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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aims of this paper were to develop the
composite deprivation index (CDI) for the sub-district (Eup-
Myen-Dong) level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exclusion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DI and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Methods : The paper calculated the age adjusted SMR
and we included fiv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for
CDI; unemployment, poverty, housing, labor and social
network. The proxy variables of the five dimensions were
the proport ion of unemployed males, the percent of
recipients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nefit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 a low social
class and the proportion of single-parent household. All the
variables were standardized using geometric transformation
and then we summed up them for a single index. The paper
utilized the 2004-2006 National Death Registry data, the
2003-2006 national residents’registration data, the 2005
Population Census data and the 2005-2006 means-tested
benefit recipients’data.

Results : The figures were 115.6, 105.8 and 105.1 for the
CDI of metropolitan areas (big cities), middle size cities and

rural areas,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al variation of the
CDI was the highest in metropolitan areas (8.9 - 353.7) and
the lowest was in the rural areas (26.8 - 209.7). The extent
and relative differences of deprivation increased with
urbanization. Compared to the Townsend and Carstairs
index, the CDI better re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deprivat ion. The correlat ion with the SM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rection of the CDI effects
on the SMR was in accordance with that of the previous
studies. 

Conclusions : The study findings indicated mortality
inequalitie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DI. Despite the
attempt to improve deprivation measures, further research
is warranted for  the consensus development of  a
depriv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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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의료, 환경, 도시개발 등 각 분야에
서지역사회의결핍상태의측면에서다양
한 문제와 현상을 설명하고 연관관계를
추적하는 연구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에따라지역사회의결핍상태를측정하기
위하여다양한지표들이개발되어사용되
고있다. 그가운에특히지역사회의결핍
상태를측정하는다양한지표들이개발되
어 왔으며, 대표적인 지표로는 국에서

개발된 underprivileged score [1], Townsend

Index [2], Carstairs Index [3],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IMD) [4], 뉴질랜드에
서 개발된 NZDep Index of Deprivation [5],

그리고 캐나다에서 개발된 지역결핍지표
[6]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지표
들을이용하여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과
지역주민들의건강간의관계를연구한연
구가 몇몇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결핍
지표와관련된연구는아직탐색수준이며
우리나라실정에맞는지역사회의결핍지

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아국내의대부분의연구들은Townsend 지
수또는 Carstairs 지수등을변형하여사용
하는수준이다 [2,7-10].   

Carstairs 지수를변형하여물질적결핍과
표준화사망비(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와의 관계를 살펴본 Son [7]의 연구
에서는‘과잉 집도’, ‘남자실업률’, ‘낮
은사회계급의가장’등의지표는 Carstairs

등 [3]이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
으나‘자동차소유’는가용자료의한계로
Townsend 등 [2]이제안한‘무가옥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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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부재’로 대치하여 사용한 바
있다. Lee [10]는 Son 이 사용한 변형된
Carstairs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물질적
결핍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Sim [11] 또한 Son이 사용한
Carstairs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물질적
결핍수준과 뇌혈관질환 사망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 물질적 결핍수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대사증후군과
의 관계를 분석한 Kim [9]은 국에서 개
발한 Carstairs 지수와 관상동맥 심질환과
관련성이높다고알려져있는교육척도를
병용하여‘남성 실업률’, ‘육체노동가구
의 비율’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비율’로
구성된지수를사용하 다. Jeong 등 [8]은
기존의 Townsend 지수 항목 중‘자동차가
없는가구의분율’을‘낮은사회계급의가
장의분율’로 대치하여지역의물질적결
핍수준과 표준화사망비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물론 기존의 물질결핍지수를 그대
로원용하여저소득계층과사회경제적결
핍관계를 살펴본 연구 [12]나 주성분분석
기법을이용하여기존의 Townsend 지수와
Carstairs 지수의지표를재구성하여 5세미
만아동의심각한사고(fatal injury)와사회
경제적지위관계를연구한 Kim [13] 의연
구도있으나대부분의연구들은가용자료
의 한계로 시/군/군 수준에서 기존 지표를
변형하여사용한것이다. 

국내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는 Townsend

지수나 Carstairs 지수는 국의 실정에 맞
게개발된물질결핍지수인관계로우리나
라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

Townsend 지수와같은물질결핍지수는건
강수준과의 상관관계가 도시와 농촌에서
다르게나타나 [14] 농촌지역의특성을잘
나타내지못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2].

특히 농촌에서의 물질결핍지수와 건강수
준의 차이는 사회취약층(deprived popul-

ation)이 농촌지역의 경우 넓은 지역에 흩
어져있기때문에도시지역에서물질결핍
지수를측정하는지역단위수준에서는측
정되기가어렵다는의견이있으며 [15], 결
핍지수구성요소가운데자동차소유여부
는이동거리가크고공공교통수단이발달
하지 못한 농촌지역에서 물질적 결핍을

차원으로 측정하 다. 반면, Bradshaw 등
[20]은 사회적 배제를 수입 혹은 자원, 노
동시장, 서비스, 사회적 관계로 구분하여
국사회의사회적배제정도를측정하

다. 국을중심으로한사회적배제연구
는 2000년에들어와유럽연합내국가들간
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Atkinson

등 [21]은유럽연합의사회적배제지표를
경제, 교육, 고용, 건강, 주거, 사회적 참여
6가지 역을제시하여측정하 다.   

