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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용한 자료원이 확대되고 분석 방법의 발전에 따라 소지역 단위 

건강 수준 산출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소지역 단위 건강 수준 

산출은 높은 층위의 지역을 분석 단위로 했을 때 가려지는 지역 간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 취약 인구 집단을 발견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소지역 단위 

분석은 지역에 속한 인구 특성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건강 결정 인자들에 

대한 폭로가 고르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가 적다. 지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변환 가능 공간 단위 

문제(modifiable area unit problem, MAUP) 또한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다.  

  소지역 수준 건강 수준 산출은 역학적, 지리적, 통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지역 수준 건강 수준 산출에 적합한 자료원 

활용과 함께 적절한 소지역 단위 및 건강 수준 측정 도구 선정, 

데이터의 희박성을 고려하여 수 년 간의 자료를 합치거나 통계 모형을 

이용한 산출 등이 요구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읍·면·동을 분석 단위로 한 소지역 수준 

사망률이 측정되어 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읍·면·동 수준 

사망률 산출 연구는 다년간의 자료를 합하여 주로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한 후, 읍·면·동 간 표준화사망비를 비교하였다. 표준화사망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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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사망률을 측정한 가장 큰 이유는 선행 연구들에서 이용한 

통계청 자료는 읍·면·동 수준에서 연령군별 사망자 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화사망비는 연령군별 사망률 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산출이 용이하다. 그러나 표준화사망비를 지역 간 사망률 비교에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 이유는 표준인구의 연령군별 

사망률과 해당 소지역의 연령군별 인구수의 곱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는 

표준화사망비의 분모가 소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하여 지역 간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비교하고자 하는 소지역들의 연령 구조가 

유사하여야 한다. 둘째, 표준인구 연령군별 사망률과의 비가 연령군 간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가정을 동시에 만족할 필요는 

없다. 표준화사망비 외에 소지역 수준 사망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비교사망지수와 기대수명 등이 있다. 기대수명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가 쉽고, 산출 시 표준인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건강정보DB)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인구의 성별, 연령, 거주지(읍·면·동)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통계청의 사망통계자료와 연계하여 건강정보DB 

대상자들의 사망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 읍·면·동 수준에서 연령군별 

사망자 수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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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건강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소지역 수준 사망률 산출 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은 소지역 수준에서 사망률 

산출 시의 데이터의 희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로 인접한 

지역이나 시간, 연령군 간 사망률의 자기상관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빌려서 사용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할 경우 안정적인 기대수명 산출을 위하여 지역당 최소 5,000명의 

인구수가 필요하였는데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2,000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인구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서는 안정적 인구 집단인 경우 인구수가 5,000명 

이상일 때부터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이용했을 때 정규성을 만족하기 위한 최소 인구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DB를 우리나라 

읍·면·동 수준 사망률 산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읍·면·동 간 사망률 비교에 적합한 건강 수준 측정 도구를 탐색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들 중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령 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지역 수준 사망률 산출에 

적합한 모형을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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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우리나라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의 읍·면·동 

수준 사망률 산출 이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 수준 인구 및 사망자 수, 

조사망률, 표준화사망비를 비교하였다. 2014-2017년 연구 기간 동안 

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산출한 전체 인구수와 사망자 수는 성별에 

상관없이 국가행정자료의 수치와 거의 같았다. 읍·면·동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 분포 또한 두 자료가 거의 유사하였다. 두 자료의 읍·면·동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크기는 모두 0.996 이상으로 매우 컸다. 읍·면·동 수준 

표준화사망비의 피어슨 상관계수 크기 범위는 0.937-0.972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를 우리나라 

읍·면·동 수준 사망률 산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13-2017년 국민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표준화사망비와 함께 비교사망지수, 기대수명을 이용하여 읍·면·동별 

사망률을 산출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률이 2015년도 전체 인구의 연령군별 

사망률과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도 표준화사망비는 다르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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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동 지역은 읍과 면 지역에 비해서 표준화사망비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하여 매긴 사망률 순위는 

비교사망지수, 기대수명을 이용하여 매긴 순위와 차이가 컸다. 순위 

차이는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비교사망지수와 

기대수명을 이용하여 매긴 순위는 비교적 차이가 적었다. 

비교사망지수와 표준화사망비 간 비는 면 지역에서 변이가 컸는데 특히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변이가 컸다. 따라서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하여 

전국 규모에서 읍·면·동 간 사망률 비교 시에는 비뚤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연령군별 사망률의 획득이 가능하다면 표준화사망비보다 

비교사망지수와 기대수명을 이용하여 읍·면·동 간 사망률을 비교하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13-2017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와 

사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 여성 인구수가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25,000명임을 가정한 

시나리오별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1,000개의 가상 

데이터셋을 생성하였다. 각 시·군·구의 연령 구조는 실제 연령 구조를 

유지하였다. 각 데이터셋을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들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각 방법의 정확성, 95% 

불확실성 구간의 넓이와 함께 참값을 포함할 확률로 정의한 보장률, 

정규성 등을 비교하였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은 선형 항과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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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포함 여부가 다른 세 종류의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은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보다 정확한 기대수명 산출이 가능하였다. 베이지안 공간 모형에 

비해서 시공간 모형의 정확성이 더 나았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95% 불확실성 구간의 넓이는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넓이의 20-60%였고 보장률은 95%를 

하회하였다.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할 경우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일 때 정규성을 만족하였지만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은 인구수가 500명일 때도 정규분포에 근사하였다. 그러나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은 인구수가 많은 시나리오에서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한 지역 간 

기대수명 비교 시 정규성을 가정한 비교가 아니라 사후 분포와 절단값 

선정을 이용한 비교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 2013-2017년 국민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남녀별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도시-

농촌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가 나타났는데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서 

격차가 더 컸다. 지역 내에서도 읍·면·동 간 기대수명 격차가 나타났다. 

연구 기간 동안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의 중앙값은 남녀 모두 전국 평균 

기대수명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의 분산 

크기는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구기간 동안 읍·면·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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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의 연평균 변화율 산출 결과, 기대수명의 연평균 변화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크기가 크지는 않았다. 2013년 기대수명과 

연평균 변화율 간 관련성 분석 결과에서도 남녀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한 결과, 지역 

간 및 지역 내 기대수명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연구기간 동안 읍·면·동 간 

기대수명 격차의 크기가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읍·면·동 수준 사망률을 산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원과 적절한 측정 도구를 탐색하고, 데이터의 

희박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 결정자나 

연구자, 대중들로 하여금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사망률 격차를 파악하고, 

사망률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지역 건강 수준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입각한 정책 결정 및 계획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베이즈 정리; 편향; 기대수명; 모형, 통계적; 소지역 분석; 

불확실성. 

학   번: 2017-3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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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역별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학문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1, 2). 지역별 건강수준 측정은 건강의 결정 인자 파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의 건강수준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치적 논쟁의 촉매제로 기능한다. 또한 지역 건강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은 건강 결과의 핫 스팟(hot spot) 혹은 콜드 스팟(cold 

spot)의 발견과 함께 군집을 이루는 지역에 대한 요인 분석 수행을 

돕는다(3). 이를 통해서 취약 인구 집단을 발견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지점을 탐색할 수 있다(4).  

  최근 들어 가용한 자료원이 늘어나고 분석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역별 건강수준을 소지역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5). 소지역 단위로 건강수준을 산출했을 때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높은 층위의 지역을 분석 단위로 했을 때 가려지는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4).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지방(region) 단위로 기대수명을 산출했을 때 

기대수명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 차이는 5.0세였지만 소지역 단위로 

산출했을 때는 범위가 28.5세로 나타났다(6). 또한 소지역은 인구 

구성이 비교적 동질적(homogeneous)이어서 위험 요인에 대한 폭로나 

관심 변수와의 상관성이 비교적 고르다(7). 적은 비용으로 개인 수준 

분석에 근사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3, 5) 생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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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ecological fallacy)를 감소시킬 수 있다(5, 7). 공간 분석에서 

지역의 단위를 다르게 했을 때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변환가능 

공간단위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의 문제 또한 

분석 단위가 가장 낮은 수준일 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의 지역 간 및 지역 내 건강 격차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3, 8).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건강 

형평성 달성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2021년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제2-4차 계획에 이어서 건강 형평성 제고가 

총괄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었고, 성별로 소득수준과 함께 지역 간 건강 

격차 지표들을 산출하여 건강 불평등 크기를 감시한다(9).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매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 내 건강 격차 감소 방안 마련이 기본 방향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2019년 발표된 제7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건강수명 연장, 건강 거버넌스 강화와 함께 건강 

형평성 제고가 총괄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전략 수립 배경으로 

사망률이 가장 낮은 동과 가장 높은 동의 상대격차(강남구 도곡2동 

표준화사망비 54.4, 관악구 신림동 176.2)를 제시하고 있다(10). 제7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지역 간 건강 불평등 감소를 성과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11). 소지역 단위 건강수준 산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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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별 건강 문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배분 

결정 및 정책 효과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12).  

소지역 단위 건강수준 산출을 위해서는 역학적, 지리적, 통계적 

노력이 요구된다(7). 구체적으로 적합한 데이터 선정, 의미 있는 지리적 

규모, 적절한 통계적 접근, 소지역 단위 분석의 한계점 및 데이터의 

질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 해석이 필요하다. 소지역 단위 

건강수준 산출 시 적절한 데이터의 사용은 연구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7). 영국에서 진행된 소지역 단위 건강수준 산출 연구에는 주로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나 

센서스 데이터가 주로 이용되어 왔다. 소지역별 건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소지역은 연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7). 

연구의 분석 단위가 되는 소지역은 데이터 획득 가능성, 일개 소지역별 

인구수, 결과의 희귀성(rarity) 등에 따라 정해진다(7). 인구수나 결과의 

회귀성 등은 분석 단위 크기와도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소지역 

단위 건강수준 산출 연구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읍·면·동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를 이용하였다(13-15). 이후로는 자료 획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지역을 각 읍·면·동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는 읍·면·동 수준에서 연령군별 사망자 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인구가 포함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DB를 이용한다면 각 읍·면·동의 연령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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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읍·면·동 수준 건강수준 측정에 

이용하는 데이터의 완전성(completeness)이나 질(quality), 한계점 

등은 사전에 평가되어야 한다(7). 

지역의 사망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 등이 있다(16, 17). 표준화사망비는 간접 

표준화 방법으로 표준인구의 연령군별 사망률과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연령군별 인구수를 곱하여 산출한 기대 사망자 수를 분모로 하고 지역의 

실제 총 사망자 수를 분자로 하여 산출한 수치로 정의한다. 

표준화사망비는 비교적 낮은 분산, 측정 지역의 연령군별 사망자 수를 

획득하지 않아도 산출이 가능하고 계산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16, 

18). 그러나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한 지역 간 건강수준 비교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가 유사하거나 연령군별 표준인구의 사망률과의 비가 

유사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19-26). 비교사망지수는 

표준화사망비와는 달리 직접표준화 지표로서 산출 시 분자는 연령군별 

표준인구에 해당 지역의 연령군별 사망률을 곱한 후 합산한 값을 

이용하고, 분모는 표준인구의 총 사망자 수를 이용한다. 표준화사망비와 

달리 지역마다 공통된 분모를 이용하기 때문에 표준화사망비에 비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더 지역 간 비교에 적합하다(20, 27). 그러나 

인구수나 사망자 수가 매우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고 

표준화사망비에 비해서 불확실성(uncertainty)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20, 28, 29). 기대수명은 현재의 사망률이 미래에도 적용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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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로 태어난 0세의 인구에게 기대되는 평균 수명 연한(life 

span)을 의미한다(16). 기대수명은 표준화사망비와 달리 표준인구를 

선정할 필요가 없으며 인구 구조가 크게 다른 지역들의 건강수준 비교가 

가능하다(21). 기대수명은 다른 사망률 측정 도구에 비하여 이해하기 

쉬우므로 연구자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나 대중 또한 지역의 

건강수준을 이해하고 다른 지역의 건강수준과 비교할 수 있다(16). 

그러나 기대수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사망비와 달리 연령군별 

사망률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기대수명 산출치는 총 인구수나 연령 

구조, 사망률 양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소지역으로 분석 단위를 설정했을 때 사망률 산출 시 일개 지역 

당 인구수와 사망자 수가 적어진다(5, 30). 따라서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시, 전통적인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하면 산출치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 지역 간 의미 있는 비교가 제한될 수 있다(5, 12). 

데이터 희소성(data spars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이 행해져 왔다(12). 첫째, 수년간의 자료를 합하여 이용한다. 둘째, 

지리적 상관성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의 정보를 빌린다. 셋째, 사망률과 

관련 있는 지역별 공변수를 이용한다. 전통적인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따를 때는 인접한 지역 간 사망률은 독립적이라고 가정되어 왔다(31). 

그러나 지리적 상관성의 존재는 사망자 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과대 산포(overdispersion)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0).  

선행 연구들에서는 과대 산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베이지안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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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나 시공간 모형과 같은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사망률 산출에 

이용하였다(2). 최근에는 지리적 상관성뿐만 아니라 인접 시간 혹은 

연령군의 사망률 정보를 빌려와서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12, 32). 

사망률 산출 시 데이터 효율성의 증가는 소지역별 사망률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 수를 줄여 시의적절한 사망률 산출을 가능하게 한다(21). 또한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사망률의 변화 양상은 물론 사망률 

변화 속도의 차이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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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개발하고 

해당 방법을 활용하여 읍·면·동별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부 

국가행정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건강정보DB를 우리나라 읍·면·동 

수준 사망률 산출에 이용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 둘째, 2013-2017년 우리나라의 읍·면·동 사망률을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기대수명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결과를 비교한다.  

- 셋째,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을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 

베이지안 공간 모형과 함께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결과를 비교한다.  

- 넷째, 2013-2017년 우리나라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하여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 크기와 함께 기대수명 변화 

속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로 독립적인 소연구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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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윤리 선언문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E-

1810-008-975)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2019-1-487)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 진행되었다. 이차 자료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의 사전동의는 면제되었다. 연구에 이용한 자료의 일반 공개는 

불가능하지만 타당한 사유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가가 있다면 

공개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출판 된 Kim I., Chang, Y. Kang, H., Kim, Y., Park, 

J. H., Khang, YH. Use of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for 

Estimating Town-Level Mortality in Korea: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Administrative Data, 2014–2017. J Korean Med Sci. 2019 

Jun;34(23):e168.과 Kim I, Lim HK, Kang HY, Khang YH. Comparison 

of three small-area mortality metrics according to urbanity in Korea: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comparative mortality figure, and life 

expectancy. Popul Health Metr. 2020 Jul 3;18(1):3.를 인용하였다. 

        기출판 된 논문들의 저자를 포함한 이 연구의 저자들은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 기출판 된 논문들은 해당 

저자들의 동의 하에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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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정보DB 읍·면·동 수준 사망률 산출 이

용 가능성 탐색1 

2.1. 연구 필요성 및 선행 연구 고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건강정보DB)의 

자격자료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의 성별, 연령, 거주지, 사망 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수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건겅정보DB 자격 자료에는 성별, 나이, 주소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다른 DB와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건강 및 의료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다(34). 또한 

건강정보DB의 자격자료를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와 연결하여 대상자들의 

사망 여부를 개인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추적하여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사망률 산출 시 통계청 사망 자료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자와 분모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분자/분모 바이어스(numerator/denominator bias)가 발생하지 않는다. 

Bahk 등의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산출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수준 기대수명이 

 
1 해당 내용은 Kim I., Chang, Y. Kang, H., Kim, Y., Park, J. H., Khang, YH. 

Use of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for Estimating Town-Level 

Mortality in Korea: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Administrative Data, 

2014–2017. J Korean Med Sci. 2019 Jun;34(23):e168.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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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기대수명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 건강정보DB가 

우리나라의 지역별 기대수명을 감시하는 데 좋은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35). 그러나 현재까지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산출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DB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산출에 건강정보DB 유용성을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 기대수명 측정의 지리적 규모를 읍·면·동까지 확장하는 데 

중요하다. 

2.1.1. 국외 소지역 수준 사망률 산출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원 

선행 연구들은 전국 규모에서 소지역 단위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

해 자료 수집이 가능한 정부 혹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

하였다. 영국에서 진행된 소지역별 건강수준 산출 연구에서는 주로 국민

보건서비스 Digital(National Health Service Digital)과 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공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7, 36). 국

민보건서비스 Digital은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로부터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다양한 건강과 사회적 돌봄에 관한 자료들

을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은 데이터

의 높은 완전성이란 장점을 토대로 출생과 사망에 관한 자료와 함께 장

애나 건강 행동, 기대수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망 자료의 경우 사망

자들의 사망 원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총 사망률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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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망률 또한 소지역 수준에서 산출 가능하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

에서는 주로 연방 및 주 정부의 국가 건강 통계 자료나 센서스 자료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37). 미국의 카운티 수준 총 사망률 및 심

혈관계 사망률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 연구들에서는 국가 건강 통계 센터

의 국가인구동향 통계시스템(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자료를 

이용하였다(33, 38-40). 이 자료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개인정보

가 제거된 채로 사용되었으며 사망자들의 성별, 나이, 사망 당시 거주지, 

사망 원인 등이 자료에 포함되었다. 인구수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서 제공하는 센서스 자료에서 획득하였다. 미국 

Washington 주의 센서스 트랙 수준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에서

는 주 정부로부터 인구수 및 사망자 수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41). 뉴

욕 주의 센서스 트랙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한 연구에서도 주정부의 건강 

부서(Department of Health)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42). 인구수에 대한 정보는 센서스 자료에서 얻었다. 두 연구 모두 사

망자 정보에는 연령, 성별, 사망원인, 사망 당시 거주 센서스 트랙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이나 호주,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모두 정부 혹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43-46). 센

서스 조사 간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지역별 인구수의 부정확성

(inaccuracy)을 개선하기 위하여 샘플 추출을 통한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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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내 읍·면·동 수준 사망률 산출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원 

Kim과 Yoon이 우리나라 읍·면·동 수준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한 연

구에서는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13).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획득한 연도 및 읍·면·동별 총사망자수

자료를 합하여 표준화사망비 산출에 이용하였다. Shin 등 또한 같은 기

간 동안의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와 2003-2006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

료를 이용하여 읍·면·동별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였다(14). 이 연구에서

도 연도와 읍·면·동별 총사망자수를 획득한 뒤 이를 합하여 표준화사망비 

산출에 이용하였다. 

통계청은 시·도 및 시·군·구 수준 사망 자료와 달리 읍·면·동 수준 

사망 자료는 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제공

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서 집합된 총사망자수만 공개한다. 따라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읍·면·동 수준에서는 연령군이나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를 산출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의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현재까

지 수행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소지역별 사망률 방법으로 주로 표준

화사망비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DB는 읍·면·동 수준 건강수준을 측정

하는 데 있어 좋은 자료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가



 

13 

 

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들 뿐만 아니

라 건강 결과, 의료 이용, 건강 행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3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학술적ㆍ정책적 연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제공하고 있다(34).  

2.2. 연구 방법 

2.2.1. 연구 자료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DB, 행

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

청 사망 자료와의 연계를 통하여 건강정보DB 모든 대상자들을 매년 1

월 1일부터 1년간 추적 관찰하여 연도별 사망 여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성별/연도별/읍·면·동별/5세 연령군별(0,1-4,5-

9,…, 85+) 인구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성별, 

나이, 주소지 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1.4%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

(99.8%)은 외국인이었다. 건강정보DB를 읍·면·동 수준 사망률 산출 연

구에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자 수를 얻을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정보DB를 이용하면 직접 표준화법이나 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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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이용하여 읍·면·동 수준 사망률을 산출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나 

국가행정자료에서는 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수준 연령군

별 사망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행정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연

구기간 동안 성별/연도별/읍·면·동별/5세 연령군별(0,1-4,5-9,…, 85+) 

주민등록인구 수와 성별/연도별/읍·면·동별 사망자 수를 획득하였다. 주민

등록인구 수는 현재 년도의 12월 31일 기준 주소지를 이용하여 산출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역별 인구수를 2015년

도 인구수로 설정하여 건강정보DB의 인구수 산정 기준과 거의 유사하도

록 하였다. 행정안전부의 국가행정자료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

에 이용한 이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성별로 나뉜 자료가 제공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2. 분석 단위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읍·면·동을 주된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인구수와 사망자 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

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소지역은 읍·면·동을 지칭한다. 통

계청의 통계정책국에서 발행한 2017년 12월 31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

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체 연구기간 동안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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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합쳐서 분석에 이용하였다(48).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인 경기

도 파주시 군내면, 장단면, 진서면,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원동면, 원남

면, 임남면과 고성군의 수동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별/연도별 인구

수가 500명 미만인 26개 읍·면·동 지역은 인접 지역과 합쳤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약 3,500개인 읍·면·동을 3,376개 소지역으로 재분류

하였다. 

