 

‘미충족 의료필요’로 포함시키고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작

업일 것이다. 

1) 신뢰하고 싶지만 신뢰할 수 없음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신뢰’다. 의사의 진단

과 치료방법과 적정성을 믿고 싶지만 쉽지 않고,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믿을만한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가 않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고령인 경우에는 ‘그래도 믿어야지 어쩔 수 없

지 않나’하는 인식이 자주 등장한다. 연령대가 낮은 경우, 사회경제적 수

준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의 

폭이 더 넓어진다. 

“종합병원 가면 겁나요. 뭐든지 검사부터 해라 하니까. (중략) 우리가 봐서는 아닌 것 같
은데도 자꾸 검사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 의료수가 올리려고 이러나..딱 그런 의심이 들고 
(F2: 그래도 그 사람들을 또 믿을 수밖에 없어.)” (Group2_F5)

“근처에서 내 주변에서 나한테 정보적으로 나한테 좀 믿을 만 한 곳을 인터넷 검색에서 
막 후기 올라오고 이게 마케팅인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요즘에는, 못 믿고. 그러면 요거는 
국가 아니면 그 기관 뭐 보건부 뭐 이런 데서 하는 정보를 갖고 하는 거니까 믿고 가보자. 
해봤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에요.” (Group6_F2)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의료를 불신하게 만드는 대표적 원인이다. 비슷

한 맥락에서 의료의 상업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불만을 갖거나 불신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고소득 집단의 경우 어떻게든 예방하거나 대응

하지만 저소득 집단에서는 그대로 겪게 되는 경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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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이 의료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없는 거죠. 어디는 5만원, 어디는 10만원, 
뭐 장사 안 되는 데는 싸게 받고, 장사 잘되는 데는 비싸게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
에 없는 거죠.” (Group7_M1)

“뭐 뭘 했는지 나는 거 계속 그냥 뭐 사진 찍고 뭐하고 그냥 피 뽑고., 그러고 94만원 이
라는 거야 (중략) 달라면 줄 수밖에... (중략) 그 약을 줬나 뭘 줬나 (F3: 그런 기분은 도둑
맞은 기분 아니겠어요?)그렇죠.” (Group2_M1)

2)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할 수 없음

입원실과 특진제도는 거주지역, 연령대,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고 모두

에게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제였다. 이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독특한 모

습이기도 하다. 물론 특실과 특진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기본 선택사

항인 사람에게나, 인맥을 통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

충족이 아닐 것이다. 

“일반 병실이 있으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특실을 3일 동안 재운다고. 예... 거기를 이
제 특실이 3일 지나면 이제 일반실로 오게 되는데 자기가 그것도 원해야 돼요.” 
(Group9_M3)

“제가 수술을 해 봤더니 병원비는 별로 안 나왔어요, 수술료는. 이 특진료가 제일 많이 나
온 거에요. 그럼 이게 뭔가 의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중략) 하지 말라고는 안하
는데 특진받으라고 특진 하세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안합니까?” (Group5_F4)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각자의 조건에 따라 고민이 다양하

다.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리어 어디가 좋은 곳

인지를 선택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지방

에서는 찝찝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야

만 했다. 이 경우 똑같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각자 

경험하는 미충족의 종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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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그러면 여기 참좋은 병원 가는거죠. 뭐.)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저
런 소문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이제 들었으니까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갈 데 없으니
까 이제 가는 거죠. 가는건데...” (Group7_F5)

“아 그래요? 그러면서 빨리 이제 뭐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때 아 이병원은 
또 오래 못 다니겠다. 병원 또 갈아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 (Group1_F4)

3)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화낼 수 없음

표출되지 않는 미충족도 있다. 대개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제공

자의 태도에 불만이 있지만 의사-환자 관계에서 여러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참는 경우다. 바로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다. 설문도구가 미충족의 원인으로 의료인(병원

직원 포함)의 태도를 선택지로 넣어 측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사 상호

관계에서 자유로운 피드백이 불가능하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일부는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

해봤자 보상받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 나는 거… 퇴원을 안 시키냐고 그러니까 위암이 아니래요 이게. 위암이 아니래 다 1/3 
잘라놓고 … 잘라놓고 (중략) 오진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건 뭐 또 대들어봐야 이기
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Group1_M1)

환자-의사 상호관계에서 자유로운 피드백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진료가 진행된 것 같았지만 누군

“좀 불친절할 때는 좀 화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 화를 외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불이익이 
올까 (중략)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다쳐서 갔기 때문에 저는 보호자 입장이잖아
요.” (Group7_F4)
“이 사람이 나를 열 마디 해 줄걸 앞으론 아홉 마디 밖에 안 해줄 건 아닌가 그리고 약 처
방을 안 해주거나 이런 거는 정말 인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중략) 그런 것 때문에 섣불
리 얘기를 못하는 거죠...” (Group8_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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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게 억울함을 남길 수 있다. 진료과정과 검사, 치료 전반에서 정보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잘 알지 못했던 스스로를 탓

하는 경우도 많았다.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권리장전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내가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해서 갔어. 그런데 막 보내는 곳이 많아. 진료 과목이. 일리 가
야 되고 절리 가야되고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한참을 하다 보면 (중략) 결과적으로 집에 와
서 생각하면 내가 뭘 홀렸었나. (중략) 참 그게 억울하더라구요. 그게.” (Group_F6)

“그 미리 그런 거 심각성을 미리 얘기해 줬으면 이렇게 무식한 환자들이 겁먹고 했을 텐
데... 그냥 2주 후에 병원 한 번 오세요. 이렇게 된 거에요. (중략) 그런데 나중에 너무 아
파서 가니까 그때서야... 그래서 또 의사선생님한테 뭐라고 할라고 그랬는데 말은 못하고 
(중략) 내가 미련한거니까..이거 이제” (Group8_F2)

4) 차별

의료이용에서 명백한 차별경험은 그리 흔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종류의 차등적 대우, 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불안을 가지는 경우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거의 방치드만요. (중략) 한 초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뭐 
병원사람 영향력 있는 분의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놀다가 팔을 삐었대요. 그런데 그 
응급실에 있던 의사선생님 세분이 달려 붙더라구요.” (Group7_M2)

“보면은 뭐 이렇게 이름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확 의사들도 달라지고 간호사들 이제 
거기에 배정이 됩니다. 어떤 병실에 누구 딱 이렇게 지정을 해 줘요. (중략) 그래서 그게 
아주 특별한 치료를 받는거죠.” (Group5_F4)

“그런데 2인실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겠지 그러는데 이제 병원비가 이제 오
래있으면 병원비가 나가니까 6인실 나면 이제 6인실로 옮기잖아요. 그럼 괜히 있으면 뭔
가 좀 덜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중략) 아유 계속 2인실에 다른 돈 좀 덜 쓰
고 계속 2인실에 있을 걸 그랬다 막 그런 자격지심이 들을 때가 있어요.” (Group3_F2)

5) 여성의 의료이용 

여성의 의료필요는 분명히 독립적인 종류의 필요지만 그 크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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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다. 산부인과의 부족은 많은 소도시와 지방

에서 이미 익숙한 문제다. 또한 한국의 의료이용 접근성에서도 거의 유일

하게 수용성(acceptability) 차원의 문제가 남아있는 영역이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가임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사들은 공지를 안 하
는 편이에요. 만약에 가임기가 되면 이 약을 끊어야 되거나 더 늘려야 된다. 그런 거에 대
한 설명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Group6_F1)

“아니 그나마 그 하나 건양대 병원에 하나 나이 많은 선생님이 오셨어요. (중략) 일단은 남
자 선생님이고 나이가 드신 선생님이고, 그리고 신뢰도 안가고...(중략) 전문적인 어떤 산
부인과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Individual_4)

“딸아이랑 우리 여고생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 여고생이 남자의사선생님 산
부인과 싫어하잖아요. 엄마 여자 산부인과 선생님으로 알아봐줘... (중략) 다 분당, 성남인
거에요.” (Group8_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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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모니터링’이란 특정한 질문에 대해 반복적으로 답하는 과정을 말한

다. 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지속적인 순환과정으

로, 정책과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확

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순환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적절한 지표의 확

인, ② 지표 구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 획득, ③ 자료 분석, ④ 결과 보고 

⑤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활동을 향상하기 위한 변화 도입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4-1-1)(WHO, 2013). 모니터링은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이자 관련

된 당사자들에게 책무성을 부여하는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건강불

평등 문제의 해결에서 모니터링이 강조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은 2008년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이하 WHO CSDH)(2008)가 제안한 건강불평등 근절 전략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다. WHO CSDH는 건강불평등 근절을 위한 총괄 권고

로 첫째 일상생활 조건의 개선, 둘째 권력, 금전, 자원의 불평등한 분포 

개선, 셋째 문제의 측정/이해와 조치의 영향 평가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중 일상생활 조건의 개선에는 ① 출발부터의 공정성, ② 건강한 공간, ③ 

공정한 고용과 괜찮은 노동환경, ④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사회적 보호, 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및 
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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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최종 건강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건강불평등으로

부터 사회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가 모니터링의 요소가 되어야 한

다(Evans et al., 2001).

〔그림 4-1-1〕 모니터링의 순환 구조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3). Handbook on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with a special focus o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uthor. 
p. 2.

국내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건강불평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표 4-1-1 참조). 그러나 국내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활동은 서울시 사례를 제외한다면 정부의 정책으로 공식화된 적이 없었

다. 대부분 학계의 ‘연구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채택(adoption)’하거나 ‘승인(endorsement)’한 적은 

없었다. 그러다보니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중재와 관련된 정부 기

관들의 책무성 이슈가 제기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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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에 대한 국내 정책/연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이러한 국내 상황과 달리, 국제적으로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공조, 글로벌 차원의 모니터링을 넘어서, 건강불평등을 낳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이하 SDoH)에 초점

을 둔 모니터링 체계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SDoH란 건강불

평등의 유형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상업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

적 결정요인의 광범위한 집합을 지칭한다. 이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살아

가며 일하고 나이 드는 매일의 환경으로써, 생활 환경을 결정짓는 힘이자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WHO CSDH, 2008).

앞서 언급한 국내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직업/

학력/소득, 지역 박탈 수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socioeconomic 

position) 혹은 형평성 구분자(equity stratifier)에 따라 건강에 대한 분

리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과 빈곤율 변동, 지역

별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비율이나 여성 가구주 비율, 재정자주도처럼 

SDoH 지표들도 함께 제시하고는 했다. 하지만 SDoH 자체, 혹은 SDoH

에 대한 조치(이하 SDoH Action)를 모니터링의 주제로 삼은 경우는 찾

아보기 어렵다. 통계청에서도 지니 계수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관련

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불평등 혹은 사회

연도 대표 저자 제목 발주기관

2006 강영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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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SDoH를 개선하려는 특정 중재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건강형평성

에서의 변화는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사회불평등과 건

강불평등 사이의 복잡한 인과고리를 설명하기 어렵고, 건강결정요인을 

다루는 정책 영역이 대개 보건/의료 분야 외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SDoH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 일

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바꾸는 큰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일

어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2011년 발표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관한 리우정치선언(이후, 리우정치선언)’과 ‘2030 지속개발가능

의제(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이하 SDA)’를 들 수 있다. 

리우정치선언은 건강과 안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사회/건강 형평성을 성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선언으로, 15조에 모니터

링과 책무성의 증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세부 조항에 언급된 내

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2〉 리우정치선언 15조의 주요 내용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1). Rio Political Declarat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uthor. pp. 1-2 내용을 표로 정리함.

① 건강 결과만이 아니라 자원의 할당/할용에서 불평등을 평가할 수 있는 분리 자료를 제
공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강화/유지한다, 

② 사회적 차원의 웰빙에 대한 강건한, 근거기반의, 신뢰할 만한 척도를 개발하고 실행해
야 한다.

③ 중재 효과성의 평가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형평성 결과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증진한다. 

④ 정책과 조치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기 다른 부문들 사이에서 타당한 근거와 경향
을 체계적으로 공유한다. 

⑤ 사회 모든 부문을 위한 모니터링과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한다. 
⑥ 건강과 다른 사회적 목표에 대한 정책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고려한다. 
⑦ 건강형평성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기 위한 HiAP(Health in All Policies) 

접근 같은 다부문 기전을 활용하고, 정의(justice)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그에 
뒤따르는 책무성을 확보한다. 

⑩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고려하는 적당한 모니터링 체계를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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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30 SDA는 건강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

구집단 건강을 모든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를 위한 개발의 도전과제로 상

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SDA는 23개의 건강 및 ‘건강 관련’ 타깃(tar-

get)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중 13개가 건강 목표인 지속개발가능목표 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 이하 SDG3)에 포함된다. 다른 

10개의 ‘건강 관련’ 타깃은 5개의 다른 영역에 흩어져 있으며, 이러한 방

식을 통해 보건 이외 부문의 파트너들이 SDoH 조치(Action)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Valentine et al., 2016).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국제 커

뮤니티는 SDoH 조치(Action) 모니터링 지표들이 SDA 지표 체계에서 

도출된다면 정책결정자들이 건강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부문 간 조치

(inter-sectoral action)를 지속가능 발전에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Pega et al., 2017).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SDoH와 SDoH 조치

(Action)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의 발전, 국제 사회 담론의 진화, 해외에

서의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 수준과 위험요

인 모니터링에 한정된 국내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체계를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촉발하고, 향후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를 국내에도 채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이 연구는 WHO CSDH 활동을 중심으로, 2008년 최종 보고서 발행을 

위해 준비된 배경문서와 이후 리우정치선언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정책토론 보고서, 자문 요청서, 사례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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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oH) 접근 보건 정책 분야의 

의제로 떠오르게 된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고, 2)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책무성 기전으로써 ‘사회지표 체계’의 잠재력을 검토한 WHO CSDH의 

뉴질랜드 사례 분석 연구를 소개하며, 3) 최근 WHO를 중심으로 제기되

고 있는 SDoH에 대한 조치(SDoH Action) 모니터링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이러한 접근의 적용 가능성을 토의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결과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접근의 역사33)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아주 오래되었

다. 일찍이 기원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저술한 책 <Water, Air, and 

Places>에도 주변 환경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이다. 

이러한 관찰은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근대적 

공중보건 체계를 정초한 19세기 서구의 위생/공중보건 운동은 이러한 시

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6년 제정된 WHO 헌장 또한 그 전통을 

33) 이 장은 주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관한 것으로, WHO에서 발표한 다음 문서들의 내
용을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① Irwin, A., & Scali, E.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learning from previous experience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iscussion Paper 1 (Debates). ② Solar O, Irwin A. 
(2010). A conceptual framework for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iscussion Paper 2 (Policy and 
Practice). ③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WHO CSDH)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08).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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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WHO는 건강 상태를 신체적, 정신적뿐만

이 아니라 사회적 웰빙 상태라고 규정함으로써, 건강의 사회적 모델을 위

한 공간을 창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바로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비전을 실행

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보다 기술 중심적인 접근에 집중하게 되었다. 항

생제나 백신 같은 의약품 연구의 획기적 발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

겼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말라리아, 천연두, 결핵처럼 특정 질병에 초점

을 둔 ‘수직적(vertical)’ 공중보건 프로그램들이 성행했다. 이들은 효율

적이고 쉽게 측정 가능한 목표치가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지만,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천연두 박멸 같이 커다란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

에는 한계가 많았다. 특히 WHO와 유니세프가 함께 진행한 말라리아 박

멸 캠페인의 실패는 이를 잘 드러냈다. 

1960년대 중반이 되자,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이러한 모델이 빈곤층과 

취약집단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졌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헬스워커(health work-

er)와 조직가들이 지역사회 기반 보건 프로그램(community-based 

health programmes, CBHP)을 진전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

러한 이니셔티브는 풀뿌리 참여, 보건 의사결정에서 지역사회 역량강화

를 강조했고, 건강의 사회적/환경적 결정요인을 다룰 뿐 아니라 기저의 

정치경제적 이슈까지 포괄하고자 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중국, 방글

라데시,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인디아, 멕시코, 니카라과, 필리핀, 남아

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성공 사례들을 낳았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일부 선도적 연구자들과 국제 공중보건 기

획자, 개발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CBHP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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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WHO 사무총장에 취임한 말러(Halfdan Mahler)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CBHP 접근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WHO는 1976년 세

계보건총회에서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이라는 선언을 하

고 건강불평등 극복을 옹호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의제는 1978년 알마

아타에서 열린 국제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PHC) 회의에

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PHC와 ‘Health for All’의 부상은 주

요 공중보건 의제로서 SDoH 개념이 강력하게 재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

었다. 이후 1980년대가 되면서 Health for All 의제는 ‘부문 간 행동

(inter-sectoral action for health, 이하 IAH)’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를 다루기 위해 WHO 안에 특별부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

한 1980년대 중반부터 SDoH 개념은 건강증진 운동에서도 두각을 나타

냈다. 그 결과 1986년 ‘건강증진에 관한 오타와 헌장’은 8개의 핵심 ‘건

강 결정요인’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알마아타 회의의 야심찬 선언과는 달리, 이후의 사회적․정치적 

환경은 빈곤층과 주변부화된 지역사회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당시 

어려운 조건에서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여러 모범 사례가 제시되었는데, 

1985년 록펠러 재단이 후원한 “Good Health at Low Cost” 회의에서

는 중국, 코스타리카, 스리랑카, 인도 케랄라 주의 사례들이 알려졌다. 이

들 성공사례의 공통점으로는 ① 사회적 목표로서 건강에 대한 헌신의 역

사적 전통, ② 개발에 대한 사회 복지 지향, ③ 건강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

정에 지역사회 참여, ④ 모든 사회 집단에 보편적 건강서비스 제공, ⑤ 건

강을 위한 부문 간 연계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교

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역사적 전통이나 맥락을 이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부문 간 연계에 노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전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적․정치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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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동떨어져 IAH만 채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

히 근거와 측정의 문제, 정부 내부의 동역학은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했

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SDoH에 대한 

IAH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의 비전으로부터 일탈하여, 보다 

협소한 ‘선택적 일차보건의료(selective PHC)’ 모델로 이동했다.

선택적 PHC는 이미 알마아타 회의 직후부터 보다 실용적이고 재정적

으로 수용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덜 위협적인 방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국가나 지역에서 사망/상병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을 목표로 하는 소수의 비용-효과적 중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었고, 옹호자들은 이를 포괄적 PHC로 가는 중간 단계 전략으로 제시했

다. 하지만 이는 PHC 비전이 갖는 사회적/정치적 차원을 거세하는 효과

를 낳았고, 장기적 목표로서의 포괄적 PHC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택적 접근의 옹호자들은 포괄적 PHC와 알마아타 비전이 누구도 반대

할 수 없는 도덕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으며, 기술적으로 모호하고 재정적

으로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일부는 말러(Mahler) 때문에 WHO가 기술조직에서 정치화된 조직으로 

변질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택적 PHC의 대두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당시 국제적 차원

에서 일어난 경제적 독트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1980년대는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하는 경제/정치 모델이 지배하

던 시대였다. 그 비전의 핵심은 시장이 정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는 것이었다. 즉 생산과 분배에서 최선의, 가장 효과적인 자원 분배자는 

시장이며,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공공선 증진 기전 또한 시장이기에, 경

제와 사회적 과정에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

의 경제 신념의 핵심 명제는, 경제 발전이야말로 빠른 개발,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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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좋은 삶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에 모든 국가는 단기적인 사

회적 결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경제성장 촉진 정책을 빠르고, 대담하게 추

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정부의 사회 지출 감소 같

은 성장 정책들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단기적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경제발전을 가속함으로써 얻게 되

는 장기적 편익이 그보다 훨씬 크다고 설파했다. 

이 시기 신자유주의적 정책/사업이 건강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보건 분야 개혁은 민간부문의 확대, 재정/구매/서비스 제공 

기능의 분리, 탈(脫)중앙집중화,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약속했

던 것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지 못했을 뿐 아

니라 불평등이 증가하고 효율성은 저하되었으며, 그로 인해 전체적인 불

만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 조정을 위한 조건, 개발 차관

을 들여오기 위한 조건으로 광범위한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부과되

었다. 이를 통해 사회 부문 지출이 감소하고, 취약 집단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다. 셋째,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제자

유무역협정은 국제 금융기구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단기적 고

통을 초래했고, 장기적 편익은 많은 경우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1990년대가 경과하면서 이러한 부정적 효과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신

자유주의 접근 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적 ‘충

격 요법’을 처방받은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에서 부정적인 사회/건강 

효과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리고 국제적, 지역

적 차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경제위기들은 새로운 경제 질서의 휘발성, 경

제적 변동에 대한 빈곤층의 취약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대한 비판

은 사회적, 정치적 저항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으며, 세계화의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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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고 경쟁하는 비전들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러한 1980-1990년

대를 거치는 동안 WHO는 점차 권위를 잃고, 국제보건의 실질적 리더십

은 WHO에서 세계은행으로 넘어갔다. 세계은행의 건강정책 모델은 

1993년 세계개발 보고서 ‘건강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Health)’로 표

출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모두의 건강’을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

었다. 예컨대 WHO 유럽 사무소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을 시작했고 Task-force on Health in Development를 후원하여 

1995년 사회개발 정상회담에 포지션 페이퍼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정치적․사회적 환경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며, 건강 결정요인과 관련한 노력

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타났다. 1974년 캐나다의 라론드(Lalonde) 

보고서, 1980년 영국의 블랙보고서(Black Report)와 화이트홀

(Whitehall) 연구, 1994년 캐나다에서 발표된 <Why are some people 

healthy and others not?> 등은 이러한 흐름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 타를로프(Tarlov)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SDoH)’이라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채택한 이래, 일련의 중요한 학술연구

와 정책보고서들이 이 개념과 단어의 쓰임을 일반화시켰다. 또한 스웨덴

과 영국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 건강불평

등과 SDoH를 다루는 체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1997년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건강불평등을 주요 정책 과

제로 제시했고, 2000년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SDoH에 초점을 둔 건강전

략을 발표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2002년에 역사상 SDoH에 관한 가

장 포괄적 정책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공중보건 전략을 채택했다. 무엇보

다도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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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된 다부문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금 조명해주었다. MDG 8개 목표 중 

3개가 명시적으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다른 목표들도 건강 결

정요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2003년 WHO 사무총장은 ‘Health For All’ 

비전을 되살려 건강 결정요인과 형평성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2004년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CSDH 설립에 대한 포부를 처음 밝혔

고, 이를 WHO 형평성 의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 WHO 

CSDH가 출범했고, 이후 3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여 2008년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이라는 야심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

서는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총괄 권고로써, 첫째, 일상생활의 조건

을 개선할 것, 둘째, 권력/금전/자원의 불평등한 분포를 개선할 것, 셋째, 

문제를 측정/이해하며 조치의 영향을 평가할 것을 제시했다. 이때 일상생

활 조건의 개선이라 함은, 인생 출발부터의 공정성 확보, 건강한 공간의 

구축, 공정한 고용과 괜찮은 노동환경의 보장,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사회

적 보호의 제공,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 등을 포함한다.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

한 리우정치선언’을 들 수 있다. 2011년 10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에서 개최된 World Conference on SDoH에서 124개국이 채택한 선

언이다. 이는 포괄적인 부문 간 접근(IAH)에 기반한 SDoH 조치(Action)

를 통해서 사회/건강 형평성을 성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으며, 이러한 논

의가 WHO 헌장, 1978년 알마아타 선언, 1986년 오타와 헌장 등의 원칙

을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리우정치선언은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해 

Health in All Policies(HiAP)가 유망한 접근임을 밝히면서, 건강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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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을 정의했다. ① 건강과 개발에 대한 

더 나은 거버넌스 채택, ②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의 참여 증진, ③ 건강불

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보건 영역의 재조직, ④ 글로벌 거버넌스와 

협력 강화, ⑤ 진전의 모니터링과 책무성 증대가 그것이다.

