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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이하 심장충격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미국심장협회는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지역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심장충격기 관리에 비용부담이 있고,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건강위험 관리 및 대처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심장충격기 설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자치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확인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심장충격기 설치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0-2014년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심정지 자료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등록된 서울시 심장충격기 설치 자료, 서울시 

지방세 징수액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과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을 구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거주인구 10,000명당 1년간 발생한 

심정지수(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와 동 지방세 납부금액, 구 

지방세 납부금액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동의 거주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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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사용하였다. 다수준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전체 동의 심정지 위험지역 중 평균 10%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높은 동에 거주인구 10,000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를 보정한 후에도 구 

지방세 납부액이 큰 동에 거주인구 10,000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더 많았다. 지방세 납부금액과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사이에는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의 심장충격기 설치율은 

낮은 수준으로,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외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되어 있다. 향후 진행될 심장충격기 

사업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지역에서 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어: 심정지, 심장충격기, 사회경제적 위치 

학  번: 2015 – 2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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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연구 배경 

심정지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3 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나 생존 

퇴원율은 5%밖에 되지 않는 응급의료영역의 주요 문제이다.(1, 2)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치료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심정지 상태 인지 및 신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작, 빠른 

제세동 적용, 기본 및 전문 응급의료서비스, 효과적 전문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로 이어지는 일련의 치료 과정이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생존 사슬”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3) 

그 중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일반인이 심정지 상태를 인지하여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제세동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이하 심장충격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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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동이란 환자의 심장 리듬이 심실세동인 상황에서 환자의 

피부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내 세동을 

제거하고 정상 심장리듬이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다. 심장충격기는 

이러한 제세동 기능을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에게 패드를 붙이기만 하면 자체적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판독하여 사용자에게 제세동 필요 여부를 알려준다. 

그래서 일반인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심장충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심정지 환자의 초기 심장리듬이 

심실세동인 경우 제세동이 1 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 성공 

가능성이 7-10%씩 감소하므로 제세동은 심정지 환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4, 5) 심정지 상황에서 구급대 

도착 전에 근처에 있는 일반인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심정지 

발생에서부터 제세동까지의 시간이 줄어들어 신경학적 예후가 좋은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다.(6-10) 그래서 구급대 도착 전에 

일반인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 심장충격기 교육이 포함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지역에 

심장충격기를 광범위하게 설치하는 심장충격기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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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황에서 심장충격기를 심정지 위치로 이동시키는 시간을 

고려하면 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반경 100m 이내에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12-14) 그래서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심정지에는 호발지역이 있고 심정지 발생 위험이 큰 특정 

장소들이 있어,(15-17) 심정지 위험지역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다.(18-20) 2005 년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심정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5 년에 1 회 이상 심정지가 

발생하는 심정지 위험지역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1)  

 

이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위치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심장충격기는 기차역, 공항, 카지노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22, 23) 그러나 미국 

아틀란타시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심정지 발생 장소와 

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사이에는 연관성이 크지 않았고, (24) 캐나다 

토론토시에서도 학교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낮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심정지 위험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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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된 장소가 일치하지 않았다.(23) 

이렇게 실제 시행된 심장충격기 사업에서 심장충격기가 심정지 

위험지역에 설치되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 24, 25)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 발생한 

심정지 수 외에 어떤 요인이 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천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서울에서 시행된 서울시 

심장충격기 사업을 대상으로 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서울특별시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업 

한국에서 심장충격기는 2007년부터 설치가 시작되어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신설되며 일반인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나 법률상 응급처치 제공 책임이 

없는 일반인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불리며 일반인에게 심장충격기 사용을 권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2008년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카지노시설, 경마장 등 공공장소에 



5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마련되었고, 2010년 

심장충격기의 기본적인 설치, 운영, 관리원칙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2년 선박, 항공기, 철도객차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 주거시설에 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심장충격기 설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13조, 법률 제4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서울특별시는 2015 년 기준 인구 약 1,000 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한국에서 최초로 적극적으로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이하 심장충격기 사업)을 시행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2012 년부터 심장충격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 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 예산으로 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재정지원).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고, 국비 

50%, 시비 50% 부담비율의 예산을 배정하여 본격적으로 

심장충격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시설과 구청장이 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였고, 각 



6 

 

자치구 보건소(이하 구 보건소)는 구비의무시설에 공문을 보내 

규정과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구 보건소는 자체 예산으로 주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장충격기를 직접 설치하기도 하고, 관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심장충격기 사업을 통한 

심장충격기 설치를 연계하기도 하였다. 구 보건소에서 자체 

예산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설치를 시행하였고, 구비의무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한 구가 많으나 

설치 장소 선정방법은 구마다 달랐다. 서울시 심장충격기 사업 역시 

구비의무시설뿐만 아니라 비 의무시설도 심장충격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었고, 선정된 기관에는 구비의무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외 일부 아파트에서는 민간 

심장충격기 업체와 제휴하여 심장충격기와 함께 광고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장충격기를 지원받아 설치하기도 하였고, 상업시설과 

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장충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 보건소는 관내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에 대해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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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지고 심장충격기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심장충격기 

등록현황을 파악하였다. 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의 관리자로 

하여금 설치 주체 및 의무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된 

심장충격기를 구 보건소에 응급장비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관할 구 보건소에 보고하고 심장충격기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구 보건소는 서울시 심장충격기 

사업 집행의 주체로서 심장충격기 설치부터 등록, 관리, 사용내역 

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3) 연구 문제 

심장충격기는 심정지라는 예상하지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기기이며 구입비용이 비싸고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인이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설치를 

결정하여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25, 26)  

 

심정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심정지 발생뿐만 아니라 심정지 상황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제공 여부 및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심정지가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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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은 더 적게 이루어지고,(27-31) 

심정지 환자의 예후도 더 불량하다.(31, 32) 미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가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더 적게 받고,(30) 대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의 예후가 더 불량하다.(31) 국내에서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심정지 환자의 치료와 예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2015 년에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고졸) 이상인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심정지가 고졸 이상 거주자의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한 심정지에 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더 많이 

받는다.(33) 2011 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박탈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정지가 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에 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받을 확률이 2 배 높고 생존 퇴원율도 2 배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34)  

 

이와 같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일반인 심폐소생술 제공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30, 33, 

34) 그러나 심정지 생존사슬에서 또 하나의 주요 사슬인 



9 

 

심장충격기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가 없다. 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할 것이 권장되므로, 상대적으로 심정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5, 36)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지역에서 흉통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에도,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지역에 구급대 도착 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37) 또한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가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더 적게 받고 생존 퇴원율도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심정지 환자 생존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지역에 심장충격기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27-31, 34) 그러나 실제 시행된 심장충격기 