2.2.3. 통계 분석 

표준화사망비는 읍·면·동별 실제 사망자 수를 기대 사망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20). 기대 사망자 수는 표준인구의 연령군별 사망률과 

각 읍·면·동의 연령군별 인구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𝑆𝑀𝑅𝑟 =
∑읍 · 면 · 동별 실제  사망자 수

∑읍 · 면 · 동별 기대  사망자 수
=

∑ 𝑑𝑖𝑟𝑖

∑ 𝑡𝑖𝑟(
𝐷𝑖
𝑇𝑖

)𝑖

 

이 때, 𝑇𝑖  = 표준인구의 연령군별 인구수, 𝐷𝑖  = 표준인구의 연령군별 

사망자 수, 𝑡𝑖𝑟  = 읍·면·동의 연령군별 인구수, 𝑑𝑖𝑟  =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자 수, r = 읍·면·동, i = 5 세 연령군. 

       

이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부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국가 수준의 

인구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하였다. 둘째, 두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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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 분포를 비교하였다. 셋째, 두 

자료에서 산출한 읍·면·동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 조사망률 및 

표준화사망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로 정의하였다. 표준화사망비 산출 시 표준 인구는 

건강정보DB의 전체 연구기간을 합한 인구로 설정하였다.  

2.3. 연구 결과 

      표 1과 표 2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부의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가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연구기간 전체 건강정보DB의 남녀 전체 대상자 수는 

203,741,630명, 국가행정자료는 203,748,512명으로 유사하였다. 

사망자 수 또한 건강정보DB 이용 시 1,101,739명으로 국가행정자료의 

1,109,705명과 비슷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하였을 때 두 자료의 전체 

인구수는 거의 같았지만 사망자 수는 건강정보DB에서 0.1-1.3% 

적었다. 이 경향은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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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4-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부의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남녀 전체 총 인구수와 사망자 수 비교: 남녀 

전체 

NAD = 국가행정자료; NHID = 건강정보DB. 

 

 

표 2. 2014-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부의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남녀별 총 인구수와 사망자 수 비교: 남녀별 

성별 연도 
인구수 사망자 수 

NHID NAD 
NHID/ 

NAD 
NHID NAD 

NHID/ 

NAD 

남성 2014-2017 101,799,286  101,802,715  1.000  598,103  602,469  0.993  

 2014 25,326,070  25,329,566  1.000  145,812  146,857  0.993  

 2015 25,414,403  25,418,435  1.000  148,812  150,651  0.988  

 2016 25,496,699  25,496,737  1.000  150,901  151,091  0.999  

 2017 25,562,114  25,557,977  1.000  152,578  153,870  0.992  

여성 2014-2017 101,942,344  101,945,797  1.000  503,636  507,236  0.993  

 2014 25,329,238  25,333,186  1.000  120,116  120,826  0.994  

 2015 25,438,790  25,443,194  1.000  125,153  126,821  0.987  

 2016 25,543,236  25,543,202  1.000  127,872  127,926  1.000  

  2017 25,631,080  25,626,215  1.000  130,495  131,663  0.991  

NAD = 국가행정자료; NHID = 건강정보DB. 

성별 연도 
인구수 사망자 수 

NHID NAD 
NHID/ 

NAD 
NHID NAD 

NHID/ 

NAD 

남녀 

전체 
2014-

2017 
203,741,630  203,748,512  1.000  1,101,739  1,109,705  0.993  

 2014 50,655,308  50,662,752  1.000  265,928  267,683  0.993  

 2015 50,853,193  50,861,629  1.000  273,965  277,472  0.987  

 2016 51,039,935  51,039,939  1.000  278,773  279,017  0.999  

 2017 51,193,194  51,184,192  1.000  283,073  285,533  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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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 분포를 보여준다. 2014-2017년 건강정보DB의 남녀 전체 

인구수의 중앙값은 44,680명(사분범위: 73,004명)이었고 

국가행정자료는 44,661명(사분범위: 72,964명)으로 비슷하였다. 

최대값과 최소값 또한 비슷한 크기를 보였다. 건강정보DB의 남녀 전체 

사망자 수의 중앙값은 280명(사분범위: 229명), 국가행정자료는 

284명(사분범위: 238명)이었고 최대값과 최소값 또한 비슷한 크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연도나 성별에 상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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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4-2017년 건강정보DB와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 분포 비교: 남녀 전체 및 남녀별 

성별 연도 

NHID   NAD 

인구수 사망자 수  인구수 사망자 수 

중앙값 

(IQR)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IQR)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IQR)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IQR) 
최소값  최대값 

남녀  

전체 
2014-2017 

44,680 

(73,004) 
4,092  476,523  

280 

(229) 
18  1,965   44,661 

(72,964) 
4,093  476,375  

284 

(238) 
22  1,957  

 2014 
11,117 

(18,242) 
487  96,566  

68 

(57) 
0  444   11,110 

(18,259) 
486  96,566  

68 

(57) 
4  434  

 2015 
11,095 

(18,360) 
1,018  119,778  

69 

(57) 
3  493   11,099 

(18,354) 
1,017  119,801  

71 

(61) 
5  480  

 2016 
11,053 

(18,270) 
1,019  127,480  

71 

(60) 
2  490   11,039 

(18,260) 
1,019  127,412  

72 

(62) 
3  497  

 2017 
10,975 

(18,181) 
960  148,556  

72 

(62) 
5  538   10,962 

(18,163) 
961  148,548  

72 

(62) 
8  546  

남성 2014-2017 
22,571 

(36,193) 
2,040  233,607  

152 

(127) 
9  1,102   22,563 

(36,193) 
2,041  233,600  

152 

(130) 
8  1,108  

 2014 
5,638 

(9,082) 
229  48,586  

37 

(31) 
0  253   5,643 

(9,072) 
228  48,596  

38 

(32) 
0  249  

 2015 
5,610 

(9,065) 
507  58,729  

38 

(33) 
1  277   5,617 

(9,080) 
508  58,747  

39 

(33) 
3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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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5,579 

(9,005) 
508  62,476  

38 

(33) 
1  278   5,575 

(8,994) 
510  62,455  

38 

(34) 
1  285  

 2017 
5,517 

(9,024) 
489  72,467  

39 

(33) 
2  294   5,519 

(9,013) 
490  72,469  

39 

(34) 
2  302  

여성 2014-2017 
22,038 

(36,767) 
2,005  242,916  

128 

(105) 
9  863   22,023 

(36,758) 
2,006  242,775  

130 

(107) 
11  849  

 2014 
5,554 

(9,195) 
258  49,140  

31 

(27) 
0  191   5,553 

(9,187) 
258  49,120  

31 

(28) 
0  185  

 2015 
5,468 

(9,227) 
501  61,049  

32 

(26) 
0  216   5,469 

(9,224) 
500  61,054  

32 

(27) 
1  208  

 2016 
5,485 

(9,182) 
499  65,004  

33 

(27) 
1  212   5,481 

(9,175) 
499  64,957  

33 

(28) 
1  212  

  2017 
5,447 

(9,159) 
471  76,089  

33 

(29) 
1  244    

5,444 

(9,148) 
471  76,079  

33 

(29) 
2  244  

IQR = 사분범위; NAD = 국가행정자료; NHID = 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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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는 전체 연구기간 동안 건강정보DB와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남녀 전체 및 성별 읍·면·동 수준 인구수,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및 표준화사망비 간 상관계수 

크기가 나타나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 수준 인구수의 피어슨 상관계수 크기는 1.000이었다. 

사망자 수 및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의 상관관계는 0.996-

0.998이었다. 표준화사망비의 상관계수 크기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는 크기가 적었지만 0.937-0.972 범위를 나타냈다. 표 5는 

2010-2013년 두 자료의 남녀 전체 읍·면·동 수준 인구수,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및 표준화사망비 간 상관계수 

크기를 보여준다. 2014-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와 결과가 

거의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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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4-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부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남녀 전체 및 남녀별 읍·면·동 수준 

인구수,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표준화사망비 간 

상관계수 크기 

성별 

피어슨 상관계수 

인구수 사망자 수 
인구 10 만 명 

당 사망자 수 
SMR 

남녀 

전체 
1.000  0.998  0.998  0.960  

남성 1.000  0.998  0.997  0.972  

여성 1.000  0.996  0.996  0.937  

SMR = 표준화사망비. 

 

표 5. 2010-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부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남녀 전체 읍·면·동 수준 인구수,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표준화사망비 간 상관계수 크기 

성별 

피어슨 상관계수 

인구수 사망자 수 
인구 10 만 명 

당 사망자 수 
SMR 

남녀 전체 1.000  0.998  0.998  0.968  

SMR = 표준화사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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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에는 전체 연구기간 동안 건강정보 DB 와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별 표준화사망비의 분포를 

남녀 전체 및 성별로 나타냈다. 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별 표준화사망비는 중앙값과 사분범위, 10 분위수, 90 분위수, 

최대값 등이 유사한 수치를 보였지만 남성에서는 최소값이 차이를 

나타냈다.   

       표 7 에는 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표준화사망비 간 

비(건강정보 DB/국가행정자료)의 분포를 남녀 전체 및 성별로 

나타냈다. 비의 10 분위수와 90 분위수는 각각 0.94-0.96, 

1.06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소값이나 최대값은 각각 0.54-0.76, 

1.19-1.39 의 범위를 나타내어 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표준화사망비의 상대적 차이가 큰 소지역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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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4-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부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남녀 전체 및 성별 표준화사망비 분포 

비교 

  중앙값 사분범위 10 분위수 90 분위수 최소값 최대값 

남녀 전체       

  NHID 102.8 17.7 84.3 119.5 52.8 175.2 

  NAD 101.9 16.8 84.5 118.7 50.2 177.4 

남성       

  NHID 105.4 25.0 79.8 127.5 26.2 188.7 

  NAD 104.3 23.4 80.1 126.1 41.3 184 

여성       

  NHID 100 18.6 83.2 118.4 42.8 158.3 

  NAD 99.8 19.5 82.6 118.8 46.6 161.3 

NAD = 행정안전부 국가행정자료; NHID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 DB. 

 

표 7. 2014-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부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남녀 전체 및 성별 표준화사망비 간 비의 

분포 

  중앙값 사분범위 10 분위수 90 분위수 최소값 최대값 

남녀 전체 1.01 0.05 0.96 1.05 0.76 1.19 

남성 1.01 0.05 0.96 1.06 0.54 1.29 

여성 1.00 0.06 0.94 1.06 0.64 1.39 

NAD = 행정안전부 국가행정자료; NHID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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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DB와 행정안전

부의 국가행정자료를 비교하여 건강정보DB를 우리나라 읍·면·동 수

준 사망률 산출에 이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두 자

료의 국가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는 거의 같았다. 두 자료의 읍·

면·동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의 분포 또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읍·면·동 수준 인구 및 사망자 수, 조사망률의 두 자료 간 상관

성의 크기는 매우 컸다. 표준화사망비의 상관성의 크기는 다른 변수

들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0.937 이상으로 큰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

한 경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2010-2013년 두 

자료의 남녀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교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수행 결과, 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 수

준 인구 및 사망자 수, 조사망률과 표준화사망비 값이 국가행정자료

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과의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DB는 통계청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자료와의 상관성 또한 큰 

결과는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수준에 더하여 읍·면·동 수준에서도 

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사망률을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정보DB는 국가행정자료에 비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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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첫째, 국가행정자료가 각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자 수

를 제공하지 않는데 비해서 건강정보DB를 이용할 경우 연령군별 

사망자 수를 획득할 수 있다.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할 경우 읍·면·동 

사망률은 간접표준화 방법인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건강정보DB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표준화, 간접

표준화 방법 및 기대수명을 이용해서도 산출 가능하다. 둘째, 건강

정보DB는 모든 대상자의 사망 여부를 통계청 사망 자료와의 연계

를 통하여 개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행정자료의 

사망자 수는 개인 수준이 아닌 집단 수준에서 획득한 자료이다. 따

라서 건강정보DB를 이용할 경우, 분자/분모 비뚤림의 발생하지 않

는다. 셋째, 건강정보D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DB와 연계하

여 다양한 건강 지표들을 획득할 수 있다. 

        건강정보DB와 국가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표준화사

망비 간 상관성의 크기는 다른 지표들에 비하여 작았다. 이러한 경

향은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표준화사망

비 간 비에서 10분위수와 90분위수는 각각 0.94-0.96, 1.06의 범

위를 나타냈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이 0.54-0.76, 1.19-1.39의 범위

를 보였다. 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 수준 표준화사망비

의 차이가 비교적 컸던 이유로는 우선 표준화사망비의 산출 방법에

서 찾을 수 있다. 표준화사망비는 각 지역별 실제 사망자 수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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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대 사망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기대 사망자 수는 표준

인구의 연령별 사망률과 지역의 연령군별 인구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분모가 지역의 전체 인구수인 조사망률에 

비하여 기대 사망자 수인 표준화사망비는 분자나 분모의 작은 변화

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표준화사망비의 상관성의 크기가 적다. 두 번

째 이유로는 각 자료가 가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 사망률 

산출에 이용되는 자료들은 지역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 측정에 오차

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상자의 주소지가 잘못 보고되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망자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해당 지역의 실제 사망자 수와 자료 간 차이

가 있을 수도 있으며 지역에 위치하는 요양 시설 등으로 인하여 실

제 지역 거주민들의 사망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49, 50). 따라서 임의 오차 외에도 측정 오차나 결측 등으로 

인하여 참값과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임의 오차 

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의 크기와 이로 인한 결과

의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행정자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남녀 전체 인구 및 

사망자 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이전 두 자료 간 읍·면·

동 수준 사망률의 상관성 크기는 남녀 전체 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국가행정자료에서는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자 수 획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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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므로 기대수명 및 직접 표준화 사망률 등의 상관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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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수명,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산출2 

3.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1.1. 전국 규모 읍·면·동 수준 표준화사망 비교 시 이론적 제

한점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단위에서 읍·면·동 수준 사망률을 

산출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모두 표준화사망비를 측정 도구로 

이용하였다(13-15). 가장 큰 이유는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할 경우, 

지역의 연령군별 사망률 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읍·면·동 단위 연령군별 사망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사망비를 사망률 측정 도구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표준화사망비 산출 시 지역별 기대 사망자 수를 분모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간 사망률 비교 시 지역별로 분모가 

다르다는 이론적 단점이 있다(20). 표준화사망비를 지역 간 사망률 

비교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가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19). 첫째, 비교 지역들 간 연령 구조가 

유사해야 한다. 둘째, 연령군 간 유사한 사망비가 요구된다. 이 때 

사망비는 지역의 연령군별 사망률을 표준인구의 연령군별 사망률로 

 
2 해당 내용은 기출판된 Kim I, Lim HK, Kang HY, Khang YH. 

Comparison of three small-area mortality metrics according to urbanity 

in Korea: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comparative mortality figure, 

and life expectancy. Popul Health Metr. 2020 Jul 3;18(1):3.를 인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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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값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중 가장 작은 단위인 

읍·면·동은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 특성에 차이가 있다. 동은 대도시 

지역의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로서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지역이나 5만 명 이상 시 지역에 설치 가능하다. 따라서 동은 세 

범주 중 가장 인구수가 많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면은 농촌 

지역 등에 설치된 행정구역이며 면 지역 중 도시화가 진행되었거나 

인구수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은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 도시-농촌 

복합 지역이나 농촌 지역의 중심지 등은 인구수나 도시화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 3 . 표 8은 2015년 

우리나라 통계청 센서스 자료에서 산출한 읍·면·동별 총 인구수와 

연령군별 인구수이다. 동과 읍 지역은 연령에 따른 연령 구조가 

유사하였지만 면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동,읍,면에 따른 연령 구조의 차이는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하여 전국 규모에서 지역 간 사망률 비교 시 

비뚤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표준화사망비가 지역 간 사망률 

비교에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간 연령군별 

사망률을 비교하거나 직접 표준화법으로 산출한 사망률 또는 

기대수명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자치법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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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읍·면·동별 총 인구수 및 연령 구조: 2015년 인구 총조사 자료 

  동 읍 면 

총 인구수 41,677,695  4,616,802  4,774,878  

연령군    

  15 세 미만(%) 14.0 15.3 9.0 

  15–64 세(%) 74.8 70.4 64.3 

  65 세 이상(%) 11.2 14.4 26.7 

  평균(세) 39.4  40.4  48.4  

  중앙값(세) 40.1  41.1  51.2  

 

3.1.2. 표준화사망비 비교 시 필요한 가정 

Tsai와 Wen은 표준화사망비는 비교 인구 집단의 특성에 의

존하고 있으며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 해석

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9). 표준화사망비는 표준인구의 

연령별 사망률과 연구 집단(study population)의 연령군별 대상자 

수를 곱한 값들의 합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산출을 위해

서는 표준인구가 충분히 커야 한다. 또한 표준화사망비는 연구 집단 

간 사망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인구 집단 사망률과 해당 

연구 집단의 사망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 집단 간 표준화사망비

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22). 첫째, 표

준인구의 연령별 사망률과 연구 집단의 연령별 사망률 비(mortality 

ratio, MR)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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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연령 구조가 유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가정이 반드

시 동시에 만족될 필요는 없다(22).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해서 비교

하고자 할 때는 보정 표준화비(corrected SMR)를 이용하거나 두 

연구 집단의 연령군별 MR을 비교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

접 표준화법인 비교사망지수나 기대수명을 이용할 수 있다. 비교사

망지수는 표준화사망비와 달리 이론상으로도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교사망지수는 산출 시 연구 집단의 연령군별 사망률을 이

용하기 때문에 표준화사망비에 비하여 표준오차가 크다(20). 

연구 집단 간 표준화사망비 비교 시 위의 두 가정을 엄격하

게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18). Julious 등은 표

준화사망비와 비교사망지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연령 구조가 다른 

두 집단의 사망률 비교 시 표준화사망비가 비뚤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집단 간 비교 시의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Delgado-Rodriquez와 Llorca 또한 직접 표준화법을 이용하

여 사망률 산출이 가능하다면 간접 표준화법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Gustafson은 병원 간 사망률 비교 시 표준화사망

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표준화사망비는 이론

적으로 비뚤림이 발생 가능하고, 병원 간 환자 특성이 다른 경우도 

많아 사용을 반대하였다(51). 그러나 Goldman과 Brender는 표준

화사망비의 계산 편리성과 적은 변이 크기 등을 고려하면 표준화사

망비를 사용했을 때 이점이 단점을 능가한다고 주장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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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3.2.1. 기대수명,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산출4 

      이 연구에서는 기대수명, 표준화사망비(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및 비교사망지수(comparative mortality 

figure, CMF)를 이용하여 읍·면·동별 사망률을 산출하였다.  

      기대수명 산출은 각 읍·면·동의 5세 연령군별 인구수와 사망

자 수를 이용하여 작성한 간이 생명표를 이용하였다(52). 조정 계

수( 𝑎𝑛 𝑥 )는 각 연령군의 구간 길이의 절반으로 설정하였으며 가장 

마지막 연령군인 개방 연령 구간은 사망률의 역수를 취하였다. 조정 

계수가 각 연령군의 구간 길이의 절반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연령

군에 속한 사람들이 사망한다면 평균적으로 각 연령군 넓이의 절반

에 해당하는 연수만큼 생존한 뒤 사망한다는 것이다. 각 연령군별 

사망률(mortality, 𝑚𝑥𝑛 )이 연령군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를 이용하

여 산출되었으며 다음 식과 같이 조정 계수와 사망률을 이용하여 

사망 확률(probability of death, 𝑞𝑥𝑛 )과 생존 확률(probability of 

survival, 𝑝𝑛 𝑥)을 산출하였다.  

 
4 해당 내용은 기출판된 Kim I, Lim HK, Kang HY, Khang YH. 

Comparison of three small-area mortality metrics according to urbanity 

in Korea: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comparative mortality figure, 

and life expectancy. Popul Health Metr. 2020 Jul 3;18(1):3.를 인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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𝑚𝑥𝑛 =
𝐷𝑥𝑛

𝑁𝑛 𝑥

 

𝑞𝑥 =
𝑛 ∙ 𝑚𝑥𝑛

1 + (𝑛 − 𝑎𝑥𝑛 ) ∙ 𝑚𝑥𝑛
𝑛   

𝑝𝑛 𝑥 = 1 − 𝑞𝑛 𝑥 

이 때, 𝑁𝑛 𝑥 = 연령군별 인구수, 𝐷𝑥𝑛  = 연령군별 사망자 수. 