〔그림 4-1-2〕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리우정치선언의 행동 영역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6) Global monitoring of action on the SDH: a 
proposed framework and basket of core indicators - consultation paper; Author. p. 2.

2012년 5월 제65회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리우정치선언의 실행을 담은 

결의안 WHA 65.8이 194개 전체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

후 국제적 수준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리우정치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DoH 조치(Action) 모니터링 프레임워

크와 지표 개발은 그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WHO 회원국의 하나로 리우선언 실행 결의안을 승인한 상태이며, 따라

서 이행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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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불평등과 SDoH/SDoH Action 모니터링

2005년 WHO CSDH가 출범했을 때,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근거를 종

합하고 정책 이니셔티브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

했다. 그중 하나가 측정․근거지식네트워크(the Measurement and 

Evidence Knowledge Network, MEKN)였다.

MEKN의 책임기구는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이하 NHS)의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가 맡았는

데, 모니터링과 근거 기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2007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정치적 행동을 위한 근거기반 개발(The social deter-

minants of health: Developing an evidence base for political 

action)>,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근거기반 구성 가이드

(Constructing the evidence base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 guide)>를 발간했다. 이는 2008년 최종 보고서인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의 토대가 된다. 

〔그림 4-1-3〕 WHO CSDH 체계의 구성요소

자료: CSDH의 구성요소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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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WHO CSDH는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총괄 권고 중 하나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WHO는 이러한 권고 실행의 일환으로 Global Health Observatory를 

통해 2013년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핸드북(Handbook on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with a special focus o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을 발행했다. 이는 국가 건강자료에 대한 분석, 종

합(synthesis), 입증(validation),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

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었다.

2017년에는 2013년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핸드북의 기획팀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WHO 정보․근거․연구부(the Information, Evidence 

and Research Department), 젠더․형평․인권 팀(the Gender, Equity 

and Human Rights Team)과 협력하여 <국가적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단계별 매뉴얼(National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a 

step-by-step manual)>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2013년 핸드북과 내

용은 유사하지만, 한 국가 안에서 건강정보 시스템에 건강불평등 모니터

링을 통합하는 역량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

로, 시각적 가독성 측면을 강화시켰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국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건강형평성 모니터

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잘 정립된 ‘정책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예

컨대 영국 런던 건강관측소(health observatory)의 Basket of Health 

Inequality Indicators, 네덜란드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한 다수준 

서베일런스 시스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Pega et al., 2010).

이렇게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SDoH에 보다 직

접적인 관심을 둔 모니터링 또한 발전해 왔다.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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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DoH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사회경제적/정치적 맥락: 노동시장, 교육 체계, 사회정책, 문화, 종

교와 인권 등 (즉, 원인의 원인, cause of the causes)

②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인 혹은 집단의 소득, 학력, 직업, 

젠더, 민족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경제적 위치와 사회계급

③ 매개 요인: 물질적 환경, 사회심리적 요인, 행태와 생물학적 요인, 

보건체계

SDoH는 이렇게 여러 영역과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또

한 여러 부문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잘 구축된 SDoH 모니터링 

체계는 건강불평등을 둘러싼 다양한 부문 정책행위자들의 책무성을 지원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2008년에 발행된 WHO CSDH의 최종 보고서는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SDoH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SDoH 조치

(Action)는 강력한 국가적 거버넌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공 참여, 보

건 부문 재정향(reorientation), 강력한 글로벌 리더십을 요구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SDoH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2011년 채택된 리우정치선언은 이러한 내용을 확장,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Loewenson & WHO, 2013).

SDoH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은 크게 SDoH 현황 자체에 대한 모니터

링과 SDoH 조치(Action)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SDoH 현황에 대한 지식은 보건서비스와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며, SDoH에 대한 조치, 즉 SDoH 조치(Action)의 최종적 

영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한편 SDoH 조치(Action)란 건강불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부문에 대한 거버넌스 중재, 정책 혹은 프로그램 중재를 의미



제4부 제1장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및 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489

하며, 이는 국가의 책무성 기전과 보다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다. SDoH의 

변화를 목표로 한 중재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

리며, 또한 건강불평등이나 SDoH에서 관찰된 변화가 반드시 특정 중재

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Pega et al., 2017). 

이러한 측면에서 WHO는 SDoH 조치(Action)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4-1-4]는  SDoH 현황(condition)과 SDoH 

조치(Action)를 포함하는 SDoH 초점 모니터링의 전체 프레임을 보여준

다(WHO, 2016).

〔그림 4-1-4〕 SDoH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의 개념틀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6) Global monitoring of action on the SDH: 
a proposed framework and basket of core indicators - consultation paper; Author. 
p. 4.

이어지는 글에서는 SDoH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접근으로 사회지표체

계를 활용한 뉴질랜드의 경험과, WHO CSDH에서 개발한 SDoH 조치

(Action) 모니터링 체계의 진화와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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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DoH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 뉴질랜드

국가 차원의 SDoH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WHO CSDH는 국제적인 

‘사회지표 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과 이를 구체화시킨 뉴질

랜드 ‘사회 리포트(social report)’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한 바 있다. ‘사

회지표 운동’ 혹은 ‘사회 리포트’는 처음부터 건강불평등을 염두에 두거

나 혹은 명시적으로 건강불평등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하

지만 정부 내 여러 부문에 걸쳐 주요 사회 지표들을 모니터하고 책무성을 

부여하는 프레임워크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과 정책도입에 중요한 함의

를 갖는다.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란 사회 주요 측면의 상태에 대해, 간결

하고 포괄적이며 균형된 판단을 촉진하는 직접적 규범적 관심을 반영하

는 통계량으로 정의된다(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9). 196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 지표들(Social 

Indicators)>이 출판된 이래, 1970년대에 활성화된 ‘사회 지표 운동’은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전국적 차원

에서 공인된 ‘사회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 통계 부처들

이 주도하지만 행정체계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한 편이다. 이를테면 독일 

정부는 외부 연구기관인 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GESIS)에 기금을 지원하여 ‘독일 사회지표 체계(Germ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를 개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사회 및 개발 연구 센터(Center for Social and Developmental 

Studies)’가 지표를 생산하고, 국가 통계청이 개별 목표 보고서에 이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제기구나 초국적 집행기구들의 활동은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회원국별로 사회적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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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비교하는 국제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자료 수집과 

지표 생산을 촉진시켰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사회 지표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면서 국제 협력을 도모했고, 무엇보다

도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념적, 기술

적 측면에서 사회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시켰다. OECD에서 주기적

으로 발간하는 다양한 부문의 사회지표 리포트가 국내에서 벤치마크로 

널리 활용되는 것도 이러한 큰 흐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WHO CSDH는 이러한 사회지표 체계가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특히 

SDoH 모니터링 체계로서 갖는 잠재력에 주목했다. 그에 따라 뉴질랜드

의 사회리포트(Social Report) 발간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다음의 내용은 사례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요

약한 것이다(Pega et al., 2010).

뉴질랜드 보건부는 고유한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체계인 NZ Health 

Monitor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선주민과 태평양군도의 소수민족이 불

균형적으로 경험하는 건강부담에 특별히 강조점을 둔다. 사회리포트는 

건강 영역 외부에서 핵심적인 SDoH 척도들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건강불

평등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리포트는 보건부가 

아니라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에서 담당하며 

2001년 이래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34) 사회리포트는 정책 결정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국제적인 사회지표 운동

의 흐름에 따라 1970년대부터 시작된 움직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1970년대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적 경

향에 발맞춰 사회적 웰빙에 관심이 높아졌다. 1972년 왕립 사회보장위원

회(Royal Commission on Social Security) 보고서가 뉴질랜드인에게 

34) 2010년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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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웰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괄적으로 정의한 후, 1974년 사회

복지부 산하 사회개발위원회(Social Development Council)는 이러한 

접근에 기초하여 사회적 웰빙과 삶의 질 증대를 목표로 하는 보고서를 출

판했다. 당시 이 보고서에서 사회개발위원회는 사회적 결과에 대한 모니

터링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지표 체계의 설립을 촉구했고, 그에 따

라 정부는 1976년에 통계부 산하에 사회지표유닛(Social Indicator 

Unit)을 설립했다. 통계부는 1979년에 유네스코 위원회와 함께 사회 개

발 지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같은 해에 사회개발위원회는 8개 주

제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지표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전면적인 사회

지표 모니터링 체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의 10년이 지난 1988년, 왕립 사회정책위원회(Royal Commission 

on Social Policy)는 사회적 웰빙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업데이트하고 

국가 보고 체계의 설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부

터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로 완전히 기울어졌으며, 사회지표 체계와 관

련된 활동들이 위축되고 건강과 사회 불평등도 크게 심화했다. 상황은 

1999년 노동당이 집권하고 나서야 바뀌었다.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Closing the Gaps’라는 내각위원회가 설립

되어 정부의 전 부처들이 추진하는 경제/사회/건강불평등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게 되었다. 보건부와 재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은 주기적으로 

각자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의제를 추진하는 타 

부처와 협력해야 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1년 이후 표준화된 보고체계로 

발전해나갔다. 때마침 2000년 뉴질랜드 사회정책학회지에 사회 지표 보

고를 위한 기본 자료원을 일람하는 논문이 출간되었다. 또한 당시 사회개

발고용부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여 노동당 정부의 빈곤감소 전략을 인상 

깊게 돌아본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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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 정부가 계획한 사회적 성취 목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사회 지표 집합을 개발하게 되었다. 2001년에는 광범위한 횡부

문 간 사회정책 역할을 전략적 기능으로 상정한 사회개발부가 신설되었

다. 사회개발부는 ‘사회 개발 전략’에 기초하여 사회지표 보고 체계 개발

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내각과 정부 기구, 시민사회 단체들은 통계부처의 존재에도 불구

하고 사회개발부가 사회지표를 모니터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

어 사회개발부가 사회리포트를 총괄하게 되었다. 사례연구에 참여한 사

회개발부 관료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통계부는 사회 지표에 내재한 규범

적 판단, 사회적 웰빙에 대한 개념 정의를 꺼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리포트 체계 추진을 담당했던 사회개발부 내 ‘전략적 사회정책’ 팀은 재

무부의 ‘횡부문 전략(cross-sector strategy)’ 팀을 모방한 태스크포스 

형태로 활동했다. 이들은 사회개발부 내 ‘지식 관리부’와 사회과학계, 연

구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30여 개 정부부처들과 함께 핵심 결과와 사회

적 지표 집합을 개발해나갔다. 이미 1972년과 1988년에 왕립 위원회가 

토대를 닦아둔 개념에 덧붙여, 국제 인권 협약과 관련 연구 결과들을 통

합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각 지표들에 관심 있는 다양

한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들의 

소유권 의식이 강해지고 이후 리포트 채택을 촉진할 수 있었다.

건강 영역의 경우, 사회개발부는 보건부에 건강지표 개발을 주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로 공중보건 부서와 정보팀 대

표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조직하고, 사회개발부가 제안한 전반적 전략

에 맞추어 피라미드형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사망과 장애를 통합하는 

요약 척도로써 건강기대여명(독립적 기대여명)을 정점에 두고 그 하위에 

기대여명과 장애를, 다시 그 하위 수준에 암,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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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그 아래에 건강행태와 생물학적 위험요인, 보호요인들을 배치하

였다. 이때 SDoH는 위험요인의 폭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념적 프레임

의 토대를 이루며, 건강영역이 아닌 사회리포트의 다른 7개 영역에서 다

루도록 했다.

〔그림 4-1-5〕 보건부가 소집한 자문그룹이 사회개발부에 제시한 사회리포트의 건강 영

역을 위한 프레임워크

자료: Pega F, Valentine N, Matheson D. (2010). Monitoring Social Well-being: the case 
of New Zealand’s Social Reports / Te Pūrongo Oranga Tangat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iscussion Paper 3 (Case Studies). p. 16.

WHO CSDH의 사례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지표 선정과 관련하여 

보건부와 사회개발부 사이에는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사회개

발부는 흡연과 비만 같은 행태 척도를 선호했던 반면, 보건부는 그러한 

‘결핍 모형(deficit model)’이 피해자 비난의 형태로 오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상병 지표를 더 선호했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양식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인구집단에 대한 정치적, 체계적 압력의 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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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오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긍정

적이고 계시적인 언어 사용이 결핍 모형의 균형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행태 척도를 포함시켰다.

사회리포트의 발간 시작 당시에는 발간 주기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었

다. 사회리포트는 미디어와 공적 영역에서 상당한 관심을 얻었고 첫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매년 지속 발간의 가능성을 시험했다. 또한 두 번

째 발간 과정에서는 독립적인 리뷰어의 도움을 받아 전국적 차원에서 사

회리포트 체계의 유용성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 평가 과정에는 지역사회 조직을 비롯하여 학계, 비정부 조직, 선주

민 집단, 노조, 재계, 중앙/지방 정부의 대표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그리

고 평가를 통해 사회 지표에 대한 보편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면서도 사회리포트를 정책과 조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사회리포트 발간의 지속가능성, 지역 정보체계와

의 연계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연간 보고체계

를 확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연간 보

고서 발간 방침에 반대했다. 주요 사회지표들을 연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느리게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매년 측정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개발부는 2003년 사회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종합하여 

보고체계의 실질화와 기술적 정교화 단계에 들어서도록 했다. 또한 2005

년부터는 지역 수준에서 ‘지역 지표(Regional Indicators) 리포트’를 발

간하기 시작했다. 각 지역 수준에서 분리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지역 자

료에 대해서도 연령, 성별, 인종 등에 따라 더 세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

방/지역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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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리포트가 목표로 했던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

가는 사회리포트 체계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불평등 혹은 건강불

평등이 얼마나 개선되었느냐를 살펴보는 것보다, 사회리포트가 목표한 

대로 얼마나 다양한 영역들이 참여를 통해 책무성을 증진하고 이를 다시 

정책 개발이나 실행의 근거로 활용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WHO CSDH 사례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수많은 정부기관들이 함께 모

여 사회지표 보고 체계를 개발하고 연간 사회리포트를 발간하는 것 자체

가 문제의 가시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었

다. 정책 의사결정의 최고 수준인 내각에서도 사회리포트는 복잡한 사회

적 상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고 가시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10개 결과 영역이 여전히 부문별로 분절되어 있고, 명시적이며 

직접적인 개념적 연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으며, 내각 부처별로는 영향

력이 상이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를테면 사회개발부 내에서는 

리포트가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활용되었다. 사회개발부에서 사회리

포트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뉴질랜드 전체 정부의 ‘불평등 완화’ 정책 이

니셔티브를 모니터하는 전반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역량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위

한 정책 조정 책임이 사회개발부로 이관되었다. 반면 보건부 내에서 사회

리포트의 활용은 사실 미미했다. 그 이유는 이미 국가 건강정보 체계가 

훨씬 높은 수준의 상세한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보건부에 중요한 것은 건강지표 내용 자체보다 이 사회리포트가 전달

하고 있는 ‘시그널’이었다. 사회개발부라는 타 부처가 주도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는 결정요인 기반의 접근은 보건부의 지지

를 받기에 충분했다. 보건부 관료들은 사회리포트가 자신들의 이니셔티

브가 다른 정부 기관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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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SDoH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재무부는 사회리포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자료

의 해석이 어렵고 일부 척도들은 정책 목표에 충분히 활용할 만큼 구체적

이지 않으며, 자료들이 각기 다른 방향을 지시하고 있을 때 해석하기 곤

란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리포트에 포함된 자료가 과거 자료라서 현

재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고, 제시된 자료들이 전체 영역의 정책 

양상을 보여주지도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

구하고, 평소에 일관된 정책 지표 개발을 강력히 옹호해왔던 재무부는 사

회리포트가 사회정책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로 나아가는 중요 과정이

라며 환영했다. 정책이 핵심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사회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

에서 지표의 활용을 공식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규칙 개발의 기회를 창출

했다는 점에서 사회리포트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경제개발부 또한 재무부와 마찬가지로 사회리포트를 직접 활용하는 것

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정책결정자들은 재무부와 

경제개발부야말로 사회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정보를 필요로 하며, 사

회리포트가 그 핵심 문서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지방/지역 

정부들은 그들의 전략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리포트를 활용했다. 

특히 지역지표 리포트는 상세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

하고, 상당한 승인을 얻고 사회리포트 활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부 바깥에 존재하는 시민사회 그룹에는 사회리포트가 유용한 자극원

이 되었다. 리포트의 출간과 더불어 사회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유의미한 

공적 논쟁과 토론이 촉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사업이나 정책 수립

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개는 정보를 참고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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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었다. 반면 학계는 사회리포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를 표명했다. 공중보건 옹호기구들도 리포트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표명했고, 정책 행위자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문서가 유통되었

다. 이 경우에도, 전략적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기보다

는 옹호 활동을 위한 근거자료로, 즉 불평등 대응과 관련한 대중적, 정치

적 지지를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미디어는 

매년 사회리포트가 출간될 때마다 상당한 수준으로 이를 보도했다. 또 다

른 중요 행위자인 비즈니스 부문의 경우, 대개 사회리포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다. 건강, 사회불평등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

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부문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사회리포트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지표 체계 혹은 사회리포트는 단순히 현

황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사회리포트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혁신

적 측면을 갖고 있다. 

우선 시민사회 참여와 투명성, 접근성을 보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준화된 보고체계뿐 아니라 발행 시점의 정치적 환경이나 초점 주제에 

대한 동기를 장관 서문에 상세하게 밝히고, 보고서의 개념적, 기술적 발

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지표 선정의 근

거나 정의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제3자가 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사회 부문에서 다양한 책임을 지니고 시민사

회 집단들에 대해 책무성을 가진 사회개발부가 발간을 진두지휘한다는 

점도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사회 리포트는 보건부가 주도한 건강 지표들의 SDoH에 해당하

는 9개의 사회결과 영역 지표들을 개념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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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가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분리통계를 제

시하고 좋은 그래픽 툴을 사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테면 다음의 그

림처럼 사회적 안녕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그러면

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가 아닌 독자

들도 스스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4-1-6〕 뉴질랜드 사회리포트의 그래픽을 활용한 결과 제시 사례: 태평양 선주민과 

유럽계 주민 사이의 사회적 웰빙 지표 비교

자료: Pega F, Valentine N, Matheson D. (2010). Monitoring Social Well-being: the case 
of New Zealand’s Social Reports / Te Pūrongo Oranga Tangat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iscussion Paper 3 (Case Studies).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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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2007년 소셜 리포트의 건강영역 결과 요약표

자료: Pega F, Valentine N, Matheson D. (2010). Monitoring Social Well-being: the case 
of New Zealand’s Social Reports / Te Pūrongo Oranga Tangat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iscussion Paper 3 (Case Studies). p.30.

넷째, 사회개발부는 부문 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 리포트를 활용

했으며, 실제 보고서 자체도 부문 간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섯째, 이러한 사회리포트 체계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모니

터함으로써 공공 정책에서 건강에 대한 보다 폭넓고 전인적인 개념을 확

립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보건부 입장에서 볼 때 사회리포트는 건강과 

여타 사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 건강증진 전략과도 잘 부합하면서 인구집단건강 기반 정

지표 최근 지표변화 지표추이 인구집단 내 변화 OECD 비교

건강
수명

- 최근 지표 업데이트 
없음

- 2001년 지표
  남성 64.8세
  여성 68.5세

여성의 
건강수명 
개선

남성과 
마오리인의 
건강수명 낮음

비교 불가

기대
여명

- 지표 개선
- 남성 77.9세
  여성 81.9세
  (2004-2006)

- 남녀모두 
증가

- 남성의 
증가 속도가 
더 빠름

남성과 마오리인, 
결핍지역 주민의 
기대여명 낮음

남녀 모두 평균 
수준

자살

- 지표 개선
- 전체 인구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13.1명(2002-2004)
- 15-24세 청년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17.7명(2002-2004)

1998년 
이후 감소

- 남성, 청년, 
청소년, 
마오리인의 
자살률이 높음

- 여성의 자살 
시도율 높음

- 전체자살률은 
평균수준

- 청소년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높음

흡연
- 지표 개선
- 15-64세 성인 흡연율 

24%(2006)

1991년 
이후 점차 
감소

청년, 마오리인, 
결핍지역 주민의 
흡연율 높음

- 남성흡연율은 
낮음

- 여성흡연율은 
높음

비만
최근 업데이트 없음
- 15세 이상 21%(2003)
- 5-14세 10%(2002)

1989-2003년 
사이 2배 
증가

태평양연안 주민, 
마오리인, 
결핍지역 거주 
여성의 비만율 
높음

비만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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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결정을 확산시키는 데 지지 요인이 되었다. 

여섯째, 문제점 중심의 결핍 모델(deficit model)이 아니라 강점을 강

조하고 정책 기회에 반응적인 언어를 활용한 것도 보고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뉴질랜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선주민 집단의 참여

를 보장하여 이들과 함께 사회지표를 개발한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이며 ‘중립적인’ 사회적 보고체계를 보

장한다는 것이 강점이다. 연간 발행을 정례화시킴으로써 매년 펀딩에 대

한 정치적 압력을 완화시켰고, 보고 체계나 공적 투명성에 일관성을 부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리포트가 법적 기반 없이 사회개발부 주도 하

에 발행된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았다.

뉴질랜드 사회리포트 발간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맥락과 리포트의 내

용, 발간 체계에 대한 검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리포트는 SDoH와 건강형평성 이슈를 더 가시적으로 만드

는 데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사회리포트는 보건 부문 안팎에서, 그리고 정부 안팎에서 SDoH

에 대한 정책 조치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전국적 언론에서 다루어지

는 매우 가시적인 보고서가 사회 불평등을 폭로하게 된다면, 이는 정부 

안팎에서 SDoH를 다루는 정치적 의지와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또한 

최소한 전략적 수준에서 SDoH에 초점을 둔 보건 부문의 접근에 타당성

을 부여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SDoH에 대한 정책 행동에서 부문 간 조

율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사회리포

트는 공식적인 정부 자료원을 토대로 건강/사회 불평등 현황을 제시하기 

때문에 좋은 옹호의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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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리포트는 공공 정책과 중재의 평가, 설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사회리포트는 사회/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의 (중장기) 영향을 평가하는 데 쓰일 수 있으며, 이렇게 하려

면 가급적 리포트의 결과를 정책 행동과 명시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리포트는 수많은 핵심 과정, 개념과 기술적 고려를 하는 가

운데 개발되어야 한다. 만일 대중, 특히 불공정하게 부담을 떠안는 인구

집단이 사회리포트의 개념적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고, 리

포트의 가용성과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사회리포트가 강조하는 형평성은 

강화되고 그 내용에 대한 공적 논의와 채택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사회리포트 출판의 책임을 입법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뉴질랜드의 경우, 보고서 출판이 법적 강제가 아니라 사회개발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

다. 실제로 2010년 이후 한동안 발행이 중지되었다가, 2016년에 제11판

이 재개되었다(뉴질랜드 사회개발부, 2017).