사업들을 보면 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하기보다는,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경우가 많다.(25, 38) 그래서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건강관련지식이 많고 건강위험에 더 적절히 반응하며 심장충격기 

사용에도 더 능숙하다는 점을 고려하면,(39-41)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지역에서 심장충격기 설치에 더 큰 관심과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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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장충격기 관리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42)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정지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 발생한 심정지 수를 

고려하여 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심장충격기 설치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지역에서 심정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의 예후가 더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지역에 심장충격기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2 년부터 각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 발생한 

심정지 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설치계획 없이 구 보건소의 자체적인 

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역 시설들의 자발적인 심장충격기 설치 

신청에 따라 심장충격기 설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전에 발생한 심정지 수 외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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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심장충격기 설치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특히 구 

보건소가 심장충격기 사업 집행의 주체로 기능하며,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구의 보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구에 심장충격기가 더 많이 

설치되었을 수 있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의 최소 행정단위인 ‘동’을 연구단위로 하여 

각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를 조사하고,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구에 포함된 동에 심장충격기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구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는 공개되어 있는 

구 지방세 징수액을 사용하여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이 

클수록 구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지역의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는 동의 거주인구 

10,000 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와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야 할 

위험지역 중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비율을 나타내는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두 가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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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이 큰 구에 속한 동이 거주인구 

10,000 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많은지 확인해 본다. 이는 

설치된 심장충격기의 절대 개수에 관련된 지표로서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지역에 심장충격기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둘째,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이 큰 구에 속한 동이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이 더 높은지 확인해 본다. 이는 심장충격기가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지표로서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지역에 심장충격기가 더 

위험지역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이 큰 구에 속한 동이 거주인구 

10,000 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더 많다.  

가설 2: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이 큰 구에 속한 동이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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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연구 자료 수집  

 

1) 심정지 자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운영하는 구급활동일지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에는 심정지 

발생 신고 일시와 발생 위치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발생 위치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2개 사례를 제외한 21,611개의 심정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심장충격기 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서울시 심장충격기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심장충격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심장충격기 등록대장에는 

심장충격기 설치 연도와 설치 위치, 설치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2015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심장충격기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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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개이다. 등록된 심장충격기 중 설치 주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21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구급차에 설치된 173개과 

의료기관에 설치된 375개는 특정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설치 주소를 확인 

가능한 심장충격기 6,609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심장충격기는 공공지역에 설치된 것과 주거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안전센터,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쇼핑몰, 기업체, 공원, 학교 등 대중 다수가 접근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을 공공지역으로 정의하였고,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주거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대상 심장충격기 6,609개는 공공지역에 3,706개(56%)가 

설치되어 있고, 주거지역에 2,903개(44%)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지방세 징수액 자료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 사용한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은 서울시 통계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되는 서울시 지방세 

징수액 자료 중 서울시 심장충격기 사업의 시작 연도인 2012년 

구별 지방세 징수액 자료와 동별 지방세 징수액 자료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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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http://stat.seoul.go.kr/) 서울시는 25개 구, 423개 

동으로 구성되며, 동별 지방세 징수액 자료에는 강동구 전체 18개 

동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동 지방세를 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는 

강동구 18개 동을 제외한 24개 구, 405개 동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연구 설계 

 

서울시를 WGS84 좌표계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100m×100m의 

정사각형 격자(경도 0.0009, 위도 0.0011 간격)로 구분하였다. 

정사각형 격자의 좌하지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울시는 

62,358개의 격자로 구성된다. ‘다음카카오사’에서 제공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이용하여 심정지 발생 주소와 심장충격기 설치 

주소를 경도-위도 형태의 좌표로 변환하였다. 심정지 자료에서 

발생 위치 세부주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동 

대표좌표, 인근좌표, 행정동 대표좌표의 3가지 대리좌표 중 적절한 

좌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좌표로 변환된 심정지 발생 주소와 

심장충격기 설치 주소를 서울시 격자자료에 통합하여 격자별로 각 

http://sta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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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에서 5년간 발생한 심정지 개수와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개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사각형 격자의 좌하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격자가 속하는 동을 확인하고, 격자별 심정지 발생개수와 

심장충격기 설치개수를 통합하여 각 동의 5년간 심정지 발생개수와 

심장충격기 설치개수를 확인하였다.  

 

설명변수로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 

수준의 변수(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구 수준의 변수(구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포함하였다. 

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설치할 것이 

권장되므로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 발생한 심정지 수를 보정하지 

않고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를 조사할 경우 사회경제적 위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구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효과와 

구에 속한 각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수와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정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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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수는 공공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별로 계산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는 공개된 qGI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도로 표현하였다.  

 

 

다.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 종속 변수 

(1)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서울시 각 동에 얼마나 많은 수의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수(이하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심장충격기 수를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로 나누어 동의 인구 일인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를 

구하고, 여기에 10,000을 곱하여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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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개)  

=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개수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
 × 10,000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개수는 정규 분포를 하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여 로그(log) 치환을 사용하여 정규 분포를 

이루는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공공지역, 주거지역 

심장충격기로 나누어 시행한 추가 분석에서도 공공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주거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에 로그 치환을 

사용하여 정규 분포를 이루는 형태의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미국심장협회는 기존에 발생한 심정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5년간 1회 이상 심정지가 발생한 지역을 심정지 위험지역으로 

규정하여 우선적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장충격기가 실제로 설치되어야 할 곳에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심정지 자료를 바탕으로 5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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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심정지가 발생한 격자를 심정지 위험격자로 정의하였다. 

확인된 위험격자 중 심장충격기가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격자의 

비율을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로 정의하였다.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위험격자

심정지 위험격자
× 100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역시 로그(log) 치환을 사용하여 

정규 분포를 이루는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설명 변수 

(1)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각 동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심정지 개수를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로 나누어 각 동의 거주인구 일인당 5년간 발생한 

심정지 수를 구하였다. 이를 5로 나누어 거주인구 일인당 1년간 

발생한 심정지 수를 구하고 여기 다시 10,000을 곱하여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1년동안 발생한 심정지 수를 구하였다. 이를 

각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로 정의하였다.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개)  

=
동의 5년간 발생한 심정지 수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
 ÷  5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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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의 인구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을 사용하였다. 서울시 통계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 구 지방세 징수액과 구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을 구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로 나누어 구의 인구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을 구하였다. (이하 

구 지방세)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원)  =  
구의 지방세 징수액

구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
 

 

동일한 방식으로 동 지방세 징수액 자료를 사용하여 동의 지방세 

징수액을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로 나누어 동의 인구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을 구하였다. (이하 동 지방세) 

동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원)  =  
동의 지방세 징수액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
 

 

동 지방세와 구 지방세는 사분위로 나누어 순서형 변수(ordinal 

variable)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라.  통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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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100m 격자, 동, 구 단위로 구성된 자료에서 분석단위는 