 

100,000명의 코호트에서 연령 x세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수( 𝑙𝑥 ), 

각 연령군의 해당 시기 동안 사망한 사람 수( 𝑑𝑛 𝑥 ), 각 연령군의 

인년 수( 𝐿𝑛 𝑥) 및 기대수명(𝑒𝑥 )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𝑙0 = 100,000,   𝑙𝑥+𝑛 = 𝑙𝑥 ∙ 𝑝𝑛 𝑥 

𝑑𝑛 𝑥 = 𝑙𝑥 − 𝑙𝑥+𝑛 

𝐿𝑛 𝑥 = 𝑛 ∙ 𝑙𝑥+𝑛 + 𝑎𝑛 𝑥 ∙ 𝑑𝑛 𝑥 

𝑇𝑥 = ∑ 𝐿𝑛 𝑎

∞

𝑎=𝑥

,    𝑒𝑥 =
𝑇𝑥

𝑙𝑥
 

 

기대수명 산출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와 95% 불

확실성 구간은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였다. 몬테 카

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에서는 반복된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생성한 

가상적인 데이터셋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 기대수명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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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그 값들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치와 95% 불확실성 구간 

등을 얻는다(53). 이 연구에서는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자 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1,000개의 가상적 데이터셋을 생

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도 표준오차를 

산출할 수 있음은 물론 읍·면·동별 기대수명 산출 시 몇 개 년도의 

데이터를 합쳐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16). 

Chiang은 그의 연구에서 기대수명 산출 시 사망자 수가 이항 분포

(binomial distribution)한다고 설명하였고, Eayres와 Williams는 

이항 분포와 포아송 분포 모두 적합하며 두 결과가 상당히 일치한

다고 하였다(54, 55). 읍·면·동별로 산출한 1,000개의 기대수명 산

출치의 중앙값, 2.5, 97.5 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해당 읍·면·

동의 기대수명 값과 95% 불확실성 구간 경계값으로 설정하였다. 

연령군별 사망자 수가 0명일 때도 다른 숫자로 대체하지 않았다

(55). 원자료에서 개방 연령 구간(85세 이상) 실제 사망자 수가 0

인 경우는 없었다.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형성한 데이터

셋에서 최종 개방 연령 구간 사망자 수가 0일 때는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과 같이 기대수명 계산에서 해당 구간을 제외하였다

(21).  

표준화사망비의 산출은 ‘국민건강정보DB 읍·면·동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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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산출 이용 가능성 탐색’ 연구에서 이용한 식을 동일하게 

이용하였다. 표준화사망비의 표준오차와 95% 불확실성 구간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SE(logSMR) =
𝑆𝐸(𝑆𝑀𝑅)

𝑆𝑀𝑅
=

1

√𝑑𝑟

  

95% 𝑈I:  
𝑆𝑀𝑅

exp (
1.96

√𝑑𝑟

)
 𝑡𝑜 𝑆𝑀𝑅 × exp (

1.96

√𝑑𝑟

)  

       

비교사망지수는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표준인구의 기대 사망자 수를 표준인구의 실제 사망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20). 식은 다음과 같다. 

𝐶𝑀𝐹𝑟 =
∑표준인구의 기대 사망자 수

∑표준인구의 실제 사망자 수
=

∑ 𝑇𝑖(
𝑑𝑖𝑟
𝑡𝑖𝑟

)𝑖

∑ 𝐷𝑖𝑖
 

 

다음 식들을 이용하여 비교사망지수의 표준오차와 95% 불확실성 

구간을 산출하였다. 

SE(CMF) =

√∑ 𝑇𝑖
2 𝑑𝑖

𝑛𝑖
2𝑖

∑ 𝐷𝑖𝑖
  

SE(logCMF) =
𝑆𝐸(𝐶𝑀𝐹)

𝐶𝑀𝐹
 

95% UI:  
𝐶𝑀𝐹

exp [
1.96 × 𝑆𝐸(𝐶𝑀𝐹)

𝐶𝑀𝐹 ]
 𝑡𝑜 𝐶𝑀𝐹 × exp [

1.96 × 𝑆𝐸(𝐶𝑀𝐹)

𝐶𝑀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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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기대수명 비교5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모든 읍·면·동 지역의 연령군별 

사망률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연령군별 사망률과 같다는 실험적 

상황에서 산출한 읍·면·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를 읍·면·동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둘째, 읍·면·동의 실제 연령군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역별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을 가장 

높거나 낮은 상위 30개 지역의 순위를 비교하였다. 셋째, 읍·면·동 

수준 비교사망지수와 표준화사망비의 비를 읍·면·동 범주에 따라서 

비교하였다. 

  

 
5 해당 내용은 기출판된 Kim I, Lim HK, Kang HY, Khang YH. 

Comparison of three small-area mortality metrics according to urbanity 

in Korea: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comparative mortality figure, 

and life expectancy. Popul Health Metr. 2020 Jul 3;18(1):3.를 인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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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결과 

표 9는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 층화 전체 및 5세 연령군별 인구 및 

사망자 수, 사망률이 나타나 있다. 5개 년도 자료를 합했을 때 전체 

대상자 수는 254,194,174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1,365,972명이었다. 전체 인구 중 대다수(81.1%)는 동 지역에 

속하였다. 읍 지역은 가장 낮은 비중(9.2%)을 차지하였다. 남녀 

전체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537.4명으로 나타났다. 연령군 

중 가장 많은 분율을 차지한 연령군은 40-44세, 가장 낮은 분율을 

차지한 연령군은 0세군이었다. 연령군별 사망률은 85세 이상 

군에서 가장 높았고 5-9세군에서 가장 낮았다. 연령군별 사망률은 

0-4세 군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다.  

그림 1은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읍·면·동별 연령 구조 및 표준인구 연령군별 

사망률과의 사망률 비를 보여준다. 건강정보DB를 이용했을 때도 동 

지역과 읍 지역의 연령 구조는 유사했고 면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동 지역, 읍 지역, 면 지역 순으로 사망률 비 또한 높아졌는데 60세 

이상 연령군들에서는 차이가 크게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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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읍·면·동 층화 전체 및 연령군별 인구수,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자료, 남녀 전체 

연령 

전체 동 지역(N = 2006) 읍 지역(N=221) 면 지역(N=1,150) 

인구수 사망자 수 사망률 인구수 사망자 수 사망률 인구수 사망자 수 사망률 인구수 사망자 수 사망률 

전체 
254,194,174 

(100.0) 

1,365,972 

(100.0) 
537.4  

206,272,117 

(100.0) 

931,409 

(100.0) 
451.5  

23,390,878 

(100.0) 

150,527 

(100.0) 
643.5  

24,531,179 

(100.0) 

284,036 

(100.0) 
1,157.9  

0 
2,214,887 

(0.9) 

1,272 

(0.1) 
57.4  

1,833,256 

(0.9) 

1,008 

(0.1) 
55.0  

229,968 

(1.0) 

0,162 

(0.1) 
70.4  

151,663 

(0.6) 

0,102 

(0.0) 
67.3  

1-4 
9,274,613 

(3.6) 

1,303 

(0.1) 
14.0  

7,642,431 

(3.7) 

1,041 

(0.1) 
13.6  

995,867 

(4.3) 

0,153 

(0.1) 
15.4  

636,315 

(2.6) 

0,109 

(0.0) 
17.1  

5-9 
11,652,184 

(4.6) 

1,062 

(0.1) 
9.1  

9,644,986 

(4.7) 

822 

(0.1) 
8.5  

1,233,244 

(5.3) 

0,141 

(0.1) 
11.4  

773,954 

(3.2) 

0,099 

(0.0) 
12.8  

10-14 
13,204,711 

(5.2) 

1,243 

(0.1) 
9.4  

11,056,969 

(5.4) 

977 

(0.1) 
8.8  

1,297,202 

(5.5) 

0,146 

(0.1) 
11.3  

850,540 

(3.5) 

0,120 

(0.0) 
14.1  

15-19 
16,563,705 

(6.5) 

4,152 

(0.3) 
25.1  

13,906,790 

(6.7) 

3,321 

(0.4) 
23.9  

1,498,029 

(6.4) 

0,432 

(0.3) 
28.8  

1,158,886 

(4.7) 

0,399 

(0.1) 
34.4  

20-24 
17,232,200 

(6.8) 

5,858 

(0.4) 
34.0  

14,555,771 

(7.1) 

4,707 

(0.5) 
32.3  

1,393,583 

(6.0) 

0,574 

(0.4) 
41.2  

1,282,846 

(5.2) 

0,577 

(0.2) 
45.0  

25-29 
15,914,203 

(6.3) 

7,369 

(0.5) 
46.3  

13,547,788 

(6.6) 

5,925 

(0.6) 
43.7  

1,229,154 

(5.3) 

0,645 

(0.4) 
52.5  

1,137,261 

(4.6) 

0,799 

(0.3) 
70.3  

30-34 
19,170,329 

(7.5) 

11,929 

(0.9) 
62.2  

16,248,390 

(7.9) 

9,600 

(1.0) 
59.1  

1,666,013 

(7.1) 

1,178 

(0.8) 
70.7  

1,255,926 

(5.1) 

1,151 

(0.4)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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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19,696,165 

(7.7) 

16,739 

(1.2) 
85.0  

16,527,896 

(8.0) 

13,286 

(1.4) 
80.4  

1,857,106 

(7.9) 

1,735 

(1.2) 
93.4  

1,311,163 

(5.3) 

1,718 

(0.6) 
131.0  

40-44 
22,106,883 

(8.7) 

28,489 

(2.1) 
128.9  

18,515,790 

(9.0) 

22,280 

(2.4) 
120.3  

2,038,374 

(8.7) 

3,041 

(2.0) 
149.2  

1,552,719 

(6.3) 

3,168 

(1.1) 
204.0  

45-49 
21,658,451 

(8.5) 

43,425 

(3.2) 
200.5  

17,962,659 

(8.7) 

33,253 

(3.6) 
185.1  

1,922,720 

(8.2) 

4,667 

(3.1) 
242.7  

1,773,072 

(7.2) 

5,505 

(1.9) 
310.5  

50-54 
21,326,054 

(8.4) 

64,938 

(4.8) 
304.5  

17,325,139 

(8.4) 

49,243 

(5.3) 
284.2  

1,868,523 

(8.0) 

6,708 

(4.5) 
359.0  

2,132,392 

(8.7) 

8,987 

(3.2) 
421.5  

55-59 
18,851,663 

(7.4) 

80,760 

(5.9) 
428.4  

14,955,720 

(7.3) 

60,469 

(6.5) 
404.3  

1,658,447 

(7.1) 

8,205 

(5.5) 
494.7  

2,237,496 

(9.1) 

12,086 

(4.3) 
540.2  

60-64 
13,372,783 

(5.3) 

84,431 

(6.2) 
631.4  

10,306,291 

(5.0) 

62,014 

(6.7) 
601.7  

1,211,282 

(5.2) 

8,826 

(5.9) 
728.6  

1,855,210 

(7.6) 

13,591 

(4.8) 
732.6  

65-69 
10,247,936 

(4.0) 

101,391 

(7.4) 
989.4  

7,661,548 

(3.7) 

72,880 

(7.8) 
951.2  

970,395 

(4.1) 

10,635 

(7.1) 
1,095.9  

1,615,993 

(6.6) 

17,876 

(6.3) 
1,106.2  

70-74 
8,841,402 

(3.5) 

158,147 

(11.6) 
1,788.7  

6,217,726 

(3.0) 

107,739 

(11.6) 
1,732.8  

902,932 

(3.9) 

17,550 

(11.7) 
1,943.7  

1,720,744 

(7.0) 

32,858 

(11.6) 
1,909.5  

75-79 
6,576,957 

(2.6) 

214,395 

(15.7) 
3,259.8  

4,334,421 

(2.1) 

138,473 

(14.9) 
3,194.7  

717,560 

(3.1) 

24,647 

(16.4) 
3,434.8  

1,524,976 

(6.2) 

51,275 

(18.1) 
3,362.3  

80-84 
3,824,820 

(1.5) 

225,422 

(16.5) 
5,893.7  

2,443,707 

(1.2) 

142,961 

(15.3) 
5,850.2  

427,183 

(1.8) 

25,962 

(17.2) 
6,077.5  

953,930 

(3.9) 

56,499 

(19.9) 
5,922.8  

85+ 
2,464,228 

(1.0) 

31,3647 

(23.0) 
12,728.0  

1,584,839 

(0.8) 

201,410 

(21.6) 
12,708.5  

273,296 

(1.2) 

35,120 

(23.3) 
12,850.5  

606,093 

(2.5) 

77,117 

(27.2) 
1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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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읍·면·동별 연령 구조 및 표준인구 연령군별 사망률과의 사망률 비: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자료, 남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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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은 전체 연구기간 동안 읍·면·동 수준 인구수와 사망자 

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지역의 인구수 중앙값은 

111,077 명(사분범위 = 181,207 명), 최소값은 10,244 명, 

최대값은 1,476,696 명이었다. 동 지역은 읍 지역보다 인구수 

중앙값이 높았지만 사망자 수의 중앙값이 적었다. 면 지역은 다른 

두 지역보다 인구수와 사망자 수의 중앙값이 적었다.  

 

표 10. 전체 및 읍·면·동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 분포: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이용, 남녀 전체 

 

인구수 사망자 수 

중앙값 

(IQR)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IQR) 
최소값 최대값 

전체 
111,077 

(181,207) 
10,244 1,476,696 

677 

(547) 
50 4,956 

동 지역 
184,637 

(157,904) 
11,991 1,476,696 

827 

(516) 
50 4,956 

읍 지역 
156,131 

(172,083) 
12,165 915,262 

1,212 

(742) 
181 4,479 

면 지역 
32,307 

(25,027) 
10,244 460,205 

443 

(266) 
94 2,341 

IQR = 사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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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와 그림 2 는 우리나라의 3,377 개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률이 2015 년 우리나라 전체 연령군별 사망률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의 표준화사망비 분포이다. 표준화사망비가 읍·면·동 간 

사망률 비교에 적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표준화사망비가 같은 값이 

산출되어야 한다. 표준화사망비의 중앙값은 동 지역 98.5, 읍 지역 

98.5, 그리고 면 지역이 98.3 으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동 지역의 

사분범위 크기는 0.6 으로 다른 두 지역(사분범위 = 0.3)에 비해서 

컸다. 동 지역은 최대값 또한 104.6 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높았다. 또한 동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중앙값보다 큰 

지역들이 차지하는 분율이 높았다. 세 지역의 최소값의 범위는 

97.5-97.7 로 최소값은 유사하였다.  

 

표 11. 우리나라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률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읍·면·동 지역별 표준화사망비 분포: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 전체 

  중앙값 IQR 최소값 최대값 

동 지역 98.5 0.6 97.5 104.6 

읍 지역 98.5 0.3 97.6 102.0 

면 지역 98.3 0.3 97.7 101.2 

IQR = 사분범위; NAD = 국가행정자료; NHID = 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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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률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읍·면·동 지역별 표준화사망비 분포: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 전체 

SMR = 표준화사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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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는 2013-2017 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 DB 를 

이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 3,377 개 읍·면·동 중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30 개 지역의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 값과 

그 순위를 비교하였다. 표준화사망비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 30 개 지역 중 22 개 지역이 동 지역이었다. 표준화사망비 

순위와 기대수명 순위 차이는 비교사망지수 순위와 기대수명 순위 

차이보다 컸다. 표 13 은 비교사망지수가 높은 30 개 지역의 

비교사망지수, 표준화사망비 및 기대수명이 나타나 있다. 

표준화사망비와 달리 상위 30 개 지역 중 7 개 지역만 동 

지역이었으며 비교사망지수 순위와 기대수명 순위 차이는 

비교사망지수 순위와 표준화사망비 순위의 차이보다 적었다.   

표 14 는 2013-2017 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 DB 를 

이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 3,377 개 읍·면·동 중 표준화사망비가 

낮은 30 개 지역의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 값과 

그 순위를 비교하였다. 표준화사망비가 낮은 30 개 지역은 모두 동 

지역이었으며 표준화사망비가 낮은 지역을 비교했을 때 보다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 순위와의 차이가 적었다. 표 15 는 

기대사망지수가 낮은 30 개 지역의 비교사망지수, 표준화사망비 및 

기대수명 값 및 그 순위가 나타나 있다. 비교사망지수가 낮은 30 개 

지역은 표준화사망비가 낮은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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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표준화사망비 상위 30개 읍·면·동 지역의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기대수명 및 순위 비교: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 전체 

지역 

ID 
종류 

SMR 

(95% UI) 

CMF 

(95% UI) 

LE 

(95% UI) 

SMR 순위 

(내림차순)  

CMF 순위 

(내림차순) 

LE 순위 

(오름차순) 

862 면 
181.8 

(166.1,198.9) 

189.0 

(172.6,207.0) 

74.8 

(73.6,76.1) 
1 1 3 

778 동 
157.6 

(139.4,178.2) 

164.3 

(144.6,186.7) 

76.1 

(74.1,78.1) 
2 3 7 

2952 동 
153.9 

(143.7,164.8) 

156.5 

(145.8,168.0) 

77.2 

(76.1,78.3) 
3 6 32 

112 면 
153.8 

(141.7,166.9) 

164.3 

(151.1,178.8) 

76.5 

(75.3,77.6) 
4 2 13 

2302 
동 

151.0 

(137.7,165.6) 

148.4 

(134.9,163.3) 

78.4 

(77.3,79.3) 
5 17 78 

1248 
동 

148.3 

(133.3,165.0) 

142.4 

(127.8,158.6) 

79.0 

(77.6,80.4) 
6 39 145 

2934 
동 

144.7 

(134.2,156.0) 

145.5 

(134.7,157.2) 

78.4 

(77.4,79.3) 
7 24 76 

3266 면 
143.8 

(117.7,175.6) 

153.1 

(124.0,189.0) 

76.4 

(71.9,80.0) 
8 13 10 

1619 
동 

141.3 

(128.9,154.9) 

133.5 

(120.9,147.3) 

79.1 

(78.1,80.2) 
9 134 167 

3179 
동 

140.1 

(127.9,153.5) 

124.3 

(112.2,137.7) 

79.4 

(78.3,80.5) 
10 379 238 

2103 
동 

140.0 

(128.8,152.2) 

137.9 

(126.5,150.4) 

79.2 

(78.3,80.1) 
11 77 185 

3213 
동 

139.5 

(125.7,154.9) 

139.1 

(125.2,154.6) 

78.1 

(76.7,79.5) 
12 65 57 

1710 
동 

139.2 

(124.4,155.8) 

137.6 

(122.4,154.7) 

79.0 

(77.6,80.3) 
13 82 141 

1327 
동 

139.1 

(128.2,150.9) 

139.1 

(127.9,151.2) 

78.7 

(77.7,79.7) 
14 66 104 

1273 
동 

137.9 

(127.3,149.3) 

139.3 

(128.3,151.2) 

79.0 

(78.1,80.0) 
15 6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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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ID 
종류 

SMR 
(95% UI) 

CMF 
(95% UI) 

LE 
(95% UI) 

SMR 순위 

(내림차순)  

CMF 순위 

(내림차순) 

LE 순위 

(오름차순) 

1813 면 
137.8 

(115.3,164.7) 
147.1 

(120.5,179.4) 
77.7 

(74.0,81.1) 
16 18 41 

1228 
동 

136.8 
(127.9,146.3) 

138.3 
(129.3,148.0) 

79.0 
(78.3,79.8) 

17 71 153 

197 
동 

135.9 
(122.0,151.4) 

144.3 
(128.8,161.7) 

78.1 
(76.6,79.5) 

18 29 56 

1993 면 
135.5 

(119.4,153.8) 

136.4 

(118.7,156.9) 

78.6 

(75.6,80.9) 
19 92 92 

2754 
동 

135.4 
(122.6,149.5) 

140.6 
(127.0,155.6) 

79.2 
(78.1,80.3) 

20 53 181 

3263 
동 

135.4 
(123.0,149.1) 

140.4 
(127.0,155.4) 

79.6 
(78.6,80.6) 

21 55 279 

1009 
동 

135.4 
(122.4,149.8) 

136.8 
(123.1,151.9) 

78.4 
(76.8,79.8) 

22 89 73 

961 
동 

135.4 
(125.4,146.2) 

134.7 
(124.7,145.5) 

79.0 
(77.8,80.2) 

23 109 144 

766 
동 

135.4 
(123.6,148.3) 

131.9 
(120.1,144.8) 

79.3 
(78.4,80.1) 

24 174 201 

2323 면 
135.3 

(117.6,155.6) 
132.5 

(114.9,152.8) 
79.7 

(78.1,81.3) 
25 158 316 

1421 동 
134.8 

(124.4,146.1) 
137.0 

(126.1,148.9) 
79.1 

(78.2,80.0) 
26 86 159 

1244 면 
134.6 

(122.4,148.0) 
141.8 

(128.5,156.5) 
78.3 

(77.0,79.6) 
27 42 72 

1274 
동 

134.6 

(122.8,147.6) 

134.8 

(122.8,147.8) 

78.8 

(77.7,80.0) 
28 108 117 

1650 
동 

134.4 
(120.1,150.4) 

139.5 
(124.0,157.1) 

79.1 
(77.5,80.6) 

29 62 161 

488 면 
134.3 

(116.8,154.5) 
154.5 

(128.0,186.5) 
79.1 

(77.9,80.1) 
30 10 157 

CMF = 비교사망지수; LE = 기대수명; SMR = 표준화사망비; UI = 불확실

성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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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비교사망지수 상위 30개 읍·면·동 지역의 비교사망지수, 