  4. SDoH Action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앞서 살펴본 사회지표체계, 뉴질랜드의 사회리포트 사례가 SDoH 자

체의 모니터링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SDoH Action 모니터링은 비슷하

면서도 다른 접근 방식이다. SDoH 모니터링이 사회적 결정요인의 현황

과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SDoH Action 모니터링은 그러

한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사회적 중재, 특히 거버넌스와 사회/환경적 중

재의 투입에 초점을 둔다.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에서 SDoH Action에 대한 모니터링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선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조건을 개선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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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역의 직접적 통제 바깥에 존재하는 정부 중재들에 주의를 불러일

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DoH Action 모니터링은 부문들 사이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SDoH Action 모니터링

은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지

원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Pega et al., 2010).

효과적인 SDoH Action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중재 효과성에 대한 강

고한 근거기반으로부터 도출된, 타당하고 민감하며 신뢰할 만한 지표가 

필요하다. 이때 근거는 반드시 경험적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론적 근거 또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이 건강결정요인, 보건 서비스, 건

강결과, 건강형평성을 증진시키는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

다. 거버넌스와 환경 요인 중재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WHO는 2008년 WHO CSDH의 보고서의 권고와 2011년 리우정치선

언에서 결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SDoH Action 모니터링 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이후 주요한 흐름은 <표 4-1-4>와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2017년 말 현재, 제안된 보고체계에 대한 자문 의견

을 종합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 상반기에 최종 보고서가 출간될 것이다

(WHO, 2016).

〈표 4-1-4〉 SDoH Action 모니터링 체계 개발을 위한 WHO 활동의 경과

 2008년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WHO CSDH) 최종보고서에서 
SDoH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 권고함

 2009년 62차 세계보건총회(194개국 참여)에서 WHO CSDH 권고를 담은 결의안 
WHA 62.14.3 채택 

 2010년 53개국이 Parma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Health에서 형평성
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 중재 모니터링을 권고함

 2011년 리우정치선언(Rio Political Declara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서 125개국이 SDoH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하는 권고 채택

 2012년 65차 세계보건총회(194개국 참여)에서 리우 선언의 권고를 담은 결의안 
WHA 65.8.4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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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6) Global monitoring of action on the SDH: 
a proposed framework and basket of core indicators - consultation paper; Author. 
p.3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함.

WHO 워킹그룹은 지표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2030 SDG 체계와 

정렬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건강형평성을 증진시키는 SDoH 관련 IAH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들이 SDG 지표 체계로부터 도출된다면, 정책결정자

들이 부문 간 조치를 지속가능 발전에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WHO는 SDG의 형평성/지속 발전과 관련된 부문 간 조치를 세 가지로 

범주화했다. 첫째는 거버넌스 중재로 건강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

치적,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인권 법제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중재, 셋째, 

건강형평성을 증진시키는 인공 혹은 자연환경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을 의미하는 환경적 중재를 들 수 있다.

 2014년 WHO 유럽사무국은 European Review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the Health Divide를 통해 SDoH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표명

 2015년 68차 세계보건총회(194개국 참여)는 결의안 WHA 68.17.11을 통해 모니터
링, 평가, 보고 기전의 확립을 필요로 하는 건강과 건강 형평성을 위한 국가별 조치의 
프레임워크를 승인함. 이후 모니터링 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적 작업에 착수

 2016년 WHO는 캐나다 정부(PHAC and CIHR-IPHH)와 함께 이 작업을 수행할 
“Working Group for Monitoring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를 구성하고, 기술회의에서 모니터링 체계 초안을 제시함. 이 기술회의에서 
제기된 권고들에 근거하여 WHO는 모니터링 체계를 발전시키고, 프레임워크와 핵심 
지표 묶음들에 대해 글로벌 자문을 청취함.

 2017년 검토 의견 분석과 국가별 사례연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12월에 최종 
보고서를 승인할 예정

 2018년 상반기에 WHO CSDH 최종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하여 SDoH Action
에 대한 최초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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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SDoH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 지표 유형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6) Global monitoring of action on the SDH: 
a proposed framework and basket of core indicators - consultation paper; Author. 
p. 6. 

이렇게 WHO가 SDoH Action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

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WHO, 2016). 

① 리우정치선언에 대한 반응으로 SDoH Action에 대한 국가적/세계

적 차원의 노력을 모니터하는 것

② 건강 부문 및 다른 부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SDoH Action을 모니

터하는 것

③ 지속적인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SDoH 대응과 관련한 회원국과 유

엔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④ 리우정치선언과 SDG 의제의 실행을 위해 더 많은 상호연관 책임 시

스템을 발전시키는 것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WHO 워킹그룹이 2016년에 제안한 모

니터링 체계는 몇 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리우정치선언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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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된 모니터링 체계는 5개 영역에서 리우정치

선언의 실행을 측정하고, 선언이 담고 있는 구조와 내용을 측정 지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SDG 의제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셋

째, 병렬적인 지표 나열이 아닌, 우선순위에 기초한, 근거 기반 개입에 집

중해야 한다. 특히 인권 프레임의 사용, 거버넌스 구조와 메커니즘, 건강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적/환경적 정책들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정부 개입을 측정하는 투입/산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요 중재

의 인구집단 보장 수준 등 지표 간 균형을 추구하며, 중재의 효과성에 대

한 근거 리뷰, 중재에서 건강 결과까지 이르는 인과적 경로에 대한 근거 

리뷰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넷째, 형평성에 대한 초점은 절대적/상대적 

불평등의 측정을 포괄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중재 수준뿐 아니라 이

후 절대적/상대적 불평등의 글로벌한 진전을 보고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목표와 원칙에 근거하여 이들이 제안한 구체적 지표들의 

내용과 측정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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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와 함께 SDoH Action 모니터링 체계 개발을 주도한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리우정치선언 실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캐나다

는 이미 예전부터 국가차원에서 건강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에 대한 포

괄적 접근을 시도한 국가들 중 하나로 <표 4-1-6>에 제시된 것처럼 

1970년대부터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왔다. 

〈표 4-1-6〉 캐나다의 핵심 공중보건 이정표 

자료: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 (2013). Rio Political Declarat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 selection of Canadian actions: Author. p.9.

2011년 5월 리우정치선언이 채택된 후, 캐나다 정부는 선언이 담고 있

는 5개 핵심 영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자국의 조치들을 정리하여 2013

년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SDoH, 건강불평등 중재 영

향에 대한 근거를 포착할 뿐 아니라, 리우 선언의 초점에 집중하면서 몇 

가지 특정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캐나다 전역의 건강불평등에 대

한 모니터링 보고하기, 둘째, 캐나다 건강연구 재정 기관의 전략적 계획

- 1974년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발표 - 예방의 중요성 
강조하고, 보건의료를 넘어서는 건강 개념화

- 1978년 알마아타 선언 -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제안하고 Health for All 전략 채택
- 1986년 “Achieving health for all: a framework for health promotion” 발표 - 

건강증진은 건강형평성 감소에 대한 헌신임을 함의
- 1986년 오타와 헌장 – 알마아타 선언의 추구를 위한 로드맵
- 1998년 이래 여러 도시들이 건강불평등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고, 건강 상태와 건강불

평등에 대한 보고서가 매우 보편화됨
- 2004년 공중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설립
- 2005년 국가 공중보건협력센터(National Collaborating Centers for Public 

health) 설립 – 공중보건 연구를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08년 WHO CSDH의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발표, 이에 조응하는 캐

나다 정부의 “Addressing health inequalities” 발표 
- 2009년 “A Healthy, Productive Canada: a Determinant of Health Approach” 

발표 - 인구집단 보건에 대한 상원 위원회 보고서
- 2010년 “Creating a Healthier Canada: Making Prevention a Priority - A 

Declaration on Prevention and Promotion” 발표하고 연방/주 보건부 인준
- 2011년 리우정치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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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강형평성 통합하기, 셋째, 선주민 건강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접

근을 위한 기회 확장 지속하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건강과 개발을 위한 ‘더 나은 거버넌스’ 사례로는 퀘벡에서의 건강영향

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채택 경험,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CCSDH)의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있

다. CCSDH는 리우 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캐나다 공중보건청에 

자문을 제공하는 부문 간 포럼이다. 이는 소속된 회원 네트워크에 역량을 

부여하고 표적화된 부문 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SDoH에 대한 협력적 행

동을 촉진하며, 기획과 모니터링, 보고 역할을 맡고 있다. CCSDH는 원

래 WHO CSDH에 캐나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Canadian 

Reference Group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후신이다. 

현재 CCSDH의 구성원들은 여러 수준의 정부, 시민사회, 선주민, 노동계

와 학계 등 여러 부문들을 대표하고 있다. CCSDH 자료의 빠르고 광범위

한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국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구성된 것

이다. 한편 SDoH Action 모니터링 체계의 사례로는 Saskatoon Public 

Health Observatory,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의 

the Pathways to Health Equity for Aboriginal Peoples Initiative 

등을 언급했다(PHAC, 2013).

2015년에는 2013년 이후 리우정치선언 실행에 기여한 캐나다의 조치

들을 소개하는 스냅샷 리포트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총 29개의 이니셔티

브가 주제 영역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PHA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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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리우정치선언의 실행에 해당하는 캐나다의 조치들

자료: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 (2015). Rio Political Declarat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 snapshot of Canadian actions: Author. p. 6.

한편 이러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2013년 몇몇 국가의 전문가, 연구자

들이 모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공평한 진전을 WHO 차원에서 모니

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에 착수했다. “EQuAL 프레임워크 

(equity-oriented analysis of linkages between health and other 

sectors)”가 그것이다. 이 또한 SDG 의제와의 정렬, 부문 간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다. 

EQuAL 프레임워크는 개념적으로 아마티야 센의 ‘과정(process)’(사

회 정의)과 ‘역량(capacity)’(물질적 조건) 개념을 포괄하고, 건강권에 대

한 일반논평 제14조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첫 단계부터 보건의

료와 물질적 조건을 포함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일상 조건들의 광범위

한 스펙트럼을 언급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가 제안한 최종 지표 집합은 

총 12개의 측정 영역으로 구성되며, SDG 목표와의 연계를 분명히 밝히

고 있다(Pedran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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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WHO EQuAL Framework의 개념 영역과 지표체계

자료: Pedrana, L., Pamponet, M., Walker, R., Costa, F., & Rasella, D. (2016). Scoping 
review: National monitoring frameworks for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health equity. Global Health Action, 9(1), 28831-1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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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WHO EQuAL Framework의 지표 영역

자료: Pedrana, L., Pamponet, M., Walker, R., Costa, F., & Rasella, D. (2016). Scoping 
review: National monitoring frameworks for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health equity. Global Health Action, 9(1), 28831-10.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프로젝트 그룹은 EQuAL 프레임워크 개발 후 2004-2014년 동안 출

판된 96편의 SDoH 관련 논문들을 검토하여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평

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제시된 EQuAL 프레임워크가 SDoH Action 모

니터링과 건강 형평성 증진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접근을 촉진

하는 다부문간, 학제 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Pedrana et 

al., 2016). 

① 소득과 빈곤 (SDG　1, 2) ② 지식과 교육 (SDG 4)
③ 주거와 인프라 (SDG 6,7,11) ④ 이동 (SDG11)
⑤ 지역사회와 인프라 (SDG 9, 12) ⑥ 사회적 보호와 고용 (SDG 1, 8)
⑦ 초기 아동 발달 (SDG4) ⑧ 젠더 규범 (SDG 5)
⑨ 참여 (SDG 16) ⑩ 등록 (제도적 제약)(SDG 16)
⑪ 책무성 (제도적 제약) (SDG 10, 16) ⑫ 차별 (SDG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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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은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보건 분야 너머에서 작동하고 상당한 수준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현실적 실행에 어려움이 따

르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공중보건 정책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영향

의 크기 측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보건 분야가 전통적인 주도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 완화의 중요한 진입 지점이자 모니터링의 대

상이 된다.

이 장에서는 중앙정부 수준 공중보건정책의 기획과 실행, 영향 측면에

서 불평등 요소들을 확인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담배규제정책(금연정책)35)을 사례로 삼아 살펴볼 것이

다. 다양한 공중보건 정책들 중에서 특별히 금연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

은 것은, 무엇보다 건강불평등과 관련하여 흡연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 때

문이다.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이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책 패키지와 

이행의 의무가 정부에 존재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이를 중점과

35) 흡연자의 금연 촉진뿐 아니라 담배라는 소비상품에 대한 수요/공급 측면의 포괄인 규제
를 지칭하기 때문에 ‘담배규제정책(tobacco control policy)’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 
실제로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번역어도 ‘담배규제
기본협약’이다. 하지만 정부가 ‘금연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이 보고서에서는 맥락에 따라 금연정책이라는 용어와 담배규제정책이라는 용어를 혼
용해서 사용했다.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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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실제로 담배 문제의 대

응은 다른 영역, 이를테면 알코올 사용이나 신체활동, 영양 등의 문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시행 중이며, 

확립된 중재의 근거기반도 적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담배규제정책에 대

한 불평등 모니터링은 여타 공중보건 정책 모니터링의 주요한 벤치마크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지난 10년 동안 담배의 해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크게 증가했

고, 다양한 담배규제정책과 더불어 흡연율도 감소했다.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2005년 28.8%에서 2015년 22.6%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

히 소득계층 간 담배사용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17). 국내 

질병 부담(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 요인 분석에서도 그 

기여도는 여전히 3위에 올라 있다(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2017).

〔그림 4-2-1〕 국내 질병부담의 상위 10대 기여요인

자료: IHME. (2017. 9. 15.). Country Profiles: South Korea. http://www.healthdata.org/s
outh-korea에서 2017. 9. 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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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흡연율이 감소한 것은 FCTC

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을 통한 적극적 정책 노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05년 발효된 FCTC는 공중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이는 

‘흡연자’가 아니라 ‘담배’라는 유해한 소비상품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따라서 개인의 행태를 넘어서 수요와 공급 측면의 다양한 규제 방안

과 각국 정부의 책임, 다국적 담배기업에 맞선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표 4-2-1〉 담배 규제 정책의 유형

자료: 김동진, 김명희, 김유기, 기명, 윤태호, 정혜주 등. (2015).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
제 –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8. 

한국 정부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고, 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보고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며 국제적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 FCTC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규제정책을 구분하고 정책 옵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 국내 담배규제 정책의 건강불평등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2010)의 

<한국의 담배규제정책과 건강불평등>이다.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연구 논문과 정책문서들을 검토하고 2001-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론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서 세웠던 

흡연율 감소 목표는 대체로 달성되지 못했다. 우선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 담배 공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

- 가격 인상
- 금연 구역 설정
- 담배 제품 성분 규제와 정보 공개
- 담배 제품 포장 규제
- 교육과 훈련
-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에 대한 규제
- 담배 중독 치료와 금연 지원

- 담배 제품 불법 거래 규제
- 미성년자 담배 구매와 판매 규제
- 대체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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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세웠던 정량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기에서

는 격차가 심화되기도 했다. 자료의 여러 제한점이 있지만, 담배규제정책

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시기에는 흡연불평등이 주춤했으나,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인 남성

들에서만 관찰되었고, 청소년 집단 또는 여성에서는 불평등 감소가 없었

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p. 156). 

이 연구는 여섯 가지 영역의 개별 담배규제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우선 담배가격정책의 경우 이론적으로 취약계층과 청소년의 담배소비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p. 

156). 그러나 당시 국내에서는 계층에 따른 차별적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연구 자체가 부족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내에서도 불평등 효과

가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연구역,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 

담배포장 및 라벨규제, 담배 광고ㆍ판촉ㆍ후원 규제”는 청소년, 여성, 영

세사업장 노동자 또는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조치

들이다. 문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

는 점이다. 다만 정책의 포괄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청소년, 직업 또는 고용상 취약계층,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pp. 156-157). 금연클리

닉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과 금연 효과 측면 모두에서 불평등 현상이 관

찰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담배규제정책

과 관련된 연구, 특히 불평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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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양질의 정보수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었다. 또한 이 연구는 담배 사용과 관련된 건강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서는 흡연과 흡연불평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반적인 흡연율과 사회계층 간의 흡연율 격차는 독립된 현상이 아니기 때

문이다. 불완전하거나 포괄적이지 못한 담배규제정책은 오히려 흡연 불

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기에, 개별 담배규제정책 간 상호작

용을 고려해 엄 하고 종합적인 담배규제정책을 기획, 이행해야 한다(시

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pp.ⅴ-ⅵ). 그리고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법적 권한을 명확하게 하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p. 165).

이러한 포괄적 평가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 6년이 지났고, 그동안 담배

가격 인상, 경고그림 확대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정책 변화들이 있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불평등 관련 요소들이 늘어났다. 국내 담배규

제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업데이트뿐 아니라, 건강불평등 측면에서 정책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담배규제정책을 사례로 하여 건강불평등 측면에서 중앙정부 

수준의 공중보건 정책 모니터링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문헌 고찰과 근거 종합의 방법을 채택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과 WHO

의 국가별 모니터링 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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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c 2017: country profile)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또한 향후 특정 건강정책의 건강불평등 영향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EU가 제시한 ‘건강불평등 감사 과정(health in-

equalities audit process, 이하 HEA)’을 소개하고자 한다. HEA란 정

책과 그 실행을 인구집단 건강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인구효과의 인구집단 

내 분포 측면에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방법, 도구의 결합

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사업의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건강영향평

가(health impact assessment)와 달리, 정책의 실행 중 혹은 실행 후에

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Equity Action, 2017).

제4절 연구 결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은 총 3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각국

이 담배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및 달성이 가능한 

6개의 담배 ‘수요’ 감소 조치를 선별한 것이 “MPOWER” 정책이다. 이는 

각 조치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M 담배 사용과 예방정책의 모니터(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② P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Protect from to-

bacco smoke), ③ O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④ W 담배 위험성에 대한 경고하기(Warnin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⑤ E 담배 광고, 판촉, 스폰서에 대한 금지 실행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

ship), ⑥ R 담뱃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 MPOWER에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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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조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건

강불평등, SDoH 모니터링 체계와 마찬가지로 규제 정책에 대한 모니터

링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표 4-2-2〉 MPOWER와 담배규제기본협약 조항 비교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ㆍ국가금연지원센터. (2017). 2017년 8월 금연 이슈리포트, 48. 동 기관. 
p. 9.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는 2년마다 각국의 MPOWER 관련 조항의 이행 현황 결과를 

담고 있다. 국제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

며,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담배규제정책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망라되어 있다. 가

장 최근의 계획인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HP 2020)은 

2016-2020년까지 실행해야 할 총 6개 분야, 27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금연’은 절주, 신체활동, 영양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 분야

에 속해 있다. 금연 부분은 26개 성과지표와 4개 세부사업(흡연예방, 흡

연자 금연, 비흡연자 보호,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과지표들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의 문항들과 비교해 보면 

<표 4-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WHO 모니터링 지표에는 특별히 불

구분 MPOWER 담배규제기본협약

M 담배 사용 및 규제정책 모니터링 20조. 연구, 감시, 정보 교환

P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 8조.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O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W
담배의 위험성 경고 (건강경고부착, 
금연캠페인)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2조 교
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E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R 담뱃세 인상
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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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비교표의 세 번째 열에 HP2020의 형

평성 관련 지표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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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HP2020의 경우, 모니터링의 초점은 담배규제정책의 최종 성과물인 담

배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연구역 관련 일부 지표, 담배가격 지표 등

을 제외하고는 흡연율, 흡연 시작률, 금연률, 간접흡연 노출률, 광고노출

이나 금연홍보 인지율 등 모두 개인의 인식과 행태 관련 지표들이다. 물

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POWER 전 영역의 정책들이 시

행되어야 한다.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이행사항에 따라 이들 정책

의 국내 이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HP2020에는 정책 실행의 경과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지표들이 건강행태 지표만큼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담배

규제기본협약은 ‘부문 간 협조’와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HP2020에서는 부문 간 협조에 대해 ‘협조 과제 수와 예산’을 성과 지표

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흡연자’가 아니라 ‘담배’라는 소비상품

을 문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접근 원칙 자체가 

국내에서 여전히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시민건강증진

연구소, 2010).

또 다른 특징은 MPOWER의 모니터링 지표들이 불평등에 대한 명시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국내 HP2020은 불평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HP2020은 소득계층뿐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 지역 간 격

차와 청소년의 고등학교 계열별 격차를 모니터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

서 사회집단 간 흡연 불평등이 상당하고, 이러한 흡연 불평등이 사망률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

이다. 실제로 담배규제(금연) 영역은 HP2020의 형평성 관련 지표 24개 

중 8개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건강지표들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대한 관

심이 높은 편이다(표 4-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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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건강형평성 지표 현황

과제 성과 지표
현행

(2013)
목표

(2020)

금연

고등학교 계열별 남학생 현재 흡연율 차이 13.4%p 9.0%p
고등학교 계열별 여학생 현재 흡연율 차이 10.0%p 9.0%p
지역 간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 차이 6.5%p 1.0%p

지역 간 성인 여자 현재 흡연율 차이
3.8%p 
(2008)

0.4%p

소득수준 간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 차이 10.9%p 8.0%p
소득수준 간 성인 여자 현재 흡연율 차이 5.6%p 1.5%p

절주 소득 1/4분위층 연간 남자 음주자 고위험 음주율 20.2% 16.7%

신체
활동

소득 1/4분위층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6.4%
(2004)

62.8%

소득 1/4분위층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
18.2%
(2004)

22.8%

영양

소득수준 간 지방 적정 섭취하는 인구비율 차이*
9.6%p
(2012)

3.2%p

소득수준 간 칼슘 적정 섭취하는 인구비율 차이* 6.0%p 5.8%p
소득수준 간 리보플라빈 적정 섭취하는 인구비율 차이* 2.9%p 7.4%p
소득수준 간 과일/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비
율 차이*

4.6%p 1.2%p

소득수준 간 성인 적정체중 인구비율 차이*
5.0%p
(2012)

2.4%p

건강 
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66.5% 80.0%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생애) 검진 수검률* 44.2% 67.7%

손상
예방

남자 아동 청소년 연간손상 경험률* 9.2% 8.2%
여자 아동 청소년 연간손상 경험률* 6.8% 5.9%

취약 
가정

소득 1/4분위층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 47.5% 33.0%
소득 1/4분위층 성인 여자 현재 흡연율* 9.6% 6.7%

연가구 소득 1/5분위 노인 ADL 장애율*
8.2%
(2014)

6.5%

소득 1/4분위층 주관적 건강 인지율* 32.4% 37.8%
소득 1/4분위층 고혈압 유병률* 26.8% 23.0%
소득 1/4분위층 당뇨병 유병률* 12.7% 10.6%

주: * 제4차 종합계획에서 추가된 건강형평성 지표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동 기

관. p. 36.