‘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여러 개의 격자가 모여 

동을 이루고, 여러 개의 동이 모여 구를 이루는 위계적 구조의 

자료이다. 위계적 구조로 구성된 자료에서 서로 다른 수준에 있는 

변수를 하나의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일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집단 내 상관성이 고려되지 않아 추정치와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위계적 

구조의 자료에서 각 수준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에 적절한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연속 

변수이므로 다수준 선형회귀분석(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과 구 단위 변수들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모델이 다수준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변수를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기초모델에서 집단 내 상관성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을 측정하였다. ICC는 

종속변수의 전체 분산 중에서 상위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구에 속하는 동의 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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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정도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구 수준의 

ICC 값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변수를 하나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델(null model)을 구축하여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에 서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초모델에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변수만을 투입한 것을 모델 1로 하였다. 모델 1에 

동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모델 2를 구축하였고, 모델 

1에 구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추가한 것을 모델 3으로 하였다. 

모델 1에 동 지방세 사분위 변수와 구 지방세 사분위 변수 둘 다를 

넣은 것을 모델 4로 하여 최종 모델로 하였다. 각 모델 별로 

설명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한지 확인하였고, 다수준 분석의 최종 

모델은 임의절편모델(random intercept model)을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다수준 분석 모델은 아래와 같다. 

 

기초모델: 동 수준 변수, 구 수준 변수를 모두 포함하지 않은 모델 

모델 1: 동 수준 변수인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변수만 

포함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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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 동 수준 변수인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와 동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포함한 모델 

모델 3: 동 수준 변수인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와 구 수준 

변수인 구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포함한 모델 

모델 4: 동 수준 변수인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동 지방세 

사분위와 구 수준 변수인 구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포함한 모델 

 

 본 연구의 최종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Ytd = 𝛽0  + 𝛽1 ×  𝑅𝑖𝑠𝑘𝑡𝑑 + 𝛽2 × 𝑇𝑜𝑤𝑛 𝑇𝑎𝑥𝑡𝑑 +𝛽3 × 𝐷𝑖𝑠𝑡𝑟𝑖𝑐𝑡 𝑇𝑎𝑥𝑑  + 

                 𝜇𝑑 + 𝜀𝑡𝑑 

Ytd: 동 수준의 종속변수 

βn: 각 해당 변수의 추정계수 

Risktd: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Town Taxtd: 동(town)의 인구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사분위 

District Taxd: 구(district)의 인구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사분위 

μd:구 수준의 설명되지 않은 임의절편 

εtd:동 수준의 임의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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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통계는 SA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다수준 분석은 

Stata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25 

 

3. 연구 결과 

 

가.  동의 특성 

 

1)  일반적인 특성 

서울시는 25개 구, 42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23개 동의 

평균 인구수는 24,315명이다. 포함된 동의 평균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는 은평구 31,411명이고 가장 적은 구는 중구 8,955명으로, 

은평구의 동 평균 인구수는 중구 동 평균 인구수의 약 3.5배이다.  

 

25개 구의 일인당 구 지방세 납부금액 중위수는 720,000원이다. 

구 지방세 납부금액이 가장 큰 구는 중구 9,150,000원이고, 그 

다음으로 큰 구는 강남구 3,880,000원, 종로구 3,450,000원 

순이다. 중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구가 적어 인구 일인당 구 지방세 

납부금액이 크고, 두 번째로 큰 강남구의 2배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구 지방세 납부금액이 가장 작은 구는 노원구 430,000원이고, 그 

다음으로 작은 구는 관악구와 은평구가 각각 490,000원이다. (표1,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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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동의 특성 

  동  
동  

인구 

거주 

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a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b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격자 

비율
c
  

구 

지방세

g 

전체 공공
d 

주거
e 

전체 위험
f 

단위 (개) (명) (개) (%) (천원) 

전체 423 24,315  4.08 4.53 2.90 0.79 6.47 8.33  720  

강남구 22 26,444  3.74 4.17 3.10 1.11 6.03 8.01  3,880  

강동구 18 25,740  3.71 5.75 2.07 2.70 5.85 7.70   780  

강북구 13 25,725  4.66 7.16 4.87 2.10 13.76 14.81 520  

강서구 20 29,785  3.54 2.98 1.84 0.39 3.29 3.74 660  

관악구 21 25,192  3.63 1.96 1.48 0.37 4.04 6.67 490  

광진구 15 25,012  4.42 4.64 4.42 0.00 6.98 9.09 720  

구로구 15 30,307  3.74 2.59 1.14 1.15 2.33 3.45 710  

금천구 10 25,617  4.13 3.54 2.56 0.42 7.67 8.71 990  

노원구 19 30,433  4.75 9.44 3.59 5.76 16.67 25.00 430  

도봉구 14 25,232  3.93 4.18 2.63 0.80 7.11 9.09 500  

동대문구 14 26,702  4.96 3.21 1.72 1.35 7.32 13.84 770  

동작구 15 27,518  3.61 4.02 2.59 0.73 9.80 12.00 710  

마포구 16 24,897  4.73 5.37 3.13 0.70 6.99 6.26 1,170  

서대문구 14 23,079  4.73 5.30 3.25 0.89 6.78 12.13 710  

서초구 18 25,070  3.85 6.59 3.52 1.97 4.97 6.75 2,540  

성동구 17 17,945  3.91 6.09 3.01 1.74 9.76 13.64 930  

성북구 20 23,478  4.27 4.18 2.83 0.70 4.37 6.13 600  

송파구 26 25,210  3.77 3.52 1.93 0.53 4.23 6.35 1,090  

양천구 18 27,167  3.16 3.92 2.77 0.44 8.62 9.31 680  

영등포구 18 23,212  3.99 5.52 3.93 1.72 9.19 12.31 2,100  

용산구 16 15,494  5.13 6.28 5.61 0.51 6.14 10.00 1,800  

은평구 16 31,411  3.63 3.52 2.78 0.00 5.84 7.90 490  

종로구 17 9,637  6.08 8.06 8.06 0.50 10.98 12.00 3,450  

중구 15 8,955  7.79 27.14 14.38 0.00 14.00 10.71 9,150  

중랑구 16 26,164  4.51 2.11 1.72 0.36 3.09 5.06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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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동의 거주인구 10,000 명당 1 년간 발생한 심정지 개수 

b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동의 거주인구 10,000 명당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개수  

c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격자 비율: 분모 격자 중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격자의 비율 

d공공: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대중 다수가 접근 가능한 지역  

e주거: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f위험: 이전 5 년간 1 회 이상 심정지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격자 

g구 지방세: 구의 인구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동 인구는 평균,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격자 비율은 중위수로 제시 