Kim 등 [17]은 사회적 배제를“사회구조
적으로 다양한 기회의 박탈 혹은 공동체
에 대한 사회적 연계의 결핍으로 정상적
인사회경제적활동에참여하지못함으로
써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상
태”로 규정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면서
도 한국사회 상황을 반 하는 사회적 배
제 역으로 빈곤, 노동, 실업, 주거, 교육,

건강, 사회적 연계, 사회서비스 등을 제안
한바있다. 이처럼사회적배제의 역은
크게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으로 구
성된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결핍이 사회
생활의 일부로서 사용 가능한 재화나 편
리성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면 사회적
결핍은 개인이 가족이나 직장, 지역사회
와의 맺는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국내외선행연구 [17-21] 를바탕으로사
회적 배제 역에서 다루고 있는 주 배제
역과 각 역의 세부 지표를 분류해 보

면 배제 역은 크게 1) 소득빈곤의 사회
적배제, 2) 노동의사회적배제, 3) 의료의
사회적배제, 4) 교육의사회적배제, 5) 주
거의 사회적 배제, 6) 사회적 관계의 사회
적배제로나눌수있다. 각 역의세부지
표는 소득빈곤과의 사회적 배제 역의
경우빈곤율, 소득, 수입, 소비행위등의지
표가, 노동과의 사회적 배제 역에는 고
용률, 실업률, 저임금근로자 비율, 비정규
직 비율, 노사조직률, 근로빈곤층 비율 등
의 지표가 포함되며 의료의 사회적 배제
역에는 기대여명, 주관적 건강상태, 의

료욕구 미충족, 진료 대기시간 등의 지표
가 포함된다. 교육과의 사회적 배제 역
에는 저학력 비율, 학업중퇴자율, 학생들
의 문자해독수준 등의 지표가 포함되며

측정하기에는부적합한것으로보고된바
있다 [15].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결핍지수
등의공통점과다차원적인결핍상태에주
목하는‘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근간으로우리나라의실정에부합하는통
합결핍지수(Composite Deprivation Index,

본연구에서산출한지역결핍지수는이하
통합결핍지수로명명함)를개발하고자하
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인용되

었던 Townsend 지수와 Carstairs 지수와 비
교하고 통합결핍지수가 지역의 결핍수준
을 잘 설명해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
요한 건강결과인 표준화사망비와의 상관
관계를고찰하 다.  

통합결핍지수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기반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물
질적 결핍의 정태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
는 전통적 의미의 빈곤과는 달리 물질적
결핍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과정에 초점
을 맞춘 개념이다 [16]. 따라서 관심대상
계층은경제적으로취약한소득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근로, 주거, 의료, 교육 등 다
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배제되고있는계층까지포괄
한다.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기존의 결
과로서초래된빈곤에대한완화정책에서
더 나아가 예방과 결과의 중요성을 동시
에 강조한다 [17].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논의의유용성에도불구하고국가와사회
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관련 연구자도 그 개념을 다양
한 조작적 정의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
다 [16]. 이 때문에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
은 일정한 범주의 단일한 의미로 정의되
고있지못하다 [17]. 

사회적 배제를 포괄적으로 측정한 대표
적인 연구인 Robinson과 Oppenheim [18]의
연구는 국의 사회적 배제를 크게 실업,

저기술(교육), 건강하지못함, 열악한주거,

높은 범죄율, 가정 파탄, 빈곤(저소득)의 7

가지 역으로분류한후이 7가지 역의
지표를이용하여 국사회의사회적배제
정도를측정하 다.  Burchardt 등 [19]은사
회적 배제를 소비행위, 저축행위, 생산행
위,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 등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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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는 이유를 대부분이 자기집을 소유
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고있다. 또한
도시에서의 전세, 월세의 종류는 다양하
며가격차이또한매우크므로단순히가
옥소유여부로물질적결핍정도를측정하
는것은무리가있다. 하지만주택구조및
주거환경지표는지역의결핍정도를나타
내는대표적인지표이기때문에최저주거
기준미달지표를적용하 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처음으로 마련
되어 2004년건설교통부공고로법제화되
었다 [24]. 최저주거기준은시설기준, 방수
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구성되
며시설기준에는주택에갖추어야할최소
한의 시설기준으로 부엌, 화장실, 목욕시
설을 포함한다. 방수와 면적 기준은 가구
원 수를 고려하며 구조·성능·환경기준
으로 주택의 물리적 구조와 생활에 필요
한설비및주변환경, 자연재해에대한위
험 등이 고려된다 [24]. 본 연구에서 적용
한 최저주거 기준 지표는 인구주택 총조
사전수조사데이터를사용하여산출하
고법에공시된최소거주기준의침실분리
원칙과 최저거주면적 산정근거를 이용하
여 면적 및 방수를 계산하 다. 고시상에
나타난침실기준은 1) 부부는동일한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이상의이성자녀는상호분리, 4)

노부모는별도침실사용이다.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지표는 노동과 소득이다. 그 중에서도 노
동으로부터의배제는소득에 향을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
에 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갖게된다 [25]. Kim 등 [25]은노동으
로부터의배제에대한기본지표로고용율,

실업률,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소득자
업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노조조직률을,

보완 지표로는 근로빈곤층 비율, 사회보
험가입률, 일자리만족도를제시한바있
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계층간 사망률 차
이를분석한대표적인건강불평등연구보
고서인 블랙리포트(black report) [26]는 낮
은 직업군에 속할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
으로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
서도 사회계층 즉, 직업수준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실업과빈곤은그사회의물
질적 결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의 하나이다 [2,3,6]. 실업은 15-64세 인구
중구직상태에있으면서신체적으로일을
할수있는사람비율로정의하 으며, 빈
곤에 대한 프락시로는 조사대상 지역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비율을사용하 다.

물론 빈곤은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
라그개념이달라질수있으나공적부조
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
의 증감이 빈곤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
요지표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기초생
활수급 대상자 비율을 적용하 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2년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수급권자는 2003년 137만명,

2005년 151만명, 2007년 155만명으로지속
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기존 물질결핍지수에서 사용한 가옥 비
소유지표와가구의가구원수를부엌이나
거실을제외한가구의사용방수로나누어
1.5이상인경우과잉 집가구로정의되는
지표는 도시/농촌 간의 가옥소유 의미가
상이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지표이다. Hur와 Sung [22]은 농어촌 지역
의 주거생태를 분석한 결과 농촌의 경우
94.1%가 자택을 소유하고 있어 가옥 소유
여부는농촌지역에서빈곤에 향을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Lee [23]는
빈곤층과비빈곤층에서주거비차이가거

주거와의사회적배제 역에는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수, 임대료 연체 가구수, 쪽
방거주 인구수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사
회적 관계와의 사회적 배제 역에는 가
족과친구의부재, 사회적활동의제한, 선
거만 참여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
은사회적이탈등의지표가포함된다.  