표준화사망비, 기대수명 및 순위 비교: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 전체 

지역 

ID 
종류 

CMF 

(95% UI) 

SMR 

(95% UI) 

LE 

(95% UI) 

CMF 순위 

(내림차순)  

SMR 순위 

(내림차순) 

LE 순위 

(오름차순) 

862 면 
189.0 

(172.6,207.0) 

181.8 

(166.1,198.9) 

74.8 

(73.6,76.1) 
1 1 3 

112 면 
164.3 

(151.1,178.8) 

153.8 

(141.7,166.9) 

76.1 

(74.1,78.1) 
2 4 13 

778 동 
164.3 

(144.6,186.7) 

157.6 

(139.4,178.2) 

77.2 

(76.1,78.3) 
3 2 7 

1573 면 
159.5 

(133.9,189.9) 

121.8 

(108.1,137.2) 

76.5 

(75.3,77.6) 
4 227 26 

2685 면 
158.3 

(126.2,198.7) 

127.9 

(106.5,153.5) 

78.4 

(77.3,79.3) 
5 102 4 

2952 동 
156.5 

(145.8,168.0) 

153.9 

(143.7,164.8) 

79.0 

(77.6,80.4) 
6 3 32 

2326 면 
156.5 

(128.2,191.0) 

122.8 

(106.4,141.7) 

78.4 

(77.4,79.3) 
7 194 28 

1757 면 
156.2 

(137.5,177.4) 

133.6 

(119.3,149.6) 

76.4 

(71.9,80.0) 
8 36 19 

260 면 
155.1 

(128.5,187.2) 

133.1 

(114.6,154.6) 

79.1 

(78.1,80.2) 
9 40 25 

1593 면 
154.5 

(128.0,186.5) 

134.3 

(116.8,154.5) 

79.4 

(78.3,80.5) 
10 30 5 

562 동 
154.1 

(133.0,178.6) 

131.6 

(115.0,150.6) 

79.2 

(78.3,80.1) 
11 54 27 

2221 면 
153.5 

(125.9,187.3) 

121.2 

(104.9,140.1) 

78.1 

(76.7,79.5) 
12 249 8 

3266 면 
153.1 

(124.0,189.0) 

143.8 

(117.7,175.6) 

79.0 

(77.6,80.3) 
13 8 10 

1739 동 
152.1 

(130.3,177.6) 

132.8 

(117.5,150.1) 

78.7 

(77.7,79.7) 
14 43 14 

1033 면 
149.5 

(124.4,179.7) 

118.5 

(103.8,135.3) 

79.0 

(78.1,80.0) 
15 35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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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ID 
종류 

CMF 
(95% UI) 

SMR 
(95% UI) 

LE 
(95% UI) 

CMF 순위 

(내림차순)  

SMR 순위 

(내림차순) 

LE 순위 

(오름차순) 

3143 면 
149.3 

(119.7,186.4) 
117.4 

(99.7,138.2) 
77.7 

(74.0,81.1) 
16 401 23 

2302 동 
148.4 

(134.9,163.3) 
151.0 

(137.7,165.6) 
79.0 

(78.3,79.8) 
17 5 78 

1813 면 
147.1 

(120.5,179.4) 
137.8 

(115.3,164.7) 
78.1 

(76.6,79.5) 
18 16 41 

2812 면 
146.2 

(122.5,174.4) 

124.8 

(108.6,143.4) 

78.6 

(75.6,80.9) 
19 149 31 

1670 면 
146.1 

(126.6,168.7) 
130.4 

(115.9,146.7) 
79.2 

(78.1,80.3) 
20 67 36 

680 면 
146.0 

(128.4,166.1) 
133.6 

(119.7,149.1) 
79.6 

(78.6,80.6) 
21 37 52 

1398 면 
145.9 

(119.0,178.8) 
127.8 

(110.3,148.0) 
78.4 

(76.8,79.8) 
22 105 2 

2820 면 
145.6 

(127.4,166.4) 
128.5 

(114.2,144.6) 
79.0 

(77.8,80.2) 
23 94 48 

2934 동 
145.5 

(134.7,157.2) 
144.7 

(134.2,156.0) 
79.3 

(78.4,80.1) 
24 7 76 

2433 면 
145.5 

(120.7,175.3) 
119.1 

(103.8,136.7) 
79.7 

(78.1,81.3) 
25 330 15 

2747 면 
144.8 

(127.5,164.5) 
127.2 

(113.8,142.2) 
79.1 

(78.2,80.0) 
26 114 22 

966 면 
144.7 

(127.9,163.6) 
130.5 

(116.8,145.8) 
78.3 

(77.0,79.6) 
27 65 65 

2638 면 
144.5 

(123.0,169.8) 

119.4 

(105.6,135.1) 

78.8 

(77.7,80.0) 
28 315 9 

197 동 
144.3 

(128.8,161.7) 
135.9 

(122.0,151.4) 
79.1 

(77.5,80.6) 
29 18 56 

2651 면 
144.3 

(120.4,172.9) 
110.5 

(97.3,125.5) 
79.1 

(77.9,80.1) 
30 905 37 

CMF = 비교사망지수; LE = 기대수명; SMR = 표준화사망비; UI = 불확실

성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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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표준화사망비 하위 30개 읍·면·동 지역의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기대수명 및 순위 비교: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 전체 

지역 ID 종류 
SMR 

(95% UI) 

CMF 

(95% UI) 

LE 

(95% UI) 

SMR 순위 

(내림차순)  

CMF 순위 

(내림차순) 

LE 순위 

(오름차순) 

1016 
동 

51.4 

(44.1,59.9) 

49.4 

(42.4,57.7) 

89.8 

(88.9,90.8) 
1 1 2 

231 
동 

55.3 

(48.2,63.5) 

60.2 

(52.1,69.4) 

87.6 

(86.5,88.7) 
2 6 14 

1270 
동 

57.0 

(50.2,64.7) 

59.1 

(51.9,67.4) 

87.7 

(86.8,88.6) 
3 4 12 

1864 
동 

57.7 

(52.5,63.4) 

55.3 

(50.3,60.8) 

88.6 

(88.0,89.3) 
4 2 4 

318 
동 

57.8 

(52.5,63.6) 

58.2 

(49.1,69.0) 

87.7 

(87.0,88.4) 
5 3 3 

1290 
동 

57.8 

(48.9,68.3) 

60.7 

(55.0,66.9) 

89.2 

(87.9,90.5) 
6 10 11 

3360 
동 

58.5 

(52.6,65.0) 

60.5 

(54.4,67.4) 

87.5 

(86.8,88.2) 
7 8 17 

3115 
동 

59.8 

(52.8,67.7) 

60.7 

(53.5,68.8) 

87.6 

(86.8,88.5) 
8 9 13 

1298 
동 

60.0 

(53.4,67.4) 

61.0 

(54.3,68.6) 

87.8 

(87.0,88.7) 
9 11 8 

2776 
동 

60.3 

(55.6,65.4) 

59.5 

(54.9,64.5) 

87.9 

(87.4,88.5) 
10 5 6 

502 
동 

61.2 

(54.5,68.7) 

60.3 

(53.6,67.8) 

88.0 

(87.0,89.0) 
11 7 5 

1273 
동 

61.5 

(55.1,68.7) 

70.0 

(62.2,78.8) 

86.0 

(85.2,86.7) 
12 54 87 

1871 
동 

61.6 

(56.3,67.5) 

66.8 

(60.8,73.3) 

86.6 

(86.0,87.3) 
13 30 45 

849 
동 

62.4 

(57.1,68.2) 

66.8 

(60.9,73.3) 

86.7 

(86.1,87.4) 
14 31 40 

3067 
동 

62.5 

(55.7,70.1) 

63.8 

(59.1,68.9) 

87.4 

(86.5,88.2) 
15 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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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동 

62.5 

(57.9,67.5) 

65.3 

(58.1,73.4) 

87.0 

(86.5,87.5) 
16 23 31 

311 
동 

62.7 

(57.4,68.5) 

62.2 

(56.9,68.0) 

87.6 

(86.9,88.2) 
17 12 15 

2665 
동 

62.8 

(55.3,71.4) 

63.0 

(55.4,71.6) 

87.7 

(86.7,88.6) 
18 14 10 

1371 
동 

62.8 

(57.7,68.4) 

64.1 

(58.8,69.9) 

86.9 

(86.3,87.4) 
19 18 35 

2232 
동 

63.2 

(57.2,69.9) 

65.3 

(59.0,72.4) 

86.8 

(86.1,87.5) 
20 24 37 

1480 
동 

63.3 

(58.2,68.9) 

62.8 

(56.1,70.2) 

87.2 

(86.6,87.9) 
21 13 25 

1111 
동 

63.3 

(56.6,70.8) 

63.7 

(58.3,69.5) 

86.9 

(86.2,87.7) 
22 16 32 

1269 
동 

63.4 

(56.7,70.9) 

64.7 

(57.5,72.8) 

87.8 

(86.8,88.7) 
23 21 9 

3214 
동 

63.8 

(57.0,71.4) 

64.4 

(57.5,72.3) 

87.9 

(87.0,88.7) 
24 20 7 

879 
동 

64.1 

(57.5,71.5) 

66.2 

(59.1,74.1) 

86.7 

(85.8,87.5) 
25 26 43 

1303 
동 

64.2 

(58.7,70.2) 

63.1 

(57.7,69.1) 

87.4 

(86.7,88.1) 
26 15 19 

2828 
동 

64.4 

(57.6,72.0) 

64.3 

(57.4,71.9) 

87.2 

(86.3,88.0) 
27 19 26 

2728 
동 

64.8 

(56.9,73.8) 

64.8 

(56.8,74.0) 

87.6 

(86.5,88.6) 
28 22 16 

1001 
동 

65.1 

(57.8,73.3) 

69.3 

(61.4,78.2) 

86.3 

(85.4,87.1) 
29 51 61 

2103 
동 

65.2 

(57.1,74.4) 

66.2 

(60.8,72.1) 

86.7 

(85.7,87.6) 
30 27 27 

CMF = 비교사망지수; LE = 기대수명; SMR = 표준화사망비; UI = 불확실

성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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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비교사망지수 하위 30개 읍·면·동 지역의 비교사망지수, 

표준화사망비, 기대수명 및 순위 비교: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 전체 

지역 

ID 
종류 

CMF 

(95% UI) 

SMR 

(95% UI) 

LE 

(95% UI) 

SMR 순위 

(내림차순)  

CMF 순위 

(내림차순) 

LE 순위 

(오름차순) 

1016 동 
49.4 

(42.4,57.7) 

51.4 

(44.1,59.9) 

89.8 

(88.9,90.8) 
1 1 2 

1864 
동 

55.3 

(50.3,60.8) 

57.7 

(52.5,63.4) 

88.6 

(88.0,89.3) 
2 4 4 

1290 
동 

58.2 

(49.1,69.0) 

57.8 

(48.9,68.3) 

89.2 

(87.9,90.5) 
3 5 3 

1270 
동 

59.1 

(51.9,67.4) 

57.0 

(50.2,64.7) 

87.7 

(86.8,88.6) 
4 3 12 

2776 
동 

59.5 

(54.9,64.5) 

60.3 

(55.6,65.4) 

87.9 

(87.4,88.5) 
5 10 6 

231 
동 

60.2 

(52.1,69.4) 

55.3 

(48.2,63.5) 

87.6 

(86.5,88.7) 
6 2 14 

502 
동 

60.3 

(53.6,67.8) 

61.2 

(54.5,68.7) 

88.0 

(87.0,89.0) 
7 11 5 

3360 
동 

60.5 

(54.4,67.4) 

58.5 

(52.6,65.0) 

87.5 

(86.8,88.2) 
8 7 17 

3115 
동 

60.7 

(53.5,68.8) 

59.8 

(52.8,67.7) 

87.6 

(86.8,88.5) 
9 8 13 

318 
동 

60.7 

(55.0,66.9) 

57.8 

(52.5,63.6) 

87.7 

(87.0,88.4) 
10 6 11 

1298 
동 

61.0 

(54.3,68.6) 

60.0 

(53.4,67.4) 

87.8 

(87.0,88.7) 
11 9 8 

311 
동 

62.2 

(56.9,68.0) 

62.7 

(57.4,68.5) 

87.6 

(86.9,88.2) 
12 17 15 

1111 
동 

62.8 

(56.1,70.2) 

63.3 

(56.6,70.8) 

86.9 

(86.2,87.7) 
13 21 32 

2665 
동 

63.0 

(55.4,71.6) 

62.8 

(55.3,71.4) 

87.7 

(86.7,88.6) 
14 18 10 

1303 
동 

63.1 

(57.7,69.1) 

64.2 

(58.7,70.2) 

87.4 

(86.7,88.1) 
15 2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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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동 

63.7 

(58.3,69.5) 

63.3 

(58.2,68.9) 

87.2 

(86.6,87.9) 
16 22 25 

1756 
동 

63.8 

(59.1,68.9) 

62.5 

(57.9,67.5) 

87.0 

(86.5,87.5) 
17 15 31 

1371 
동 

64.1 

(58.8,69.9) 

62.8 

(57.7,68.4) 

86.9 

(86.3,87.4) 
18 19 35 

2828 
동 

64.3 

(57.4,71.9) 

64.4 

(57.6,72.0) 

87.2 

(86.3,88.0) 
19 27 26 

3214 
동 

64.4 

(57.5,72.3) 

63.8 

(57.0,71.4) 

87.9 

(87.0,88.7) 
20 24 7 

1269 
동 

64.7 

(57.5,72.8) 

63.4 

(56.7,70.9) 

87.8 

(86.8,88.7) 
21 23 9 

2728 
동 

64.8 

(56.8,74.0) 

64.8 

(56.9,73.8) 

87.6 

(86.5,88.6) 
22 28 16 

3067 
동 

65.3 

(58.1,73.4) 

62.5 

(55.7,70.1) 

87.4 

(86.5,88.2) 
23 16 21 

2232 
동 

65.3 

(59.0,72.4) 

63.2 

(57.2,69.9) 

86.8 

(86.1,87.5) 
24 20 37 

2568 
동 

65.8 

(58.6,73.8) 

65.9 

(58.8,73.8) 

86.7 

(85.8,87.6) 
25 34 39 

879 
동 

66.2 

(59.1,74.1) 

64.1 

(57.5,71.5) 

86.7 

(85.8,87.5) 
26 25 43 

965 
동 

66.2 

(60.8,72.1) 

65.2 

(59.9,70.9) 

87.1 

(86.5,87.7) 
27 30 27 

1427 
동 

66.6 

(61.6,72.0) 

65.2 

(60.3,70.5) 

86.5 

(86.0,87.1) 
28 31 50 

2103 
동 

66.8 

(58.3,76.4) 

65.2 

(57.1,74.4) 

86.7 

(85.7,87.6) 
29 32 44 

1871 
동 

66.8 

(60.8,73.3) 

61.6 

(56.3,67.5) 

86.6 

(86.0,87.3) 
30 13 45 

CMF = 비교사망지수; LE = 기대수명; SMR = 표준화사망비; UI = 불확실성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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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읍·면·동 지역별 비교사망지수와 표준화사망비의 비

를 인구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동 지역과 읍 지역에서는 비교사

망지수와 표준화사망비의 비의 크기는 대부분 1.1보다 적었다. 그러

나 면 지역에서는 동이나 읍 지역보다 큰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인

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크기가 컸다.  

     그림 4는 전체 및 읍·면·동 지역별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의 피어슨 상관계수 및 상관성을 도표를 통하여 보여준

다. 전체적으로 비교사망지수와 기대수명 간 상관성의 크기(피어슨 

상관계수(r) = -0.972)가 가장 컸고, 표준화사망비와 기대수명 간 

상관성(피어슨 상관계수(r) = -0.888)은 가장 적었다. 표준화사망

비,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 간 상관성은 동 지역에서 가장 컸고 

그림 3. 읍·면·동 층화 인구수에 따른 비교사망지수와 표준화사망비의 비: 2013-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 전체 

CMF = 비교사망지수; LE = 기대수명; SMR = 표준화사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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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지역, 면 지역 순으로 적었다. 모든 층화 분석에서 상관성이 가

장 낮은 지표는 표준화사망비와 기대수명이었다.  

 

 

 

 

그림 4. 전체 및 읍·면·동 층화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 

간 상관간계: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 전체 

CMF = 비교사망지수; LE = 기대수명; SMR = 표준화사망비; r = 피어슨 상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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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찰 

3.4.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읍·면·동 수준 사망률을 표준화사망비,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모든 읍·면·동의 연령군별 사망률이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도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하여 사망률 산출 시 읍·면·동 간 차이가 있

었다. 동 지역은 면 지역보다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실제 사망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표준화사망비 순위를 비교사망지수 

및 기대수명 순위와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큰 차이

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차이가 적었다. 표

준화사망비와 비교사망지수 간 차이는 대체로 인구수가 적은 면 지

역이 주도하였다. 기대수명과 비교사망지수 간 상관성의 크기는 표

준화사망비와 비교사망지수, 표준화사망비와 기대수명 간 상관성의 

크기보다 컸다.  

3.4.2. 표준화사망비 비교를 위한 두 가지 가정 

      표준화사망비의 지역 간 비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제한적

이다(19). 그 이유는 표준화사망비는 해당 지역의 실제 사망자 수

를 기대 사망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지역 간 표준화사망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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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고자 할 때는 각 지역의 기대 사망자 수가 다르므로 분모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비교사망지수는 표준인구의 기대 

사망자 수를 실제 사망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적어도 이론적으

로는 표준화사망비에 비해서 지역 간 사망률 비교에 적합하다(20). 

비교사망지수는 표준화사망비와 달리 비교 집단의 인구 구조 차이

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로지 연령군별 사망률 혹은 사망비 

차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표준화사망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이 충족되

어야 한다(19-23). 첫째, 비교하려는 인구 집단의 연령군별 사망비

(표준인구 연령군별 사망률을 분모로 하고 해당 인구 집단의 연령

군별 사망률을 분자로 함)가 유사해야 한다. 둘째, 비교하려는 인구 

집단들의 연령 구조가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가정이 반드

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간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한 사망률 비교 시 반드시 위

의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16, 28, 56). Gustafson은 실제 지역 간 사망률 비교 시에는 두 가

지 가정이 위배되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51). 다만, 그는 집단의 연령 구조가 매우 크게 다르지는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Court와 Cheng 또한 두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도 비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8).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표준화사망비의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사망률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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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반드시 비교사망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표준화사망비 산출 시 지역 간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

었다(27). Goldman과 Brender 또한 표준화사망비의 산출 용이성

을 인정하더라도 비교 집단 간 연령 구조 차이에 의한 심각한 비뚤

림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비교사망지수를 이용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29). 

3.4.3. 연령 구조 차이에 따른 표준화사망비 변화 

      우리나라 모든 읍·면·동이 2015년 국가 수준 연령군별 사망률

을 가진다고 가정할 때 표준화사망비 산출은 다음 식과 같이 변형

할 수 있다. 

∑ 𝑡𝑖𝑟(
𝐷𝑖,2015

𝑇𝑖,2015
)𝑖

∑ 𝑡𝑖𝑟(
𝐷𝑖
𝑇𝑖

)𝑖

  

 

이 때, 𝑇𝑖,2015  = 2015년 전체 연령군별 인구수, 𝐷𝑖,2015  = 2015년 전체 

연령군별 사망자 수 

 우리나라 모든 읍·면·동이 같은 연령군별 사망률을 가진다고 가정하

더라도 읍·면·동의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는 지역의 연령 

구조에 따라 다르다. 표준화사망비 중앙값을 가지는 지역의 분자, 

분모와 비교했을 때, 분모(연령군별 기대 사망자 수의 합)의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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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연령군별 실제 사망자 수의 합)의 증가보다 클 때 감소한다. 