 

그림1. 서울시 구별 일인당 구 지방세 납부금액  

 

  



28 

 

2) 심정지 발생 및 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특성 

서울시 423개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1년에 발생하는 

심정지 수의 중위수는 4.08개이다. 포함된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1년에 발생하는 심정지 수 중위수가 가장 큰 구는 

중구로 7.79개이고 그 다음으로 큰 구는 종로구 6.08개이다.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1년에 발생하는 심정지 수 중위수가 가장 

작은 구는 양천구로 3.16개이고 그 다음으로 작은 구는 강서구 

3.54개이다. (그림 2)  

 

그림2. 서울시 동별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서울시 423개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의 중위수는 4.53개이다. 그 중 공공지역에 설치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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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개이고 거주지역에 설치된 것은 0.79개로, 주거지역보다 

공공지역에 더 많은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동의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중위수가 가장 큰 구는 중구로 거주인구 10,000명당 

27.14개의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큰 구는 

노원구로 9.44개가 설치되어 있다. 동의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의 중위수가 가장 작은 구는 관악구로 거주인구 10,000명당 

1.96개의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 두 번째로 작은 구는 

중랑구 2.11개이다. 중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가 적어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도 크고,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도 

많다.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의 중위수가 가장 큰 중구와 가장 

작은 관악구는 약 14배 차이가 관찰된다. (그림 3) 

 

그림3. 서울시 동별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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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전체 격자 중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격자의 비율은 

서울시 423개 동 전체에서 중위수 6.47%이고,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의 경우 서울시 전체 중위수 8.33%이다.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중위수가 가장 높은 구는 노원구로 

위험지역의 25%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노원구는 서울시 

심장충격기 사업의 주된 협력자였던 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어 

적극적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던 구이다. 노원구의 거주인구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는 중구보다 적지만 위험지역 설치율의 경우 

중구의 2배 이상이다.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중위수가 가장 

낮은 구는 구로구로 위험지역의 3.45%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4) 

 

그림4. 서울시 동별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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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지방세 사분위별 동의 특성 

 

표 2.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사분위별 동의 특성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사분위 

    
전체 

(중위) 

전체 

(평균) 

1 사분위 

(최저) 

2 사분위 

 

3 사분위 

 

4 사분위 

(최고) 

구 지방세 a (천원) 720 1,460 500 690 940 3,710 

거주인구당 심정지발생비 b(개) 4.08 4.69 4.29 3.89 4.50 5.98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c(개)   
   

 
전체 4.53 7.46 6.13 4.58 6.39 12.35 

 
공공 d 2.90 4.87 3.05 2.93 3.56 9.86 

 
주거 e 0.79 2.58 3.08 1.64 2.83 2.49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격자비율 f(%)      

 
위험 격자 g 중 8.33 10.51 12.03 8.50 10.46 10.41 

 
전체 격자 중 6.47 8.35 9.43 6.71 8.00 8.81 

  위험 없는 격자 h중    5.88 8.08 9.02 6.25 7.81 8.74 

포함된 동의 개수(개)    423 423 106 119 82 116 

포함된 구의 개수(개)    24  24 5 6 6 7 

a구 지방세: 구의 인구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b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1년간 발생한 심정지 개수 

c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개수  

d공공: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대중 다수가 접근 가능한 지역 

e주거: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f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격자비율: 분모 격자 중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격자의 비율 

g위험 격자: 이전 5년동안 1회 이상 심정지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격자 

h위험 없는 격자: 이전 5년동안 심정지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격자 

 

*분위별 구 지방세,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격자 비율: 평균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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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서울시 동별 일인당 구 지방세 납부금액별 십분위  

 

그림6. 서울시 동별 일인당 구 지방세 납부금액별 사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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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는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423개 

동을 사분위로 나누어 구 지방세 사분위에 따른 동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6) 구 지방세 납부금액이 가장 작은 1사분위에 

속하는 동의 거주인구 10,000명당 1년에 발생하는 심정지 수의 

평균은 4.29개이고, 4사분위에 속하는 동은 5.98개이다.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의 경우 4사분위 동에서 평균 

12.35개로 1사분위 동 평균 6.13개보다 약 2배 많은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중 공공지역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의 경우 

1사분위 동 평균이 3.05개인데 비해 4사분위 동의 평균은 

9.86개로, 4사분위 동의 평균이 1사분위 동 평균의 약 3배였다. 

반면 거주지역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의 경우 공공지역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에 비해 사분위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의 경우 구 지방세 납부금액이 가장 

작은 1사분위 동의 평균이 4사분위 동의 평균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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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에 대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에 대해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명변수로 사용된 동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강동구 전체 18개 동을 제외한 서울시 24개 구, 405개 동을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1)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에 대해 시행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는 표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기초모델의 결과에서 집단 내 상관성(ICC)을 산출해 본 결과 

ICC 값은 0.2915867이었다. 즉, 전체 분산 중 구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 정도로 다수준 모델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동 수준 변수와 구 수준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기초모델에서 

유의한 동간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의 차이가 

관찰되었다(상수의 표준편차 0.4, 95% 신뢰구간; 0.28, 0.54). 기초 

모델에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를 투입한 모델1에서 상수의 

표준편차는 0.32로 감소하였고, 모델 1에 지방세 납부금액 

사분위를 추가하였을 때 상수의 표준편차는 더 감소하였다(모델 2 

0.30, 모델 3 0.27, 모델 4 0.29). 이는 추가한 변수들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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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확인된 동간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지방세 사분위를 추가했을 때보다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를 추가했을 때 감소하는 폭이 더 커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지방세 사분위보다 동간 변이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델 1에서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커지는 데에 따라 

심장충격기 설치개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회귀계수 0.08, 

95% 신뢰구간; 0.06, 0.10), 이는 다른 설명변수들을 포함한 모델 

2, 3, 4에서도 유의하였다.  

 

모델 1에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변수인 동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추가한 모델 2에서 동 지방세 납부금액이 클수록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개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동 지방세 납부금액이 

커질수록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증가 효과도 더 커져 동 

지방세 납부금액이 가장 큰 4사분위가 2, 3사분위에 비해 더 큰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동 지방세 

납부금액 4사분위에 속하는 동은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를 

보정한 후에도 1사분위에 속하는 동보다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가 44% 더 많았다(4사분위 회귀계수 0.44, 95% 신뢰구간; 0.24, 

0.65). 모델 1에 구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추가한 모델 3에서는 구 

지방세 납부금액이 가장 큰 4사분위에서만 1사분위에 비해 유의한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증가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동 지방세 사분위, 구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 4에서 구 지방세 사분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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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았다. 최종 모델인 모델 4에서 동 지방세 납부금액 

4사분위에 속하는 동은 1사분위에 속하는 동보다 거주인구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41% 더 많았다(4사분위 회귀계수 0.41, 

95% 신뢰구간; 0.20, 0.62).  