본연구는자료의가용성과한국의상황
을고려하여위의 6가지사회적배제 역
중에서 소득빈곤의 사회적 배제 역, 노
동의사회적배제 역, 주거의사회적배
제 역과 사회적 관계의 사회적 배제
역을통합결핍지수의주 역으로선정하
다. 지역의 결핍수준을 측정하는 변수

는 사회적 배제 역에서 다루고 있는 주
배제 역과 여러 나라의 주요 결핍지수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
(Table 1)을참고하여선정하 다. 이때, 노
동의 사회적 배제 역의 세부 지표인 실
업을 하나의 독립된 지수 역으로, 저임
금근로자 비율 또는 비정규직 비율을 설
명하는 낮은 사회 계급을 노동이라 명명
하여 하나의 사회적 배제 역으로 간주
하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역 결핍 역은 실업, 빈곤(공적부조),

주거, 노동, 사회적관계이며각 역의지
표는 실업률,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거주
기준미달, 낮은 사회계급, 편부모 가구이
다. 지표의조작적정의는다음과같다.  

Table 1. Indicators of deprivation index 

Indicator UPA Townsend Carstairs IMD NZDep2001 Canada

Unemployment
Poverty
Mean household income
Elderly living alone who received  
Pension/public assistance benefit

Education
Qualification
No car
Owned home
Overcrowded household
Living environment
Low social class
Unskilled occupation
Changed address
Communication
Ethnic minority
Child under five years
Divorce/separation
SIngle parent
Percentage of people living alone
Poor health and disability
Crime r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PA: underprivileged score, IMD: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NZDep2001: NZDep index of depriva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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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이심한것으로보고하고있다
[7,27].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노동
으로부터의배제지표로서가구의가구주
가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가구의가구원
수의비율을적용하 다. 

빈곤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
은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편부모 가정의 증가
는 노인층의 증가와 함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8]. 서
구국가의경우이혼율의증가나미혼여성
의 출산 등으로 인해 전체가구에서 편부
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다 [29]. 우리나라의경우 1960

년대 40만가구에서 1990년 89만여가구로
2.3배의 증가율을 보 다 [29]. 편부모 가
구의 사회적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편부
모의 경우 배우자 상실 이외에도 가사와
자녀양육문제, 역할갈등 및 역할 과중 등
의 문제에 직면하며 자녀들은 정서적 불
안, 성취도저하성역할부재등의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30]. 편부모 가구는 60세
미만부모중세대구성이부+자녀이거나
모+자녀인가구로정의하 다 (Table 2). 

재료 및 방법

1. 통합결핍지수 산출방법

일반적으로 결핍지수를 구성하는 각
역은 독자적인 가산적 향력(additive

effect)을 가지게 되나 각 변수의 결핍점수
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역의 결핍

점수를 총괄하기 위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변환을위해서는첫째, 각
역의 분포를 일치시키고 둘째, 각 역의
단위 향력을 없애며 셋째, 역간의 상
쇄화과정이결핍지수의기본원리에부합
해야하고넷째, 지역의결핍정도를잘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기하변환(geometric transformation)은 앞
서기술한 4가지요구조건을잘만족한다.

즉, 모두같은변환을하게됨으로써동일
한분포를가지게된다. 동일한분포는점
수값의범위와최대/최소값을일치시킴으
로써각 역의점수를총괄할때단위행
정지역의 인구수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는다. 각 역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를
가지는 지역의 점수도 기하분포내에 잘
포괄할 수 있게 되고 각 역들간의 상쇄
효과도적절히관리될수있다. 본연구는
Z변환하여 합산한 Townsend 지수 [2]나
Carstairs 지수 [3] 또는주성분분석과간접
표준화방법을사용한캐나다의결핍지수
[6]와는 달리 국의 IMD 결핍지수 개발
시 사용된 방법인 기하변환 [4]을 적용하
여각 역의 향을산출하 다. 

통합결핍지수에서 사용되는 기하변환
변환식은 식 (1)과 같다. R은 해당변수의
순위를 총분석단위 수(N)로 나눈 값의 음
수를 의미한다(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편

부모 가구 변수가 총 3,538개 지역 중 100

번째순위를차지하면그해당지역의 R값
은 -100/3,538이다). R = - 1/N일 때 결핍정
도가가장낮은상태를, R = 1일때가장심
각한결핍을나타낸다. 이때N은분석단위
지역의수이다. 각지역의순위값을R값으
로 변환하여 식 (1)에 대입하면 각 역의
지역결핍값이산출된다. 각 역을식 (1)

과 같이 변환할 경우 각 역 점수(X)는 0

에서 100까지분포하며 5가지 역으로구
성되는 통합결핍지수는 0에서 500까지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변환식을 조정함으
로써 한 역의 결핍순위가 미치는 과도
한 향을 축소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
진다. 

2. 결핍지수간 비교분석

1) 연구자료
본연구에활용한자료들은통계청사망

통계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인구
주택총조사자료와각시군구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기초생활수급자 자료이
다. 이 중 표준화사망비 산출을 위해서
2004-2006년통계청사망통계자료와 2003-

2006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
고, 물질결핍지수인 Townsend 지수와

Carstairs 지수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결핍지수 산출을 위해서 2005년 10%

인구주택총조사자료, 2005년인구주택총
조사전수조사와 2005-2006년시군구기초
생활수급자자료를활용하 다.   

2004년 이전까지의 통계청 사망자료는
특히 도시지역에서 세부 동(洞)이 누락되
어 있는 경우가 많아 최하의 행정구역을
시군구단위까지만제공되어왔다 [31]. 하
지만, 2004년부터는각행정기관에서사망
신고를 받을 때 세부 동 기재여부를 확인
한 후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
없이읍면동단위까지의자료를제공하고
있다 [31]. 본 연구는 지역 분석단위를 읍
면동수준으로하 다.