분모의 감소가 분자의 감소보다 적을 때도 감소한다. 반대의 경우에

는 표준화사망비 중앙값에 비해서 커진다. 분자 및 분모의 변화가 

상쇄되는 경우에는 중앙값에 수렴한다. 동 지역과 같이 젊은 사람이 

많은 분율을 차지하는 경우, 기대 사망자 수가 작기 때문에 표준화

사망비의 변이가 커진다. 위의 식은 다음 식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1 − [

∑ 𝑡𝑖𝑟 (
𝐷𝑖
𝑇𝑖

)𝑖 − ∑ 𝑡𝑖𝑟 (
𝐷𝑖,2015

𝑇𝑖,2015
)𝑖

∑ 𝑡𝑖𝑟 (
𝐷𝑖
𝑇𝑖

)𝑖

]  

 

1 에서 표준화사망비는 연령군별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 간 차의 합을 분자로, 연령군별 기대 사망자 수의 합을 분모로 

한 값을 차분하여 산출 가능하다. 표 16 에는 연령군별 사망률이 

모두 같다는 가상적 상황 하에서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지역(대상 집단 1)과 가장 높은 지역(대상 집단 2), 그리고 

중앙값(대상 집단 3)을 가지는 지역의 연령 구조, 연령군별 기대 

사망자 및 가상적 실제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우리는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차를 통하여 표준화사망비 중앙값과의 차에 

각 연령군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냈다. 대상 

집단 1 은 65 세 이상 노인 집단이 표준화사망비 중앙값과의 차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그러나 0 세 및 1-4 세 집단은 다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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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비해서 기여도가 낮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집단이 연령 

구조에서 차지하는 분율이 적었기 때문이다. 대상 집단 2 는 

인구수가 비교적 적었고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분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령 구조 차이는 대상 집단 2 가 높은 표준화사망비 값을 

가지는데 기여하였다. 분모가 되는 기대 사망자 수의 크기가 적은 

것 또한 분자 혹은 분모의 작은 변화에도 큰 변동을 나타내는 

원인일 것이다.  

    종합하면 표준화사망비는 모든 지역의 연령군별 사망률이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각 지역별 인구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인구수가 적거나 젊은 연령층이 많은 지역 또는 사망률이 낮은 

지역은 분모인 기대 사망자 수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큰 변이를 

나타낸다. 표준화사망비의 최소값은 읍·면·동 지역들에서 

비슷하였는데 최소값이 산출된 지역들은 대체로 인구수가 많고 

노인 인구 분율이 높아서 기대 사망자 수가 큰 지역들이었다. 높은 

표준화사망비는 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은 분율을 차지하는 동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 설명은 실제 읍·면·동 연령군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표준화사망비 상위 30개 지역 중 22개 지역이 동 

지역이었지만 비교사망지수를 이용했을 때는 동 지역이 7 개 

지역이었던 결과 또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규모에서 

읍·면·동 사망률 비교 시 표준화사망비 사용은 비뚤림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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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교사망지수와 기대수명 사용이 가능하다면 두 지표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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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모든 읍·면·동 연령군별 사망률이 2015년 전체 연령군별 사망률과 같다는 가상적 상황에서 산출한 표준화사망비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을 보인 지역들의 연령 구조, 가상적 실제 사망자 수, 기대 사망자 수 비교: 2013-2017년 건강정보DB, 남녀 전체 

연령

군 

 표준인구 

연령군별 

사망률 

(1) 

2015 년 

전체 

연령군별 

사망률 

(2) 

(1)

-

(2) 

  대상 집단 1   대상 집단 2  대상 집단 3 

  POP EXP OBS 

EXP

-

OBS 

(%) 

  POP EXP OBS 

EXP

-

OBS 

(%) 

 POP EXP OBS 
EXP-OBS 

(%) 

0 0.00057 
0.0028

2 

-

0.0022

5 

 
124 

(0.3) 0.07 0.35 
-0.28 
(-4.0) 

 871 
(3.4) 

0.50 2.46 
-1.95 
(89.6) 

 1016 
(1.0) 

0.58 2.86 
-2.28 

(-30.0) 

1-4 0.00014 
0.0006

5 

-

0.0005

1 

 
548 

(1.3) 0.08 0.36 
-0.28 
(-4.1) 

 2319 
(9.1) 

0.33 1.52 
-1.19 
(54.6) 

 3591 
(3.4) 

0.50 2.35 
-1.85 

(-24.3) 

5-9 0.00009 
0.0000

9 

0.0000

0 
 872 

(2.1) 
0.08 0.08 

0.00 

(0.0) 
 763 

(3.0) 
0.07 0.07 

0.00 

(-0.1) 
 3834 

(3.7) 
0.35 0.34 

0.01 

(0.1) 

10-14 0.00009 
0.0000

9 
0.0000

0 
 1329 

(3.2) 
0.13 0.11 

0.01 
(0.2) 

 509 
(2.0) 

0.05 0.04 
0.00 

(-0.2) 
 4229 

(4.0) 
0.40 0.36 

0.03 
(0.5) 

15-19 0.00025 
0.0002

1 

0.0000

4 
 2122 

(5.1) 
0.53 0.44 

0.09 

(1.3) 
 1112 

(4.4) 
0.28 0.23 

0.05 

(-2.1) 
 5836 

(5.6) 
1.46 1.22 

0.25 

(3.2) 

20-24 0.00034 
0.0003

3 

0.0000

1 
 2628 

(6.4) 
0.89 0.86 

0.03 

(0.4) 
 2033 

(8.0) 
0.69 0.67 

0.02 

(-1.0) 
 7617 

(7.3) 
2.59 2.51 

0.08 

(1.1) 

25-29 0.00046 
0.0004

7 

-
0.0000

1 

 
2356 
(5.7) 1.09 1.11 

-0.02 

(-0.3) 
 3477 

(13.6) 
1.61 1.64 

-0.03 

(1.5) 
 7795 

(7.4) 
3.61 3.68 

-0.07 

(-1.0) 

30-34 0.00062 
0.0006

1 
0.0000

1 
 2521 

(6.1) 
1.57 1.54 

0.03 
(0.5) 

 4963 
(19.5) 

3.09 3.03 
0.06 

(-2.8) 
 9756 

(9.3) 
6.07 5.95 

0.12 
(1.6) 

35-39 0.00085 
0.0008

0 

0.0000

5 
 2433 

(5.9) 
2.07 1.95 

0.12 

(1.8) 
 2718 

(10.7) 
2.31 2.17 

0.14 

(-6.3) 
 8352 

(8.0) 
7.10 6.68 

0.42 

(5.5) 

40-44 0.00129 
0.0012

6 

0.0000

3 
 3014 

(7.3) 
3.88 3.78 

0.10 

(1.5) 
 1454 

(5.7) 
1.87 1.83 

0.05 

(-2.2) 
 7918 

(7.6) 
10.20 9.94 

0.2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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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군 

 표준인구 

연령군별 

사망률 

(1) 

2015 년 

전체 

연령군별 

사망률 

(2) 

(1)

-

(2) 

  대상 집단 1   대상 집단 2  대상 집단 3 

  POP EXP OBS 

EXP

-

OBS 

(%) 

  POP EXP OBS 

EXP

-

OBS 

(%) 

 POP EXP OBS 
EXP-OBS 

(%) 

45-49 0.00200 
0.0019

7 

0.0000

3 
 3588 

(8.7) 
7.19 7.08 

0.12 

(1.7) 
 1386 

(5.4) 
2.78 2.73 

0.05 

(-2.1) 
 8096 

(7.7) 
16.23 15.97 

0.27 

(3.5) 

50-54 0.00305 
0.0029

6 
0.0000

9 
 4208 

(10.2) 
12.81 12.44 

0.38 
(5.5) 

 1588 
(6.2) 

4.84 4.69 
0.14 

(-6.5) 
 9305 

(8.9) 
28.33 27.50 

0.83 
(11.0) 

55-59 0.00428 
0.0041

6 

0.0001

2 
 4352 

(10.5) 
18.64 18.10 

0.55 

(8.0) 
 1079 

(4.2) 
4.62 4.49 

0.14 

(-6.2) 
 8953 

(8.5) 
38.35 37.23 

1.13 

(14.8) 

60-64 0.00631 
0.0061

5 

0.0001

6 
 3565 

(8.6) 
22.51 21.92 

0.59 

(8.5) 
 569 

(2.2) 
3.59 3.50 

0.09 

(-4.3) 
 6375 

(6.1) 
40.25 39.20 

1.05 

(13.8) 

65-69 0.00989 
0.0094

3 
0.0004

6 
 2772 

(6.7) 
27.43 26.15 

1.28 
(18.6) 

 275 
(1.1) 

2.72 2.59 
0.13 

(-5.8) 
 4634 

(4.4) 
45.85 43.72 

2.13 
(28.1) 

70-74 0.01789 
0.0171

0 

0.0007

9 
 2256 

(5.5) 
40.35 38.59 

1.77 

(25.7) 
 143 

(0.6) 
2.56 2.45 

0.11 

(-5.1) 
 3435 

(3.3) 
61.44 58.75 

2.69 

(35.4) 

75-79 0.03260 
0.0315

2 

0.0010

8 
 1542 

(3.7) 
50.27 48.60 

1.66 

(24.2) 
 87 

(0.3) 
2.84 2.74 

0.09 

(-4.3) 
 2269 

(2.2) 
73.96 71.52 

2.45 

(32.2) 

80-84 0.05894 
0.0567

0 

0.0022

4 
 800 

(1.9) 
47.15 45.36 

1.79 

(26.1) 
 71 

(0.3) 
4.18 4.03 

0.16 

(-7.3) 
 1068 

(1.0) 
62.94 60.55 

2.39 

(31.5) 

85+ 0.12728 
0.1305

6 

-

0.0032
8 

 
322 

(0.8) 40.98 42.04 
-1.06 

(-15.4) 
 71 

(0.3) 
9.04 9.27 

-0.23 

(10.7) 
 707 

(0.7) 
89.99 92.30 

-2.32 

(-30.5) 

Total         

41352 

(100.0

) 

277.7
3 

270.8
5 

6.87 

(100.0

) 

  

25488 

(100.0

) 

47.96 50.14 

-2.18 

(100.0

) 
  

1047

86 
(100.

0) 

490.2
3 

482.6
3 

7.59 
(100.0) 

SMR     100 ∙ (1 −
6.87

277.73
) = 97.5  100 ∙ {1 − (

−2.18

47.96
)} = 104.6  100 ∙ (1 −

7.59

490.23
) = 98.5 

EXP = 기대 사망자 수; MR = 사망비; OBS = 실제 사망자 수; POP = 인구수; SMR = 표준화사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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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표준인구 선정 

       표준화사망비는 인구 집단의 연령 구조를 반영한 사망비의 

가중 평균이다. 그러므로 표준화사망비는 표준인구의 연령군별 

사망률과의 비뿐만 아니라 관심 집단의 연령 구조에도 영향을 

받는다. 동 지역과 읍 지역은 매우 유사한 연령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설정한 표준인구의 연령군별 사망률과도 

비슷한 연령군별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지역은 연령군별 

사망비가 전체 연령군에서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었다. 주된 이유는 

이 연구에서 표준인구로 설정한 전체 인구집단에서 동 지역과 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연령 표준화 

방법은 표준인구 설정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인구를 설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25).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준인구는 비교하려는 지역들과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는 인구집단이다(24). Szklo와 Nieto는 

표준인구의 예로 비교 대상 집단 중 가장 인구수가 적은 인구 집단, 

비교 대상 집단들이 모두 속한 상위 인구 집단, 최소-

변이(minimum-variance) 표준인구 등을 제시하였다(57). 추후에 

전국 규모의 지역별 사망률 산출 시 적절한 표준인구를 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읍 지역에 속한 인구 

집단을 표준인구로 설정하거나 최소-변이 표준인구를 표준인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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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후의 결과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표준인구가 필요 없는 

기대수명을 사용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16).  

3.4.5. 표준화사망비와 비교사망지수 차이 

        면 지역에서는 비교사망지수와 표준화사망비 간 비가 

0.87-1.60 범위를 나타냈는데 이는 동 지역과 읍 지역에 비하여 

매우 큰 범위였다(동 지역 0.89-1.37, 읍 지역 0.98-1.17). 

비교사망지수와 표준화사망비 간 비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더 

컸다. 표준화사망비와 비교사망지수, 표준화사망비와 기대수명 간 

상관성의 크기 또한 동 지역에서 가장 컸고 읍과 면 지역으로 

갈수록 작아졌는데 그 이유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표준화사망비 산출 시 기대 사망자 수가 적어 변동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사망지수와 기대수명 간 상관성의 크기가 

어떠한 경우에도 표준화사망비와 기대수명 간 상관성의 크기 보다 

컸다. 또한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지역일지라도 면 지역에 속한 

소지역들에서 비교사망지수와 표준화사망비 간 비의 절대적 크기가 

컸다. 이 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표준화사망비를 지역 간 비교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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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연구 제한점 

      이 연구는 자료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전 연구들에서 자료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비뚤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58, 59). 같은 맥락에서 질병 

지도화 연구들에서는 베이지안 계층 모형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공간의 정보를 빌려와 지역별 사망률을 산출하고 있다(59). 이 

연구에서는 표준화사망비를 지역 간 사망률 비교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로서 읍·면·동으로 지역 구분 시 비슷한 

연령 구조나 연령군별 사망비를 보이는 지역들이 같은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빈도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67 

 

4.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베이지안 시공

간 모형 평가 

4.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1.1.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시 통계적 유의 사항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통계적 방법

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지역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해당 지역

과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대상자들의 특성이 유사해진다(3). 또한 

분석 단위를 소지역으로 했을 때는 지역의 연령군별 인구수와 사망

자 수가 적어진다(37). 사망자 수가 0인 셀은 기대수명 산출치를 

과대 추정하고 표준오차는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16, 55). 따라서 소지역 단위 기대수명 계산 시 높은 정확성과 

유용한 정보를 주는(informative) 변이를 산출할 수 있는 분석 방

법을 활용하여야 한다(31, 60). 지역 간 기대수명을 불확실성을 고

려하여 비교할 때는 주로 기대수명 산출치의 정규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소지역 단위 기대수명 산출 방법은 산출치의 정확성, 불확

실성, 그리고 정규성 만족 여부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60, 

61). 

4.1.2. 기대수명 산출 시 필요한 최소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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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대수명 산출치의 비뚤림 크기와 불확

실성, 정규성 등은 인구수, 연령 구조, 연령군별 사망률 양상, 그리

고 개방 연령 구간 설정에 영향을 받는다(60). 전통적 기대수명 산

출 방법을 이용한 기대수명 산출치는 인구수가 적을수록 비뚤림 크

기가 커진다(60). 인구수가 10,000명이 넘으면 비뚤림의 크기는 

무시할 만 해졌고, 인구수가 1,000명인 지역에서는 연령 구조에 따

라 비뚤림 크기가 0.5-3.5세의 크기로 나타났다(60). 기존 연구들

에서는 지역 간 기대수명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오차가 2년보다 적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2, 60). 사망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표준오

차가 1년(95% 신뢰구간 넓이는 약 4세)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적어도 25,000명이 필요하였다(42, 60). Jonker 등에 의하면 전통

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하면 인구수가 5,000명일 때 표준오

차가 2.1세로 나타났다(21).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했

을 때의 표준오차에 비해서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한 표준오차

의 크기는 약 40%로 나타났는데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차이가 

더 컸다(21). 기대수명 산출치의 정규성 또한 지역의 인구수나 연

령 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60). 인구수가 50,000

명 이상인 경우 확실히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지만 5,000-50,000

명인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았다(60). 인구수가 5,000명 미만인 경

우에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았다. 안정적인 인구 집단의 경우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일 때는 확실히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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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1.3.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활용한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시 데이터의 희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의 데이터를 합치거나 베이지안 계층 모형 등

을 이용하여 인접한 시공간 및 연령군의 정보를 빌려오거나 지역 

수준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데이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시도되었다(2, 12, 30, 62-64). 

 베이지안 계층 모형은 공간, 연령군과 함께 시간항을 임의 변

수로 가정하여 기대수명을 산출한다. 공간항은 지역의 관찰되지 않

은(unobserved) 위험 요인들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총합하여 모형

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시간항과 연령군항은 인접한 시간이나 연령

군 간 차이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항들 간 상호작용

을 모형에 추가하면 공간에 따른 사망률 변화 양상이나 연령군 간 

사망률 변화 차이 등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보다 정확성과 정밀도가 매우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21).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했을 때 인구수가 

500명인 경우 비뚤림의 크기는 1.1세였으나 연령과 공간 간 상호 

작용을 포함한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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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림의 크기가 0.1세였다. 인구수가 1,000-25,000명일 때 모두 

비뚤림 크기는 0.0세였다. 표준오차 크기 또한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했을 때 크기가 작았다. 인구수가 500명일 때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서 표준오차의 크기는 6.2세였는데 베이지안 

공간 모형에서는 3.8세로 나타났다. 인구수가 25,000명일 때는 두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표준오차의 크기가 거의 같았다.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은 95% 불확실성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빈도론적 관점(frequentist 

perspective)의 신뢰구간과 베이지안 관점(Bayesian 

perspective)의 신용구간 모두 불확실성 구간으로 표기하였다.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서는 인구수가 500명일 때는 

86%였고 인구수가 커질수록 95%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였다. 

베이지안 공간 모형에서는 인구수가 500명일 때 89%였고 

인구수가 2,000명일 때는 94%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1). 그러나 현재까지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했을 때는 최소 몇 인년(person-year)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Jonker의 연구는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기대수명 

사후분포의 표준오차만 비교하였고, 사후분포가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혹은 정규성을 가정한 지역 간 기대수명 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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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간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간 기대수명의 격차나 변화 속도 차이를 밝힌 

연구에서도 단순히 점 추정치를 이용하여 평균 변화 속도를 

측정하거나 빈도론적 관점에서 단측 검정을 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어 왔다(38-41).  

앞서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의 비교위험도를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비교위험도가 1보다 높거나 낮음을 판단할 

때는 사후분포와 임의의 절단값(cut-off value)을 이용한 바 

있다(65, 66). Richardson 등은 베이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역의 비교 위험도 사후분포가 1.0보다 클 확률이 0.8보다 크면 

비교 위험도가 1.0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66). 반대로 비교 

위험도의 사후분포가 1.0보다 작을 확률이 0.8보다 크다면 지역의 

비교 위험도는 1.0보다 작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발표된 Rashid 

등(2021)의 연구에서도 사후예측분포를 이용하여 지역 간 

기대수명을 비교하거나 사후예측분포에서 절단값을 이용한 바 

있다(67).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 지역의 인구수가 

같다는 실험적 상황 하에서의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하여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기대수명 산출치의 정확성, 

불확실성 및 정규성 만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사후예측분포를 

이용하여 지역 간 기대수명을 비교하고자 할 때의 적절한 절단값을 

찾고자 한다(16, 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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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4.2.1. 연구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3-2017년 통계청의 시·군·구 수준 

주민등록연앙인구 및 인구동향조사 사망 통계 자료를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얻어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연구기간 동안 성별/연도별/시·군·구별/5세 연령군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실제 읍·면·동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에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을 

적용하여 읍·면·동별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연구 단위로는 

행정구역 변경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우리나라 247개 시·군·구를 

사용하였다. 

4.2.2. 통계 분석 

모형 선택은 데이터 분석에서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다(68). 

소지역 기대수명을 산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형이 이용되어 

왔다(69).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용한 다음 세 가지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분석에 이용하였다(33, 38, 41,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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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모형 1: log(𝑚𝑗,𝑡,𝑎,𝑑) = 𝛽0 + 𝛾1,𝑗 + 𝛾2,𝑡 + 𝛾3,𝑎 + 𝛾4,𝑑 + 𝛾5,𝑗,𝑡 +

𝛾6,𝑗,𝑎 + 𝛾7,𝑡,𝑎 + 𝛾8,𝑡,𝑑 + 𝛾9,𝑗,𝑡,𝑎 

시공간 모형 2: log(𝑚𝑗,𝑡,𝑎) = 𝛽0 + 𝛽1 ∙ 𝑋𝑗,𝑡 + 𝛾1,𝑡,𝑎 + 𝛾2,𝑗 + (𝛾3,𝑗 ∙ 𝑡 +

𝛾4,𝑗,𝑡) + (𝛾5,𝑗 ∙ 𝑎 + 𝛾6,𝑗,𝑎) + 𝛾7,𝑗,𝑡,𝑎 

시공간 모형 3: log(𝑚𝑗,𝑡,𝑎) = 𝛽0 + 𝛽1 ∙ 𝑡 + (𝛾1,𝑎 + 𝛾2,𝑎 ∙ 𝑡 + 𝛾3,𝑡,𝑎) +

(𝛾4,𝑗 + 𝛾5,𝑗 ∙ 𝑡 + 𝛾6,𝑗,𝑡) + 𝛾7,𝑗,𝑎 + 𝛾8,𝑗,𝑡,𝑎 

 

여기서 𝑚𝑗,𝑡,𝑎 는 지역 j, 연도 t, 그리고 연령군 a의 

사망률이며 결과 변수를 사망자 수, 오프셋을 인구수로 설정하였다. 

d는 시공간 모형 1에서 활용한 2015년도 인구 센서스 자료에서 

산출한 삼차 교육을 마친 인구 분율 10분위 변수이다. 해당 변수를 

시·군·구별 사회경제적 위치에 관한 대리 지표로써 활용하였다. 