 

이외에 기초 모델에 구 지방세 사분위만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는 4사분위에 속하는 동이 1사분위에 속하는 동보다 

거주인구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54% 더 많았고(4사분위 

회귀계수 0.54, 95% 신뢰구간; 0.13, 0.94), 2사분위와 3사분위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초 모델에 동 지방세 

사분위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3사분위에 속하는 동이 1사분위에 

속하는 동보다 거주인구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25% 더 

많았고(3사분위 회귀계수 0.25, 95% 신뢰구간; 0.07, 0.4), 4사분위 

동은 1사분위 동보다 58% 더 많았으며(4사분위 회귀계수 0.58, 

95% 신뢰구간; 0.37, 0.79), 2사분위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를 고려하여 

분석한 모델 2, 3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세 사분위만을 투입하여 분석했을 때 

지방세 사분위 증가에 따른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증가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전체 심장충격기를 공공지역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와 주거지역에 

설치된 심장충격기로 나누어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공공지역 

심장충격기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했을 때 기초 모델에서 유의한 

동간 공공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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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상수의 표준편차 0.36, 95% 신뢰구간; 0.26, 0.49). 

동간 변이는 기초 모델에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지방세 

사분위를 추가 투입하였을 때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추가한 변수들이 동간 변이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 지방세 사분위와 구 지방세 사분위는 각각 지방세 

납부금액이 가장 큰 4사분위에서 공공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모델 4에서 동 지방세 

사분위와 구 지방세 사분위를 같이 투입하여 분석했을 때 구 

지방세 사분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 4에서 

동 지방세 납부금액 4사분위에 속하는 동은 1사분위에 속하는 

동보다 거주인구당 공공지역 심장충격기 수가 41% 더 

많았다(4사분위 회귀계수 0.41, 95% 신뢰구간 0.24, 0.58). (표4) 

 

주거지역 심장충격기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기초 모델에서 

유의한 동간 주거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의 차이가 

관찰되었다(상수의 표준편차 0.32, 95% 신뢰구간; 0.22, 0.46). 

그러나 기초 모델에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변수를 투가 

투입하였을 때 상수의 표준편차는 동일하게 0.32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방세 납부금액 사분위 변수를 추가 투입했을 때에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모델 2 0.33, 모델 3 0.30, 모델 4 

0.31). 이는 추가한 변수들이 동간 주거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초 모델에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변수를 추가한 

모델 1에서 주거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는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회귀계수 -0.0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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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0.06, -0.01), 이는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델 2, 3, 4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의하였다. 동 지방세 사분위와 구 

지방세 사분위를 투입한 분석에서 동 지방세 사분위와 구 지방세 

사분위는 모두 주거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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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a에 대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 

변수   기초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고정효과 추정치(95% 신뢰구간) 
        

 
동 수준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b
   

0.08 (0.06, 0.10) 0.07 (0.05, 0.09) 0.08 (0.05, 0.09) 0.07 (0.05, 0.09) 

  
동 지방세

c
 

          

   
1 사분위(최저) 

    
0 

   
0 

 

   
2 사분위 

    
0.12 (-0.05, 0.29) 

  
0.13 (-0.04, 0.30) 

   
3 사분위 

    
0.26 (0.09, 0.44) 

  
0.26 (0.08, 0.43) 

   
4 사분위(최고) 

    
0.44 (0.24, 0.65) 

  
0.41 (0.20, 0.62) 

 
구 수준 

          

  
구 지방세

d
 

          

   
1 사분위(최저) 

      
0 

 
0 

 

   
2 사분위 

      
-0.08 (-0.42, 0.25) -0.15 (-0.50, 0.21) 

   
3 사분위 

      
0.13 (-0.20, 0.46) 0.04 (-0.30, 0.38) 

   
4 사분위(최고) 

      
0.39 (0.03, 0.75) 0.18 (-0.20, 0.57) 

 
상수 

 
1.80 (1.64, 1.97) 1.45 (1.28, 1.61) 1.28 (1.09, 1.48) 1.36 (1.11, 1.61) 1.28 (1.01, 1.55) 

             
확률효과 추정치(95% 신뢰구간) 

        

 
상수의 표준편차(σ

2
)

 
0.39 (0.28, 0.54) 0.32 (0.23, 0.45) 0.30 (0.22, 0.43) 0.27 (0.19, 0.39) 0.29 (0.20, 0.41) 

  오차항의 표준편차 0.63 (0.59, 0.68) 0.60 (0.56, 0.64) 0.59 (0.55, 0.63) 0.60 (0.56, 0.64) 0.59 (0.55, 0.63) 

a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동의 거주인구 10,000 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개수에 로그 (log)를 취한 값 

b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10,000 명당 1 년간 발생한 심정지 개수 

c동 지방세: 동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d구 지방세: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집단 내 상관성 (ICC): 0.291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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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공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a에 대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 
변수 기초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고정효과 추정치(95% 신뢰구간) 
        

 
동 수준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b 

  
0.10 (0.08, 0.11) 0.09 (0.07, 0.11) 0.10 (0.08, 0.11) 0.09 (0.07, 0.10) 

  
동 지방세

c 

          

   
1 사분위(최저) 

    
0 

   
0 

 

   
2 사분위 

    
0.06 (-0.08, 0.19) 

  
0.06 (-0.08, 0.20) 

   
3 사분위 

    
0.19 (0.05, 0.33) 

  
0.19 (0.04, 0.33) 

   
4 사분위(최고) 

    
0.44 (0.28, 0.61) 

  
0.41 (0.24, 0.58) 

 
구 수준 

          

  
구 지방세

d 

      
0 

 
0 

 

   
1 사분위(최저) 

      
0.01 (-0.23, 0.26) -0.04 (-0.29, 0.21) 

   
2 사분위 

      
0.04 (-0.20, 0.27) -0.06 (-0.29, 0.18) 

   
3 사분위 

      
0.40 (0.15, 0.66) 0.18 (-0.10, 0.45) 

   
4 사분위(최고) 

          

 
상수 1.45 (1.30, 1.60) 0.99 (0.85, 1.12) 0.86 (0.71, 1.01) 0.90 (0.72, 1.07) 0.86 (0.67, 1.06) 

              
확률효과 추정치(95% 신뢰구간) 

        

 
상수의 표준편차(σ

2
) 0.36 (0.26, 0.49) 0.24 (0.17, 0.35) 0.21 (0.14, 0.30) 0.19 (0.12, 0.28) 0.19 (0.13, 0.28) 