표준화사망비는 2004-2006년의 3년간사
망자수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 읍
면동별표준화사망비를산출하기위해관
찰기간인 3년동안발생한행정구역변동
사항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여

Table 2. The domains of composite deprivation index 

Domain Indicator Definition Data Source

Unemployment

Poverty

Housing

Labor

Social networ

Male unemployment 
proportion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nefits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Low social class

Single-parent household 

Percentage of male persons aged 15-64 who are 
economically active and seeking job

Percentage of persons who receiv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nefits 

Percentage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bedroom standards, housing 
facilities standard, floor space standard, and the 
separate bedroom principle)

Percentage of all persons in households with a 
head of the household who is engaged in 
elementary occupations

Percentage of all persons in a single parent-
parent household where the parent is under age 
60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5-2006 mean-tested 
benefit recipients data†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Statistics Korea, †adminitration data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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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을 확정하 다. 즉, 분석기간 동안
행정동개편으로인한통합지역은통합되
어 변경된 지역으로, 분리지역은 분리 이
전의 지역으로, 명칭변경 지역은 명칭이
변경된지역으로분류하여분석에포함하
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 1

동과 목포시 산정 2동은 목포시 용당 1동
으로통합되었는데분석에서는목포시용
당 1동으로변경하여사용하 다. 또경기
도고양시일산구일산 2동은경기도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과 경기도 고양시 일
산 서구 일산 2동으로 분리되었는데 분석
에서는 분리 전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 2동으로 통합하 다. 북제주군 한림
읍은제주시한림읍으로명칭이변경되어
변경된명칭인제주시 한림읍으로수정하
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과 기

흥읍은경기도용인시기흥구로통합되면
서 구갈동, 구성동, 기흥동, 마북동, 보정
동, 상갈동, 서농동, 신갈동, 어정동의 9개
동으로분산되어명확한구분이이루어지
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 다. 이상의 과
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대상
읍면동행정단위수는총 3,538개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준화사망비는 간

접표준화사망비로 각 연도별 연앙인구의
평균을표준인구집단으로하는연령별기
대사망률을계산한다음관찰사망자수에
대한 기대사망자수의 비로 표준화사망비
를계산하 다. 이는 Kim과 Yoon [31]의연
구에서 이용한 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표준인구로 2004년,

2005년, 2006년의주민등록연앙인구의평
균값으로 하 고, 표준화사망자수 또한
2004-2006년의사망자수의평균값을이용
하 다. 연령구간은전체연령을대상으로
5세 구간으로 범주화하 으나 Kim과
Yoon [31]과는달리 80세이상인구는동일
구간으로하 다. 인구수나사망자수가적
은소지역에서평균적인표준사망비의수
치에 의존할 경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있기때문에소지역간표준화사
망비를산출할때에는신뢰구간을고려해
야 한다 [31]. 신뢰구간은 Kim과 Yoon [31]

이사용한방법을이용하여산출하 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읍면동별 사망자
수는 남,녀별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연구에서의표준사망비는연령표준사
망비이며, 그값은 100을곱한백분율로표
시하 다. 통합결핍지수와의비교를위해
사용된 Townsend 지수와 Carstairs 지수는
Chu 등 [12]의 연구결과를 이용하 고 통
합결핍지수는식 (1)을이용하여산출하
다. Townsend 지수와 Carstairs 지수는대략
-10에서 10의 값을 가지며 물질적 결핍이
심할수록 빈곤도가 높은 지역으로 양의
값을 가지며, 물질적 결핍이 적을수록 빈
곤도가 낮은 지역으로 음의 값을 갖는다.

통합결핍지수는각 역별로 0에서 10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론상 0에서 최대 500

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지역
의결핍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결 과

상자-그림(box plot)과핵 도그림(kernel

density plot)의특성을동시에보여주는 바
이올릿 그림(violit plot)인 Figure 1은 대도
시, 중소도시, 농촌별로 표준화사망비와
통합결핍지수의 값, 그리고 해당변수의
변이 정도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평균 표준화사망비는

각각 95.0, 105.5, 108.4로 대도시는 표준인
구집단보다 비교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이
낮은반면중소도시와농촌지역의표준화
사망비는표준인구집단보다높았다. 또한
대도시보다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농촌
에서의사망수준이높았으나지역내표준
화사망비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는
대도시(SE=17.02)에서 가장 컸고 농촌
(SE=13.80)으로갈수록작았다. 대도시, 중
소도시, 농촌의평균통합결핍지수는각각
115.6, 105.8, 105.1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
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촌에 비해 지역의
결핍수준이다소높았으며중소도시와농
촌의 결핍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
핍정도의 변이는 대도시가 344.8(최솟값:

8.9, 최댓값: 353.8), 중소도시가 287.7(최솟
값 :8.5, 최댓값:296.2), 농촌이 182.9(최솟값:

26.8, 최댓값: 209.7)로대도시가가장컸으
며농촌지역이가장작았다 (Figure 1).

Table 3은 통합결핍지수가 가장 낮은 하
위(결핍정도가작은) 20개지역과가장높
은상위(결핍정도가큰) 20개지역을표준
화사망비(95% 신뢰구간[CI] 포함)와 함께
제시해놓은표이다. 통합결핍지수가가장
낮은지역은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으로
통합결핍지수는 8.5이었고 통합결핍지수
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동구 범

Figure 1.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nd the Composite Deprivation Index in big-city, middle-city,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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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5동으로 통합결핍지수는 353.7이었다.

통합결핍지수가낮은하위 20개지역은충
청남도계룡시남선면을제외하고는모두
동지역이었으며이중경기도가 9개, 서울
특별시가 6개로 전체의 75%가 경기도와
서울지역이었다. 통합결핍지수 하위 20개
지역의 표준화사망비는 모두 표준인구집
단보다낮았으나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
3동(SMR, 67.5; 95% CI=17.5-149.8), 경상북
도 구미시 공단 2동(SMR, 53.7; 95% CI=

14.0-119.1), 충청남도계룡시남선면(SMR,

57.7; 95% CI=29.7-94.9)은신뢰구간의범위
가 매우 넓게 조사되어 주민등록 인구수
또는사망자수에서극단값이존재할가능
성이 있다. 표준화사망비가 높으면서 결
핍정도가 큰 20개 지역 또한 모두 동지역
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부산광역시가

10개, 대구광역시가 3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하 으며, 결핍정도가 큰 이들 지역
의표준화사망비는부산광역시동구범일
5동,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 부산광역
시동구수정3동을제외한 17개지역모두
에서표준인구보다높았다. 