𝑋𝑗,𝑡 는 시공간 모형 2에서 활용한 연도별 시·군·구 수준 공변수를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2013-2017년 통계청 자료로부터 산출한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 분율, 의료급여수급자 분율, 인구밀도, 

사업체 종사자 수를 이용하였다. 각 변수들을 10분위 했을 때 

사망률이 계단식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해당 변수들은 

연속형 변수 형태로 사용하였다. γ는 지역, 연도, 연령군의 효과를 

임의 변수로 설정하고 사전분포를 통하여 인접하다고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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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및 연령군의 정보를 빌려왔다. 𝛾𝑗 는 인접 지역과의 공간적 

상관성을 나타내는데 조건부자기회귀(conditional autoregressive, 

CAR) 모형 중 공간적으로 구조화된 변이(spatially structured 

variation)와 비구조화 임의 오차(unstructured random error)를 

가정하는 Besag-York-Molli´e (BYM) 모형을 이용하였다(72). 

인접 지역 정의 시 queen 인접성(contiguity)을 가정하였다. 인접 

연령군( 𝛾𝑎 )이나 연도 간 연관성( 𝛾𝑡 )은 1차원의 무작위 

행보(random walk-1)으로 설정하였다. 𝛾𝑗,𝑡 , 𝛾𝑗,𝑎 , 𝛾𝑡,𝑎 , 𝛾𝑡,𝑑 , 𝛾𝑗,𝑡,𝑎 는 

지역, 시간, 연령 및 교육수준 10분위 효과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각각 지역-시간, 지역-연령군, 시간-연령군, 시간-

교육수준 10분위, 지역-시간-연령이다. 𝛾𝑎 ∙ 𝑡, 𝛾𝑗 ∙ 𝑡 등에서는 시간을 

연속형 변수로 설정한 선형항(linear term)을 이용하였다. 시공간 

모형 1은 유일하게 선형항이 포함되지 않고 비선형항(non-linear 

term)만 포함되었다. 시공간 모형 2는 시간과 연령군의 효과를 

모두 선형의 고정 효과로 고려하였다. 시공간 모형 3은 선형항과 

비선형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베이지안 공간 모형은 시간 차원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공간 모형 3에서 시간 차원만을 

빼고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연령은 임의 경로 1, 지역은 

조건부자기회귀 모형을 가정하였고, 지역-연령군 상호작용 항은 

평균이 0, 표준편차는 penalized complexity (PC) prior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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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이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log(𝑚𝑗,𝑡,𝑎) = 𝛽0 + 𝛾1,𝑎 + 𝛾4,𝑗 + 𝛾7,𝑗,𝑎 

 

지역의 인구수, 연령 구조 및 연령군별 사망률 양상은 

기대수명 산출치의 비뚤림과 표준오차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60). 이 연구에서는 인구수로 인한 통계적 변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로 분석을 한정하기 위하여 여성 데이터만 이용하였다. 남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베이지안 분석에는 R 소프트웨어의 R-INLA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R-INLA 패키지는 integrated nested Laplace 

approxim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베이지안 결과를 추론하는 

방법으로써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고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73). 선행 연구에 따르면 R-INLA 방법 이용 시 모형 

설정이나 사전 분포의 사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적절한 

설정이 동반될 때는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를 

이용했을 때와 결과가 유사하였다(74, 75). 이 연구에서는 계산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R-INLA의 “gaussian” 옵션을 

이용했는데 “simplified.laplace” 옵션을 이용했을 때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임의 효과의 사전분포는 최근 개발된 Pe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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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ity (PC) prior를 이용하였다(76, 77). PC prior는 임의 

효과의 사전분포 정밀도를 확률 분포로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다. PC prior는 다음 식을 이용한다. 

 

𝑃(𝜎 > 𝜎0) = 𝛼 

 이 때, 𝜎 = 표준편차이며 정밀도 𝜏 는 𝜏 = 𝜎−2.  

사전분포의 표준 편차가 𝜎0 보다 클 확률을 𝛼 로 설정한다. 

예를 들면, 𝜎0 = 0.968 , 𝛼 = 0.01이라면 표준 편차가 0.968보다 클 

확률은 0.01이다. 본 연구에서는 𝛼 를 0.05로 고정하였고 𝜎0 값을 

0.2, 0.5, 1.0, 3.0, 5.0으로 설정한 후 각 베이지안 모형의 정확성 

등을 최대화하는 𝜎0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인구수가 적은 

시나리오에서는 𝜎0 값에 따라서 결과에 변동이 있었지만 인구수가 

많은 시나리오에서는 𝜎0 값에 따른 결과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시공간 모형 2와 시공간 모형 3에 있는 고정 효과 

회귀계수의 사전 분포는 평균이 0, 정밀도가 0.01인 weakly 

informative prior로 설정하였다(78).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된 

무작위 추출을 통한 이론적 실험을 수행하여 미지수(unknown 

quantity)를 파악하는 추리 통계학(inferential statistics)의 한 

방법이다.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에서는 모집단과 같은 

근원적 특성을 가지는 표본을 반복적으로 임의 추출한다. 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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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Law of large sample)에 따라서 독립 실험 횟수가 늘어날수록 

표본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모집단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근사한다.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이란 다음 상태가 현재의 

상태와 임의 요소(random element)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하는데 

실험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의 요소에 의한 효과가 상쇄되어 

평균에의 회귀(regression to the mean)가 일어난다. 이 연구에서는 

시·군·구 및 연령군별 사망자 수가 포아송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시·군·구별 인구수가 각각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그리고 25,000명일 때의 사망자 수를 임의로 1,000번 

생성하고 각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지역의 

인구 구조는 원래의 인구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한 지역의 1-4세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5%를 차지하고 

있다면 모든 지역의 인구수가 500명인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에서는 인구수가 25명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오직 

인구수나 시간, 지역에 따른 임의의 통계적 변이(stochastic 

variation)만 존재한다고 고려하였고, 관측 오차나 선택 

바이어스(selection bias)는 고려하지 않았다(79). 이 연구에서 

포아송 분포를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한 이유는 시뮬레이션 시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원래 인구 구조를 그대로 따르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연령군별 인구수가 정수가 아닌 지역들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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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읍·면·동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 분석에서 

이항 분포와 포아송 분포, 0과잉 포아송 분포를 가정했을 때의 

결과는 거의 같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 적용 시 시뮬레이션 수는 1,000-2,000번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1,000번과 2,000번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80, 81).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1,000회와 

2,000회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모든 면에서 거의 

같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 247개 실제 시·군·구 

수준 연령군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기대수명을 참값으로 

설정하였다.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서는 1,000개의 기대수명 

값들의 중앙값을 지역별 기대수명 값으로 설정하였다. 95% 

불확실성 구간 경계값은 기대수명 분포의 0.025, 0.975 퍼센타일 

값으로 산출하였다.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을 이용한 

기대수명 산출치는 사후예측분포를 이용하였다.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연도별/지역별/연령군별 사망자 수 

사후분포에서 1,000개의 값을 임의로 추출하였다. 1,000개의 

연도별/지역별/연령군별 예측 사망자 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인구수를 이용하여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의 중앙값을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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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값으로 설정하고, 95% 불확실성 구간은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의 0.025, 0.975 퍼센타일 값을 이용하였다. 

1,000개의 데이터셋을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동시에 기대수명을 산출하기 위하여 국가슈퍼컴퓨팅센터의 누리온 

5호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등에 대한 R 명령어는 연구 과정에 대한 검증과 

재현을 위하여 GitHub를 통하여 

공개하였다(github.com/ikkime/BayesHierarchModel). 

베이지안 계층 모형 이용 시,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예측값의 분포와 실제 관측치 간 비교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68).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활용한 

기대수명 산출치 정확도와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coverage), 

정규성 등을 파악하고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 및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기대수명 

정확성(precision)은 손실 함수(loss function) 값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82). 손실 함수는 참값과 모형 산출치 간의 차이를 

산출하는 함수를 의미하는데, 손실 함수 값이 최소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다(68, 82). 모형 간 비교에 이용한 손실 함수는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와 평균 오차(mean 

error, ME),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였다. 세 가지 지표의 산출에 이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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𝑀𝐴𝐸 = 𝐸 [
∑ |𝑦𝑖𝑗𝑡 − 𝑥𝑗𝑡|𝑛

𝑖=1

𝑛
] 

𝑀𝐸 = 𝐸 [
∑ 𝑦𝑖𝑗𝑡 − 𝑥𝑗𝑡

𝑛
𝑖=1

𝑛
] 

𝑅𝑀𝑆𝐸 = 𝐸 [√
∑ (𝑦𝑖𝑗𝑡 − 𝑥𝑗𝑡)2𝑛

𝑖=1

𝑛
] 

 이 때, 𝑦𝑖𝑗 = j 지역, t 연도, i 번째 시뮬레이션 기대수명 값, 𝑥𝑗 = j 

지역, t 연도 참조 기대수명 값.  

평균 절대 오차는 기대수명 산출치와 참값 간 절대적 차이의 

평균, 평균 오차는 방향성을 고려한 차이의 평균을 의미한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차이의 표준편차로 정확도와 분산을 모두 고려한 

수치이다(83). 평균 절대 오차를 함께 이용하는 이유는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과 달리 베이지안 계층 모형에서는 단일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기대수명의 사후예측분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지표 모두 0에 가까워질수록 기대수명 산출치가 

참값에 가까워진다. 또한 95% 불확실성 구간의 평균 넓이와 

보장률을 산출하고 산출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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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그림 5에서 μ는 모평균, σ
𝑧
는 표준오차, α는 유의수준이며 �̅�

는 표본평균이다. 빈도론적 관점에서 각 표본 평균에서 표준오차의 

약 2배만큼 떨어진 거리를 95% 신뢰구간이라고 하며 이론적으로는 

95% 신뢰구간은 95% 확률로 모평균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론적

인 95% 신뢰구간 보장률은 95%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전통

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서는 1,000개의 가상적 데이터셋 각각의 

평균을 표본 평균, 평균값의 표준편차를 표준오차로 설정하였다. 베

이지안 계층 모형에서는 각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산출한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가 참값을 포함할 확률을 보장률로 정의하였다. 

 
⑥ 원성호, 김호. 보건통계학 개론. 2017. 경문사에서 발췌함. 

그림 5. 표본 평균과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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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에서는 베이지안 공간 분석에서 지역의 비교 위험도를 

판단할 때 사후 분포가 1을 넘을 확률에 대한 적절한 절단값을 

찾아 이용하였다(65, 66). Richardson 등은 ⑦그림 6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비교 위험도 θ의 사후 분포가 1을 넘을 확률을 산출하고, 

해당 확률이 특정 절단값보다 큰 경우 통계적으로 비교 위험도 θ는 

1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절단값은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의 평균을 

최소화시키는 값으로 결정하였다. 저자들은 적정한 절단값으로 

0.7-0.8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다음 식을 이용하여 

 
⑦ 이 그림은 Richardson S, Thomson A, Best N, Elliott P. Interpreting 

posterior relative risk estimates in disease-mapping studies. Environ 

Health Perspect. 2004;112(9):1016-25.에서 인용하였다. 

그림 6. 비교 위험도가 1이 넘을 확률을 음영으로 처리한 비교 위험도 

θ의 가상적 사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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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양성률(false positive rate)과 위음성률(false negative rate)을 

최소화하는 절단값을 찾고자 하였다. 

 

산출치가 𝜋보다 큼을 확인하는 경우: 𝑝𝑐𝑢𝑡 < Pr[𝑦𝑟 > 𝜋 | 𝑑𝑎𝑡𝑎] 

산출치가 𝜋보다 작음을 확인하는 경우: 𝑝𝑐𝑢𝑡 < Pr[𝑦𝑟 < 𝜋 | 𝑑𝑎𝑡𝑎] 

 이 때, 𝑝𝑐𝑢𝑡은 절단값, 𝑦𝑟은 지역별 기대수명, 𝜋는 비교 기대수명 

값.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값은 2013-2017년까지 

시·군·구별 기대수명 평균값인 85.6세로 정하였다. ‘해당 시·군·구 

기대수명 참값이 전체 평균(85.6세)보다 높다’라는 가설을 

만족하면 참이고, 기대수명 참값이 전체 평균과 같거나 낮을 때는 

거짓이다. 기대수명 참값이 85.6세보다 높은 지역 중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를 이용한 기대수명이 85.6세보다 높을 확률이 

𝑝𝑐𝑢𝑡 보다 크면 측정과 가설 모두 참이다. 기대수명 참값이 

85.6세보다 작지만(가설을 만족하지 않음), 측정값이 85.6세보다 

클 확률이 𝑝𝑐𝑢𝑡 보다 클 때는 위양성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위음성으로 판단하였다. 1- 𝑝𝑐𝑢𝑡 과 𝑝𝑐𝑢𝑡  분위수 사이에 85.6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결정으로 판단하였다. 절단값 0.6, 0.7, 0.8, 

0.9에 따른 위양성률, 위음성률과 함께 분위수와 중앙값 간 절대적 

차이의 평균값을 함께 산출하였다. 중앙값과 분위수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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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보다 실제 차이가 적을 때는 모형이 차이를 가려낼 수 없다. 

위의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𝜋 가 파란색 음영 

안에 속한다면 기대수명 산출치가 𝜋보다 통계적으로 크거나 작다고 

말 할 수 있다. 

실제 읍·면·동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분석 모델 기대수명을 산출한 결과를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결과와 비교하였다.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기대수명과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한 기대수명의 비를 산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한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의 비를 산출하였다. 비는 100을 곱하여 퍼센티지로 

조정하였다. 회귀 분석을 통하여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과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한 기대수명 및 95% 

그림 7.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한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를 이용하여 

특정값보다 크거나 작음을 확인할 때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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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구간 넓이의 비가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 인구수에 

따른 패턴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삼차원 도표로 나타냈다. 

실제 우리나라 읍·면·동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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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 결과 

      그림 8은 2013-2017년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인구동향조사 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 247 개 

시·군·군 연령 구조 및 연령군별 로그 변환 사망률 분포를 보여준다. 

시·군·구 전체 인구에서 40-59 세 연령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로그 변환 사망률은 0 세 연령군부터 10-14 세 연령군까지는 

낮아지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8. 시·군·구 수준 연령 구조 및 연령군별 로그 변환 사망률: 2013-

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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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는 2013-2017 년 및 2015 년 통계청 자료의 연령군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247 개 시·군·구의 여성 기대수명 

분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시·군·구별 기대수명 참값으로 

설정하였다. 2013-2017 년 시·군·구별 여성 기대수명(N = 1235)의 

평균값은 85.6 세(표준편차 1.2 세), 최소값은 80.7 세, 최대값은 

95.0 세였다. 2015 년 자료만 이용했을 때 시·군·구별 여성 

기대수명의 평균값은 85.6 세(표준편차 1.1 세), 최소값 82.8 세, 

최대값은 88.5 세였다.  

 

 

그림 9. 2013-2017년 및 2015년 시·군·구 여성 기대수명 분포: 2013-

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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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은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1,000 개의 

연도별/시·군·구별 여성 기대수명 값과 참값과의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크기를 보여준다. 개방 연령구간을 

85 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의 평균 

절대 오차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을 

이용했을 때보다 컸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 를 이용했을 때 

평균 절대 오차 크기가 비교적 컸고,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3 의 결과가 비슷하였다. 개방 연령구간을 90 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2 를 이용했을 때의 평균 절대 오차가 감소하였다.   

 

표 17.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 및 개방 연령구간별 평균 

절대 오차: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인구수 

평균 절대 오차, 년 

전통적 

방법 

베이지안 

공간 모형  
ST 1 ST 2 ST 3 

개방 연령 85+      

500 4.5 1.1 1.0 1.5 1.0 

1,000 4.3 1.0 0.9 1.4 0.9 

2,000 3.7 0.9 0.8 1.3 0.8 

5,000 2.3 0.8 0.8 1.0 0.8 

10,000 1.5 0.8 0.7 0.8 0.7 

25,000 0.9 0.7 0.6 0.6 0.6 

개방 연령 90+      

500 3.7 1.1 1.0 1.0 1.1 

1,000 3.1 0.9 1.0 1.0 1.0 

2,000 2.6 0.8 0.9 0.9 1.0 

5,000 2.0 0.7 0.9 0.8 0.9 

10,000 1.4 0.7 0.8 0.7 0.9 

25,000 0.8 0.6 0.8 0.6 0.8 

ST =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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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은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1,000 개의 

연도별/시·군·구별 여성 기대수명 시뮬레이션 값과 참값과의 

시나리오별 평균 오차 크기를 보여준다.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의 평균 오차는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을 사용했을 

때보다 컸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3 은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2 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는데 평균 절대 오차가 0.0 에 

가까워 임의 오차를 상쇄하면 참값에 근사한 결과를 보였다. 개방 

연령구간을 90 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2 의 평균 절대 오차 크기가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났다.  

 

표 18.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 및 개방 연령구간별 평균 

오차: 2013-2017 년 통계청 자료, 여성 

인구수 

평균 오차, 년 

전통적 

방법 

베이지안 

공간 모형 
ST 1 ST 2 ST 3 

개방 연령 85+      

500 1.4  0.4 0.1 1.1 0.1 

1,000 0.3  0.2 0.1 1.0 0.1 

2,000 1.3  0.1 0.0 0.7 0.0 

5,000 0.8  0.0 0.0 0.4 0.0 

10,000 0.3  0.0 0.0 0.2 0.0 

25,000 0.1  0.0 0.0 0.0 0.0 

개방 연령 90+      

500 0.8  0.5 0.6 0.5 0.7 

1,000 0.4  0.2 0.5 0.5 0.6 

2,000 0.2  0.1 0.5 0.5 0.6 

5,000 0.6  0.1 0.5 0.3 0.6 

10,000 0.4  0.1 0.5 0.2 0.6 

25,000 0.1  0.0 0.6 0.0 0.6 

ST =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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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는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1,000개의 

연도별/시·군·구별 여성 기대수명 값과 참값 간 평균 제곱근 오차를 

보여준다.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했을 때 비해서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을 이용했을 때 평균 제곱근 오차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다. 평균 제곱근 오차 또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3 을 이용했을 때 시공간 모형 2 를 이용했을 때보다 

크기가 적었다. 개방 연령구간을 90 세로 설정하였을 때는 전통적 

방법,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2 에서는 평균 제곱근 오차가 

줄어들었지만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3 에서는 오히려 커졌다.  

 

표 19.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 및 개방 연령구간별 평균 

제곱근 오차: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인구수 

평균 제곱근 오차, 년 

전통적 

방법 

베이지안 

공간 모형 
ST 1 ST 2 ST 3 

개방 연령 85+      

500 6.1 1.4 1.4 2.0 1.6 

1,000 5.8 1.2 1.2 1.8 1.3 

2,000 5.3 1.1 1.1 1.6 1.2 

5,000 3.6 1.0 1.0 1.3 1.0 

10,000 2.1 1.0 0.9 1.1 0.9 

25,000 1.2 0.9 0.8 0.9 0.8 

개방 연령 90+      

500 5.1 1.5 1.4 1.5 1.5 

1,000 4.1 1.3 1.3 1.4 1.4 

2,000 3.5 1.1 1.3 1.3 1.3 

5,000 2.8 1.0 1.2 1.2 1.2 

10,000 2.0 0.9 1.1 1.1 1.1 

25,000 1.2 0.8 1.0 0.9 1.0 

ST =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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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은 연도별/시·군·구별 여성 기대수명 산출치의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했을 때보다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을 이용했을 

때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모든 시·군·구의 

인구수가 500 명인 시나리오에서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2 는 전통적 방법의 약 30%,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3 은 약 

20%였다.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전통적 방법과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개방 연령구간을 90 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 모든 

방법에서 불확실성 구간 넓이가 감소하였다. 

표 20.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 및 개방 연령구간별 평균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인구수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 년 

전통적 

방법 

베이지안 

공간 모형 
ST 1 ST 2 ST 3 

개방 연령 85+      

500 22.8 6.1  2.1  7.5 5.1  

1,000 23.1 4.7  1.9 6.6 3.9  

2,000 20.5 3.8  1.7  5.5 3.3  

5,000 12.6 3.2  2.0  4.0 3.2  

10,000 7.6 3.1  2.0  3.0 3.0  

25,000 4.5 2.7  1.7  2.0 2.6  

개방 연령 90+      

500 19.7 4.7  1.5  3.6  3.0  

1,000 16.1 3.3  1.3  3.4  2.5  

2,000 13.7 2.6  1.1  3.3  2.4  

5,000 10.4 2.3  1.4  2.9  2.2  

10,000 7.1 2.2  1.4  2.3  2.1  

25,000 4.0 2.0 1.2 1.6 2.0 

ST =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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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은 연도별/시·군·구별 여성 기대수명 산출치의 

시나리오별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을 보여준다. 개방 

연령구간을 85 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의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95%에 

가까웠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의 보장률은 59-74% 범위를 

보였다. 베이지안 공간 모형과 시공간 모형 2 과 3 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90% 미만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개방 연령 구간을 

90세 이상으로 설정했을 때는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방법에서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이 감소하였다.  