하지만 불평등 모니터링 수준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흡연율을 감소시

키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정

책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실증연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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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의 종합에 의하면, 부분적 금연구역 정책(Brown et al., 2014a)이나 

개인 대상의 금연서비스 제공 프로그램(Brown et al., 2014b)은 일관되

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영국처럼 빈곤 지역에 

금연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역차별을 두게 되면, 순효과 

면에서 빈곤 지역 금연자의 비중이 높아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Bauld et al., 2010). 불평등 완화를 개별 정책 목표 수립 시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거나, 혹은 기존 근거에 비추어 불평등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는 경우, 오히려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

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성과 지표가 주로 소득계층 변수

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수준이나 직업계층, 고용조건, 가구 형

태 등의 SDoH 또한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작용하여 흡연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영향의 경로는 동일하지 않다. 소득으로 표상되는 경제적 

자원, 교육으로 표상되는 문화적 자본, 혹은 직업계층별 문화, 가구 형태

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흡연의 시작, 지속, 혹은 

금연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사회적 특성별로 효과적 정책 중재를 마

련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상세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측정의 용

이성과 일관성, 이해가능성을 고려한 지표의 간결함 또한 중요한 요소이

기에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현재 HP2020의 담배규제(금연) 영역은 ‘불평등 관점’의 ‘정책 모니터

링’이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

완하는 방법으로 건강불평등 감사(HEA) 접근을 활용할 수 있을까?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의 수단으로 HEA를 활용하는 것은 이전 장

에서 살펴보았던 SDoH Action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

유에서이다. HEA는 건강불평등과 공중보건 의제를 둘러싸고 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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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는 도구이자 다부문의 

진입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정책 주제를 두고, 다양한 관련자들

이 참여하여 건강불평등 영향을 평가하고 권고를 제시하며 그 이행 상황

을 모니터함으로써 실행을 촉진하는 정책도구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단

계는 <표 4-2-5>와 같다.

〈표 4-2-5〉 건강불평등 감사(HEA) 과정의 단계

자료: 연구진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이러한 단계들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이 과정에 여러 부문의 정

책결정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와 분석 역량만큼이나 협

상, 공통의 이해를 찾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HEA는 인구집단 사이의 건강 분포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

의 정책, 그리고 그 실행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공식적인 

건강영향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강제보다는 

협상에 의해서 작동하는, 보다 소프트한 기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형평성을 더 증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의도적이든 비의

도적이든 정책 결과가 사회 내 건강 분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조명할 

수 있게 된다(Equity Action, 2017).

영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NHS 차원에서 Primary Care Trust

가 HEA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안내지침

을 발간하고 있다(NHS, 2005). 이 지침에 의하면, HEA는 로컬 파트너들

이 정의된 인구집단에 대해서 건강의 원인, 효과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1단계: 스크리닝 - 특정 정책영역에 HEA 적용이 적절한지 판단
2단계: 범위 정하기(scoping) - 다루어야 할 이슈의 범위 합의
3단계: 평가(appraisal) - 정책과 실행의 건강불평등 영향 사정
4단계: 권고 – 건강형평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 실행의 수정 방향
5단계: 모니터링과 평가 - 정책과 건강불평등에 대한 HEA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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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서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NHS는 

HEA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must do)’으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과정으로써, 회피 가능한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건

강 결정요인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투자와 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

다고 보았다. 

또한 NHS 혹은 그 외부의 특정집단, 지역, 서비스를 살펴보는 데 활용

될 수 있고, 불량한 건강결과를 야기하는 불평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

하기 위해 각기 다른 공급자 기관들에 걸쳐 전체 돌봄 경로를 살펴보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앙정부 수준에서 SDoH와 

관련한 부문 간 행동(inter-sectoral action)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특정 

보건서비스의 제공과 자원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

자를 참여시켜 불평등 문제의 지점을 확인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정책 도

구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림 4-2-2〕 NHS가 Primary Care Trust에 제공한 HEA 가이던스의 감사 주기

자료: National Health Service (NHS). (2005). Making the case: Health Equity Audit: 
Author.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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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담배규제 영역에서도 HEA 접근을 도입한다면, 보건복지부 이외

의 부처들, 혹은 보건복지부 내부의 다양한 업무부서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건강불평등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정책의 이행을 

평가하고 조정함으로써, 지금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국내에서 HEA 접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흡연 불평등 현황과 중재의 불평등 영향에 대한 최

선의 근거들이 충분히 확립되고 지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박여리 등, 

2017). 앞서 기술한 것처럼, 불평등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중재는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목표에 비

추어, 가용한 정책 옵션들의 불평등 영향에 대한 근거들을 충분하게 확립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SDoH 혹은 SDoH Action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마찬가지로, 

다부문에 속한 정책 결정자들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 기반이 마련되어 있

어야 한다. 예컨대, 금연구역 설정이나 금연클리닉 서비스 자원 할당 결

정과 관련된 중앙의 여러 부처, 지방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담배 규제의 

필요성뿐 아니라 불평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전 장에서 소개한 스페인의 건강불평등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처럼, 

국내에서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이해를 높이는 훈련 혹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중재의 근거 기반이 잘 갖추어지고 정책결정자들

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다고 해도 거버넌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

지 않으면 HEA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중앙/지방 정부, 정부 내 여러 

부처,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전반적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서 건강불평등 영역만 특별하게 HEA라는 정책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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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야 HEA를 도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소프트한 정책도구인 HEA 도입을 통해 거

버넌스의 경험을 구축하고 더 나은 거버넌스로 진전시키는 기회로 활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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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2017년 건강불평등 지표로 총 116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58

개(50.0%) 지표를 본 연구에서 산출 완료하였다. 사회구조적 요인 영역

에서는 총 25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지표를 산출하지 않았다. 

중재요인 영역에서는 총 53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중 32개(60.4%) 

지표를 산출하였다. 건강결과 영역에서는 총 39개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 중 26개(66.7%) 지표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하지 않은 지표

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나누어 산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로 건강행태(health behavior), 건강결과

(health outcome)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건강지표를 인구집

단별(소득, 직업, 교육), 지역별로 나누어 모니터한 결과 다수의 지표에서 

인구집단 간, 지역 간 건강불평등이 관측되었다. 

  1. 중재요인

가. 생활습관

중재요인은 생활습관과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생활습관영역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체중, 영양, 생활습관, 나쁜생

활습관, 정신건강 지표를 산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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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생활습관 지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구집단별 격차

가 나타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그리고 육체직보다는 사무

직 종사자가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나쁜생활습관 지표를 추가해 복합적인 생활습

관 정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나쁜생활습관 지표는 현재 흡연, 고

위험(문제) 음주, 근력운동 미실천, 식품 미보장의 4가지의 조합으로 정

의하여 인구집단별로 나쁜생활습관 개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나쁜생

활습관은 교육수준별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적었고, 나쁜생활습관

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높았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생활습관영역에서는 청소년을 따로 구분하여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BMI) 지표를 산출하였다. 연도별로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음주율보다 흡연율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과 음주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일

반고보다 특성화고에서 더 높았다. 또한 흡연율보다 음주율의 경우 소득

수준별, 학교유형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유형별 

격차가 가장 컸다. 이 외에도 부모 교육수준별 격차도 흡연율보다 음주율

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 비만율(BMI)은 흡연율과 음주율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

었는데, 연도별로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고, 인구집단별 격차 또한 

앞서 살펴본 흡연율과 음주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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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서비스: 예방서비스

예방서비스영역에서는 암 검진율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산

출하였으며, 암 검진율은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에 속하는 암에 대한 검진

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유방암 검진율이 6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자궁경부암(57.5%), 위암(59.5%), 간암(31.2%), 대장암(31.2%) 순

이었다. 

간암검진율은 소득수준별 격차가 비교적 뚜렷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검진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유

방암의 경우에는 교육수준별 격차가 뚜렷하여 30-64세 연령대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45.6%)과 높은 집단(61.9%)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전 국민의 모든 의료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미 15년

의 이용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향후 안정적인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

터링 자료원으로 적합하다. 

자료 분석에서는 소득분위별 인구 규모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정한 것

을 제외하면 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으므로, 전체 이용량에서 해당 소득분

위가 차지하는 몫은 의료이용과 관련된 현상을 반영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가 동일하다면 전체 이용량에서 각 소득분위별로 동일한 

몫을 가져야 할 것이고, 반대로 소득분위에 따라 필요에 차이가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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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는 정도의 몫을 가져가는 것을 형평적인 분배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득분위에 따른 필요가 체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확실한데

도 여전히 동일한 몫을 점유한다면 이는 불평등한 분배라 할 수 있고, 심

지어 필요와 역전된 형태로 체계적인 몫을 점유하는 양상이라면 불평등

은 더욱 명확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분위 분포표는 널리 사용되는 종합지수에 비하

면 단순한 지표이지만 직관성과 수용성이 뛰어나고, 문제를 정의하고 정

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는 종합지수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시기에 따른 

소득분위별 격차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모든 소득분위 간 격차의 크기와 

격차의 증감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표 산출 결과 의료이용과 의료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패

턴을 확인하였다. 일부 지표에서는 높은 소득분위일수록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여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 경향이 나타났고, 또 다른 지표에서

는 최하위 소득분위에서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한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

등 경향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소득분위별로 체계적인 불평등 양상

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득분위별로 의료필요 등 의료이용과 관계되는 여

러 가지 면에서 차별적인 조건이 있으리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암 입원의 경우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비슷한 지표를 산출한 강영호 

등(2016, pp. 276, 314)의 연구36)에서도 소득분위에 따른 불평등한 격

차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암 입원 유병률의 소득분위별 패턴이 실제 

암의 유병률(의료필요)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론

을 내렸다. 강영호 등(2016)의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하는 또 다른 지표

36)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 계산, 소득분위별 연령 표준화 후 입원 유병률 계산, 갑상샘암 
제외 등 자료의 처리방식에 있어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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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래진료 민감질환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당뇨와 고혈압을 포함한 

몇 가지 질병을 포괄하여 지표를 산출해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패턴이 유

(U)자 형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는데, 해당 연구는 급․만성 당뇨 합병

증만으로 외래진료 민감질환을 정의하고 입원이용으로 소득분위별 격차

를 산출하여 불평등한 패턴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의료불평등 지표는 현실

적인 소득분위별 현상이 보정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 추가 해석이 필

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별다른 보정 없이 의료이용의 소득분위별 점유

율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료이용 불평등을 드러내줄 수 있는 모니터링 지

표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연도 연구에서 추가로 분석한 의료이용의 주요 요인별 층화지표는 

전체 지표에서처럼 일관되거나 명료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

았다. 대체로 20-39세 연령대와 85세 이상 연령대의 소득분위별 점유율

은 여러 지표에서 연도에 따라 변동이 심해 일관된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

려웠다. 또한 전체 지표에서는 명확한 불평등 패턴을 보이는 지표도 층화

한 하위집단에서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거나 혼재된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다. 

본 지표를 계획했던 애초의 목표 중 하나가 직관적이고 간단한 지표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비교 가능한 모니터링 지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이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층화분석은 오히려 목표와 상반되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지표 결과에서는 일관된 패턴을 찾아내기도 하였

다. 예를 들어 40-64세 연령대 남성의 의료이용 패턴은 어떤 다른 연령

대와 성별 하위집단과도 다르면서 여러 이용지표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

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특수 패

턴은 특정 연령대와 성별 하위집단에서 지닌 다른 사회·경제·문화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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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반영하는 독특한 의료이용의 현상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어 더욱 심

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진료지속성 지표에서는 

연령대별로 연도에 따른 증감의 경향성, 그리고 일부 의료이용 지표에서, 

특별히 노인 집단에서 크게 나타나는 격차를 통해서도 전체 집단의 불평

등이 아닌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별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모니터해

야 하는 여지를 보여주었다. 

  2. 건강결과

가. 객관적 건강: 만성질환 유병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허혈성심질환, 이상지질혈

증에 대해 산출하였으며,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른 유병률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혈성심질환, 이상지

질혈증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뚜렷한 유병률 격

차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 여성에게서만 뚜

렷한 교육수준별 격차가 나타났다.

나. 객관적 건강: 사망

총사망률은는 교육수준별, 지역별로 뚜렷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지역박탈지수를 활용하여 사망률과 비교하였는데, 지역박탈

지수와 총 사망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회

피가능사망률, 예방가능사망률, 치료가능사망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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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지역박탈지수와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는 예방가능사망률에서 

가장 높았으며, 지역박탈지수와 치료가능사망률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인별 사망률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폐렴, 암으로 구분해

서 살펴보았으며, 대부분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폐렴 

사망률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2003년

에 비해 사망률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었으며, 심장질환 사망률은 

연도별로 큰 증감 없이 유사한 사망률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30-64세 연령대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교육수준별 차이는 있으나 30-64세 연령대에 

비해 크지 않았다. 

암사망률은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사망률을 산출하였으며, 

연도별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 위암 사망률

의 경우 2003년 인구 10만 명당 42.5명에서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7.5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30-64세 연령대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했으며, 폐암과 

간암의 경우 그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 도구 개발

과거에는 추상적이고 개인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불평등 

인식이 주관적인 감정인 동시에 현실의 객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

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웅, 임란, 2014, p. 86). 또한 개인의 

불평등 인식은 사회적 가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조적 불평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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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조정인, 2014, p. 75),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

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이충환, 2015, p. 394). 따라

서 현재의 건강불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노력은 보건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젠더불평등,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 직업불평등, 지역불평등으

로 정의하였다. 젠더부터 지역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은 건

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실제로도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건강 수준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김철웅 

등, 2010, p. 197). 

〔그림 5-1-1〕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도구의 구성요소와 개념 간 관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도식화함. 

한편 건강불평등 인식,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선필

요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평등

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에서 불평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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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Macintyre et al., 2005, p. 313).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일반 국민이 얼마나 건강불평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집

단에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건강불

평등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 직업불평등, 지역불

평등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심각성을 덜 인

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득과 교육의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

과 불평등을 느끼기 쉬운 취약 집단(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건강불평등의 인식, 건강불평등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심각성과 개선필요성에 대한 인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5-1-1〉 소득수준별 건강불평등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301만-
400만원

가구소득 
401만-
500만원

가구소득 
501만 원

이상
F-value

건강불평등 인식 66.7 67.2 72.5 65.0 2.300*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41.7 40.5 56.5 55.4 15.186**

건강불평등 불공정성 
인식

59.5 65.5 70.4 76.9 7.946**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42.1 49.6 59.1 62.0 20.708***

주: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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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교육수준별 건강불평등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F-value

건강불평등 인식 47.6 67.9 71.1 8.942**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35.0 47.4 55.0 6.143

건강불평등 불공정성 인식 60.0 65.5 75.6 5.356**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

31.0 36.6 44.4 5.811*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교육불평등 개선 필요성

47.6 62.5 69.8 10.239**

주: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건강불평등 개념을 양적 설

문으로 구현하면서 발생한 일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앞서 설명한 

것 그대로, 건강불평등 개념이 갖는 본질적인 복잡성·추상성으로 인한 제

약이다. 객관적인 불평등이 아닌 주관적 인식을 설문으로 구성하면서 심

리사회학, 행동사회학 측면에서의 섬세한 설문 개발이 요구되었으나 개

념을 양적으로 도구화하면서 이를 면 하게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개발된 설문의 신뢰도 검증 시 일부 검증기법을 사용하는 데 어

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뢰도 검증의 일종인 검사-재검사, 동형검사

법은 건강불평등 인식의 본질적인 속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본 설문

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으로서, 문항의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가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동일 문항에 

대해 일관되게 응답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가령 검사 이후 

재검사기간 사이에 주관적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경

험하거나 발견하게 된다면 이전의 응답과 충분히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설문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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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해야 하나, 생각이나 학습 효과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검사-재검사, 동형검사법의 기본 요건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주관적 건

강불평등 인식에 대한 유사 지표나 표준화된 지표, 최적표준(golden 

standard)을 충족하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준거타당도를 검증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이 얼마나 건강불평등을 인식하는지, 어떠

한 건강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건강불

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을 개발하였다. 일부 방법론상의 제약이 있었으나 탐색적 연구, 인지조

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등 설문 개발에 요구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

으며, 개발된 설문을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설문의 활

용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설문을 통해 파악된 불평등 인식 취약 집단, 

건강불평등 유형별(또는 원인별)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은 향후 건강불평

등 문제의 정책적 개입 지점과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가

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3절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

  1. 새로운 설문도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충족 의료 측정도구는 기존의 미충족 의료 개

념, 측정방식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지닌다. 

첫째, 본 도구는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general)

인 측정범위를 지닌다. 환자경험평가와 같은 설문과 달리 외래나 입원과 

같은 의료이용의 경우로 국한하지 않고 의료를 이용하기 전후에 의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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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경험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미충족 의료 문항도 일반 상황에서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용 여부(미치료 경험의 유무)나 이용결과(만족/불만족)에만 국

한된다. 본 도구는 여러 유형의 의료필요를 인식한 후 탐색하고 찾아가는 

과정부터 의료를 이용하는 과정, 의료를 이용한 결과에 이르는 의료이용

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며, 의료필요의 각 유형에 따른 (미)충족의 정도까

지도 측정한다. 

둘째, 의료이용의 프레임에 기초를 두는 동시에 이용자(환자)의 실제 

경험에 기초한 개방된 프레임 구축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평가라

는 점에서 환자 만족도 조사나 환자경험평가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의료제도, 의료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실제 미충

족 현상의 분석에 강점을 지닌다.

셋째, 설문을 개발하려던 이유와 결과가 쓰일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 

즉, 의료기관이나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의료이용의 미충족 경험의 측정이 목적이므로 이용자와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 미충족 현상의 감소를 위한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개발한 미충족 의료 측정도구는 내용으로만 보면 단순히 측정하

는 영역이 늘어났다는 것,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것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문항이 담고 있던 미충족 의료 개념을 상당부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 간의 의료불평등 지표와 미충족 의료가 의료이용 자체의 여부만을 

관심에 두고 있는 반면, 그 외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의료필요 미충족

은 정책적 관심을 받기 어렵고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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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미충족 의료 개념과 구성요소를 분석해보면 제도

적 문제로 인해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부분, 그 때문에 개인이 지닌 

사회경제적 조건과 자원이 다시 개인의 대응, 예방 능력으로 작용하여 불

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를 드러내준다.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건

강불평등 영역에서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나 의료불평등은 이

러한 언급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시도된 경험이 거의 없

다. 제공자 관리, 재정의 확보와 재분배, 환자 경험과 같이 어느 한 측면

만을 조정하거나 측정하는 것을 넘어 의료이용을 둘러싼 개인과 사회 환

경, 제도의 상호작용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의료

불평등 문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양적, 질적 측정방법의 장단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의 중요한 특성은 일반성과 포괄성인데, 이 때

문에 어쩔 수 없는 구체성의 손실을 동반한다. 그러나 의료불평등의 지표

로 활용할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과도한 프록시(proxy) 지표보다는 구

체적이면서도 가능한 일반적(general)인 지표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

피한 타협이다. 의료필요와 의료이용 과정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유형과 

정도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의

료필요인가,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였는가는 물론, 여러 번의 

미충족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미충족 경험에 대해 해당하는 의료필요, 

미충족 과정, 이유, 정도와 같은 구체적인 설문문항이 필요하며, 설문 문

항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한 

가지 질문으로만 모든 미충족을 포괄하고자 하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

는 다양한 범주의 미충족이 혼재되어 그 실용성을 상실하게 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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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는 이 두 문제 사이에서 가능한 핵심적인 요소들

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요약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

서 다소 문항 수가 많은 전체형 도구와 최대한 문항을 줄여 필수 정보를 

얻고자 한 축약형 도구를 함께 개발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미충족 의료 개념을 통해 의료불평등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이용한 측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측정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양적 지표만 이용할 때보다 의료필요의 

미충족 현상의 복잡함을 더 잘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방식이 어느 정도의 주기로 측정되어야 하는지, 시기에 따라 새로 답

을 얻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며 해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같은 프로

토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측정할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등 

두 방법을 혼합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위험이 

있다. 질적 평가가 양적 지표를 해석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활용될 수 있

기 위해서는 질적 지표의 개발뿐 아니라 양적 지표와 질적 평가를 연결하

는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양적 측정과 질적 측정의 종합 결과

본 연구 결과 개발된 도구에서 핵심적인 양적 측정 항목은 의료이용의 

세 단계에 따른 ① 미충족 의료 발생 경험 ② 미충족 당시의 의료필요 ③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이유 ④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결과유형과 정도

(degree)였다. 불평등 측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항목(성별, 연령, 소득, 학력, 직업)과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자원

(인적자원, 정보, 지역자원, 개선을 위한 행동, 시간의 자유도)을 측정했

다. 질적 측정에서는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두 종류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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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한 측면으로는 미충족 의료 발생 기제를 해석하여 양적 측정결과

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적 측정항목으

로는 드러내지 못한 미충족 의료를 포착한 결과다. 특히 두 번째 측면은 

‘정의되지 않은 미충족 의료’의 질적 측정지표를 가능한 사례로 제시하였

다. 의료불평등을 위한 미충족 의료 모니터링에서 질적 지표를 더욱 체계

화하여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표본에서 지난 1년간의 의료필요는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확인을 위한 진료와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필요가 정

기적 만성질환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치료 목적의 의료필요보다 많은 편

이었다. 세 단계로 구분한 의료이용 과정에서 미충족을 경험한 사람은 의

료추구와 도달 과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이용 과정 중과 의

료이용의 결과 순서였다. 기존 문항에서 미이용률이 13.9%였던 것에 비

해 개발한 문항은 의료이용 단계별로 의료추구 및 도달과정에서 28.6%, 

의료이용 과정에서 18.5%, 의료이용 결과에서 15.3%로 각각 측정되어 

더 많은 수가 미충족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확장한 미충족 개념이 기존의 미충족 개념으로

는 측정할 수 없었던 미충족을 포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계별 미충족

률의 비율은 새롭게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검진과 확인을 위한 진료의 의

료필요가 많은 표본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발

한 문항의 미충족 의료의 이유는 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기존의 선택지보

다 구조화, 개념화된 선택지로 구성하였다. 기존 문항의 이유에서 심층구

조로는 중첩되는 선택지가 많아 실제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는 점을 보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기존의 문항에서는 증세 경미, 경제적 

이유와 방문시간 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개발한 문항에서는 단

계별로 자신의 증상으로 어떤 의료기관을 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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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 이용 중 발생하게 된 예상 이상의 의료비, 그리고 과도한 상업성

으로 인한 불편함이 각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미충족 의료 측정 문항에서 주요 선택지에 해당하는 시간의 부

족과 경제적 이유는 개인의 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 

미충족은 개인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와의 상호작용

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유를 물을 때에도 의료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어려움이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정

책적 개입을 위해서도 보다 효과적인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시간

의 부족에 개입할 정책 방안은 쉽게 마련하기 어렵고 무엇으로부터 발생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추상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측정도구는 제도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