  오차항의 표준편차 0.56 (0.52, 0.60) 0.49 (0.46, 0.53) 0.48 (0.44, 0.51) 0.49 (0.46, 0.53) 0.48 (0.44, 0.51) 

a공공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동의 거주인구 10,000 명당 설치된 공공지역 심장충격기 개수에 로그 (log)를 취한 값 

b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10,000 명당 1 년간 발생한 심정지 개수 

c동 지방세: 동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d구 지방세: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집단 내 상관성 (ICC): 0.28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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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거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a에 대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 

변수 기초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고정효과 추정치(95% 신뢰구간) 
        

 
동 수준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0.03 (-0.06, -0.01) -0.04 (-0.06, -0.01) -0.04 (-0.06, -0.01) -0.04 (-0.06, -0.01) 

  
동 지방세 

          

   
1 사분위(최저) 

    
0 

   
     0 

   
2 사분위 

    
 0.16 (-0.06, 0.38) 

  
 0.17 (-0.05, 0.39) 

   
3 사분위 

    
0.22 (-0.00, 0.45) 

  
0.22 (-0.00, 0.45) 

   
4 사분위(최고) 

    
 0.18 (-0.09, 0.44) 

  
 0.16 (-0.11, 0.43) 

 
구 수준 

          

  
구 지방세 

          

   
1 사분위(최저) 

      
  0 

 
    0 

   
2 사분위 

      
-0.19 (-0.58, 0.19) -0.23 (-0.63, 0.17) 

   
3 사분위 

      
 0.10 (-0.27, 0.48)  0.08 (-0.31, 0.47) 

   
4 사분위(최고) 

      
 0.06 (-0.35, 0.46)  0.01 (-0.43, 0.46) 

 
상수 0.81 (0.67, 0.96) 0.98 (0.79, 1.17) 0.84 (0.60, 1.08) 0.99 (0.71, 1.27) 0.88 (0.56, 1.19) 

              확률효과 추정치(95% 신뢰구간) 
        

 
상수의 표준편차(σ

2
) 0.32 (0.22, 0.46) 0.32 (0.22, 0.46) 0.33 (0.23, 0.48) 0.30 (0.20, 0.44) 0.31 (0.21, 0.45) 

  오차항의 표준편차 0.77 (0.72, 0.83) 0.77 (0.72, 0.82) 0.76 (0.71, 0.82) 0.77 (0.72, 0.82) 0.76 (0.71, 0.82) 

a주거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동의 거주인구 10,000 명당 설치된 주거지역 심장충격기 개수에 로그 (log)를 취한 값 
b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10,000 명당 1 년간 발생한 심정지 개수 
c동 지방세: 동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d구 지방세: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집단 내 상관성 (ICC): 0.145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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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에 대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는 

표6에 제시한 바와 같다. 

 

기초모델의 결과에서 집단 내 상관성(ICC)을 산출해 본 결과 

ICC 값은 0.1897458이었다. 즉, 전체 분산 중 구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 정도로 다수준 모델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동 수준 변수와 구 수준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기초모델에서 

유의한 동간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의 차이가 

관찰되었다(상수의 표준편차 0.40, 95% 신뢰구간; 0.28, 0.57). 

그러나 기초 모델에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지방세 납부금액 

사분위를 추가 투입하여도 상수의 표준편차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추가한 변수들이 기초 모델에서 확인된 동간 변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초모델에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를 투입한 모델 1에서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커지는데 따라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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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회귀계수 0.03, 95% 신뢰구간; 

0.00, 0.06), 이는 다른 설명 변수들을 포함한 모델 2, 3, 4에서도 

유의하였다. 모델 1에 동 지방세 사분위 변수와 구 지방세 사분위 

변수를 포함한 모델 2, 3, 4에서 동 지방세 사분위 변수와 구 

지방세 사분위 변수의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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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a에 대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 

변수     기초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고정효과 추정치(95% 신뢰구간) 
        

 
동 수준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b 

  
0.03 (0.00, 0.06) 0.03  (0.00, 0.06) 0.03  (0.00, 0.06) 0.03  (0.00, 0.06) 

  
동 지방세

c 

          

   
1 사분위(최저) 

    
0 

   
0 

 

   
2 사분위 

    
0.04 (-0.20, 0.28) 

  
0.44 (-0.20, 0.28) 

   
3 사분위 

    
0.23  (-0.01, 0.48) 

  
0.24 (-0.00, 0.49) 

   
4 사분위(최고) 

    
0.09 (-0.20, 0.37) 

  
0.11 (-0.19, 0.40) 

 
구 수준 

          

  
구 지방세

d 

          

   
1 사분위(최저) 

      
0 

 
0 

 

   
2 사분위 

      
-0.18 (-0.66, 0.30) -0.22 (-0.71, 0.26) 

   
3 사분위 

      
 0.00 (-0.46, 0.46) -0.04 (-0.51, 0.43) 

   
4 사분위(최고) 

      
-0.12 (-0.62, 0.39) -0.17 (-0.70, 0.37) 

 
상수 2.13 (1.96, 2.31) 1.99 (1.77, 2.20) 1.90  (1.63, 2.16)  2.05  (1.71, 2.40)   1.99  (1.61, 2.36) 

확률효과 추정치(95% 신뢰구간) 
        

 
상수의 표준편차(σ

2
) 0.40 (0.28, 0.57) 0.40 (0.28, 0.56) 0.40  (0.29, 0.57)  0.39  (0.27, 0.55) 0.39   (0.28, 0.56) 

  오차항의 표준편차 0.83 (0.77, 0.89) 0.82 (0.77, 0.88) 0.82  (0.76, 0.88)  0.82  (0.77, 0.88) 0.82   (0.76, 0.88) 

a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이전 5 년간 심정지가 1 회 이상 발생한 격자 중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격자의 비율에 로그 (log)를 취한 값 

b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10,000 명당 1 년간 발생한 심정지 개수 
c동 지방세: 동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d구 지방세: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 

*집단 내 상관성 (ICC): 0.189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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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는 서울시 심장충격기 등록자료를 사용하여 서울시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를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와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로 

조사하였고,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으로 표현되는 구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와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하였다. 특히 동과 구의 위계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수준 분석을 

사용하여 동 수준 특성의 영향과 구 수준 특성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가.  연구 결과 요약 

 

서울시 심장충격기의 분포에 대해 시행한 본 연구에서 서울시 

전체 동의 심정지 위험격자 중 평균 10%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중위수 8.33%).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높을수록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가 증가하지만,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의 영향을 보정하여도 동과 구의 일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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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금액이 증가할수록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위계적 효과를 가진 동과 구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구 지방세보다 동 지방세가 동에 설치된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와 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특히 

공공지역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에서 뚜렷한 관련성을 보였고, 

주거지역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에서는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제로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야 할 심정지 위험지역에 