표 21.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 및 개방 연령구간별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인구수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 % 

전통적 

방법 
공간 모형  ST 1 ST 2 ST 3 

개방 연령 85+      

500 93  96  60 91 92 

1,000 95  92  59 90 88 

2,000 94  89  59 89 86 

5,000 95  86  72 87 88 

10,000 95  87  75 85 89 

25,000 95  86  74 77 88 

개방 연령 90+      

500 95  89  55 77 83 

1,000 94  82  50 78 80 

2,000 95  78  49 80 80 

5,000 95  79  62 81 82 

10,000 95  80  65 81 84 

25,000 95 81 65 77 84 

ST =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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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12 는 1,000 개의 데이터셋 중 첫 번째 

데이터셋을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3을 활용하여 산출한 2015년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기대수명의 사후예측분포 히스토그램이다. 

파란색 선은 산출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정규분포 

모양이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 와 3 은 인구수가 500 명일 때도 

정규분포에 근사하였다. 그러나 인구수가 커질수록 정규분포보다 

중앙부가 더 뾰족한 분포 모양을 보였고 가장자리의 두께가 얇어서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은 

인구수가 500 명일 때부터 정규분포보다 좁은 모양을 나타냈다. 

         그림 13 과 14 는 1,000 개의 데이터셋 중 첫 번째 

데이터셋을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 및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한 2015 년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 

히스토그램이다. 전통적 방법의 경우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일 때 

정규분포 모양에 근접하였다. 베이지안 공간 모형의 경우, 인구수가 

500 명일 때부터 정규분포에 근사한 모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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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을 이용한 2015년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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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을 이용한 2015년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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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3을 이용한 2015년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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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한 2015년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기대수명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포: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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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한 2015년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기대수명 사후예측분포: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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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는 시나리오별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3 의 

절단값에 따른 위양성과 위음성률의 평균값이 나타나 있다.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세 가지 모형의 위양성과 위음성률의 

평균값은 수렴하였다. 그러나 인구수가 적은 경우 세 모형의 

위양성과 위음성률의 평균값은 차이를 보였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2 는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3 보다 높았는데 인구수가 

500 명인 시나리오의 경우, 절단값을 높게 설정할수록 차이는 더 

커졌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3 의 경우에는 절단값을 0.7 이하로 

설정한 경우에는 평균값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0.8 과 0.9 에서는 

비교적 낮았다. 그림 16 에는 시나리오별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3 의 절단값에 따른 위양성과 위음성률이 나타나 있다. 

       그림 17 은 시나리오별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3 의 

지역별 기대수명 참값이 85.6 세보다 높다는 가설이 참인 지역과 

거짓인 지역으로 나눴을 때 미결정률을 가설 만족 여부와 절단값에 

따라서 보여준다.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들에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 와 3 의 미결정률이 높았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은 다른 모형에 비해서 미결정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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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나리오별 절단값에 따른 모형의 위양성 및 위음성률의 평균값 변화: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ST =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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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나리오별 절단값에 따른 모형의 위양성 및 위음성률 변화: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ST =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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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나리오별 절단값에 따른 모형의 미결정률 변화: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ST =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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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에는 시나리오별로 모형에 따른 지역별 기대수명 

산출치의 중앙값과 각 분위수 간의 절대적 차이의 평균값이 나타나 

있다. 절단값을 0.9 로 설정했을 때는 10 퍼센타일과 90 퍼센타일, 

0.8 로 설정했을 때는 20, 80 퍼센타일, 0.7 로 설정하였을 때는 30, 

70 퍼센타일, 0.6 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40, 60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값보다 큰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발견할 수 

있다. 인구수가 적은 시나리오일수록 오른쪽으로 치우진 분포가 

관찰되어 10 퍼센타일과 90 퍼센타일, 20 과 80, 30 과 70 

퍼센타일이 중앙값과 떨어진 거리가 차이가 났다.  절단값을 0.2 로 

설정하였을 때 20 퍼센타일과 80 퍼센타일이 중앙값과 떨어진 

거리는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에서는 약 0.4 세, 모형 2 에서는 

0.6-1.7세, 모형 3에서는 0.6-1.1세로 나타났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3 의 경우 중앙값과 분위수 간 거리가 평균 절대 오차값과 

거의 유사해서 임의 오차 발생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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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시나리오별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에 따른 기대수명 산출치의 중앙값과 각 분위수 간의 평균 절대적 차이: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여성 

 인구수(명) 
중앙값과의 절대적 차이(년) 

10 퍼센타일 90 퍼센타일 20 퍼센타일 80 퍼센타일 30 퍼센타일 70 퍼센타일 40 퍼센타일 60 퍼센타일 

ST 1         

500 0.6 0.7 0.4 0.5 0.3 0.3 0.1 0.1 

1,000 0.6 0.6 0.4 0.4 0.2 0.2 0.1 0.1 

2,000 0.5 0.6 0.3 0.4 0.2 0.2 0.1 0.1 

5,000 0.6 0.7 0.4 0.4 0.3 0.3 0.1 0.1 

1,0000 0.6 0.7 0.4 0.4 0.3 0.3 0.1 0.1 

25,000 0.5 0.6 0.4 0.4 0.2 0.2 0.1 0.1 

ST 2         

500 2.0 2.7 1.4 1.7 0.9 1.0 0.4 0.5 

1,000 1.8 2.4 1.3 1.5 0.8 0.9 0.4 0.4 

2,000 1.6 2.0 1.1 1.2 0.7 0.8 0.3 0.4 

5,000 1.2 1.4 0.8 0.9 0.5 0.5 0.2 0.3 

1,0000 0.9 1.0 0.6 0.6 0.4 0.4 0.2 0.2 

25,000         

ST 3         

500 1.4 1.8 0.9 1.1 0.6 0.7 0.3 0.3 

1,000 1.1 1.4 0.8 0.9 0.5 0.5 0.2 0.2 

2,000 1.0 1.2 0.7 0.7 0.4 0.4 0.2 0.2 

5,000 0.9 1.1 0.6 0.7 0.4 0.4 0.2 0.2 

1,0000 0.9 1.0 0.6 0.7 0.4 0.4 0.2 0.2 

25,000 0.8 0.9 0.5 0.6 0.3 0.4 0.2 0.2 

ST =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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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은 2013-2017 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 DB 를 활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 3,376 개 읍·면·동의 

남녀별 평균 인구수와 해당 읍·면·동의 인접 지역 평균 인구수를 

도표로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3272 개(96.9%) 읍·면·동에서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 평균 인구수가 모두 25,000 명 미만이었고 두 

인구수가 모두 25,000 명을 넘는 지역은 4 개(0.1%) 지역이었다. 

여성에서는 3,267 개(96.8%) 읍·면·동에서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정의된 지역의 인구수가 25,000 명 미만이었다. 남성과 

같이 4 개(0.1%) 지역에서 두 인구수가 모두 25,000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연구기간 남녀별 읍·면·동 평균 인구수와 인접 지역 평균 인구수 

도표: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별 



 

106 

 

      그림 19 는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 대비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방법 이용하여 산출한 2015 년 부산, 울산, 

경상남도 554 개 읍·면·동 남녀별 기대수명과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 비와 인구수와의 관계를 3 차원 그래프로 나타냈다.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모두 기대수명 값은 해당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인구수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의 비는 인구수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 는 절편의 크기가 매우 컸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3은 절편의 크기와 기울기 크기가 각각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 및 

공간 모형보다 적었다. 여성의 경우, 낮은 사망률과 0 셀이 많은 

데이터를 반영하여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시보다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사용했을 때 대체로 더 낮은 기대수명을 보였다. 그러나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의 비는 남성에 비해서 절편의 크기가 작고 

기울기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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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에 대한 베이지안 공간 및 시공간 

모형 이용한 기대수명과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 비: 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 남녀별 

ST =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비는 100을 곱하여 규모를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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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찰 

4.4.1. 연구 결과 요약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한 기대수명 산출은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이나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할 때보다 

정확한 기대수명 산출에 필요한 최소 인구수가 적었다. 활용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인구수가 500 명일 

때도 대체로 정확한 기대수명 값을 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이용 시 95% 불확실성 구간 넓이가 비교적 

좁아서 보장률이 95%보다 낮고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비교 시, 정규성을 가정한 비교보다는 사후예측분포에서 

적절한 절단값을 이용한 확률을 이용한 비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4.4.2. 전통적 방법을 통한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시 문

제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 기대수명 방법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기대수명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과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한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비교한 Jonker 등에 따르면 전통적인 기대수명 산출 방법은 모든 

지역의 인구수가 500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참값과 1.1 세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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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보였다(21).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대수명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 인구수라고 여겨지는 인구수 5,000 명일 때도 평균 오차는 

0.3 세로 나타났다(21).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시 전통적 

기대수명 방법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률적 

변이(stochastic variation) 때문이다(2, 31). 소지역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각 지역의 연령군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가 작아진다. 

기대수명 산출은 연령군별 사망률을 이용하는데 분모로 이용하는 

인구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망자 수의 작은 변화에도 사망률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소지역 수준에서는 각 연령군별 사망자 

수가 0 인 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대수명 추정치가 

참값보다 높게 산출되고 표준오차는 실제보다 낮게 산출된다고 

알려져 있다(16, 42, 55).  

4.4.3.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평가 – 정확성 

      이 연구에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균 

오차의 크기는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을 이용했을 때보다 

적었다. 특히, 비선형항을 포함하는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3 은 

평균 절대 오차 크기는 0.6-1.0 세의 범위로 나타났지만 평균 

오차의 크기는 거의 모든 경우 0.0 에 가까워서 기저 연령군별 

사망률을 정확히 반영하였다. Jonker 등의 연구에서도 연령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비선형 베이지안 공간 모형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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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인구수가 500 명일 때 평균 오차는 0.1 세, 5,000 명일 때는 

0.0 세였다(21). 최근 발표된 Rashid 등(2021)의 연구에서 CAR 

분포 가정 베이지안 공간 모형 기대수명 결과치는 소지역이 

지구(district), 지역(region) 내에 계층적으로 속하여(nested) 

있음을 가정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기대수명 결과치와의 평균 

차이는 0.009-0.03 세, 평균 절대적 차이는 0.07-0.09 세로 

나타났다(67). 본 연구에서 실제 읍·면·동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CAR 분포를 가정한 베이지안 공간 모형 기대수명 산출치와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3 산출치는 평균 차이가 0.003-0.02 세, 

평균 절대적 차이는 0.09-0.1 세로 나타났다. 

4.4.4.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평가 – 불확실성 

      Silcocks 등은 전국 혹은 지역 수준에서 기대수명을 산출할 

때 표집 변동(sampling variation)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지만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시에는 시간에 따른 확률론적 변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집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산출된 건강수준의 불확실성 수준에 관한 정보는 

연구 결과를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길 위험성을 막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79, 84). 베이지안 모형에서는 사전분포와 주어진 

데이터가 결합하여 사후분포를 형성한다(85).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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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포는 시나리오별로 95% 불확실성 구간의 보장률을 최대로 

하는 분포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주로 데이터와 모형 적합에 따라 

사후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첫째,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 차이는 연령군별 사망률에 

따라 달라졌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개방 연령 구간을 85 세 

이상에서 90 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을 때 사망률이 모형의 정확성 

개선에 큰 이득을 보이지 않았다.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은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90 세 이상으로 개방 연령 구간을 

설정하였을 때 개방 연령 구간의 사망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후예측분포 변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은 전통적 기대수명 산출 

방법과 함께 선형항이 포함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 와 선형항과 

비선형항이 함께 포함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3 에서 높았고, 

비선형항만 포함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에서는 낮았다. 

비선형항이 포함된 모형에서는 연령군 및 시간과 사망률 간의 

관련성을 더 유연하게 파악하므로 예측값과 참값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비선형모형에서는 데이터의 작은 변동(fluctuation)까지도 

모형이 설명하기 때문에 선형 모형에 비해서 사후예측분포의 

표준오차 크기가 적었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3 의 차이는 

선형항 포함 여부보다는 시간-공간-연령에 대한 임의 효과 포함 

여부에 따라 나타났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 에서 95% 불확실성 



 

112 

 

구간 보장률이 낮았던 이유는 지역별 공변수를 모형에 추가했을 때 

비뚤림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통계적 

점근론(Asymptotic theory)에 의하면 산출치의 불확실성 구간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여야 한다(86). 첫 번째는 

일관성(consistency)이다. 일관성은 표본 수가 커질수록 점 

추정치가 참값에 수렴하는 성질을 말한다. 두 번째는 점근적 

정규성(asymptotic normality)으로 표본 수가 커질수록 점 

추정치와 참값의 차이를 표준화 한 수치는 정규 분포에 수렴하는 

성질을 말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 를 

이용할 때 다음 지역 수준 변수를 중 몇 가지를 모형에 추가하여 

이용하였다(33, 38, 39, 41). 고등학교 졸업 인구 분율; 전문대 이상 

졸업 인구 분율; 히스패닉 인구 분율; 흑인 인구 분율; 원주민 

보호구역 포함 분율; 흑인이나 백인이 아닌 인구 분율; 가구 소득 

중앙값; 인구 밀도; 빈곤율; 실업률; 비만 유병률; 신체활동 실천율; 

흡연율; 고혈압 및 당뇨 진단 경험률; 65 세 미만 건강 보험 보장률; 

일차 의료 접근 및 질.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인구, 

사회, 경제학적 변수들 외에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과체중 유병률, 평균 

신장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수준 변수들을 포함했을 때나 

포함하지 않았을 때 정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역별 변수들, 특히 인구, 사회, 경제학적 변수들 및 지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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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은 지역의 총 인구수, 연령 구조 및 사망률과 상관성이 커서 

예측력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역별 

공변수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개선되지 못하여 95%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 또한 95%를 하회하였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들의 기대수명 추정치 분포가 인구수가 커질수록 정규분포보다 

좁은 분포를 보였음을 고려하면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할 때 

정규성을 가정하여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읍·면·동 수준에서는 다양한 변수 

활용이 제한적인 현실을 함께 고려하면 지역 수준 공변수를 

활용하는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2 보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3 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4.4.5.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절단값 선정 

     이 연구에서 시나리오별로 절단값에 따른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을 산출했을 때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1 과 2 는 각각 

불확실성 구간의 좁은 넓이와 낮은 정확성으로 인하여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의 평균값이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3 보다 높았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3 은 절단값이 0.8 이나 0.9 일 때 낮은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을 보였는데, 미결정률을 고려하면 절단값을 0.8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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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여겨진다. 최근 발표된 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절단값을 0.8 로 설정하여 기대수명 변화의 유의성을 

판단한 바 있다(67).  

4.4.6 연구 제한점 

첫째, 이 연구는 기대수명 산출에 쓰이는 다양한 모형들 중 

특정 모형만을 이용하였다.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에는 spline 

모형 등 다양한 모형과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69). 다양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설정들을 모두 복제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변이를 유일하게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가정하여 인구수에 따른 불확실성 구간 보장률 

변화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결과의 불확실성에는 임의 오차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기여할 수 있다. Maclure 와 Schneeweiss 는 임의 

오차는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87). Greenland 는 임의 오차에 의한 

불확실성을 산출하는 연구들은 세 가지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88). 첫 번째 가정은 측정되지 않은 교란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선택 편향이나 결측이 

임의적이라는 것이며, 세 번째 가정은 측정 오차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의 세 가지 가정은 만족될 것이라고 여겨진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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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서 지역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상자의 주소지가 잘 못 

보고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망자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해당 지역의 실제 사망자 수와 

자료 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지역에 위치하는 요양 시설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역 거주민들의 사망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49, 50). 이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DB 를 

국가행정자료와 비교하여 두 자료 간 큰 상관성을 확인하고, 개인 

수준에서 사망 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분자/분모 바이어스를 

줄이려는 등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추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 오차 등이 결과의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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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읍·면·동 데이터를 이용한 기대수명 

산출 

5.1. 선행 연구 고찰 

5.1.1. 국외 선행 연구 

국외 연구들에서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이용하여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하였다. Wang 등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3,143개 카운티 수준 연도별 

기대수명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40). 남성의 

카운티 수준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1985년 75.5세에서 

2010년 81.7세로 증가하지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은 똑같이 

65세 정도에 머물렀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의 경우 81.1세에서 85.0세로 증가하였지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은 1985년과 2010년 모두 73세에 머물렀다. 남성의 

카운티 수준 기대수명 불평등은 1985년부터 1993년, 그리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였다. 여성에서는 연구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기대수명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Dwyer-Lindgren 

등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3,110개 카운티 수준 연도별 

기대수명을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33). 

분석 결과, 2014년도 미국의 남녀 전체 기대수명은 79.1세(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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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구간: 79.0-79.1세)였는데 카운티별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는 20.1세(95% 불확실성 구간: 

19.1-21.3세)였다. 카운티 수준 기대수명의 절대적 불평등 크기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wyer-

Lindgren 등은 다른 연구에서 1980-2014년 동안 카운티 수준 

연도별 연령표준화 총 사망률과 함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산출하였다(38). 분석 결과, 모든 사망 원인에서 카운티 간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격차가 나타났다.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10퍼센타일과 90퍼센타일 간 차이의 크기는 간경화 및 만성 

간질환이 인구 10만 명 당 14.0명으로 가장 작았고, 심혈관질환은 

147.0명으로 가장 컸다. 사망률의 변화 속도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저자들은 카운티 수준에서 나아가 센서스 트랙 수준에서도 

기대수명 및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산출하였다(41).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워싱턴 주의 King 카운티 지역의 센서스 트랙 

수준 기대수명과 사망원인별 사망률 산출 결과, King 카운티 지역의 

기대수명은 남성에서는 5.4세(95% 불확실성 구간: 5.0-5.7세), 

여성에서는 3.4세(95% 불확실성 구간: 3.4세(95% 불확실성 구간: 

3.0-3.7세) 증가하였다. 2014년 센서스 트랙 수준 기대수명은 

남성에서는 68.4세부터 86.7세, 여성은 73.6세부터 88.4세까지 

범위를 나타내 같은 카운티에 속하였더라도 기대수명의 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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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센서스 트랙 수준 사망원인별 사망률 또한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큰 변이를 보였다. Melix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플로리다 주의 3,640개 센서스 트랙의 기대수명을 

산출하였고(89), 다른 연구들에서도 미국 뉴욕 주의 센서스 트랙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42, 90). 현재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국가건강통계센터에서도 미국 전역의 센서스 트랙 단위 기대수명을 

산출하고 있다(37).  

영국에서도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이용한 소지역 단위 

사망률 산출이 이루어졌다. Asaria 등은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의 7,032개 선거구별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변화와 불평등 크기를 측정하였다(91). 연구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연구기간 동안 사망률이 감소하였지만 186개 

선거구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지역박탈지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사망률 격차 또한 증가하였다. Boulieri와 

Blangiardo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영국의 

지방정부(local authority) 수준 기대수명을 측정하였다(70). 연구 

결과, 지방정부 수준 기대수명은 큰 변이를 나타냈는데 지역의 

박탈수준에 따라서 기대수명 격차를 보였고 같은 박탈수준 

내에서도 지역 간 기대수명은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영국 외에도 

중국, 스페인, 그리스, 호주 등의 나라들에서도 베이지안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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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하여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43, 45, 46, 

61).  

5.1.2. 국내 선행 연구 

Kim과 Yoon 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3,571개 읍·면·동별 표준화사망비를 측정하였다(13). 연구 결과, 

표준화사망비는 30.6부터 211.7까지 범위를 나타냈으며 

사분범위는 20.7이었다.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표준화사망비 전국 

상, 하위 20개 읍·면·동을 분류함으로써 전국 수준에서 사망률이 

높거나 낮은 소지역을 밝혔다. Shin 등은 2004-2006년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와 2004-2006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기간 우리나라 3,538개 읍·면·동별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였다(14). 앞서 Kim과 Yoon의 연구와 연구기간과 자료, 

표준화사망비 산출 방법 등은 동일하였지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분석 단위 조정 및 개방 연령 구간(85세 이상과 80세 이상) 등이 

달라 최종 결과는 차이를 보였다. Shin 등은 전국의 읍·면·동을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고 표준화사망비를 층화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도시 지역의 평균 표준화사망비 값은 

95.0, 중소도시 105.5, 농촌 지역은 108.4로 나타나 농촌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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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표준화사망비가 높아졌다. Choi 등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산 지역 170개 읍·면·동별 총 사망률과 원인별 

사망률을 산출하고 지역박탈지수와의 상관성을 가우시안 

조건자기회귀모델(Gaussian conditional autoregressive model, 

CAR)을 이용하여 밝혔다(15).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기간 동안 

부산 지역의 5세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표준인구를 설정하였을 때 

2005-2008년 부산 지역의 표준화사망비의 최소값은 70.7, 

최대값은 139.8로 나타났다. 구도심 및 서부 지역은 신도심 및 

동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표준화사망비가 높았다. 그리고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지역과 지역박탈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리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소지역 수준 

연구들은 연령별 사망률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망률을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자료를 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여 연도별 사망률을 

알 수 없고 지역의 사망률 변화 속도를 측정하기 어려웠다(62). 