체적인 개입지점을 확인하기에 더욱 용이했다. 질적 평가를 더하여 해석

하면 전공과목과 병의원 선택의 어려움은 단지 의료 문해력의 문제가 아

니라 객관적 실력, 그리고 이윤 추구보다도 진정 환자에게 이로운 의료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해석은 의료이용의 결과에서 과도한 상업성, 그리고 검사와 치료

효과가 미흡한 점이 미충족 이유로 높게 측정된 것과도 일치한다. 예상보

다 의료비가 높은 것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검사비용

이나 치료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정도 이상으로 청구되었음을 보여준

다. 짧은 진료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미충족 이유로 높게 측정된 것은 의

원보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이용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건강검진이

나 불안한 증상을 확실히 알고자 의료를 필요로 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도 

일치한다. 만일 과정 중 의료진의 태도나 충분한 설명 부족이 미충족 이

유였다면 이용 결과에서 불쾌한 경험이나 불안, 궁금증이 남은 것이 이유

로 꼽힐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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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필요의 인식부터 이용과 필요의 충족에 이르기까지 전반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의료불평등 측정이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대응자원, 그리고 미충족 의료로 이어지는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은 광역시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

른 다른 종류의 의료 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는 못했을 것이다. 또한 표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미

충족 의료의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종합

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질이 높은 정보를 얻고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연결망을 확보할 확률이 높았으며, 미충족 경험을 하

는 경우도 낮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 직업유형과 거주지 등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도 소득만큼 일관된 결과는 아니지만 여러 과정과 단계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미충족 의료가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잘 드러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합의 절차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질적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더욱 다양한 종류의 미충족필요를 측정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된다면 의료불평등 감소정책의 기초가 될 사회적 결정요

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및 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제4부에서는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확장에 대해 논

의했다. 우선 1장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oH) 개념이 보건 정

책 분야의 의제로 부상한 역사적 과정을 국제 사회 맥락에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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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WHO CSDH의 뉴질랜드 사례보고서를 통해 ‘사회지표 체계’의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이는 건강불평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체계는 아니지만, 광범위한 

SDoH를 다루고 있으며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다부문 협력과 

책무성 기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 WHO 

CSDH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WHO의 로드맵 

실행 과정에서 리우정치선언이 채택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

개발목표가 제기된 역사적 전개를 확인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SDoH 

Action 모니터링 개념과 지표들이 제기되는 경과를 살펴보았다. SDoH 

모니터링이 사회적 결정요인의 현황과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라면, SDoH Action 모니터링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사회적 중

재, 특히 거버넌스와 사회/환경적 중재의 투입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

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개별 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건강불평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

어지던 과거와 달리, 2005년 WHO CSDH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조율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국가에 책무성

을 부여하고, WHO는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기술적 측면의 지

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리우정치선언과 2015년 SDG를 기점으로 

건강결과나 매개요인에서의 불평등만이 아닌 SDoH 혹은 SDoH Action

에 대한 모니터링 노력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단순

히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

회불평등에 대한 부문 간 행동과 책무성을 촉진하는 정책도구로 자리잡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의 개념과 측정방식만큼이나 지표를 선정하

고 산출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부문의 참여와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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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 우선 

건강불평등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가 국가적 수준에서 공식화, 체계화되

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 연구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학계

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구에 따

라 지표의 정의나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생산된 지표들이 실제 

정책도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SDoH나 SDoH Action에 대

한 모니터링은 더욱 미흡한 상황이다.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연구들이 

SDoH를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닐

뿐더러 SDoH Action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상 이루어진 바가 없다. 

2008년 WHO CSDH의 최종 권고안과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결의안들과 2011년 리우정치선언과 실행을 위한 후속 결의안들이 세계

보건 총회에서 잇따라 채택되었다. 당연히 한국 정부도 이러한 결의안을 

실행에 옮겨야 할 책무가 있지만, 범정부 차원은 물론 보건복지부 차원에

서조차 실행 전략이 제시되거나 최소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한 적도 없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이후 보수적 성격의 정부가 계속 집권해왔고, 신

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서 불평등 담론 자체가 억압된 것에서 그 설명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집권 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건강불평등 

정책의제화 정도가 관련 있음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1977년 노동당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블랙 리포트’ 발간이 추진

되었지만, 정작 보고서가 출간된 1980년에는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

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집권한 보수당은 블랙리포트가 제시한 건

강불평등 완화 정책에 부정적이었고, 보고서의 권고는 정책에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Wolff, 2011). 그러고 나서 18년 동안 보수당 집권이 지속

되면서,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정책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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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을 국정 

중심과제에 두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 애치슨 리포트(Acheson Report)가 

발간되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건강불평등 정책과 사

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2008년 WHO CSDH 최종보고서 발간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잉글랜드 보건부는 

WHO CSDH의 책임자였던 마이클 마멋 교수에게 현재의 건강불평등 상

황과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하고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근거기반 전략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Subramanyam et al., 2010). 

그 결과로 2010년에 ‘Marmot Review’가 발간되었다. 

그런데 블랙리포트 출간 때와 마찬가지로, 마멋 리뷰가 발간될 시점에 

집권 세력이 보수당으로 바뀌었다. 공중보건 체계 개혁 조치에 따라 많은 

공중보건 활동의 책임이 지방 정부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2010년 이전에

는 기대여명과 영아사망률이라는 두 개의 총괄 목표를 통해 건강불평등 

전략을 모니터하고, Public Health Observatory를 통해 공중보건 책임

성을 부여하던 것에서, 총괄 목표가 사라지고 보건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하는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었다(Goldblatt, 2016).

한국은 이미 건강불평등과 SDoH 혹은 SDoH Action을 모니터하는 

데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우선 학계의 자발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10년 이상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해본 경험이 있다. 또한 전국 수준의 각종 사회통계조사와 

지역별 사회조사, 건강조사 체계가 존재함은 물론, 고도로 전산화된 행정

체계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행정 자료들이 수집/가공되어 공적으로 제공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질의 자료들이 건강불평등이나 건강 결정요

인 프레임워크로 개념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들에 책무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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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이

전 단계에서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정도가 낮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문제점이다.

예컨대 스페인에서는 건강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각 부처의 전략/프로

그램/활동에 이를 통합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책 전문가들에 대한 훈

련을 시행한 바 있다. WHO의 기술지원을 받아 2010-2011년에 스페인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건강불평등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들, 이를테면 중앙 정부의 보건부서, 사회서비스, 평

등부서 등과 지역 보건부서, 기타 핵심 행정부서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전

문가 관리팀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Merino et al., 

2013).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벤치마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WHO CSDH 이니셔티브로 추진 중인 건강불평등, SDoH/ 

SDoH Action 모니터링 체계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중

/저개발 국가들도 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잡성과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실행에 옮기

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러한 지표 체계는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 의제와도 접한 연관을 맺고 있

다. 현재로서는 국가 차원의 건강불평등, SDoH/SDoH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식전환을 촉진하고 정치적 의지를 촉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동진 등, 2016).

  2.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제4부의 제2장에서는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일부

로 정책/중재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는 다부문 간의 협력과 



566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책무성을 필요로 하는 SDoH 혹은 SDoH Action 모니터링에 비해, 최소

한 보건 분야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접근법이다. 이 장에서는 국내 담배규제정책을 사례로 하여, 정책 모니터

링의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건강증진의 다른 부문에 비추어 볼 때, 불평

등과 관련한 역학적 연구, 중재에 대한 근거가 비교적 방대하고 잘 확립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배규제정책의 실질적 실행 방안인 HP2020에서

도 다른 분야에 비해 불평등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HP2020의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살펴본 결과,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불충분하며, 무엇보다 명시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점

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담배규제정책은 HP 2020를 통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담배규

제 영역은 건강증진의 다른 부문에 비추어 볼 때, 불평등과 관련한 역학

적 연구, 중재에 대한 근거가 비교적 방대하고 잘 확립되어 있다. 또한 불

평등 측면의 모니터링 지표도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HP2020의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를 살펴본 결과, 불평등에 대

한 고려가 여전히 불충분하며, 무엇보다 명시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미흡

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HP2020 자체가 담배규

제기본협약의 접근 원칙인 ‘담배’에 대한 규제적 접근보다는 ‘흡연자’의 

행태 교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관련 있다. 개인의 행태에 초점을 

두다보니, 정책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요소가 미흡하고, 또한 담배 규제

와 관련된 여러 부처들의 부문 간 조치(inter-sectoral action)보다는 보

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개인 대상의 사업들의 결과에 모니터링이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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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주기적으로 건강불평등을 모니터하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

강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불공평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회피

할 수 있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들이 비용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Woodward & Kawachi, 2000; 신영전 등, 2009에서 재인용). 세계에

서 가장 많은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건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

유도 인구집단 간 건강불평등 문제 때문이다(김동진 등, 2016, p. 16).

대표적인 건강지표를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에 따른 인구

집단별, 지역별로 나누어 모니터한 결과 다수의 지표에서 인구집단 및 지

역 간 건강불평등이 관측되었다. 건강불평등은 건강행태(health behav-

ior), 건강결과(health outcome)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건강행태의 경우 청소년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건강불평등이 세대 간에 대물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생활습관은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방향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 음주율의 경우 감소 폭이 크지 

않았고, 비만율(BMI)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행

태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책 제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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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구집단별로 나쁜생활습관을 

가진 비율의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나쁜생활습관은 교육수준별로 격차

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 건강증진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시군구별로 실시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편적인 인구집단을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사업의 강도를 “필요”에 비례하도록 전환할 필

요가 있다. 즉,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인구집단에게 보다 많은 건강증

진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비례적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이 수행

되어야 하겠다.

지역박탈 수준과 지역의 사망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지역의 결핍 수준과 사망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는 단순히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

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역의 박탈수

준은 치료가능 사망보다 예방가능 사망과 더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가능 사망의 예방을 통해 전체 기대여명을 높이기 위해

서는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의 공중보건사업에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김동진, 이정아, 2017, p. 8).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전국 단위의 모니터링에 적합한 규모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 10분위 분포표는 모니터링을 위한 산출의 간결함과 

직관성, 시각화, 지속성, 비교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 의료이용의 

전제가 되는 필요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지표는 추론적 해석이 

필요하고 어떤 영역의 지표는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결과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식의 지표가 충

분히 의료불평등을 나타내며 불평등 평가와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직은 추론에 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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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와 성별 등의 층화작업은 전체 인구집단으로는 보기 어려운 특정 

집단의 독특한 의료이용의 불평등 현상을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정책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독특한 패턴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자료원에 포함된 소득분위

별 유병률이나 발병률을 활용하여 필요를 보정하면 이 연구가 주장하는 

간결함과 정 함의 균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불공평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만, 노력에 따라 피할 수 있거나 줄일 수 있다.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불평등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목적으로 주기적인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2절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측정 도구 개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불평등 인식은 객관적인 불평등 상황

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평

등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반대로 불평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

평등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주관적인 불평등 인식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불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 수준을 지속

적으로 높여나가는 노력은 보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관적인 건강불평등 인식과 관련된 조사를 실

시한 바 없고,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과 중요성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설문 개발을 위해 일반 국민들

이 얼마나 건강불평등을 인식하는지, 어떠한 건강불평등이 가장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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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설문 내용의 분석 결

과 소득불평등, 교육불평등, 직업불평등, 지역불평등의 위험에 노출된 사

람들이 오히려 건강불평등과 심각성을 덜 인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소득과 교육의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기 쉬운 취

약 집단(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건강불평등의 인식, 건강불평등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

고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심각성과 

개선필요성에 대한 인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건강불평등 대응 정책 스펙트럼을 제시한 화이트헤드(Whitehead, 

1998)에 따르면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현상을 측정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김동진 등, 2016, p. 55).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오히려 건강불평등

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를 경험하고도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인식은 불평등에 대한 가치 판단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Han et al., 2012, p. 34). 따라서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

한 사회적 이해를 높임으로써 건강불평등이 타인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문제이자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취약집단 또는 취약집단을 포함한 전체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방안으로 지식 전환(knowledge translation)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식 전환의 대상은 크게 여섯(정책결정자, 대중, 환자, 의료서비스 제

공자, 언론, 민간 영역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효

과적인 전략이 달라진다. 일반 대중을 위한 지식전환 방식은 적극적인 사

회참여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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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교육 단체의 활동(Robinson et al., 

2007), 대중을 참여시킨 문제 해결·지식 전환 모형(CIET method), 지

식으로부터 확산된 대중의 건강불평등 완화 운동(McCoy et al., 2003) 

등 성공적인 지식전환 사례들이 있었다(Welch et al., 2009, p. 1073). 

지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 인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는 긍정적인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근거 개발 단계에서부터 근거

의 효과적인 확산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제3절 미충족 의료불평등 측정 도구 개발

의료불평등은 건강불평등 못지않게 견고한 구조와 복잡한 요인들로부

터 발현된 현상이지만 지금까지 의료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적 움직임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과부담 의료비와 같은 의료비의 지출 부분에만 집중

되어 왔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며 건강불평등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현황과 구조

적, 미시적 요소들을 측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현대 사회에

서 단순히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 자체가 지니는 의미가 더욱 풍부해

진 것같이 의료도 단지 건강의 수단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

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영역으로 넓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건강의 수단 위주로 측정되는 의료불평등 지표가 

아니라 의료필요를 인식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의료불평등을 새롭게 바

라보고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미충족 의료의 개념을 확장하

고 새롭게 측정할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설문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분

석한 미충족 의료의 구성요소 안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보건의료제도의 구조가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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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요소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미충족 의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설문형식으로 된 양적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동시에 질적 평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

가의 혼합은 이미 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주관성이 강한 미충족 의료지표의 

측정에서 질적 측정의 개발과 피드백으로 양적 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

운 미충족 의료의 심층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회적 변화에 맞추

어나가야 할 것이다. 미충족 의료 현상은 결국 보건의료제도라는 구조가 

지닌 문제가 현실로 발현되는 것이다. 충분히 숙고된 형태의 미충족 의료 

측정이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보완된다면 보건의

료제도의 문제점, 의료이용과 충족에서 불평등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에서 불평등의 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아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의료불평등의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충족 의료 측정도구는 현재 다양한 조사에서 포함한 미충족 의료 문항

을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관적 측정이 지니는 기

준 설정의 한계는 의료와 관련한 사회심리적 인지과정과 문화, 생애사와 

같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전문가의 객관

적 의료필요 기준을 넘어서 사회적 의료필요 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및 그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2005년 WHO CSDH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건강불평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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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조율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건강불

평등 모니터링은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전

으로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특히 SDoH 혹은 SDoH Action

에 대한 모니터링은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부문 

간 행동과 책무성을 촉진하는 정책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 정부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

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은 학계의 자발적 움직임이

거나, 서울을 비롯한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 혹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분리통계를 꾸준히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개한 

SDoH 혹은 SDoH Action 모니터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니

계수나 빈곤율, 불안정 노동자 비율 같은 사회통계들이 주기적으로 통계

청에 의해 생산되고 있지만, 건강결정요인 관점은 커녕 사회불평등의 프

레임하에서 일관된 지표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뉴질랜드 사례를 참고하여 통계청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주도하는 사회지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는 건강불평등 혹은 건

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사회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건강불평등에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 사례의 교훈

을 받아들여,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 부

문과 학계, 비정부 부문, 특히 사회불평등과 건강불평등으로 인한 부담이 

집중되는 사회적 집단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부문 간 협력과 

책무성을 증대시키고, 규범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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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DoH Action 모니터링과 관련한 WHO 결의안들에 한국 정부

는 이미 서명을 했고, 리우정치선언과 지속개발목표도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어떤 부처들이, 어떠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조치

를 취했으며 또 향후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2016년에 WHO가 제안한 SDoH Action 모니터링 지표 후보들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 글로벌 현황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안된 지표 후보들에 대한 검토 의

견이나 지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 이러한 국제적 

SDoH Action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동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계나 시민사회가 정부의 대응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

한 종류의 피드백이나 요구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WHO 결의안의 채택과 후속 실행계획, 국제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협력에 관여하고 있는 담당 부처, 그리고 논의와 실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급하게 선행돼야 한다.

  2. 건강불평등 정책 모니터링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실질적 실행방안인 HP2020에서조차 정책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HP2020 자체가 담배규제기본협

약의 원칙인 ‘담배’에 대한 규제적 접근보다 ‘흡연자’의 행태 교정에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점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행태에 초점을 두다 보

니 정책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요소가 미흡하고, 담배 규제와 관련된 여

러 부처들의 부문 간 조치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개인 대상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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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결과에 모니터링이 집중되어 있었다. 근거 기반의 표준화된 정책

패키지가 확립되어 있고 불평등 모니터링 지표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담

배규제정책의 상황이 이럴진대, 다른 건강정책 부문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현행과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 나열과 건강 결과 중심 모니터링을 넘어, 

EU와 영국 NHS가 활용하고 있는 건강불평등 감사(HEA)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정책과 그 실행을 인구집단 건강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인구효과의 인구집단 내 분포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절

차, 방법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HEA 접근을 도입하기 위

해서는 기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정책/중재의 건강불평등 영향에 대

한 최선의 근거들이 충분히 확립되고 지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SDoH 혹은 SDoH Action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마찬가지로, 다부문에 

속한 정책 결정자들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4부 제1장에서 소개한 스페인 사례처럼 건강불평등 관

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체계 구축 과정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방정부, 정

부 내 여러 부처,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한편으로는 소프트한 정책도구인 HEA 도입을 통해 거버넌스 경

험을 구축하고 이를 더 나은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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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1〉 현재 흡연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2〉 청소년 흡연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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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식

1)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현재 (매일 흡연, 가끔 흡연 포함)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19세 이상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2기),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흡연

지표정의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12-18세 청소년,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사람의 수/ 12-18세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2016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학교유형. 부모 교육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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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직장 내 간접 흡연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4〉 고위험(문제) 음주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흡연

지표정의
3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중 직장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
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30-64세 성인, 직장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30-64세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음주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음주 시 폭음을 하는 빈도가 주 1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사람
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주 1회 이상 폭음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19세 
이상 성인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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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청소년 음주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6〉 근력운동 실천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음주

지표정의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12-18세 청소년,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의 수/ 12-18세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2016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학교유형. 부모 교육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신체활동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
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19세 이상 성인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600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부표 1-7〉 성인 비만율(BMI)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8〉 청소년 비만율(BMI)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체중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BMI가 25이상인 사람의 수/19세 이상 성인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2기),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체중

지표정의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12-18세 청소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
상인 사람의 수/ 12-18세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조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2016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학교유형. 부모 교육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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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저체중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10〉 식품 미보장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체중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18.5 미만인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BMI가 18.5 미만인 사람의 수/19세 이상 성인 대
상자 수)* 100

2) 단위: %
3)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2기),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영양

지표정의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혹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던 가구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가구단위,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혹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던 가
구의 수/조사 대상 가구 수)* 100

2) 단위: %
23) 산출 값: 조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5기), 2013-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제외)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비고
식품 미보장률은 2005-2009년까지 개인단위로, 2010-2015년까지 가구단위로 
설문문항 대상자가 변경되어 가구단위로 설문조사 된 2010-2015년도의 값을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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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1〉 나쁜생활습관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12〉 우울감 경험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나쁜생활습관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현재흡연, 고위험(문제)음주, 근력운동 미실천, 식품 미보장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현재흡연, 고위험(문제)음주, 근력운동 미실천, 식품 
미보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람의 수/19세 이상 성인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정신건강

지표정의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
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
의 수/30세 이상 성인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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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3〉 자살시도 경험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14〉 위암 검진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생활습관 > 정신건강

지표정의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의 수/30세 이상 성인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2기),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예방서비스

지표정의 4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40세 이상 성인, 최근 2년 동안 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40세 이
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014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 2012, 2014)



604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부표 1-15〉 간암 검진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16〉 대장암 검진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예방서비스

지표정의 4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40세 이상 성인, 최근 2년 동안 간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40세 이
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014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 2012, 2014)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예방서비스

지표정의 만 5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대장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50세 이상 성인, 최근 2년 동안 대장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50세 
이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014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 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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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7〉 자궁경부암 검진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18〉 유방암 검진율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예방서비스

지표정의 만 30세 이상 성인 여성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만 30세 이상 성인 여성, 최근 2년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사
람의 수/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014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 2012, 2014)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예방서비스

지표정의 만 40세 이상 성인 여성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유방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만 40세 성인 여성, 최근 2년 동안 유방암 검진을 받은 사람의 수/만 
4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2) 단위: %
3)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 2012, 2014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2년(2010, 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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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9〉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20〉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예방서비스

지표정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65세 이상 노인, 최근 1년 동안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
람의 수/ 65세 이상 대상자 수)* 100

2) 단위: %
3)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2009-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노인),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자원/접근성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소득수준별 연간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병원 소재별: 전국 상급종합병원,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 지역별 격차: 전국, 서울, 광역시, 일반시․구․동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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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1〉 외래진료 민감질환 의료이용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질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외래진료민감질환(ACSCs)으로 인한 입원횟수/입원일수/응급 이
용횟수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 외래진료민감질환(ACSCs)으로 인한 입원횟수
    : (소득수준별 연간 ACSCs 상병으로 인한 입원횟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ACSCs 상병으로 인한 입원횟수 총합)

  - 외래진료민감질환(ACSCs)으로 인한 입원일수
    : (소득수준별 연간 ACSCs 상병으로 인한 입원일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ACSCs 상병으로 인한 입원일수 총합)

  - 외래진료민감질환(ACSCs)으로 인한 응급 이용횟수
    : (소득수준별 연간 ACSCs 상병으로 인한 응급 이용횟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ACSCs 상병으로 인한 응급 이용횟수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비고
외래진료민감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s)에는 고혈압, 
당뇨, 울혈성 심부전, 협심증, 세균성 폐렴이 포함됨(은상준 등, 2006, p.412; 김수정 
등, 2015,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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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2〉 고혈압 진료지속성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23〉 암 의료이용 지표 정의 및 산출식 

1) 연령별(40-64세) 분석은 암 외래횟수, 암 입원일수 지표에서만 산출함.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질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고혈압 진료지속성(MMCI) 평균

산출식
1) 산출식: 소득수준별 고혈압 진료지속성(MMCI) 평균
2) 단위: 진료지속성(MMCI)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연령(20-39세, 40-64세, 65-85세)

산출주기 매년 산출

비고

진료지속성(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 MMCI) 의 분석대상은 연간 4
회 이상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만 포함함(홍재석 등, 2009, p.54-55).

  





 




  (N=전체 방문횟수, M= 전체 의료제공자 수)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이용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암으로 인한 외래횟수/입원횟수/입원일수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 암 외래횟수
    : (소득수준별 연간 암으로 인한 외래횟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암으로 

인한 외래횟수 총합)

  - 암 입원횟수
    : (소득수준별 연간 암으로 인한 입원횟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암으로 

인한 입원횟수 총합)

  - 암 입원일수
    : (소득수준별 연간 암으로 인한 입원일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암으로 

인한 입원일수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연령(40-64세)1)

산출주기 매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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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4〉 고혈압 의료이용 지표 정의 및 산출식 

1) 연령별(40-64세) 분석은 고혈압 외래횟수 지표에서만 산출함.