한편, 본연구에서개발한통합결핍지수
가 농촌을 포함한 각 지역의 결핍수준을
잘 설명해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의 물질결핍지수인 Townsend 지수 및
Carstairs 지수와표준화사망비와의상관정
도(상관계수 및 회귀계수를 이용함)를 대
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먼저 Townsend 지수의 경우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표준화사망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중소도시로
갈수록 그 상관관계의 정도는 약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Townsend 지수값과 표준화사망비
의 상관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유의하지않았다). Carstairs 지수또한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표준화사망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농촌지역에서는
표준화사망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Townsend 지수와마찬가지로읍면동수준
의소지역결핍정도를대표하기에부적당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개발한통합결핍지수는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모두표준화사망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관정도 크기
또한 Townsend 지수와 Carstairs 지수 보다
높았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상
관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읍면동수준의소지역에서도해
당 지역의 결핍정도와 표준화사망비와의
관계를 보다 잘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3, Figure 2).

Table 4는 표준화사망비와 각각의 결핍
지수와의상관관계및회귀계수를나타낸
표이다. 분석결과표준화사망비와결핍지
수와의 상관성(correlation)을 나타내는 상
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통합결핍
지수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모두에서 표준화사망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Townsend 지수와,

Carstaris 지수는대도시와중소도시에서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핍지
수의 단위 증가에 대한 표준화사망비의
크기변화를 나타내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 값을 보면 Townsend 지수는
Townsend 지수 1 증가시 표준화사망비는
대도시의 경우 2.44%, 중소도시의 경우
1.32%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두지
역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 다. 반면농촌지역의표준화사망비
는오히려 0.47% 감소하 으며 5%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등 일
관된경향을보이지않았다. Carstaris 지수
또한 Carstairs 지수 1 증가시표준화사망비
는대도시의경우 2.54%, 중소도시의경우
1.61% 증가하 으며, 두 지역 모두 5% 유
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 다. 하지
만 농촌지역의 표준화사망비는 0.32% 감

Table 3. Composite deprivation index (CDI)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with 95%
confidence interval (CI) in the lowest 20 areas and highest 20 areas

Province District (Si-Gun-Gu) Sub-district (Eup-Myen-Dong) CDI SMR (95% CI)

Lowest 20 areas
Jeollanam-Do
Seoul
Gyeongsangbuk-Do
Gyeonggi-Do
Seoul
Gyeonggi-Do
Gyeongsangbuk-Do
Gyeonggi-Do
Gyeonggi-Do
Gyeonggi-Do
Gyeonggi-Do
Daegu
Gyeonggi-Do
Chungcheongnam-Do
Seoul
Seoul
Gyeonggi-Do
Seoul
Seoul
Jeollanam-Do

Highest 20 areas
Daegu
Busan
Busan
Busan
Incheon
Daejeon
Busan
Gangwon-Do
Daegu
Busan
Seoul
Busan
Daejeon
Busan
Daegu
Jeollabuk-Do
Incheon
Busan
Busan
Busan

Gwangyang Si
Songpa-gu
Gumi Si
Yongin Si Suji-gu
Gangnam-gu
Bucheon Si Wonmi-gu
Pohang Si Nam-gu
Seongnam Si Bundang-gu
Suwon Si Yeongtong-gu
Yongin Si Suji-gu
Anyang Si Dongan-gu
Seo-gu
Ansan Si Danwon-gu
Gyeryong Si
Seocho-gu
Songpa-gu
Seongnam Si Bundang-gu
Songpa-gu
Yangcheon-gu
Mokpo Si

Seo-gu
Dong-gu
Gangseo-gu
Seo-gu
Jung-gu
Dong-gu
Busanjin-gu
Chuncheon Si,
Dong-gu
Sasang-gu
Gangnam-gu
Geumjeong-gu
Dong-gu
Yeongdo-gu
Buk-gu
Jeonju Si Wansan-gu
Dong-gu
Dong-gu
Dong-gu
Dong-gu

Geumho-dong
Jamsil 3-dong
Gongdan 2-dong
Seongbok-dong
Dogok 2-dong
Sang 3-dong
Hyogok-dong
Sunae 2-do
Taejang-dong
Jukjeon 2-dong
Pyeongchon-dong
Mannyeon-dong
Hosu-dong
Namseon-myeon
Seocho 4-dong
Oryun-dong
Imae 2-dong
Jamsil 5-dong
Mok 1-dong
Sinheung-dong

Bisan 2.3-dong
Sujeong 2-dong
Daejeo 1-dong
Nambumin 1-dong
Dowon-dong
Soje-dong
Beomjeon-dong
Geunhwa-dong
Ansim 1-dong
Mora 3-dong
Suseo-dong
Seo 1-dong
Panam 2-dong
Dongsam 3-dong
Sangyeok 1-dong
Wansandong
Songnim 4-dong
Beomil 6-dong
Sujeong 4-dong
Beomil 5-dong

8.5 
8.9
9.3

12.6
14.1
15.1
15.9
16.0
17.4
17.6
17.8
17.9
17.9
18.2
18.3
18.4
18.6
18.6
18.7
18.7

277.2
282.2
283.5
285.4
286.1
288.1
289.6
296.2
298.9
302.7
302.7
302.9
307.5
309.8
314.2
332.1
332.2
335.3
337.1
353.8