심장충격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동의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에는 동 지방세와 구 지방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나.  연구 결과 고찰 

 

구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 423개 

동을 사분위로 나누어 보면 구 지방세 납부금액이 작은 하위 1, 2, 

3사분위 동의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의 평균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해, 구 지방세 납부금액이 가장 큰 4사분위에는 

1사분위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의 2배가 넘는 수의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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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분위 6.13개, 4사분위 12.35개). 이에 대해 다수준 분석을 

수행해 보면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를 보정하여도 동 

지방세 사분위와 구 지방세 사분위는 각각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지방세 납부금액이 클수록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첫 번째 가설대로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이 큰 

구에 속한 동이 인구 10,000명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과 구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동 

지방세 사분위와 구 지방세 사분위를 동시에 분석에 포함했을 

때에는 동 지방세 사분위만이 동의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서울시 심장충격기 

설치사업에 적극적 주체로 기능한 구 보건소의 행정 단위인 구 

수준보다 그 하위 단위이자 심장충격기 설치의 분석 단위인 동 

수준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효과가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개수의 

변이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동과 구가 

위계적 구조를 가진 단위란 점을 고려할 때 동의 효과와 구의 

효과가 완전히 별개인 것은 아니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효과가 정책집행 주체인 구 수준의 효과라기보다는 동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위치의 효과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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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발생 경로를 추론하기 위해 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공공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거지역에 설치된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는 사분위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구 지방세 납부액이 가장 작은 

1사분위에 가장 많은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지역의 경우 4사분위의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가 1사분위의 

약 3배로, 전체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에서 보이는 차이는 주로 

공공지역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공공지역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1사분위 3.05개, 4사분위 

9.86개). 다수준 분석에서도 공공지역 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전체 심장충격기 대상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주거지역 심장충격기의 경우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클수록 

오히려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가 감소하고 동 지방세 사분위와 

구 지방세 사분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공지역이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주민센터, 안전센터 등 공공기관의 수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고,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학교, 지하철역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지역별 분포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각 시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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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충격기가 정해진 수만큼 일정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상가, 쇼핑몰, 기업체 등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의 차이가 동 지방세 

사분위에 따른 심장충격기 수의 차이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동의 민간 운영 다중이용시설이 

심장충격기 설치의 취약지임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서울시 지원 

사업에서 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을 지원했으나 심장충격기는 관리와 

유지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서울시 사업과는 별도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심장충격기 수의 차이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주거지역의 경우 동 지방세와 구 지방세는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 발생한 심정지 수가 심장충격기 설치의 주된 

결정 요인이라는 이전 연구 결과(17, 26)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싱가폴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심정지의 약 70%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15), 독일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약 

65%의 심정지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한다.(43)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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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약 70%의 심정지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나(44) 현재의 

추정치보다 더 많은 심정지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는 등(2), 주거지역은 심정지 발생의 주요 

위험 장소이다. 그러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심정지는 

공공지역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에 비해 예후가 불량하여 주거지역 

심정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생존율 향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5, 46) 심장충격기 사업 시행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주거 지역은 심장충격기 설치에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장소로 지목되었다.(47) 그러나 2010년 

덴마크 코펜하겐시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인구밀도, 주거시설 

종류(아파트, 공공주택 등), 거주자 소득수준 등 주거지역의 특성에 

따라 심장충격기의 비용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48)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의 

주거지역에는 공공지역보다 적은 수의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심장충격기 설치개수 평균: 공공지역 4.87개, 주거지역 

2.58개),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높은 곳에 오히려 

심장충격기가 더 적게 설치되어 있다.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 

위험비와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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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심장충격기 설치와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현재 주거지역에 심장충격기가 워낙 적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과 서울시에서 설치를 지원한 것 

외에 심장충격기 업체에서 일부 아파트에 상업광고를 같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도 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 이루어진 이전 연구들이 주로 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가진 

미국,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인 점을 고려할 때(47),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는 주거지역 인구밀도가 높아 

주거지역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주거지역에서는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높은 곳에 오히려 심장충격기가 더 적게 설치되고 있어, 주거지역 

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선정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장충격기가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 이전에 심정지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의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시 423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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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격자 심장충격기 설치율 평균은 10.51%로 가이드라인에서 

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지역의 약 10%에만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구 지방세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나눈 사분위에서 구 지방세 납부액이 가장 큰 4사분위에 

가장 많은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설치율 평균은 1사분위에서 더 높았다(위험지역 설치율: 1사분위 

12.03% vs. 4사분위 10.41%). 격자에 심장충격기가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격자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격자 하나에 여러 개의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하나의 심장충격기 설치 격자로 파악된다. 4사분위 심장충격기 

설치개수가 1사분위의 2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설치율이 

더 낮다는 것은, 하나의 격자에 여러 개의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전에 심정지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격자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 위험격자 중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격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자 안의 건물 분포와 고층 건물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격자에 몇 개의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전에 발생한 심정지 수를 고려하지 않고 

심장충격기를 광범위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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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17, 49) 아일랜드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각 건물마다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 역시 비용효과적이지 않았다. (49) 

서울시 전체 격자 62,358개 중 이전 5년간 심정지가 발생한 적이 

있는 심정지 위험격자는 12,149개로, 만약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6,609개의 심장충격기가 위험격자마다 1개씩 설치된다면 

6,609개의 위험격자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서울시 전체의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은 54%이 된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423개 동의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평균이 

10%라는 것은 심장충격기를 많이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수준 분석에서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는 모든 모델에서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동 지방세 

사분위와 구 지방세 사분위의 효과는 둘 다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이 큰 구에 속한 

동이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이 더 높다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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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충격기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위험지역 중심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이 

큰 구에 속한 동이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더 높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동에서 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위치와 

심정지 발생에 관해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이 주로 북미, 북유럽 

등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로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연구에서는 북미, 북유럽과는 다르게 

사회경제적 위치와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 사망률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50) 우리 나라에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심정지 발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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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실제 시행된 서울시 심장충격기 사업에서 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 첫 번째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정지 상황에서 심장충격기가 반경 100m 

거리 안에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가로-

세로 100m × 100m의 정사각형 격자로 나누어 심장충격기 설치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심정지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격자와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격자를 조사하여 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할 위험격자 중 심장충격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계산할 수 있었다. 동에 

설치된 심장충격기의 수뿐만 아니라 심장충격기의 실제 사용 

가능한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조사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강점이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 진행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이지만 

실제 정책은 구 단위의 기관인 구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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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과 구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둘 다 

고려하여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구의 사회경제적 

위치보다는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심장충격기 설치 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임을 확인하였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경로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추후의 서울시 심장충격기 지원 사업에 대해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심정지 위험지역의 약 