〈부표 1-25〉 당뇨 의료이용 지표 정의 및 산출식 

1) 연령별(40-64세) 분석은 당뇨 외래횟수 지표에서만 산출함.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이용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고혈압으로 인한 외래횟수/입원횟수/입원일수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 고혈압 외래횟수
    : (소득수준별 연간 고혈압으로 인한 외래횟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고

혈압으로 인한 외래횟수 총합)

  - 고혈압 입원횟수
    : (소득수준별 연간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횟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고

혈압으로 인한 입원횟수 총합)

  - 고혈압 입원일수
    : (소득수준별 연간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일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고

혈압으로 인한 입원일수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연령(40-64세)1)

산출주기 매년 산출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이용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당뇨로 인한 외래횟수/입원횟수/입원일수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 당뇨 외래횟수
    : (소득수준별 연간 당뇨로 인한 외래횟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당뇨로 

인한 외래횟수 총합)

  - 당뇨 입원횟수
    : (소득수준별 연간 당뇨로 인한 입원횟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당뇨로 

인한 입원횟수 총합)

  - 당뇨 입원일수
    : (소득수준별 연간 당뇨로 인한 입원일수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당뇨로 

인한 입원일수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연령(40-64세)1)

산출주기 매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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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6〉 일반건강검진 수진자 수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27〉 총 의료비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28〉 암으로 인한 총 의료비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이용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일반건강검진 수진자 수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소득수준별 연간 일반건강검진 수진자수/ 전체가입자 중 연간 일반건

강검진 수진자수)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보험유형(직장/지역)

산출주기 매년 산출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이용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총 의료비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소득수준별 연간 의료비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의료비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이용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암으로 인한 총 의료비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소득수준별 연간 암으로 인한 의료비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암으

로 인한 의료비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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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9〉 전체 사망자 사망 전 1년간 의료비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30〉 고혈압으로 인한 총 의료비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이용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전체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의료비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소득수준별 연간 전체 사망자의 당해년도 의료비 총합/ 전체 가입자 
중 연간 사망자의 당해년도 의료비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이용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고혈압으로 인한 총 의료비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소득수준별 연간 고혈압으로 인한 의료비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고혈압으로 인한 의료비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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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1〉 당뇨로 인한 총 의료비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32〉 자기평가 건강수준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주관적 건강 > 주관적 건강수준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자기 평가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자기 평가 건강수준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19세 성인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2기),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구분 내 용

지표분류 중재요인 > 보건의료 서비스 > 의료이용: 이용

지표정의 소득수준별 연간 당뇨로 인한 총 의료비 점유율

산출식

1) 산출식: (소득수준별 연간 당뇨로 인한 의료비 총합/ 전체 가입자의 연간 당뇨
로 인한 의료비 총합)

2) 단위: %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

2) 주요 변수
 - 인구집단별 격차: 소득수준

산출주기 매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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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3〉 활동제한율(ADL, IADL)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활동제한

지표정의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측정하는 문항 중 “적은 부분 도움” 혹은 “부분 도움” 혹은 “많은 부분 도움” 혹은 
“완전 도움”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인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65세 이상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을 측정하는 문항 중 “적은 부분 도움” 혹은 “부분 도움” 혹은 
“많은 부분 도움” 혹은 “완전 도움”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이라
고 응답한 사람 수/65세 이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노인실태조사: 2008, 2011, 2014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 소득수준

산출주기 3년

비고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①옷 입기, ②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③목욕 또는 샤
워하기, ④차려놓은 음식 먹기, ⑤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⑥화장실 출
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⑦대소변 조절하기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①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②집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단 정리정돈 등), ③식사준비(음식재료 
준비, 요리, 상차리기), ④빨래(손 혹은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⑤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⑥금전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⑦
근거리 외출하기(걸어서), ⑧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⑨전화 
걸고 받기, ⑩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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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4〉 고혈압 유병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35〉 관절염 유병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지표분류
3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고혈압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고혈압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고혈압 진단 경
험이 있는 사람/30세 이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지표분류 50세 이상 성인 중 의사에 의해 관절염으로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50세 이상 성인, 의사에 의해 관절염으로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50
세 이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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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6〉 당뇨병 유병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37〉 허혈성심질환 유병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지표분류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당뇨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당뇨 검진 결과 혹은 의사에 의해 당뇨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30세 이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지표분류
30세 이상 성인 중 의사에 의해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으로 진단 경험이 있는 사
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의사에 의해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으로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30세 이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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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8〉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39〉 최근 1년간 손상 경험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

지표분류 30세 이상 성인 중 의사에 의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의사에 의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 경험이 있는 사
람/30세 이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비고
2005-2009년은 고지혈증으로 설문하였으며, 2010-2015년은 이상지질혈증으로 
설문함.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객관적 건강 > 손상 및 사고

지표분류
30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
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산출식

1) 산출식: (30세 이상 성인,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람/30세 이상 대상자 
수)*100

2) 단위: %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3기), 2007-2009(4기), 2010-2012(5기), 2013, 2015(6기)

2) 주요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제외)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소득수준, 직업 

산출주기 매년 산출, 3년 단위로 ‘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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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0〉 총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41〉 회피가능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총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총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회피가능 사망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회피가능 사망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로 사망한 자/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1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0

2) 주요 변수
 - 지역별ㆍ지역박탈지수 분위별 격차: 시군구(세종 포함)

산출주기 매년

비고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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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2〉 예방가능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43〉 치료가능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총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예방가능 사망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예방가능 사망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로 사망한 자/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1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2) 주요 변수
 - 지역별ㆍ지역박탈지수 분위별 격차: 시군구(세종 포함)

산출주기 매년

비고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총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치료가능 사망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로 사망한 자/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1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0

2) 주요 변수
 - 지역별ㆍ지역박탈지수 분위별 격차: 시군구(세종 포함)

산출주기 매년

비고 값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을 묶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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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4〉 뇌혈관질환 사망률(5대 사인별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45〉 심장질환 사망률(5대 사인별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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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6〉 당뇨 사망률(5대 사인별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47〉 폐렴 사망률(5대 사인별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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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8〉 암 사망률(5대 사인별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49〉 폐암 사망률(5대암으로 인한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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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0〉 위암 사망률(5대암으로 인한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51〉 간암 사망률(5대암으로 인한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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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2〉 대장암 사망률(5대암으로 인한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53〉 유방암 사망률(5대암으로 인한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여성 중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여성 중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여성 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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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4〉 성인 외인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부표 1-55〉 아동 외인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외인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외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19세 이상 성인,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19세 이상 성인 인구
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외인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0-18세 아동 중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외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0-18세 아동,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0-18세 아동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산출주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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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6〉 자살 사망률 지표 정의 및 산출식

구분 내 용

지표분류 건강결과 > 사망 > 외인으로 인한 사망

지표정의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

산출식
1) 산출식: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000
2) 단위: 10만 명당/ 명
3) 산출 값: 조율, 표준화율, 상대격차, 절대격차

자료원 
및 

변수

1) 자료원 
 - 사망원인통계: 2003-2015
 - 주민등록 연앙인구: 2003-2015
 - 인구주택총조사: 2015

2) 주요 변수
 - 지역별 격차: 시도(세종 포함)
 - 인구집단별 격차: 교육수준(성인, 노인)

산출주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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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소득수준별 의료이용 지표 산출 결과

〈부표 2-1〉 소득수준별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서울,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2〉 소득수준별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광역시, 성별, 2002-2016년)

(단위: %)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7.2 7.2 7.0 7.6 7.8 7.6 8.1 8.8 8.9 9.4 9.4 9.5 10.5 10.9 10.8 

2분위 7.5 7.8 7.5 7.7 7.7 8.6 8.4 8.4 8.0 8.1 8.2 7.8 7.9 7.8 8.1 

3분위 8.4 8.7 8.5 8.2 8.8 8.6 9.0 8.9 8.7 8.8 8.8 9.4 9.5 9.9 9.7 

4분위 8.5 8.6 8.7 8.0 8.5 8.6 8.3 8.3 8.4 8.5 8.4 8.5 8.4 8.9 9.4 

5분위 9.2 9.4 9.2 8.9 9.0 8.8 8.5 8.5 8.2 8.1 8.2 8.4 8.4 8.1 8.3 

6분위 9.2 9.2 9.6 9.6 9.6 9.2 9.2 8.6 8.9 8.8 8.9 9.0 8.8 8.9 9.1 

7분위 9.3 9.9 9.9 9.9 9.9 9.7 9.5 9.4 9.5 9.1 9.0 9.3 8.9 8.7 8.9 

8분위 9.4 9.7 10.3 10.3 10.3 10.9 10.9 10.7 10.7 10.5 10.6 10.4 10.1 10.0 9.8 

9분위 10.9 10.9 11.0 11.0 11.2 10.6 10.8 11.1 11.0 11.4 11.5 11.1 11.2 11.0 10.7 

10분위 20.4 18.7 18.4 18.7 17.2 17.5 17.2 17.4 17.7 17.3 16.9 16.5 16.2 15.8 15.3 

여자

1분위 6.9 6.7 6.2 6.4 6.4 6.5 6.7 7.7 7.8 8.3 8.4 8.3 9.0 8.9 9.4 

2분위 8.6 8.4 8.0 8.6 8.5 9.1 8.6 7.7 6.9 6.9 6.7 6.8 6.8 6.6 7.1 

3분위 8.8 8.8 8.7 8.1 8.4 8.4 8.4 8.0 8.6 8.2 8.8 8.7 8.6 8.7 8.6 

4분위 9.3 9.3 8.9 8.7 9.2 8.7 8.6 8.9 8.6 8.9 8.6 8.7 8.8 9.0 8.9 

5분위 9.4 9.8 9.8 9.2 9.7 9.3 9.1 8.8 8.6 8.7 9.0 9.1 9.1 9.1 8.7 

6분위 9.6 9.6 10.1 10.2 10.1 9.5 9.7 9.5 9.5 9.3 9.5 9.5 9.5 9.6 10.0 

7분위 9.7 10.4 10.4 10.3 10.8 10.3 10.4 10.2 10.3 10.2 10.1 10.0 10.0 10.1 10.0 

8분위 9.4 9.6 10.5 10.5 10.2 11.0 11.1 11.1 11.2 10.8 11.2 11.3 11.0 11.0 10.9 

9분위 10.4 10.6 10.5 10.6 10.8 10.8 11.0 11.3 11.4 11.7 11.7 11.4 11.5 11.2 11.3 

10분위 18.0 16.9 16.9 17.5 16.0 16.4 16.4 16.8 17.1 16.9 15.9 16.2 15.8 15.9 15.2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1.0 11.0 11.4 11.2 10.5 10.5 10.8 11.1 10.7 10.5 10.7 11.0 11.1 11.2 10.7 

2분위 8.9 9.1 8.7 8.6 8.8 9.0 9.2 9.8 10.3 10.5 10.5 9.9 10.0 9.6 9.6 

3분위 9.2 9.0 8.6 8.7 8.6 8.6 8.6 8.7 8.6 8.3 8.4 8.6 8.9 8.9 8.9 

4분위 8.7 8.8 9.1 8.4 9.1 9.1 8.8 8.9 8.8 9.0 8.5 8.8 8.5 8.4 8.5 

5분위 9.1 8.9 8.7 9.2 9.7 9.3 9.4 9.2 9.4 9.3 9.1 8.9 9.0 9.0 9.4 

6분위 9.7 9.3 9.5 9.6 9.9 10.1 10.3 10.0 9.7 9.7 9.8 9.6 10.0 9.8 10.0 

7분위 9.7 10.2 10.0 10.3 10.2 10.5 10.5 10.4 10.6 10.4 10.4 10.4 10.4 10.5 10.5 

8분위 10.3 10.6 10.2 10.5 10.6 10.9 10.9 10.6 10.6 10.6 10.8 10.9 10.4 10.4 10.6 

9분위 10.7 10.5 10.8 10.7 10.6 10.5 10.2 10.4 10.2 10.6 10.4 10.5 10.6 10.5 10.4 

10분위 12.6 12.8 12.9 13.0 11.9 11.6 11.3 10.9 11.0 11.1 11.4 11.4 11.3 11.6 11.3 

여자
1분위 10.3 10.6 10.2 9.6 9.8 9.7 9.8 10.2 10.2 10.0 9.8 10.2 10.2 9.8 9.5 

2분위 9.2 9.2 9.0 8.8 9.2 9.0 8.7 9.2 9.5 9.6 9.4 9.2 8.9 8.7 8.5 
3분위 9.3 9.7 9.4 9.1 8.8 8.9 8.8 8.6 8.4 8.4 8.6 8.5 8.1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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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3〉 소득수준별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일반시․구․동,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4〉 소득수준별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군단위, 성별, 2007-2016년)
(단위: %)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4분위 9.5 9.2 9.3 9.1 9.5 9.3 9.2 9.5 9.0 9.0 9.2 8.9 8.8 8.7 8.9 

5분위 9.7 9.4 9.3 9.7 10.1 9.8 10.2 9.9 9.7 9.6 9.7 9.5 10.0 9.6 9.8 

6분위 10.2 9.5 9.7 10.0 9.8 10.1 10.5 10.3 10.2 10.4 10.1 10.0 10.2 10.3 10.5 

7분위 10.0 10.1 10.2 10.3 10.4 10.8 10.9 10.9 11.2 10.9 11.0 10.9 10.8 11.2 11.2 

8분위 9.9 10.4 10.3 10.6 10.4 10.8 10.8 10.5 10.9 10.9 10.7 10.9 11.0 11.2 11.1 

9분위 10.2 10.1 10.6 10.7 10.5 10.3 10.1 10.0 10.3 10.4 10.7 10.6 10.8 10.8 10.8 

10분위 11.7 11.8 11.8 12.2 11.6 11.2 10.9 10.8 10.6 10.8 10.9 11.2 11.2 11.4 11.3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0.5 10.9 11.1 10.4 10.6 10.8 10.8 11.0 10.8 10.8 10.4 10.7 11.1 10.8 10.7 

2분위 9.0 9.0 9.1 9.0 9.4 9.3 9.0 9.5 9.9 10.0 10.3 9.8 9.3 9.5 9.4 

3분위 9.6 9.5 9.5 8.9 8.9 8.6 8.6 8.3 8.5 8.6 8.5 8.7 8.8 8.8 8.8 

4분위 9.4 9.3 9.4 9.6 9.7 9.4 9.1 9.2 8.9 9.1 9.1 9.1 8.9 9.0 9.0 

5분위 9.3 9.3 9.2 9.4 9.6 9.3 9.8 9.3 9.4 9.5 9.6 9.6 9.4 9.4 9.6 

6분위 10.2 9.7 9.4 9.6 9.6 10.0 10.1 10.0 10.1 10.0 10.0 10.2 10.4 10.1 10.3 

7분위 10.3 10.0 10.1 10.2 10.1 10.4 10.5 10.5 10.5 10.6 10.7 10.4 10.6 10.8 10.8 

8분위 10.6 10.7 10.5 11.1 11.0 11.2 11.3 11.1 11.0 10.6 10.6 10.7 10.5 10.6 10.7 

9분위 10.8 10.8 11.1 11.0 10.7 11.1 11.2 10.9 10.9 10.7 10.6 10.7 10.8 10.8 10.8 

10분위 10.3 10.6 10.6 10.7 10.4 9.8 9.6 10.1 10.1 10.1 10.1 10.2 10.2 10.2 9.9 

여자

1분위 10.7 11.1 12.0 10.8 10.7 11.1 11.1 10.9 10.5 10.8 10.6 10.4 10.6 10.5 10.0 

2분위 9.4 9.2 9.2 9.0 9.0 8.9 8.8 9.1 9.7 9.3 9.2 9.2 8.8 8.7 9.0 

3분위 9.7 9.7 9.5 9.3 9.2 8.7 8.7 8.5 8.4 8.4 8.3 8.2 8.3 8.4 8.3 

4분위 9.5 9.6 9.4 9.6 9.5 9.5 9.3 9.4 9.0 9.1 9.2 9.2 8.9 9.0 9.1 

5분위 9.7 9.5 9.3 9.6 9.9 9.7 9.8 9.7 9.7 10.0 10.0 9.7 9.7 9.8 9.8 

6분위 10.4 9.8 9.4 9.8 10.1 10.1 10.1 10.2 10.3 10.3 10.4 10.4 10.6 10.5 10.7 

7분위 10.1 10.1 10.2 10.1 10.3 10.6 10.8 10.4 10.9 10.7 10.8 11.0 11.1 11.0 11.0 

8분위 10.4 10.6 10.4 10.9 10.9 11.3 10.9 11.0 11.0 10.9 10.8 10.9 10.8 10.9 11.0 

9분위 10.4 10.3 10.6 10.7 10.5 10.8 11.1 10.9 10.7 10.7 10.7 10.9 11.0 10.9 10.9 

10분위 9.8 10.0 9.9 10.1 9.8 9.5 9.4 9.9 9.9 9.9 10.1 10.2 10.2 10.2 10.1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9.2 10.0 13.2 13.3 10.9 11.7 11.5 13.4 11.9 12.2 

2분위 11.6 10.7 7.5 11.9 9.1 8.3 10.7 8.3 8.4 9.6 

3분위 8.0 9.2 8.3 7.6 9.6 8.3 7.2 7.4 9.6 9.3 

4분위 9.8 7.8 7.8 7.5 7.1 9.2 9.6 8.1 11.3 10.4 
5분위 6.0 7.8 8.1 8.8 8.0 7.5 7.0 8.7 7.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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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7-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5〉 소득수준별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서울,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6분위 7.3 8.0 9.5 7.0 9.0 8.2 10.1 10.8 8.9 7.8 

7분위 9.7 8.0 8.6 8.6 8.3 9.3 8.5 8.6 7.7 9.2 

8분위 9.4 9.8 11.0 9.8 10.0 11.0 10.4 9.0 9.2 8.4 

9분위 12.2 13.5 10.4 11.6 12.9 12.2 11.9 12.0 12.0 11.0 

10분위 16.9 15.2 15.5 13.9 15.1 14.2 13.1 13.8 13.5 13.2 

여자

1분위 11.1 11.5 9.3 10.1 8.5 8.1 10.8 10.9 11.0 12.1 

2분위 8.8 8.4 10.3 9.4 9.9 8.4 10.0 7.9 9.6 7.4 

3분위 6.1 7.8 8.5 9.4 8.1 8.7 8.8 7.0 7.2 9.9 

4분위 10.7 8.9 10.1 8.8 8.0 10.0 9.4 11.0 7.9 9.4 

5분위 8.6 8.7 7.1 9.5 9.3 9.8 8.8 9.3 9.0 10.4 

6분위 9.4 8.8 8.5 9.2 7.8 9.3 9.1 10.2 15.0 11.6 

7분위 9.2 11.7 10.3 10.4 9.9 9.0 9.6 11.4 8.1 8.6 

8분위 11.1 10.0 8.5 8.6 10.8 10.9 10.0 10.8 9.9 9.8 

9분위 11.6 11.8 13.4 11.7 13.6 12.4 10.9 10.3 10.5 10.4 

10분위 13.3 12.4 13.9 12.9 14.1 13.4 12.6 11.1 11.7 10.5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7.2 7.2 7.0 7.6 7.8 7.5 8.1 8.7 8.9 9.3 9.4 9.5 11.6 11.0 14.7 

2분위 7.5 7.7 7.4 7.6 7.6 8.5 8.3 8.3 7.9 7.9 8.2 7.8 9.0 7.6 8.1 

3분위 8.4 8.7 8.4 8.2 8.7 8.5 9.0 8.8 8.6 8.6 8.7 9.2 9.7 9.7 8.9 

4분위 8.5 8.6 8.7 7.9 8.5 8.6 8.2 8.2 8.4 8.3 8.3 8.5 8.7 8.6 12.0 

5분위 9.1 9.4 9.2 8.9 9.0 8.8 8.5 8.5 8.2 8.1 8.2 8.4 8.2 8.3 7.0 

6분위 9.2 9.2 9.6 9.6 9.6 9.1 9.2 8.6 8.9 8.8 8.9 9.0 8.6 8.7 7.7 

7분위 9.2 9.9 9.9 9.9 10.0 9.8 9.5 9.4 9.5 9.2 9.1 9.2 8.3 8.7 7.6 

8분위 9.4 9.7 10.3 10.3 10.3 10.9 10.9 10.7 10.8 10.7 10.6 10.5 9.8 10.3 8.0 

9분위 10.9 10.9 11.0 11.1 11.3 10.7 10.9 11.2 11.1 11.5 11.6 11.2 10.6 11.1 12.1 

10분위 20.5 18.7 18.5 18.8 17.4 17.7 17.4 17.5 17.8 17.6 17.0 16.7 15.5 15.9 13.9 

여자

1분위 6.9 6.6 6.1 6.4 6.3 6.4 6.6 7.6 7.7 8.2 8.3 8.2 9.0 8.6 10.9 

2분위 8.6 8.4 8.0 8.5 8.5 9.1 8.6 7.7 6.9 6.8 6.7 6.8 6.6 6.4 7.1 

3분위 8.8 8.8 8.7 8.1 8.3 8.4 8.3 8.0 8.5 8.1 8.7 8.7 9.2 8.7 10.0 

4분위 9.3 9.3 8.9 8.7 9.2 8.6 8.6 8.9 8.6 8.9 8.6 8.8 8.9 9.0 9.3 

5분위 9.4 9.9 9.8 9.2 9.7 9.3 9.1 8.8 8.6 8.8 9.0 9.1 9.0 9.0 7.7 

6분위 9.6 9.6 10.1 10.2 10.2 9.6 9.7 9.5 9.6 9.4 9.6 9.5 9.6 9.6 8.4 

7분위 9.7 10.4 10.4 10.3 10.8 10.3 10.4 10.2 10.3 10.2 10.1 10.0 9.4 10.3 8.7 

8분위 9.4 9.6 10.6 10.5 10.3 11.1 11.2 11.1 11.2 11.0 11.2 11.3 10.5 11.3 10.7 

9분위 10.4 10.6 10.6 10.7 10.8 10.8 11.0 11.3 11.5 11.8 11.8 11.4 11.4 11.3 10.9 

10분위 18.0 16.8 16.9 17.6 16.1 16.5 16.5 16.8 17.2 16.9 16.0 16.2 16.4 15.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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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소득수준별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광역시,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7〉 소득수준별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일반시․구․동, 성별, 2002-2016년)

(단위: %)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8.1 8.1 8.7 8.6 8.5 8.2 8.4 9.3 9.2 8.1 9.2 9.7 8.4 10.6 16.2 