079.7 (55.2-108.7)
067.5 (17.5-149.8)
053.7 (14.0-119.1)
066.1 (52.9-80.7)
053.0 (40.2-67.5)
056.6 (41.9-73.6)
088.5 (68.5-111.2)
056.3 (37.9-78.2)
096.0 (77.1-117.0)
064.1 (46.2-85.0) 
093.7 (69.1-122.1)
080.0 (56.6-107.5)
073.2 (58.5-89.6)
057.7 (29.7-94.9)
059.0 (45.6-74.1)
051.6 (37.3-68.2)
068.4 (51.3-87.8)
056.7 (40.5-75.6)
075.5 (59.6-93.3)
079.9 (59.3-103.6)

131.1 (107.9-156.5) 
090.1 (65.9-118.0)
115.4 (92.4-140.9)
121.7 (92.1-155.3)
102.2 (69.4-141.3)
121.3 (83.5-166.3)
120.3 (93.9-149.9 )
111.9 (85.0-142.6) 
115.2 (97.5-134.3)
143.4 (120.8-167.8)
098.0 (81.6-115.8)
136.8 (107.4-169.8)
115.1 (92.4-140.2)
123.9 (101.4-148.6) 
130.9 (107.8-156.1)
100.6 (75.7-128.9)
112.0 (73.7-158.2 )
115.2 (86.3-148.3)
113.4 (84.4-146.7)
090.5 (64.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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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 으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아 Townsend 지수와마찬가지
로 농촌지역에서 결핍정도와 표준화사망
비와의 관계를 적절히 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통합결
핍지수의경우통합결핍지수 10 증가시표
준화사망비는 대도시의 경우 1.42%, 중소
도시의경우 0.85%, 농촌의경우 0.47% 증
가하 으며 세 지역 모두 5% 유의수준에

서통계적으로유의하 다. 통합결핍지수
의표준화사망비와의회귀계수는다른두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처럼 보
이는데 이는 Townsend 지수나 Carstairs 지
수와측정단위가다르기때문이다. 

통합결핍지수의 각 역별 지표와 표준
화사망비의상관계수및회귀계수의유의
성을 분석한 결과 빈곤 역 지표만이 대
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모두에서 상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체적인 역별지표의상관계수와회귀계
수는빈곤, 주거, 노동 역지표에서통계
적으로유의하 다. 통합결핍지수에포함
된 역중 Townsend 지수나 Carstairs 지수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역은 실업과
노동이다. 이 역은 농촌지역에서 상관
계수, 회귀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Figure 2. Relation between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Composite Deprivation Index, Townsend Index and Carstairs Index in big-city, middle-city and rural
areas.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coefficient for the relation between deprivation index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in big city, middle
city, and rural areas

Indices

SMR

Big city (n=1,581)

r* (p-value) β† (95% CI) r (p-value) β(95% CI) r (p-value) β(95% CI) r (p-value) β(95% CI) 

Middle city (n=1,128) Rural area (n=829) Total (n=1,538)

Composit deprivation index

Townsend index

Carstairs index

CD I components
Male unemployment rat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nefits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Low social class

Single-parent household

CDI: composite deprivation index, CI: confidence interval. 
*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 coefficient.

0.5052
(0.0000)
0.4047

(0.0000)
0.4374

(0.0000)

0.2118
(0.0000)
0.4320

(0.0000)
0.4292

(0.0000)
0.4031

(0.0000)
0.3018

(0.0000)

0.1421
(0.13-0.15)

2.4396
(2.17-2.71)

2.5367
(2.28-2.79)

0.1720
(0.13-0.21)

0.5215
(0.47-0.58)

0.6002
(0.54-0.66)

0.3246
(0.29-0.36)

0.2473
(0.21-0.29)

0.2504
(0.0000)
0.1742

(0.0000)
0.2102

(0.0000)

0.0671
(0.0242)
0.2008

(0.0000)
0.2137

(0.0000)
0.0832

(0.0052)
0.0410

(0.1691)

0.0851
(0.07-0.10)

1.3194
(0.88-1.75)

1.6076
(1.17-2.05)

0.0583
(0.01-0.11)

0.1647
(0.12-0.21)

0.1734
(0.13-0.22)

0.06770
(0.02-0.12)

0.0391
(-0.02-0.09)

0.1095
(0.0016)
-0.0524
(0.1316)
-0.0337
(0.3326)

0.0357
(0.3051) 
0.0992

(0.0042)
0.0261

(0.4529)
0.0389

(0.2633)
0.0373

(0.2833)

0.0467
(0.17-0.08)

-0.4719
(-1.10-0.16)

-0.3246
(-0.96-0.31)

0.0503
(-0.05-0.15)

0.0734
(0.02-0.12)

0.0172
(-0.03-0.06)

0.4060
(-0.03-0.11)

0.0802
(-0.07-0.23)

0.3158
(0.0000)
0.2361

(0.0000)
0.2479

(0.0000)

-0.0253
(0.1330)
0.3835

(0.0000)
0.3513
(0.0000) 
0.1200

(0.0000)
-0.0257
(0.1269)

0.1054
(0.09-0.12)

1.7159
(1.48-1.95)

1.7488
(1.52-1.97)

-0.0215
(-0.05-0.01)

0.3267
(0.30-0.35)

0.2992
(0.27-0.33)

0.1021
(0.07-0.13)

-0.0218 
(-0.05-0.01)



표준화사망비와 지역결핍지수의 상관관계 399

지않았다. 다만전체적인 역별지표값
에서 노동만이 상관계수, 회귀계수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 또한
Townsend 지수나 Carstairs 지수에 포함된
나머지변수들은표준화사망비와음의상
관관계를 보여 이 모두를 고려하여 보면
본연구에서산출한통합결핍지수가기존
의 물질적 결핍지수인 Townsend 지수와
Carstairs 지수보다표준화사망비를설명하
는데 있어서 지역의 결핍정도를 보다 잘
대표하는것으로보인다.  