10%에만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지역의 약 8%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나,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일반인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장충격기를 위험지역에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사회 

경제적 위치가 낮은 동에 거주인구당 더 적은 수의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동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가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적게 받고 예후도 더 불량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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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 생존에서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동의 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민간 운영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민간 운영 다중이용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이 큰 동이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은 더 높지 않았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6,609개의 

심장충격기가 위험격자마다 1개씩 설치되었다면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54%까지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심장충격기를 많이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정지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위험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전략적인 심장충격기 설치계획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거지역과 공공지역으로 나누어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를 

조사하였을 때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낮은 

동에 인구당 심장충격기 설치 수가 더 많았다. 과반수의 심정지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예후가 더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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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권고를 고려한 체계적인 주거지역 심장충격기 

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을 구와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 사용하며 강동구 18개 동은 동별 지방세 징수액이 조사되지 

않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동 수준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제한적이다. 일부 연구에서 동 단위의 박탈지수를 계산하여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 사용한 경우가 있으나(51, 52), 연구 

시점인 2016년에 동 단위 박탈지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센서스 

자료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가용한 최선의 지표로 동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을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동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동의 일인당 지방세 

납부금액은 기존 연구에서 거주인구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다고 

알려진 중구, 종로구에서 높게 계산되는 등 거주인구의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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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 그러나 

거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체, 상업시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통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동의 사회경제적 위치, 특히 경제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지표라 생각된다. 이외 동과 구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 동일한 지방세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Stata 

통계프로그램에서 vif 명령어를 사용하여 다중공선성의 크기를 

확인하였고, 1.73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최근 5년간 발생한 심정지만을 대상으로 심정지 위험지역을 

정의하여, 그 이전에 심정지가 발생한 격자의 경우 위험지역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심정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전에 시행된 연구에서도 

연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 발생한 심정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심정지 위험지역을 정의하였다.(27, 38) 지역의 인구 분포, 

유동인구 수 변화 등 심정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심정지 위험지역을 정의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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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와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계산에는 낮 시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하는 사람의 수와 유동 인구 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수가 적고 낮 시간 활동 인구가 많은 

동은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고, 

인구당 심장충격기 수가 상대적으로 많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발표된 노영선 등의 연구에서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통근·통학 표본집계 결과를 이용하여 낮 시간 유입 

인구를 고려한 심정지 발생율과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한 심정지 

발생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여, 낮 시간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심정지 발생율이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10% 표본을 

사용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이동 자료는 그 타당성이 불분명하고, 

동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정지 발생비와 심장충격기 수를 

계산하였고, 이런 경우 낮시간 인구 이동의 효과는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와 인구당 심장충격기 수를 모두 과대평가하며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관련성 분석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상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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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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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설치된 

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의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조사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이 

있음을 보인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심정지 위험지역의 약 10%에만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전에 심정지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인구당 설치된 

심장충격기 수가 더 많으나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의 영향을 

보정하여도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인구당 더 많은 수의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험지역 중심으로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전반적인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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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erage rate of public access defibrillators of 

Seoul and its association with community 

socioeconomic position  

Sun Young Le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Seoul city has initiated the public access 

defibrillator (PAD) program since 2012 to increase survival 

rat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patient. 

Although current guidelines recommend that deployment of 

public-access defibrillators should account for area-level risk 

of OHCA, this normative criterion is often overlooked in local 

policy implementation and can even be compromis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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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area-level socioeconomic position (SEP).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urrent deployment state of PADs and 

to examine whether community-level SEP is associated with 

deployment of PADs. 

Methods: A population-based observational study was 

conducted using OHCA database (2010-2014) and PAD 

registry data (2010-2015) of Seoul city. Exposure variable 

was district level local tax amount per person which was 

classified with four groups. Confounder was cumulative number 

of OHCA per 10,000 person-years (risk of OHCA) and town 

level local tax amount per person which was classified with four 

groups. Outcome was logged number of deployed PADs per 

10,000 persons and logged risk-area coverage of PADs.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o calculate coefficient (Coef)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Results: There are 25 districts (“gu”) and 423 towns 

(“dong”) in Seoul. Average of risk-area coverage of PADs was 

10.51%. Average of number of deployed PADs per 10,000 



72 

 

persons is 7.46, 6.13 of the lowest district tax group, and 12.35 

of the highest district tax group. In final model of multilevel 

analysis, number of deployed PADs is increased as risk of 

OHCA is increased (Coef. 0.07, 95% CI 0.05, 0.09).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risk of OHCA, town tax grou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number of deployed PADs (The highest tax 

group vs. the lowest tax group Coef. 0.41, 95% CI 0.20, 0.62).  

Conclusions: Risk-area coverage of PADs was low in Seoul 

city. After controlling for risk of OHCA, number of deployed 

PADs increased according to community local tax level.  

 

Keywords: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public access 

defibrillator, socioeconomic position 

Student number: 2015-21962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연구 배경
	2) 서울특별시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업
	3) 연구 문제

	나.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가. 연구자료 수집
	1) 심정지 자료
	2) 심장충격기 자료
	3) 지방세 징수액 자료

	나. 연구 설계
	다.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 종속변수
	(1)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2)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2) 설명변수
	(1)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2)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


	라. 통계적 분석

	3. 연구 결과
	가. 동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심정지 발생 및 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특성 

	나. 구 지방세 사분위별 동의 특성
	다.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에 대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
	1)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2)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4. 고찰 
	가. 연구 결과 요약
	나. 연구 결과 고찰
	다. 연구의 의의
	라. 연구의 한계

	5. 요약 및 결론
	6.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1
1. 서론 1
 가. 연구의 필요성 1
  1) 연구 배경 1
  2) 서울특별시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업 4
  3) 연구 문제 7
 나. 연구 목적 11
2. 연구 방법 13
 가. 연구자료 수집 13
  1) 심정지 자료 13
  2) 심장충격기 자료 13
  3) 지방세 징수액 자료 14
 나. 연구 설계 15
 다.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7
  1) 종속변수 17
   (1)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17
   (2)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18
  2) 설명변수 19
   (1) 거주인구당 심정지 발생비 19
   (2)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 20
 라. 통계적 분석 20
3. 연구 결과 25
 가. 동의 특성 25
  1) 일반적 특성 25
  2) 심정지 발생 및 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특성  28
 나. 구 지방세 사분위별 동의 특성 31
 다. 심장충격기 설치 정도에 대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 34
  1) 거주인구당 심장충격기 수  31
  2) 위험지역 심장충격기 설치율 42
4. 고찰  45
 가. 연구 결과 요약 45
 나. 연구 결과 고찰 46
 다. 연구의 의의 55
 라. 연구의 한계 58
5. 요약 및 결론 62
6. 참고문헌 63
Abstract 7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