2분위 6.7 7.7 6.5 7.5 7.3 7.6 7.7 7.6 8.3 8.4 8.8 8.3 8.8 8.4 6.1 

3분위 7.6 7.8 7.4 6.5 6.8 6.8 6.9 6.8 7.3 6.7 7.1 6.8 9.2 8.6 7.6 

4분위 6.7 6.9 7.8 5.7 7.2 7.7 7.3 7.4 7.1 7.4 6.9 7.0 6.8 6.4 8.8 

5분위 8.1 7.5 7.4 7.9 8.4 7.8 7.3 7.5 7.3 7.7 7.5 7.9 7.4 8.0 7.8 

6분위 8.9 7.7 8.9 8.8 9.4 8.8 9.1 8.5 8.9 8.7 8.5 8.3 9.5 8.9 11.2 

7분위 9.6 10.2 10.1 9.8 9.2 9.5 10.0 10.1 10.3 10.2 9.8 9.6 11.2 9.4 8.9 

8분위 11.4 11.7 10.4 11.0 11.0 11.7 11.7 11.6 11.3 11.8 11.8 11.2 10.7 10.3 11.1 

9분위 12.8 12.5 12.8 13.3 12.9 12.9 12.8 13.3 12.8 13.4 13.1 13.1 12.3 12.5 16.3 

10분위 20.1 19.9 19.9 20.9 19.3 19.0 18.7 18.0 17.5 17.5 17.4 17.9 15.8 16.9 6.0 

여자

1분위 8.2 8.9 8.4 7.5 8.0 7.5 7.4 8.1 8.4 8.5 8.3 8.6 9.6 9.6 5.6 

2분위 7.9 7.3 7.4 7.1 6.9 7.7 7.4 7.8 7.8 8.0 8.3 8.0 9.7 6.7 14.6 

3분위 7.4 8.0 8.1 7.3 7.1 7.0 8.0 7.2 7.1 7.4 7.3 7.5 7.8 7.2 5.3 

4분위 8.1 7.4 8.1 7.5 8.0 7.3 7.3 8.0 7.4 7.8 7.7 7.5 8.5 7.5 7.2 

5분위 8.7 8.1 8.0 8.3 9.1 8.4 8.4 8.5 7.9 7.7 8.0 8.4 8.0 8.1 9.3 

6분위 9.3 8.5 8.7 9.1 9.4 9.2 9.7 9.2 9.0 9.6 9.0 9.1 10.2 9.1 9.5 

7분위 9.3 9.6 10.1 9.9 9.9 10.3 10.9 10.6 11.5 11.0 10.9 10.8 9.7 10.9 6.6 

8분위 10.2 11.2 10.8 11.7 11.2 11.7 12.2 11.9 11.8 11.4 11.4 11.7 9.7 11.9 15.1 

9분위 12.5 12.6 12.5 12.9 13.1 13.2 12.3 11.8 12.6 12.7 13.4 12.2 12.0 13.4 11.1 

10분위 18.5 18.4 17.8 18.8 17.4 17.7 16.3 17.0 16.5 15.9 15.7 16.1 14.8 15.5 15.7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9.2 9.6 9.9 9.2 9.6 9.6 9.7 10.4 10.6 10.2 10.0 10.1 10.5 10.9 13.2 

2분위 8.1 8.2 8.1 8.4 8.7 8.7 8.2 8.9 8.9 9.1 9.6 9.2 8.6 8.5 10.1 

3분위 8.2 8.6 8.6 7.6 7.8 7.7 7.9 7.7 7.9 8.0 8.0 8.0 9.8 8.0 9.9 

4분위 8.5 8.5 8.6 8.6 8.9 8.5 8.3 8.3 8.2 8.6 8.3 8.2 7.7 8.1 11.1 

5분위 8.9 8.9 8.3 8.7 8.7 8.7 8.9 8.5 8.6 8.8 8.9 8.8 8.4 8.8 8.0 

6분위 9.6 9.0 9.1 9.3 9.2 9.3 9.7 9.7 9.7 9.5 9.5 10.0 10.1 9.7 8.8 

7분위 10.3 9.9 9.9 10.1 10.1 10.3 10.4 10.3 10.2 10.6 10.6 10.2 10.1 10.7 7.5 

8분위 10.9 11.2 11.0 11.5 11.4 11.5 11.7 11.5 11.1 10.9 11.1 11.2 11.2 11.0 9.7 

9분위 12.1 12.0 12.3 12.1 11.7 12.3 12.3 11.9 12.0 11.7 11.5 11.7 11.6 11.8 9.0 

10분위 14.2 14.3 14.1 14.6 13.8 13.3 12.9 12.7 12.7 12.7 12.7 12.7 12.0 12.6 12.6 

여자

1분위 9.3 9.4 10.9 9.7 9.5 10.0 9.9 10.1 9.6 9.7 9.8 9.6 10.2 10.0 12.5 

2분위 8.4 8.4 8.3 8.3 8.1 8.3 8.4 8.5 8.7 8.5 8.4 8.6 8.8 7.9 6.0 

3분위 8.7 9.0 8.8 8.5 8.3 7.7 8.1 7.8 8.0 7.8 7.9 7.6 7.4 7.7 6.6 

4분위 8.9 8.9 8.9 8.7 8.9 8.6 8.6 8.5 8.4 8.5 8.4 8.8 8.1 8.2 8.1 

5분위 9.1 9.1 8.7 9.0 9.4 9.2 9.1 9.3 9.2 9.3 9.7 9.2 9.0 9.1 10.3 

6분위 10.0 9.6 9.3 9.7 10.0 9.7 9.9 10.0 10.2 10.3 10.0 10.3 10.2 10.6 8.7 
7분위 10.1 10.1 9.9 10.0 10.4 10.5 10.7 10.5 10.8 10.7 10.8 10.8 11.8 11.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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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8〉 소득수준별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횟수 점유율(군단위, 성별, 2007-2015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7-2015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9〉 소득수준별 외래진료 민감질환 응급 이용횟수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단위: %)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8분위 10.8 10.9 10.8 11.4 11.3 11.9 11.4 11.4 11.3 11.4 11.3 11.3 10.8 11.4 9.7 
9분위 11.8 11.3 11.3 11.7 11.5 11.9 11.8 11.8 11.6 11.7 11.7 11.9 11.6 11.9 11.1 

10분위 12.9 13.2 12.9 13.1 12.5 12.2 12.1 12.1 12.1 11.9 12.0 12.1 12.0 12.2 12.1 

성별 소득
분위 ’07 ’08 ’09 ‘10 ‘11 ‘12 ‘13 ‘14 ‘15

남자

1분위 8.5 9.9 12.4 13.5 10.9 11.6 10.7 5.2 11.5 

2분위 10.2 10.4 6.6 11.0 7.4 7.3 9.7 9.0 7.3 

3분위 7.1 8.5 8.4 7.2 9.6 8.0 6.7 2.2 8.7 

4분위 10.1 7.6 7.9 7.6 7.3 8.7 9.7 11.5 11.5 

5분위 5.3 7.8 8.0 9.3 7.6 7.6 6.9 7.6 6.5 

6분위 7.4 8.0 10.1 7.0 9.1 8.0 9.8 9.2 9.3 

7분위 10.0 7.9 8.7 9.0 8.2 9.9 8.7 11.7 9.5 

8분위 10.0 10.3 11.4 9.8 10.6 11.5 11.2 12.7 9.2 

9분위 12.9 14.0 10.7 11.6 13.3 13.1 12.7 19.4 12.3 

10분위 18.3 15.7 15.8 14.0 16.1 14.3 13.9 11.6 14.1 

여자

1분위 9.7 10.5 8.5 9.7 7.7 7.7 10.4 7.4 9.7 

2분위 8.5 6.4 10.0 8.4 9.2 7.4 10.2 10.4 9.3 

3분위 5.2 6.9 8.4 9.5 8.0 8.5 8.7 5.0 7.9 

4분위 11.2 9.4 10.0 9.1 7.9 9.9 8.2 10.3 7.2 

5분위 7.8 8.7 6.8 9.2 8.9 9.5 9.4 7.9 8.1 

6분위 10.2 8.7 8.7 9.3 8.7 9.5 9.5 8.7 16.6 

7분위 9.4 12.6 10.2 10.5 9.7 9.1 9.9 9.7 9.1 

8분위 11.9 10.9 8.7 8.4 11.5 11.1 10.4 16.4 8.6 

9분위 12.1 12.5 13.5 12.0 13.8 13.2 11.1 12.4 11.3 

10분위 14.1 13.5 15.2 13.9 14.5 14.1 12.3 11.9 12.3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2.3 11.5 11.7 11.3 11.0 11.6 12.1 12.0 11.6 12.1 11.8 12.4 12.9 13.5 13.2 

2분위 9.3 9.0 9.6 9.6 9.8 9.9 9.4 9.8 11.0 10.5 10.8 9.8 9.8 9.6 10.1 

3분위 9.1 9.3 9.5 8.9 9.1 8.8 8.8 8.6 8.8 8.7 9.3 9.8 9.4 10.0 9.9 

4분위 8.6 9.1 8.7 9.1 9.4 9.1 8.8 8.8 8.6 8.7 8.8 8.7 8.8 9.0 9.5 

5분위 8.7 8.7 8.6 8.7 8.5 8.3 8.7 8.4 8.7 8.7 8.9 8.7 8.7 8.6 8.2 

6분위 8.3 8.3 8.5 8.8 8.4 8.5 8.9 8.7 8.8 8.7 8.6 9.1 8.7 8.5 8.7 

7분위 8.7 9.1 8.7 9.1 9.3 9.2 9.0 9.2 9.1 8.9 8.8 8.7 9.1 8.7 9.0 

8분위 9.2 9.8 9.7 10.1 9.8 10.1 9.8 10.2 10.0 10.1 9.8 9.6 9.4 9.0 9.0 

9분위 11.0 10.8 10.9 11.2 11.2 11.2 11.4 11.3 10.8 11.0 10.8 10.5 10.8 10.7 10.6 

10분위 14.8 14.4 14.1 13.5 13.4 13.4 13.1 13.0 12.6 12.6 12.6 12.7 12.4 12.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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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10〉 소득수준별 암 입원일수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여자

1분위 11.7 11.6 12.1 11.3 10.7 11.6 11.7 12.1 13.1 13.1 13.0 13.6 13.7 14.2 13.8 

2분위 9.4 10.1 9.3 9.2 9.6 9.1 9.0 8.8 9.2 9.1 9.0 8.4 8.0 8.0 8.0 

3분위 8.8 9.0 8.6 8.5 8.4 8.3 8.1 8.1 8.0 8.0 8.1 8.3 8.0 8.5 8.3 

4분위 8.7 8.7 8.6 9.2 8.9 8.7 8.4 8.7 8.3 8.4 8.4 8.1 8.6 8.7 8.4 

5분위 8.5 8.0 8.6 8.4 8.8 8.4 8.7 8.5 8.2 8.6 9.1 8.8 8.8 8.6 8.5 

6분위 8.6 8.1 8.4 8.5 8.8 8.7 8.8 9.0 8.5 8.6 8.4 8.8 8.5 8.7 8.9 

7분위 9.0 8.7 8.7 8.8 9.1 9.1 9.3 9.1 9.1 9.0 9.1 9.0 9.5 9.1 9.4 

8분위 9.3 9.6 9.8 10.0 10.1 9.9 10.3 9.8 10.2 9.9 9.7 9.9 9.7 9.7 9.5 

9분위 11.5 11.4 11.3 11.3 11.4 12.1 11.6 11.7 11.5 11.4 11.5 11.5 11.4 11.2 11.5 

10분위 14.5 14.7 14.6 14.7 14.3 14.1 14.2 14.1 13.8 13.8 13.7 13.7 13.7 13.4 13.6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0.6 10.8 10.5 10.4 10.5 10.4 10.7 11.3 10.8 11.0 10.7 11.3 11.9 12.4 12.3 

2분위 8.7 8.6 8.6 8.4 8.6 9.0 9.1 9.4 9.7 9.8 10.0 9.3 9.3 9.2 9.1 

3분위 8.7 9.0 8.7 8.1 8.4 8.0 8.1 8.4 8.6 8.8 8.7 9.1 9.3 9.5 9.5 

4분위 8.5 8.6 8.7 8.5 8.7 8.6 8.3 8.4 8.2 8.4 8.5 8.4 8.4 8.7 8.8 

5분위 8.7 8.5 8.4 8.7 8.8 8.6 8.6 8.7 8.6 8.7 8.7 8.5 8.6 8.5 8.6 

6분위 9.1 8.6 9.1 9.1 8.9 8.9 9.1 8.9 9.0 9.1 8.9 9.1 8.9 8.9 9.0 

7분위 9.3 9.6 9.5 9.5 9.5 9.6 9.6 9.4 9.5 9.3 9.4 9.4 9.3 9.1 9.2 

8분위 10.2 10.5 10.4 10.8 10.5 11.0 10.9 10.6 10.5 10.4 10.4 10.3 9.9 9.8 9.8 

9분위 11.6 11.6 11.7 12.0 11.8 11.8 11.8 11.5 11.5 11.3 11.3 11.4 11.3 11.1 11.1 

10분위 14.6 14.2 14.4 14.6 14.3 14.0 13.9 13.5 13.6 13.3 13.4 13.2 13.0 12.8 12.4 

여자

1분위 10.0 10.4 10.2 9.7 9.7 9.8 9.8 11.0 10.2 10.5 10.3 10.2 10.8 10.9 10.9 

2분위 9.4 9.2 8.8 8.9 8.6 8.9 8.8 8.8 8.9 8.8 9.0 8.8 8.6 8.5 8.4 

3분위 8.7 8.9 8.9 8.3 8.4 8.3 8.2 8.2 8.6 8.5 8.7 8.7 8.6 8.7 8.6 

4분위 8.9 8.7 8.6 8.8 9.1 8.7 8.5 8.8 8.6 8.7 8.6 8.8 8.7 8.8 9.0 

5분위 8.8 9.1 9.1 9.0 9.3 9.0 9.2 8.9 9.0 9.0 9.2 9.2 9.1 9.3 9.3 

6분위 9.2 9.0 9.2 9.4 9.5 9.4 9.4 9.2 9.2 9.5 9.6 9.6 9.8 9.8 9.7 

7분위 9.5 9.5 9.6 9.5 9.7 9.7 9.8 9.7 10.1 10.0 9.9 9.9 9.8 9.9 9.9 

8분위 10.1 10.2 10.2 10.7 10.3 10.8 10.5 10.5 10.6 10.4 10.5 10.5 10.3 10.4 10.5 

9분위 11.5 11.3 11.6 11.6 11.7 11.6 11.8 11.6 11.4 11.5 11.5 11.5 11.6 11.2 11.2 

10분위 13.8 13.7 13.8 14.2 13.7 13.8 13.9 13.4 13.4 13.0 12.8 12.8 12.7 12.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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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1〉 소득수준별 당뇨 입원일수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12〉 소득수준별 고혈압 외래횟수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단위: %)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1.8 12.2 12.2 12.2 12.1 12.2 12.2 12.1 11.7 11.8 11.8 12.1 12.5 12.8 12.6 

2분위 9.3 9.5 9.7 9.3 9.5 10.1 10.2 10.4 10.9 11.0 11.2 10.6 10.4 10.1 10.2 

3분위 8.6 8.7 8.8 8.4 8.8 8.8 9.0 9.0 9.2 9.4 9.5 10.1 10.2 10.5 10.3 

4분위 8.2 8.4 8.5 8.8 8.9 8.8 8.7 8.8 8.8 8.7 8.8 8.8 8.9 9.2 9.5 

5분위 8.5 8.5 8.5 8.7 8.8 8.8 8.9 8.8 8.8 8.8 8.8 8.7 8.7 8.7 8.9 

6분위 8.8 8.7 8.8 8.9 8.9 8.9 8.9 9.0 8.9 8.8 8.8 8.9 8.9 8.7 8.9 

7분위 9.2 9.3 9.2 9.4 9.4 9.4 9.3 9.3 9.4 9.3 9.3 9.3 9.2 9.2 9.2 

8분위 10.0 9.9 9.9 10.1 10.0 10.1 10.1 10.1 9.9 9.9 9.8 9.7 9.6 9.5 9.4 

9분위 11.5 11.3 11.0 10.9 10.9 10.7 10.6 10.6 10.4 10.5 10.4 10.3 10.3 10.1 10.1 

10분위 14.2 13.6 13.2 13.1 12.6 12.3 12.1 12.0 11.9 11.8 11.6 11.5 11.3 11.1 10.9 

여자

1분위 12.0 12.0 12.2 11.5 11.3 11.4 11.7 12.2 12.1 12.6 12.7 12.8 13.3 13.4 13.1 

2분위 10.1 10.0 9.9 9.5 9.6 9.7 9.4 9.2 9.7 9.5 9.6 9.0 8.8 8.7 8.8 

3분위 9.3 9.4 9.3 8.5 8.8 8.6 8.3 8.3 8.5 8.5 8.4 8.8 8.7 8.8 8.8 

4분위 9.0 9.2 9.1 9.7 9.4 8.9 8.8 8.8 8.6 8.6 8.6 8.5 8.5 8.6 8.9 

5분위 8.9 9.0 8.9 9.1 9.3 9.2 9.2 9.1 9.0 8.9 9.0 8.9 9.0 8.9 9.0 

6분위 9.1 8.6 8.8 9.1 9.0 9.1 9.1 9.2 9.2 9.0 8.9 9.2 9.1 9.2 9.2 

7분위 9.2 9.2 9.2 9.3 9.5 9.4 9.6 9.5 9.5 9.6 9.5 9.6 9.6 9.6 9.7 

8분위 9.6 9.9 9.8 10.1 10.2 10.4 10.5 10.4 10.3 10.2 10.1 10.0 9.9 9.8 9.8 

9분위 10.8 10.7 11.0 11.1 11.0 11.2 11.3 11.2 11.1 11.1 11.0 11.1 11.0 10.9 10.8 

10분위 12.0 11.9 11.7 12.0 12.0 12.1 12.1 12.1 12.0 12.0 12.0 12.0 12.1 11.9 11.8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1.6 12.1 11.9 12.0 11.8 11.8 11.5 11.4 11.0 11.0 11.0 11.1 11.5 11.8 11.5 

2분위 9.0 9.2 9.4 8.9 9.1 9.7 10.1 10.5 10.6 10.7 11.0 10.4 9.8 9.7 9.7 

3분위 8.2 8.3 8.5 8.1 8.3 8.3 8.8 8.9 9.2 9.5 9.6 10.3 10.5 10.6 10.5 

4분위 7.8 7.9 8.3 8.3 8.7 8.5 8.4 8.6 8.5 8.5 8.7 8.8 8.9 9.2 9.6 

5분위 8.1 8.1 8.0 8.4 8.6 8.6 8.6 8.6 8.7 8.8 8.7 8.7 8.8 8.8 9.0 

6분위 8.6 8.2 8.6 8.9 8.7 8.8 8.8 8.9 9.0 9.0 9.0 9.1 9.0 9.0 9.1 

7분위 9.0 9.2 9.2 9.3 9.5 9.4 9.4 9.4 9.5 9.5 9.5 9.5 9.5 9.5 9.5 

8분위 9.8 10.1 10.0 10.3 10.3 10.3 10.3 10.2 10.2 10.2 10.0 10.0 9.9 9.8 9.8 

9분위 12.0 11.6 11.7 11.5 11.5 11.4 11.2 11.0 11.0 10.9 10.7 10.6 10.6 10.5 10.4 

10분위 15.9 15.3 14.6 14.3 13.6 13.3 12.8 12.5 12.3 12.0 11.7 11.5 11.4 11.2 11.0 

여자

1분위 12.6 12.7 12.9 12.1 11.8 11.9 12.2 12.9 12.4 12.8 12.8 12.9 13.3 13.5 13.1 

2분위 10.2 10.1 10.2 9.8 10.0 10.0 10.0 9.5 10.0 9.8 9.9 9.4 9.1 9.0 9.2 

3분위 9.1 9.3 9.2 8.6 8.8 8.7 8.6 8.6 8.7 8.8 8.7 9.2 9.1 9.3 9.1 

4분위 8.6 8.7 8.8 9.3 9.3 9.0 8.8 8.8 8.7 8.6 8.7 8.6 8.7 8.8 9.1 

5분위 8.5 8.5 8.5 8.9 9.0 9.0 9.0 8.9 9.0 9.0 9.0 8.9 8.9 8.9 9.0 

6분위 8.7 8.4 8.6 8.9 8.7 8.9 8.9 9.0 9.0 8.9 8.9 9.0 9.0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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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13〉 소득수준별 고혈압 입원일수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단위: %)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14〉 소득수준별 암 외래횟수 점유율(전국, 성별, 40-64세, 2002-2016년)

(단위: %)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7분위 8.8 8.9 8.9 9.0 9.2 9.2 9.3 9.3 9.4 9.4 9.4 9.4 9.4 9.4 9.4 

8분위 9.6 9.8 9.6 10.0 10.0 10.1 10.2 10.1 10.1 10.0 9.9 9.9 9.8 9.7 9.6 

9분위 11.1 10.8 10.9 11.0 11.0 11.1 11.1 11.1 11.0 11.0 11.0 11.0 11.0 10.9 10.8 

10분위 12.9 12.8 12.4 12.4 12.1 12.0 11.9 11.8 11.8 11.7 11.7 11.7 11.7 11.7 11.6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2.0 12.4 12.2 12.2 12.0 11.9 11.7 11.5 11.1 11.1 11.1 11.2 11.7 11.9 11.6 

2분위 9.1 9.3 9.5 9.0 9.2 9.8 10.1 10.5 10.7 10.7 11.1 10.4 9.8 9.7 9.7 

3분위 8.3 8.4 8.5 8.2 8.4 8.4 8.8 8.9 9.3 9.5 9.6 10.3 10.5 10.6 10.5 

4분위 7.9 8.0 8.3 8.4 8.7 8.6 8.5 8.6 8.6 8.6 8.7 8.8 9.0 9.2 9.6 

5분위 8.1 8.1 8.1 8.5 8.6 8.6 8.7 8.7 8.7 8.8 8.7 8.7 8.8 8.8 9.0 

6분위 8.6 8.3 8.6 8.9 8.7 8.8 8.8 8.9 9.0 9.0 8.9 9.1 9.0 9.0 9.1 

7분위 9.0 9.2 9.1 9.3 9.5 9.3 9.4 9.4 9.4 9.4 9.5 9.5 9.5 9.5 9.5 

8분위 9.8 10.0 10.0 10.2 10.2 10.2 10.2 10.2 10.2 10.1 10.0 9.9 9.8 9.8 9.7 

9분위 11.9 11.5 11.5 11.4 11.3 11.3 11.1 10.9 10.9 10.8 10.6 10.6 10.5 10.4 10.3 

10분위 15.3 14.8 14.2 14.0 13.4 13.1 12.7 12.4 12.2 11.9 11.7 11.5 11.4 11.2 10.9 

여자

1분위 12.8 12.9 13.1 12.2 11.9 12.0 12.2 13.0 12.6 13.0 13.0 13.1 13.5 13.7 13.4 

2분위 10.2 10.2 10.3 9.9 10.0 10.1 10.0 9.6 9.9 9.7 9.9 9.3 9.1 8.9 9.1 

3분위 9.1 9.3 9.2 8.6 8.8 8.7 8.7 8.6 8.7 8.8 8.7 9.1 9.1 9.2 9.1 

4분위 8.7 8.7 8.8 9.3 9.3 9.0 8.8 8.8 8.6 8.6 8.7 8.6 8.6 8.8 9.1 

5분위 8.5 8.5 8.5 8.9 9.0 9.0 9.0 8.9 8.9 8.9 8.9 8.9 8.9 8.8 8.9 

6분위 8.7 8.3 8.5 8.9 8.7 8.8 8.9 9.0 9.0 8.9 8.8 9.0 8.9 8.9 9.0 

7분위 8.8 8.9 8.9 9.0 9.2 9.1 9.2 9.2 9.4 9.3 9.4 9.4 9.4 9.3 9.4 

8분위 9.5 9.8 9.6 9.9 9.9 10.1 10.1 10.1 10.0 10.0 9.9 9.8 9.7 9.6 9.6 

9분위 11.0 10.7 10.9 10.9 10.9 11.1 11.1 11.0 11.0 11.0 11.0 11.0 10.9 10.9 10.8 

10분위 12.7 12.6 12.2 12.3 12.1 12.1 11.9 11.9 11.9 11.8 11.8 11.8 11.8 11.8 11.7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9.7 9.9 9.6 9.9 9.9 9.6 9.8 10.2 10.5 10.2 10 10 10.8 11.3 11.1