고 찰

Stafford와 Marmot [32]은 개인의 건강위
험요소를 통제한 후에도 특정 지역의 사
회경제적특성이거주지역주민들의건강
에 향을 미친다는 가정하고, 지역결핍
에 의한 근린효과(neighbourhood effect)와
개인의건강상태에관계에대하여두가지
모형을제안한바있다. 첫번째모형은부
유한 지역에 사는 개인이 그렇지 못한 지
역에 사는 개인보다 물질 및 사회적 자원
에대한접근(지역의기회, 사회적지지구
조, 지역사회서비스등)이용이하기때문
에 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총가용자원모형(collective resource model)

이다. 두 번째 모형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와그들이거주하는지역사회의사회
경제적 수준 차이가 개인의 건강에 향
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국소적사회불평등
모형(local social inequality model)이다. 즉,

부유한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
한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보다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형
이다. 본 연구는 Stafford와 Marmot의 개념
에따르면총가용자원모형에근거를두고
있다. 지역사회의총가용자원량을통합결
핍지수로측정하고지표가좋을수록지역
사회의 건강상태(표준화 사망비)도 좋을
것이라는가정에근거하고있는것이다.

분석결과 통합결핍지수는 기존의 물질
결핍지수인 Townsend 지수나 Carstairs 지
수보다 표준화사망비를 설명하는데 있어
지역의물질적결핍정도를잘설명해주는
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지역과같은소지역

에서도지역의결핍정도를잘설명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Son [7]

과Lee [10] 그리고 Sim [11]이Carstairs 지수
를, Jeong 등 [8]은 Townsend 지수를변형하
여사용한바있지만기존의물질결핍지수
가 농촌지역의 건강 불평등 수준을 잘 반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

존의 연구들은 물질결핍지수들이 지역의
건강수준과높은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
로보고하 고 [15,33] 시골에비하여도시
지역에서여성에비해남성에서결핍지수
와지역의사망률간의상관관계가강한것
으로보고하 다 [2,34].

지표를개발하기위해고려되어야할사
항은 지표 개발에 근거가 되는 기본원칙
이 있는지 여부와 가용자료의 한계이다.

지역사회결핍정도를측정하기위한지수
개발에서연구자들마다다른변수와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왔다. 즉, 지표개발에 있
어서 실용적이고 자의적인 변수 선택은
[34] 논쟁거리를 제공하나 지역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변수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지표의의미는퇴색될수있다. 따라서가
용자료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표 개발의
기본 원칙하에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는 가용자료의 한계를 고
려하고 사회적 배제라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면서 사회적 배제의 주요 역과
물질결핍지수의 공통점을 참고하여 5개
지표인 실업(실업률), 빈곤(기초생활수급
자 비율), 주거(최저기준 미달가구 비율),

노동(낮은사회계급비율), 사회적관계(편
부모가구 비율)로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
결핍지수를개발하 다. 

지표개발과 관련하여 교육 역이 지표
에서누락된것에대해논쟁이있을수있
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사회적 배제의 주
요 역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공통지표 중 교육부문 지
표는 학업중퇴자율이며 [16] 캐나다 물질
결핍지수의교육 역은 19세이상인구중
에서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소지
한 사람의 비율이다. 또한 국 IMD 교육
역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아동 및

청소년 집단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학력
소지자비율을중심으로교육 역의결핍

정도를측정하 다. 이에본연구또한교
육수준을주요결핍지수지표로사용하려
했으나우리나라에서는아직교육이지역
의 결핍정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지표 구성항목에서 제외하 다. 실제로
사회경제적지표인교육수준은연구에따
라 건강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며 연령에 따라서도 그 향이 다른
것으로보고된바있다 [7,35] Son [7]은직
업, 교육수준 그리고 물질적 결핍이 사망
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개
인적인변수들인직업계급및교육수준과
지역에기반한물질적결핍변수와의상호
연관성이없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Lee

[23]는 비빈곤가구 가구주의 평균 학력이
8.4년으로빈곤가구가구주의평균학력인
7.0년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력은
농어촌 빈곤여부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보고하고있다. 또한 Min과 Choi

[36]는 농촌지역 가구주의 대부분이 무학
을 포함한 국졸이하이기 때문에 학력이
농촌 빈곤여부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
는것으로보고하고있는등농촌및빈곤
층에 있어서의 학력은 향력이 없거나
적은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역분석단위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역분석단
위 선택이 지역간 비교에 향을 미쳐 분
석지역 단위의 차이에 따라 결과에서의
변위가 나타나는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
(modifiable area unit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 분석단위의 크기가 작을수록 분석
단위에포함된개체수가적어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큰 단위로
묶을 경우 지역의 차이를 반 하지 못하
는 결함을 가지게 된다 [37]. Armhein [38]

은 회귀분석계수와 평균, 분산이 분석단
위의 차이에 따라 어떤 향을 받는지 조
사하 는데, 회귀계수는분석단위가클수
록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평균 및 분산도
더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 다. 분석지역
단위의크기나동질성과관련하여다수의
연구 [39]에서작은지역분석단위사용이
더설득력있는연구결과를도출함을보고
하 다. 그러나 Reijneveld 등 [40]은 지역
분석단위의크기에따라지역결핍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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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조사하 는데 지역의 크기 차이가
건강상태의집적화에 향을미치기는하
지만 지역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에 어
떤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하
다. 연구결과에서제시하지는않았지만

시군구단위로분석한결과와읍면동을분
석단위로 산출한 통합결핍지수와 표준화
사망비간의 상관관계에서 차이가 발견되
었다. 시군구 단위분석에서 도시지역 일
수록상관관계가크고결핍지수의단위변
화당 표준화사망비의 변화 역시 큰 것으
로나타났으나농촌지역의경우 Townsend

지수나 Carstairs 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않은음의값을가졌고, 본연구에
서 산출한 통합결핍지수는 10% 유의수준
에서만통계적유의하 다.     

외국의 경우 결핍지수와 건강수준과의
상관관계가 도시와 농촌에서 그 향이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즉, Townsend 지수
와같은전통적인결핍지수는도시지역과
는달리농촌지역의건강수준과상관관계
가 적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는가 하
면, 도시와 유사한 향을 농촌지역에서
도 나타난다는 상반된 연구보고도 있다
[14].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사회취약계층이농촌지역의경우넓은지
역에 흩어져 있어 결핍지수 측정단위의
지역수준에서 측정되기가 어렵고 [15], 특
히 자동차소유 여부는 이동거리가 크고
공공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농촌지역
에서물질적결핍을측정하기에는부적합
하며,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결핍지
수의 경우 센서스 자료가 농촌지역의 특
징을 반 할 수 있는 변수를 포괄하고 있
지못한한계점 등다양한이유에서비롯
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15].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표개발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존의 결핍
지수에서 사용한 주택 및 자동차의 소유
여부를 채택하지 않았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생태를 분석한 결과 94.1%가 자택 소
유이고, 도시와는 달리 일반 승용차가 아
니라 농사에 필요한 트럭이나 승합차를
가지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자동차
는 재산이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생활 필

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농가경제통계를이용한 Lee [23]는빈
곤층과비빈곤층에서주거비차이가거의
없는이유로대부분이자기집을소유하고
있어 주거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 다. 농촌 빈곤
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농지면
적, 농업용 고정자산의 크기 등 [23,36]으
로보고되었다. 

그리고단일지표산출시각지표의표준
화작업의필요성이언급되어야할것이다.

인구센서스를기반으로한지역사회결핍
지수는 복합지수(composite) 형태를 띠는
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복합지수를구
성하는변수들의분포가비대칭적일경우
표준편차가 과장되며, 이 경우 변수를 표
준화하지 않으면 다른 변수와 비교시 왜
곡된결과를야기할수있다 [11]. 그러므로
단일지표산출시표준화의작업은필수적
이다. Townsend 지수나 Carstairs 지수의경
우 Z변환을수행하여이런문제점들을극
복하려 하 다. 본 연구는 국 IMD 지표
산출방식을 원용하여 통합결핍지수 산정
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지역 백분위를 계
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이
와 함께 각 변수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가
중치 사용문제와 가중치 값 산출 방식 또
한 결핍지수와 관련된 주 논의점인데 본
연구는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주성분분석기법을이용하여주요변수를
선정하고 통합결핍지수를 산출한 연구
[6,5,13] 도 있다. 그러나 통합결핍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간의 가중치 산정이 또
다른 논쟁을 가져올 수 있고 아직 뚜렷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
구는가중치를고려하지않았다.

통합결핍지수의 각 역별 변수와 표준
화사망비의상관계수및회귀계수의유의
성을 분석한 결과 빈곤 역 지표만이 대
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모두에서 상관
성이 있고 회귀계수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모든 변수가 지역별 연관
성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
주지 못하 지만 이들을 종합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적 배재의 다차원 역이 상호

적절히 결합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Townsend 지수나 Carstairs 지수를 구성하
는 역 중 주택소유여부, 자동차소유, 주
택혼잡도는나머지변수들과음의상관관
계를 보여 이들을 종합한 결과에서도 통
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여주기못하
기때문이다(결과생략).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각 역별 변수가 지역구분에 따라 상
관성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역
을 대표하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개
선의 소지가 있음을 나태내주는 것으로
해석될수도있다.   

통합결핍지수를 구성하는 변수의 선정
방법으로본연구는통합결핍지수를구성
하는 5가지 변수와 표준화사망비의 통계
적 유의성 보다는 사회적 배재 개념틀과
자료의 가용성에 바탕을 두었다. 표준화
사망비와결핍지수를구성하는각요소들
의 통계적 유의성만으로 지표 구성을 하
기에는 논리적 또는 실제적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다. 주성분요소분석을 수행한
Kim 등 [13]의 연구는 주택소유와 실업을
결핍지수 산정시 제외하 는데 결과지표
와의 통계적 유의성 보다는 이들 변수가
지표를구성하는나머지변수와분산구조
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저자들은 이들 변
수가 농촌의 특성을 잘 반 하지 못할 것
이라는 결론에서 이들을 제외하 다. 본
연구는통합결핍지수의각변수를사회적
배재의 고유한 역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 기때문에이들을통합하기위한
주성분요소분석은의미가적은것으로간
주하 다.    

연구의제한점은다음과같다. 

본연구에서사용한자료의한계로인한
분석결과의오류가있을수있다. 통합결
핍지수를 구성하는 5가지 변수 중 최소거
주기준과기초생활수급자수를제외한나
머지 남성실업률, 노동(낮은 사회계급 비
율), 사회적관계(편부모가구비율)은 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 10% 자료를 사용하
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를 이용한
방대한규모의자료이지만여전히전수조
사가 아닌 표본조사가 가지는 한계가 있
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경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시기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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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로인한문제가있다. 또한본연구는
인구집단의 건강결과지표 중 표준화사망
비에만 주목하 다. 따라서 다른 건강결
과와 지역사회 결핍지수와의 상관성에서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지표가 여전히 유효
할 것인가는 미지수이며 이는 전적으로
다음연구의몫이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에서 많이 인용되는
Townsend 지수나 Carstairs 지수의 한계를
극복하는우리나라실정에부합하는통합
결핍지수를개발하고자하 다. 표준화사
망비에 향을 미치는 포괄적 요소에 대
한 분석이 아니라 지역사회 결핍지수 개
발및적용이본연구의주관심사이기때
문에지역구분에따른통합결핍지수의상
관관계와그크기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역구분
에따라표준화사망비차이를통합결핍지
수와 Townsend 지수, Carstairs 지수를비교
하 는데본연구에서개발한통합결핍지
수가기존의두 지수보다표준화사망비와
지역결핍지수와의관계를보다잘표현하
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지역일수로 결
핍지수와 표준화사망비의 상관관계가 크
고결핍지수의단위크기에대한표준화사
망비의 변화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비교 결핍지수 중 통합결핍지수만이
농촌지역에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표준화사망
비에 향을미치는원인요소의규명에서
개인과지역차원의사회경제적요소를함
께 보정하여 분석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잔여 교란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
다. 왜냐하면개인수준의특성요소만으로
표준화사망비에 향을미치는요소를온
전히 파악할 수 없고 지역사회의 독자적
인 특성이 소지역의 표준화 사망비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표준
화사망비등건강수준에미치는 향요소
를 규명하기 위한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위치를측정하려는시도는여전히중요한
의미를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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