2분위 8.4 8.9 8.6 8.4 8.5 9 8.8 9.1 8.8 9.3 9.6 9.3 9 9.1 9.3

3분위 9.2 9.3 8.8 8.9 8.7 8.6 8.8 9.3 9.4 9.5 9.5 9.8 10.4 10.1 10.3

4분위 9.2 9.1 9.9 8.8 9.5 9.4 9.2 9.4 9.3 9.4 9.6 9.5 9.6 10 10.1

5분위 10 9.7 9.1 9.7 9.8 9.6 9.5 9.8 9.6 9.7 9.7 9.8 9.8 9.6 9.8

6분위 10.6 9.9 10.3 10.3 10.1 10.2 10.2 10.1 10.1 10.3 10.2 10.3 10.2 10.1 10.2

7분위 10 10.5 10.6 10.5 10.4 10.5 10.5 10.3 10.2 10.2 10.1 10.2 9.8 9.8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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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15〉 소득수준별 당뇨 입원횟수 점유율(전국, 성별, 40-64세, 2002-2016년)

(단위: %)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8분위 10 10.4 10.4 10.6 10.3 10.8 10.8 10.5 10.3 10 10.1 10 9.7 9.8 9.6

9분위 10.4 10.1 10.3 10.5 10.4 10.3 10.3 10 10.2 10 10 10 10 9.7 9.7

10분위 12.6 12.2 12.5 12.5 12.3 12.1 12.1 11.5 11.7 11.4 11.2 11 10.7 10.4 10.2

여자

1분위 7.6 7.8 7.6 7.6 7.8 7.8 7.7 8.7 8.4 8.6 8.4 8.3 9 9 9.1

2분위 8.6 8.4 8.1 8.4 8.2 8.3 8.4 8 8 8.1 8.1 8.2 7.9 8.1 8.1

3분위 9 9.2 8.9 8.8 8.3 8.3 8.2 8.4 8.3 8.2 8.5 8.4 8.6 8.5 8.5

4분위 9.4 9.5 9.5 9 9.5 8.9 8.9 9 9.1 9 9 9.2 8.8 8.9 9.1

5분위 10.1 10.1 9.8 9.8 10.1 9.7 9.8 9.6 9.7 9.8 9.8 9.9 9.7 9.8 9.8

6분위 10.5 10.2 10.5 10.5 10.2 10.5 10.3 10.4 10.3 10.5 10.6 10.6 10.7 10.6 10.5

7분위 10.6 10.7 10.6 10.5 10.8 10.7 10.9 10.8 11 11 11 10.9 10.9 10.8 11

8분위 10.5 10.9 10.9 11.3 11 11.5 11.3 11.1 11.2 11.1 11 11 11.1 11.1 11.1

9분위 11 10.8 11.2 11.2 11.3 11.3 11.5 11.3 11.3 11.4 11.3 11.4 11.3 11.2 11.3

10분위 12.6 12.4 12.9 12.9 12.8 12.9 13 12.6 12.7 12.4 12.2 12.1 12 12 11.8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2.9 12.3 13.0 13.1 13.4 13.5 14.1 14.4 14.4 15.0 14.8 15.9 16.0 17.0 16.7 

2분위 11.5 12.2 11.7 12.0 12.1 12.8 11.8 13.2 14.7 14.7 15.0 14.4 15.7 14.3 14.9 

3분위 11.2 11.3 11.5 11.2 12.5 11.4 12.2 11.6 11.4 11.9 11.9 12.8 11.9 13.0 12.1 

4분위 10.4 11.0 11.2 11.3 11.4 11.7 11.2 11.6 11.3 11.0 11.5 11.2 11.7 11.9 11.6 

5분위 10.5 10.4 10.6 10.8 11.0 10.6 11.1 11.0 11.0 10.9 10.9 10.8 10.1 10.2 10.8 

6분위 9.1 10.0 10.4 10.0 9.7 10.4 10.3 10.0 9.7 9.5 9.4 9.7 10.2 9.3 9.8 

7분위 9.0 9.3 8.9 9.6 9.6 9.5 9.5 9.4 9.5 8.9 8.7 8.0 8.0 8.0 7.9 

8분위 8.6 8.0 8.5 8.7 7.7 8.3 8.4 7.6 7.2 7.6 7.5 7.4 6.7 6.8 6.8 

9분위 8.1 8.0 7.2 6.9 6.7 6.6 6.3 6.3 6.1 6.0 5.9 5.7 5.6 5.5 5.4 

10분위 8.6 7.6 7.0 6.6 5.9 5.3 5.2 4.9 4.6 4.5 4.4 4.2 4.0 4.0 4.1 

여자

1분위 9.0 8.7 9.6 10.4 10.2 10.6 10.3 11.0 10.9 11.1 11.6 12.1 12.4 13.1 12.2 

2분위 9.9 9.9 9.6 9.7 9.5 9.8 9.3 10.5 11.5 11.1 10.8 9.4 10.0 10.7 9.6 

3분위 10.3 10.6 11.1 10.4 10.9 10.1 9.9 10.1 10.0 9.7 10.4 9.9 10.1 9.3 9.9 

4분위 10.6 10.6 11.4 11.4 11.2 10.0 10.5 10.9 10.8 10.5 10.8 10.9 10.3 10.5 10.6 

5분위 10.6 10.6 10.8 11.2 11.9 11.9 11.3 11.4 11.6 11.5 10.8 11.5 10.7 10.4 11.0 

6분위 11.6 10.5 10.3 10.4 10.5 11.1 11.3 10.5 11.4 11.4 11.2 11.6 11.4 11.3 11.5 

7분위 10.9 10.6 10.2 10.8 10.7 11.2 12.0 11.7 10.7 11.0 11.2 11.2 11.5 10.9 11.7 

8분위 9.6 10.9 10.3 9.7 10.2 10.5 10.5 9.9 9.4 9.6 9.8 9.9 10.0 9.9 10.2 

9분위 8.4 8.8 8.9 8.3 7.8 7.9 7.9 7.6 7.5 7.9 7.3 7.5 7.7 7.9 7.2 

10분위 9.0 8.8 7.7 7.7 7.0 6.8 7.0 6.5 6.0 6.3 6.2 6.1 5.9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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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6〉 소득수준별 총 의료비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표 2-17〉 소득수준별 고혈압 총 의료비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0.5 10.8 10.9 10.8 10.8 10.8 11.0 11.3 11.1 11.4 11.4 11.8 12.2 12.5 12.4 

2분위 9.2 9.4 9.4 9.2 9.4 9.7 9.7 10.0 10.4 10.3 10.6 10.0 9.9 9.7 9.8 

3분위 9.1 9.2 9.1 8.8 8.9 8.8 8.9 9.0 9.2 9.3 9.4 9.8 9.8 9.9 9.8 

4분위 8.8 8.8 8.9 8.9 9.1 9.0 8.8 8.9 8.9 8.9 8.9 8.9 8.9 9.1 9.3 

5분위 9.0 8.9 8.7 8.9 9.0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6분위 9.3 8.9 9.1 9.2 9.1 9.1 9.1 9.1 9.1 9.1 9.0 9.1 9.1 9.0 9.1 

7분위 9.4 9.5 9.4 9.5 9.5 9.5 9.5 9.4 9.4 9.4 9.4 9.4 9.3 9.3 9.3 

8분위 9.9 10.0 10.0 10.2 10.1 10.2 10.3 10.1 10.0 10.0 9.8 9.8 9.6 9.5 9.5 

9분위 11.0 10.9 11.0 11.0 10.9 11.0 10.9 10.7 10.6 10.6 10.5 10.4 10.4 10.3 10.3 

10분위 13.8 13.7 13.5 13.5 13.2 13.0 12.8 12.5 12.3 12.2 12.1 11.9 11.8 11.7 11.6 

여자

1분위 11.0 11.0 11.2 10.7 10.7 10.9 11.0 11.5 11.4 11.6 11.7 11.8 12.2 12.3 12.2 

2분위 10.0 10.0 9.9 9.8 9.7 9.7 9.6 9.5 9.8 9.6 9.6 9.2 9.1 9.0 9.0 

3분위 9.6 9.6 9.5 9.1 9.2 9.0 8.9 8.9 9.0 9.0 8.9 9.1 9.1 9.1 9.0 

4분위 9.2 9.2 9.3 9.4 9.5 9.2 9.0 9.1 9.0 9.0 9.0 9.0 9.0 9.0 9.2 

5분위 9.3 9.2 9.0 9.2 9.3 9.2 9.3 9.2 9.2 9.2 9.3 9.2 9.2 9.2 9.3 

6분위 9.4 9.0 9.2 9.4 9.2 9.3 9.3 9.4 9.4 9.3 9.3 9.4 9.4 9.4 9.5 

7분위 9.3 9.5 9.4 9.4 9.6 9.6 9.6 9.6 9.6 9.6 9.6 9.7 9.6 9.6 9.7 

8분위 9.6 9.8 9.8 10.0 9.9 10.1 10.1 10.0 10.0 10.0 9.9 9.9 9.8 9.8 9.7 

9분위 10.5 10.4 10.7 10.6 10.6 10.7 10.8 10.7 10.6 10.7 10.7 10.7 10.7 10.6 10.6 

10분위 12.1 12.2 12.2 12.3 12.2 12.3 12.2 12.1 12.0 12.0 11.9 12.0 12.0 11.9 11.9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1.1 11.5 11.3 11.5 11.4 11.4 11.3 11.3 10.9 11.1 11.1 11.2 11.8 11.9 11.7 
2분위 8.7 9.0 9.2 8.7 9.0 9.6 9.8 10.2 10.4 10.4 10.9 10.3 9.7 9.6 9.6 
3분위 8.1 8.2 8.3 7.9 8.2 8.3 8.6 8.7 9.1 9.3 9.5 10.2 10.3 10.4 10.4 
4분위 7.6 7.8 8.1 8.1 8.5 8.3 8.2 8.3 8.4 8.4 8.6 8.7 8.8 9.1 9.4 
5분위 8.0 8.0 7.9 8.3 8.4 8.5 8.5 8.5 8.5 8.6 8.6 8.6 8.7 8.7 8.9 
6분위 8.5 8.2 8.5 8.8 8.6 8.7 8.7 8.8 8.9 8.8 8.8 8.9 8.9 8.9 9.1 
7분위 8.9 9.3 9.1 9.2 9.4 9.3 9.3 9.3 9.4 9.4 9.4 9.4 9.4 9.4 9.4 
8분위 9.8 10.0 10.0 10.2 10.2 10.2 10.3 10.2 10.2 10.1 10.0 9.9 9.8 9.8 9.7 
9분위 12.1 11.8 11.9 11.7 11.6 11.6 11.4 11.2 11.1 11.0 10.8 10.7 10.6 10.5 10.4 
10분위 17.0 16.3 15.8 15.4 14.6 14.2 13.9 13.5 13.2 12.8 12.3 12.0 11.9 11.6 11.3 

여자

1분위 12.1 12.2 12.5 11.7 11.5 11.7 11.9 12.8 12.6 13.1 13.2 13.3 13.8 14.0 13.7 
2분위 9.9 9.9 9.9 9.6 9.8 9.8 9.8 9.3 9.7 9.5 9.7 9.1 8.8 8.7 8.9 
3분위 8.9 9.1 9.0 8.4 8.6 8.5 8.4 8.4 8.4 8.5 8.5 8.9 8.8 9.0 8.8 
4분위 8.5 8.6 8.7 9.1 9.1 8.8 8.6 8.6 8.4 8.4 8.5 8.4 8.5 8.6 8.9 
5분위 8.5 8.5 8.4 8.7 8.9 8.8 8.9 8.7 8.7 8.7 8.8 8.7 8.7 8.7 8.8 
6분위 8.7 8.4 8.6 8.9 8.7 8.8 8.8 8.8 8.8 8.7 8.7 8.8 8.8 8.8 8.9 
7분위 8.8 8.9 8.9 9.0 9.3 9.2 9.2 9.2 9.3 9.2 9.3 9.3 9.3 9.3 9.3 
8분위 9.6 9.9 9.7 10.0 10.0 10.1 10.2 10.2 10.1 10.0 9.9 9.8 9.7 9.6 9.6 
9분위 11.2 10.9 11.1 11.1 11.1 11.3 11.3 11.3 11.2 11.2 11.1 11.2 11.1 11.0 11.0 
10분위 13.8 13.7 13.3 13.3 13.1 13.0 12.9 12.8 12.8 12.6 12.4 12.4 12.4 12.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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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8〉 소득수준별 당뇨 총 의료비 점유율(전국, 성별, 2002-2016년)

자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6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성별 소득
분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남자

1분위 10.8 11.2 11.4 11.4 11.4 11.5 11.6 11.7 11.5 11.6 11.8 12.2 12.5 12.9 12.7 

2분위 8.9 9.2 9.3 9.0 9.2 9.8 9.8 10.2 10.7 10.8 11.1 10.6 10.3 10.1 10.2 

3분위 8.2 8.4 8.4 8.1 8.6 8.6 8.8 8.8 9.1 9.3 9.5 10.0 10.0 10.4 10.2 

4분위 7.8 8.1 8.1 8.4 8.6 8.5 8.3 8.5 8.5 8.5 8.7 8.7 8.9 9.2 9.4 

5분위 8.4 8.2 8.2 8.4 8.7 8.5 8.5 8.5 8.6 8.6 8.6 8.6 8.6 8.6 8.8 

6분위 8.6 8.5 8.7 8.8 8.7 8.8 8.8 8.8 8.8 8.7 8.6 8.8 8.7 8.6 8.8 

7분위 9.1 9.2 9.1 9.3 9.3 9.3 9.3 9.2 9.2 9.2 9.1 9.1 9.1 9.1 9.1 

8분위 9.9 10.0 10.1 10.2 10.0 10.1 10.2 10.1 9.8 9.9 9.8 9.6 9.5 9.4 9.3 

9분위 11.8 11.6 11.4 11.3 11.2 11.0 10.9 10.8 10.7 10.6 10.4 10.4 10.4 10.2 10.1 

10분위 16.5 15.7 15.2 15.0 14.3 13.8 13.7 13.4 13.1 12.7 12.3 12.2 11.9 11.6 11.4 

여자

1분위 11.0 11.2 11.4 10.8 10.7 11.0 11.1 11.7 11.9 12.4 12.6 12.8 13.2 13.4 13.1 

2분위 9.6 9.6 9.4 9.1 9.3 9.3 9.1 9.0 9.5 9.3 9.5 8.8 8.6 8.6 8.6 

3분위 8.9 9.0 8.8 8.2 8.5 8.2 8.1 8.0 8.3 8.2 8.2 8.6 8.6 8.7 8.7 

4분위 8.7 8.9 8.9 9.4 9.1 8.7 8.6 8.7 8.4 8.4 8.4 8.3 8.4 8.5 8.8 

5분위 8.7 8.8 8.7 8.9 9.2 9.0 9.0 8.9 8.7 8.7 8.9 8.8 8.8 8.8 8.9 

6분위 9.0 8.6 8.8 9.0 8.9 9.1 8.9 9.0 9.0 8.9 8.8 9.1 9.0 9.1 9.1 

7분위 9.2 9.3 9.3 9.3 9.5 9.4 9.5 9.5 9.5 9.5 9.5 9.5 9.6 9.6 9.7 

8분위 9.6 10.0 9.9 10.2 10.3 10.4 10.6 10.4 10.3 10.3 10.2 10.1 10.0 9.8 9.8 

9분위 11.2 11.0 11.3 11.5 11.3 11.5 11.6 11.5 11.3 11.3 11.2 11.3 11.1 11.1 10.9 

10분위 13.9 13.5 13.4 13.5 13.3 13.3 13.4 13.3 13.0 12.9 12.7 12.7 12.7 12.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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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조사표(면접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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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 주요 결과표 

〈부표 4-1〉 건강불평등(사회계층 간,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 인식률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68.0

0.785
30대 68.2
40대 67.2
50대 71.7
60대 이상 64.1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7.6
8.942**고등학교 졸업 이하 67.9

대학교 졸업 이상 71.1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66.7

2.300*
301만-400만 원 67.2
401만-500만 원 72.5
500만 원 이상 65.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8.7

5.170*
임시근로자 63.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1.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2.7

주: * p<0.5, ** p<0.1, *** p<0.01

〈부표 4-2〉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52.9

5.910
30대 53.3
40대 47.6
50대 53.5
60대 이상 43.0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35.0
6.143고등학교 졸업 이하 47.4

대학교 졸업 이상 55.0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41.7

15.186**
301만-400만 원 40.5
401만-500만 원 56.5
500만 원 이상 55.4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9.7

12.715*
임시근로자 61.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5.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7.5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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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 건강불평등 불공정성 인식률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74.3

3.096
30대 72.0
40대 72.0
50대 64.0
60대 이상 65.6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60.0
5.356**고등학교 졸업 이하 65.5

대학교 졸업 이상 75.6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59.5

7.946**
301만-400만 원 65.5
401만-500만 원 70.4
500만 원 이상 76.9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72.8

4.729*
임시근로자 81.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4.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3.8

주: * p<0.5, ** p<0.1, *** p<0.01

〈부표 4-4〉 젠더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10.7

10.456*
30대 13.6
40대 13.9
50대 14.2
60대 이상 17.9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1.9
2.186고등학교 졸업 이하 14.7

대학교 졸업 이상 14.2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19.1

8.123*
301만-400만 원 8.8
401만-500만 원 12.8
500만 원 이상 16.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2.6

17.185**
임시근로자 15.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0.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3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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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5〉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60.2

14.562**
30대 57.3
40대 52.5
50대 53.3
60대 이상 51.0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35.7
19.221***고등학교 졸업 이하 50.5

대학교 졸업 이상 64.0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42.1

20.708***
301만-400만 원 49.6
401만-500만 원 59.1
500만 원 이상 62.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8.1

5.800
임시근로자 48.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0.7

주: * p<0.5, ** p<0.1, *** p<0.01

〈부표 4-6〉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32.0

6.778
30대 38.2
40대 37.7
50대 45.0
60대 이상 41.4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31.0
5.811*고등학교 졸업 이하 36.6

대학교 졸업 이상 44.4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41.3

10.551*
301만-400만 원 32.0
401만-500만 원 40.9
500만 원 이상 41.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9.4

8.517
임시근로자 24.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1.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5.3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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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7〉 직업 유형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50.5

8.677*
30대 50.9
40대 50.8
50대 62.5
60대 이상 53.8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2.9
11.922**고등학교 졸업 이하 52.6

대학교 졸업 이상 57.8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47.6

16.800***
301만-400만 원 45.6
401만-500만 원 63.1
500만 원 이상 56.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4.1

6.614
임시근로자 39.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0.0

주: * p<0.5, ** p<0.1, *** p<0.01

〈부표 4-8〉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 심각성 인식률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47.6

5.520
30대 48.2
40대 48.4
50대 51.7
60대 이상 42.1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8.6
12.314**고등학교 졸업 이하 44.7

대학교 졸업 이상 54.7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34.1

21.831***
301만-400만 원 40.0
401만-500만 원 51.0
500만 원 이상 57.5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9.6

4.419
임시근로자 39.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7.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2.0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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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9〉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젠더불평등 개선 필요성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27.2

11.862*
30대 23.6
40대 19.7
50대 15.8
60대 이상 17.9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6.7
2.992고등학교 졸업 이하 19.5

대학교 졸업 이상 22.7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15.9

7.591*
301만-400만 원 16.8
401만-500만 원 22.8
500만 원 이상 24.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0.3

5.103
임시근로자 18.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3.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0

주: * p<0.5, ** p<0.1, *** p<0.01

〈부표 4-10〉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대불평등 개선 필요성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34.0

8.605*
30대 30.9
40대 32.0
50대 29.2
60대 이상 36.6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31.0
13.306***고등학교 졸업 이하 29.4

대학교 졸업 이상 37.8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29.4

5.191
301만-400만 원 36.8
401만-500만 원 30.9
500만 원 이상 33.5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9.0

12.760*
임시근로자 24.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6.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0.7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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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1〉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교육불평등 개선 필요성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67.0

4.051
30대 60.0
40대 64.8
50대 63.3
60대 이상 65.5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7.6
10.239**고등학교 졸업 이하 62.5

대학교 졸업 이상 69.8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59.5

6.604*
301만-400만 원 67.2
401만-500만 원 63.1
500만 원 이상 66.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8.7

10.474*
임시근로자 66.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8.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1.3

주: * p<0.5, ** p<0.1, *** p<0.01

〈부표 4-12〉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로·주거환경 문제 개선 필요성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76.7

7.451*
30대 72.7
40대 76.2
50대 81.7
60대 이상 75.2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66.7
13.181***고등학교 졸업 이하 74.2

대학교 졸업 이상 81.8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72.2

8.073*
301만-400만 원 72.0
401만-500만 원 77.9
500만 원 이상 81.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77.2

6.811
임시근로자 78.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0.0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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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3〉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활습관 문제 개선 필요성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53.4

5.193
30대 59.1
40대 59.8
50대 60.8
60대 이상 61.4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61.9
1.551고등학교 졸업 이하 57.7

대학교 졸업 이상 60.9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57.9

9.022*
301만-400만 원 56.0
401만-500만 원 61.1
500만 원 이상 60.5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2.2

12.122*
임시근로자 54.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3.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6.7

주: * p<0.5, ** p<0.1, *** p<0.01

〈부표 4-14〉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료접근성 개선 필요성 

(단위: %)

구분 비율 F-value

연령

20대 63.1

12.773*
30대 63.6
40대 59.0
50대 62.5
60대 이상 57.9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0.5
14.600***고등학교 졸업 이하 61.3

대학교 졸업 이상 64.4

소득수준

300만 원 이하 55.6

3.543
301만-400만 원 60.0
401만-500만 원 63.1
500만 원 이상 63.5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2.2

8.670
임시근로자 69.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5.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1.3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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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미충족 의료불평등(면접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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