 최근 우리나라의 읍·면·동 및 소지역 단위 기대수명을 측정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Kim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614개 지하철역을 분석 단위로 하여 지하철역 단위 기대수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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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다(92). 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지하철역 단위 

기대수명의 중앙값은 82.9세(사분범위 2.2세), 최소값은 77.6세, 

최대값은 87.4세였다.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역 단위 기대수명은 

인천이나 경기도에 위치한 지하철역 기대수명보다 높은 

경향이었는데 서울 지역 내에서도 변이를 보였다.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신도시 지역에서 기대수명이 높았고, 인천 구도심이나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는 기대수명이 낮았다. Noh 등은 2008-

2017년 우리나라 3,396개 읍·면·동별 건강수명을 측정하고 평균 

건강보험료와의 상관성을 측정하였다(93). 결과에 따르면 읍·면·동 

수준 건강수명은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 차이의 중앙값은 1.6세(남성 1.8세, 여성 1.4세)였다. 

읍·면·동 수준 건강수명과 건강보험료 간 이변량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크기는 1.0이었고, 성별로 나눠 분석했을 때 여성보다 

남성에서 회귀계수 크기가 컸다.  

이 연구에서는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평가’연구에서 도출한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성별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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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2013-2017년 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읍·면·동별 기대수명을 남녀별로 산출하였다. 기대수명 

산출 시‘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산출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 평가’ 

연구의 ST3 모형을 이용하였고, 읍·면·동 간 기대수명 비교 시 

절단값은 0.8로 설정하였다. 산출된 70-74, 75-79, 80-84세 

연령군의 사망률을 활용하여 85-89, …, 120+ 연령군까지 

Kannisto-thatcher 방법으로 사망률을 외삽(extrapolation)하였다. 

이 때 R의 MortalityLaws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대수명 평균 변화 속도를 구할 

때는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𝑦𝑗𝑡 = 𝛽0𝑗 + 𝛽1 𝑦𝑒𝑎𝑟𝑡 + 𝛽2𝑗 𝑦𝑒𝑎𝑟𝑡 ∗ 𝑎𝑟𝑒𝑎𝑗 

 

 이 때, j = 읍·면·동, t = 연도, y = 기대수명 산출치, year = 

2013년을 기준으로 중심 조정(centering)된 변수, area = 각 

읍·면·동의 고정 효과 변수이다. 각 읍·면·동별로 𝛽1과 𝛽2 회귀계수를 

더하여 변화 속도를 산출하였다. 

계산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5개 년도씩 기대수명 산출 시 

3,376개 전체 읍·면·동을 한꺼번에 산출할 수는 없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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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대수명 산출 시 우리나라의 모든 읍·면·동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제주, 대구-강원-경북, 부산-울산-경남)으로 지역을 나눴다. 

민감도 분석에서 2013-2017년 부산광역시 204개 읍·면·동 남성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2013-2017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554개 읍·면·동의 남성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부산광역시 204개 읍·면·동 기대수명 결과는 평균 0.06세의 절대적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시 AMD Ryzen Threadripper 3970X 32-

Core Processor, 256GB 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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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 결과 

        그림 20은 2013-2017년 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 3,376개 읍·면·동 기대수명의 중앙값, 10분위수, 90분위

수, 최소값 및 최대값과 이를 전국 평균 기대수명 값과 비교한 것

이다. 8  남성의 경우, 읍·면·동 기대수명의 중앙값은 2013년 77.4

세에서 2017년 78.8세로 약 1.4세 증가하였는데 전국 평균 기대

수명은 2013년 78.1세에서 2017년 79.7세로 약 1.6세 증가하였

다. 읍·면·동 기대수명의 10분위수, 90분위수 및 최대값도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최소값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감소하였

다. 여성의 기대수명 중앙값은 2013년 84.2세에서 2017년 85.4

세로 약 1.2세 증가하였고 기대수명 중앙값은 전국 평균 기대수

명 값보다 0.3-0.4세 높았다. 읍·면·동 기대수명 90분위수는 

2013년 85.3세에서 2017년 86.5세로 변화하였고, 10분위수는 

2013년 83.4세에서 2017년 84.4세로 증가하였다. 

  

 
8 전국 평균 기대수명은 통계청의 ‘생명표, 국가승인통계 제101035호’를 

제시한 e-나라지표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건강수명)’을 이용하였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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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13-2017년 남녀별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및 

전국 평균 기대수명 변화: 2013-2017년 국민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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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은 읍·면·동 기대수명의 사분범위와 10-90 분위수 

간 차이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남성에서 사분범위의 크기는 

2.1세로 연구 기간 동안 동일하였고, 10-90 분위수 간 차이는 4.2

세(2013년)에서 4.3세(2017년)로 약 0.1세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

우에는 사분범위 크기는 2013년 0.9세에서 2017년 1.0세로 약 

0.1세 증가하였고, 10-90분위수 간 차이는 1.9세(2013년)에서 

2.1세(2017년)으로 약 0.2세 증가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사분

범위와 10-90 분위수 간 차이가 컸다.  

 

그림 21. 2013-2017년 남녀별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사분범위와 10-

90 분위수 간 차이 변화: 2013-2017년 국민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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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에는 2013년과 2017년 성별 읍·면·동 수준 기대수

명을 10분위로 나눠 지도화하였다. 남성에서는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들에서 기대수명이 낮은 지

역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대도시나 도시 지역들은 비교적 기대

수명이 높은 지역들이 많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경기도 북부, 충청

북도 및 경상남도 지역의 기대수명이 비교적 낮았고, 남성과 달리 

전라남도와 강원도 지역의 기대수명이 낮은 곳이 적었다.  

 

그림 22. 2013년과 2017년 남녀별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10분위 지도. 

(A) 남성, (B) 여성: 2013-2017년 국민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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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읍·면·동 기대수명의 

연평균 변화량을 산출하고 2013년 기대수명 산출치를 분모로 하여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연평균 변화율을 10분위로 나눈 후 지도화 

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의 연평균 기대수명 증가율이 더 높았다. 남

성의 경우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과 함께 전라북도, 전라

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강원도, 경상북도 북부 및 경상남도 동부 

지역에서는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림 23. 2013-2017년 남녀별 읍·면·동 기대수명 연평균 변화율 10분위 지도. (A) 남성 (B) 여성: 

2013-2017년 국민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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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는 2013년 기대수명과 기대수명 연평균 증가율의 

관련성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2013년도 기대수명 값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과 증가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

성에서는 회귀직선의 기울기의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기울기의 크기는 각각 -0.05, -0.04(P-value: <0.001)였다.  

  

그림 24. 2013년 기대수명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평균 증가율과 증가량 관련성. (A) 

남성, 증가율 (B) 남성, 증가량 (C) 여성, 증가율 (D) 여성, 증가량: 2013-2017년 

국민건강정보DB 

LE 2013 = 2013년 읍·면·동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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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2013년 대비 2017년 기대수명이 유의하게 증가

나 감소를 보인 지역 및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지역을 지도로 표시

하였다. 남성에서는 3,376개 지역 중 3,326개(98.7%) 지역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47개(1.4%) 지역은 유의한 감소, 13개

(0.0%) 지역은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서는 

3,242(96.0%)개 지역에서는 기대수명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49

개 지역(1.4%)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85개 지역(2.5%)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5. 2013년 대비 2017년 기대수명 변화의 유의성. (A) 남성 (B) 여성: 2013-

2017년 국민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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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찰 

5.4.1. 연구 결과 요약 

    실제 읍·면·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대수명 산출한 결과, 우리

나라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중앙값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연구기간 

동안 증가하였다. 기대수명의 최대값은 최소값 또한 대체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다. 기대수명의 분산 크기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컸다.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지역이나 2013년 기대수명 값에 따라

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5.4.2. 읍·면·동 기대수명 지도화 결과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산출치를 

지도화 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도시 지역에 위치한 읍·면·동이 

농촌 지역에 위치한 읍·면·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농촌 간 기대수명 격차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서 더 뚜렷하게 나

타났다. 남성에서는 대부분의 도 지역들에서 기대수명이 낮은 읍·면·

동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는 데 반해서 여성의 경우 전라남도와 강

원도 지역은 기대수명이 비교적 높아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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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들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을 산출하여 지

도화 하였을 때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 바 있다(93, 94). 

5.4.3. 남녀별 읍·면·동 기대수명 변화 양상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읍·면·동별 기대수명을 산출하였을 때 

중앙값은 전국 평균 기대수명과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기대수

명 최대값과 최소값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의 기대수명 

증가 속도는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건강보험공단

에서 2009년부터 매년 시·군·구 수준에서 기대수명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시·군·구 수준 기대수명 중앙값은 2013년 77.2세에

서 2017년 78.9세, 여성은 84.4세에서 85.8세로 증가하였다.9  읍·

면·동 수준 기대수명의 중앙값은 전국 평균 및 시·군·구 수준 기대수

명 중앙값과 유사한 양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은 해당 인구 집단에 잠재되어 있는 취약성

(vulnerabilities) 및 수용력(capabilities)과 인구 집단이 스트레스 

요인과 예방적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난다(95). 기대수명의 연평균 증가 속도는 해당 지역의 기저 

 
9 공공데이터포털의 ‘국민건강보험공단_지역별 기대수명지표’를 인용하였

다. (https://www.data.go.kr/data/1503977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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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인구 구성, 인구 이동이나 의료이용 등을 포함한 지역의 

특성, 중재(intervention) 등이 함께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

다. 정유지(2019)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남녀 모두 기

대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남성의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더욱 

높아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는 줄어들었다(96). 본 연구에서도 

2013-2017년 읍·면·동 기대수명 중앙값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에

서 0.45%, 여성에서 0.36%로 나타나 기대수명이 비교적 낮은 남

성에서의 증가율이 더 컸다. 본문의 그림 24에 나타나 있듯이, 특히 

여성에서는 2013년도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에서 기대수명의 연평

균 증가율이 높았다. Fries(1980)가 사망률(mortality)의 감소는 

이환율(morbidity)이 노인 집단으로 압축(compression)되며 나타

난다고 주장한 것처럼 기저 사망률이 비교적 더 높은 남성에서는 

이환율의 압축으로 인하여 여성보다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더 큰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97). 앞으로 남녀별 기대수명 변화

에 대한 연령군과 사망원인의 분해(decomposition)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해당 결과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기저 기대수명 수준 외에도 기대수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

구 구성이나 지역 특성, 건강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

다. 

5.4.4. 읍·면·동 기대수명 분산 및 기대수명 변화의 지역 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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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결과, 읍·면·동 기대수명의 사분범위와 10-90 분위수 

간 차이로 측정한 분산 크기는 남성에서 여성보다 컸다. 또한 남성

과 여성 모두 분산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미세하게 커졌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연평균 증가율의 지역 간 격차는 크기가 크지는 않았고, 

2013년 기대수명에 따른 연평균 기대수명 증가율 또한 뚜렷한 관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의 분산 크기의 남녀 차이는 선행 연구

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Noh 등(2021)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정보DB를 이용하여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을 

산출한 결과, 남성 기대수명의 사분범위는 2.9세, 여성은 1.9세로 

나타났다. 건강수명 또한 남성에서는 사분범위가 2.7세, 여성에서는 

1.9세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컸다 (93). 저자들은 또한 지역의 

건강보험료 수준과 읍·면·동 기대수명 상관성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

서 뚜렷하다고 보고하였다. van Raalte 등(2020)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의 주 단위 기대수명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여성에서 남성보다 기대수명 분산 크기는 적었다(98). 남녀 간 기

대수명 차이 등은 남녀의 역학적 특성이나 사회적 건강 결정 요인 

차이 등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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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였다(99). 

     연구 결과, 읍·면·동 기대수명의 평균 변화율은 2013년 기대수

명 값과 관련성이 적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그 크

기는 적었다. 이 결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대수명 변화 속

도가 읍·면·동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지역 간 기대수명의 

불평등 크기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시·군·구 수준 기대수명의 사분범위 크기는 

남성에서는 2013년을 제외하고 2014-2017년까지 1.5세로 동일하

였고, 여성에서는 2013-2017년 동안 1.2세로 거의 같았다. 따라

서 2013-2017년 기간 동안 시·군·구 수준은 물론 읍·면·동 수준에

서도 기대수명의 지역 간 격차는 유의미하게 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7년 기대수명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남성에서는 7개(0.0%), 여성에서는 49개(1.4%) 지역에서 기대수

명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Scherbov와 Ediev(2011)에 따르면 기

대수명 산출치는 지역의 전체 인구수, 연령 구조 및 연령군별 사망

률에 따라 달라진다(60). Woods 등(2005)은 기대수명 변화는 노

인층보다는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변화를 잘 반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100). 그림 2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13-2017년 동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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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가 적거나 인구수 변화율이 0%에 가까운 지역들에서 기대수명

의 변화가 컸다. 이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인구수 총 변화율

이 0%이더라도 전출과 전입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가 클 수 있다

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 변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군이나 사망원인별 분해 분석을 통

하여 각 연령군이나 사망원인의 기대수명 변화에 대한 기여 정도를 

그림 26. 2013년도 인구수 및 인구 변화율과 기대수명 변화율 간 연관성. 

(A) 남성, 인구수와 기대수명 변화 (B) 남성, 인구수 변화와 기대수명 

변화 (C) 여성, 인구수와 기대수명 변화 (D) 여성, 인구수 변화와 

기대수명 변화: 2013-2017년 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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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층위의 요인들, 예를 들면 연령 구조, 인구 이동, 의료이용 

등의 요인들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대수명 감소한 지역과 증가한 지역 간 비교 등을 통하여 기대수

명 증감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거나 전통적인 분석 방법 외

에도 agent-based model이나 네트워크 분석 방법 등의 활용을 고

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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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연구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연도별 

우리나라의 읍·면·동 기대수명을 산출한 연구로서 지역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인구 이동을 반영할 수 없다(101). 

분석 단위가 작아질수록 거주민들은 주거지 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해당 지역의 건강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망자가 사망 시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 기준 사망률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삶의 경로를 반영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지역 

특성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임을 

주지하여야 한다(89).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료 획득의 용이함과 정책적 필요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읍·면·동)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102). 

소지역의 정의는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인지나 생활 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는 지역의 건강 

불평등 크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불평등 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보고 한 바 

있다(103).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접 지역을 행정구역을 서로 맞댄 

지역들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접성 외에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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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인접 지역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7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활용한 행정구역을 맞댄 지역을 인접 지역으로 

설정한 Queen 인접성 방법의 경우 51 개 읍·면·동이 인접 지역이 

없다고 설정되었다. Queen 인접성 대신 반경이 4.5km 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인접 지역으로 설정한 distance band 방법으로 

인접 지역을 설정할 경우, 인접 지역이 없는 읍·면·동이 약 15 개 

지역으로 감소하였지만 인접 지역이 최대 442 개인 지역들 또한 

존재하였다. K-nearest neighbors 방법에 의하여 모든 읍·면·동이 

인접 지역을 5 개를 가지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도서 지역의 경우, 상관성이 적거나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또한 인접 지역으로 정의할 가능성이 있었다. 추후 인접 

지역 설정 방법에 따라 읍·면·동 기대수명 산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27. Queen 인접성, distance band, K-nearest neighbors 방법을 이용한 

인접 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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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본 연구의 연구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변화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한 결과를 보충 제시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베이지안 공간 모형은 75쪽에 나와있는 식에 연도(year)의 

고정 효과를 더하여 연도별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의 중앙값, 10, 90분위수, 

최소값과 최대값 등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들의 증가 속도가 약간 더 높거나 기대수명이 

높은 지역과 같아 10-90 분위수 간 차이와 사분범위는 약 0.1-

0.2 세 감소하였다. 최소-최대값 간 차이는 약 0.9 세 감소하였다.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은 고르게 증가하였고 

10-90 분위수와 사분범위는 약간 감소하거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과 달리 여성의 최소-최대값 차이는 2008 년부터 

2017 년까지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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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008-2017년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한 남녀별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및 전국 평균 기대수명 변화: 

2008-2017년 국민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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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08-2017년 베이지안 공간 모형을 이용한 남녀별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사분범위, 10-90 분위수 간 차이 및 최소-최대값 차이 

변화: 2008-2017년 국민건강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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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소지역 수준 사망률 산출 시, 연령군별 사망자 수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 이용 시 연령구조가 크게 다르더라도 비교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대수명을 산출할 수 있다.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이용하면 소지역 수준 기대수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해 소지역 단

위 기대수명을 산출한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고, 우리나라의 읍·면·동 

수준 기대수명 산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모

든 지역의 인구수가 500명일 때도 안정적인 기대수명 산출과 비교

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읍·면·동의 남녀별 

기대수명을 개별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함을 의미한다. 몇 

개 년도 자료를 합하여 읍·면·동 수준 사망률을 산출한 선행 연구에

서도 시·군·구 수준에서는 가려져 있던 사망률이 높거나 낮은 읍·면·

동 지역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연구기간 동안의 평균 사망률을 반

영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면 개별 연

도 자료를 이용하여 시의적절한 기대수명 산출이 가능하고, 시간 차

원을 분석에 고려할 수 있다. 소지역 건강 수준 연구에 시간 차원의 

도입은 지역의 건강 수준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건강 결정 요인이나 정책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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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나 의료이용자료 등 

다른 자료원과 연계하여 읍·면·동 수준 이환율을 산출하거나 통계청

이나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 읍·면·동 수준에서 정보 획득이 가능한 

자료원과 연계하여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건강 격차 형성과 해소 

기전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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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expansion of available data 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s, efforts to determine the health status of small-area units are 

increasing. Identifying health levels in sub-regional units can reveal 

geographical differences that might be masked when high-level areas are used 

as an analysis unit. The results would discover vulnerable population groups 

and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policy efforts. In addition, the small-area level 

analysis has fewer ecological fallacies because the population characteristics 

are relatively homogeneous, and exposure to health determinants is even.  

    Identification of small-area health levels requires epidemiological, 

geographic, and statistical efforts. Specifically, selecting appropriate data 

sources, analysis units, and health-level metrics is needed. In addition, 

combining data over several years or using a statistical model is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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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sparseness of the data. 

    Previous Korean studies calculated and compared the small area (eup, 

myeon, and dong) mortality, mainly using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as the metric and combining data from many years. The main reason for 

using the SMR was that Statistics Korea restricts the public use of the number 

of deaths by age group at the small-area level. 

    SMR is convenient because it does not require age-specific mortality rates. 

However, it is controversial to compare mortality rates between small areas 

because the denominator of the SMR, which is calculated by summing the 

product of the age-specific mortality rate of the standard population and the 

age-specific populations, is different for each small area. Therefore, the 

following two assumptions should be satisfied to compare SMRs between small 

areas. First, the age structures of small areas should be similar. Second, the ratio 

of age-specific mortality rates between standard and study populations should 

not differ notably between age groups, although simultaneous satisfaction of 

the two assumptions is not mandatory. Other representative mortality metrics 

include comparative mortality figures (CMF) and life expectancy (LE). LE is 

understandable and intuitive not only for researchers but also for the public and 

policymakers. LE also has the advantage of not requiring a standard popul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of Korea maintains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NHID), which includes information 

such as gender, age, and place of residence (eup, myeon, or dong) of almost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In addition, NHID has the advantage of 

extensionality through linking with other databases in NHIS or death statistics 



 

160 

 

of the Korea Statistics to acquire the individual's death status or additional 

various health information. 

     Th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 has been widely used to calculate 

the mortality rate at the small-area level. Given the autocorrelation of 

mortalities, th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 overcomes the data sparsity 

by borrowing information of adjacent regions, time, and age group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conventional method requires at least 5,000 people per 

region to calculate LE stably, but the Bayesian spatial model requires only at 

least 2,000 people. However, the minimum number of people using th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 is unknown. In addition, the traditional 

method satisfied the normality assumption of estimates when the population 

was 5,000 or more. Despite this, Bayesian hierarchical models could not reveal 

the minimum requested popul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ies of using the NHID for mortality 

estimates in Korea at the small area level and a mortality measure to compare 

mortality. This study also explored the possibl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 that calculates LE at the small-area level in Korea through a simulation 

study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ag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First,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the NHID to calculate the 

small-area-level mortality by comparing the number of population and deaths, 

crude mortality, and SMR between the NHID and national administrative data 

(NAD)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population and deaths during the study period (2014-2017) using the 

NHID we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NAD, regardless of gender. Small-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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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population and death distributions were virtually the same in both datasets. 

The magnitude of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both population and 

death numbers was above 0.996.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SMRs ranged from 0.937 to 0.972. Based on the results, we considered that the 

NHID could calculate the mortality rate at a small area level in Korea.  

     Second, this study calculated the mortality at the small-area level using 

SMR, CMF, and LE using the 2013-2017 NHID and compared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urbanization. Although age-specific mortality of all 

small areas in Korea was assumed to be the same as the age-specific mortality 

of the entire study population, the SMR was different for each small area. SMR 

was higher in urban areas than in other areas. The ranking using SM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MF and LE. Rank differences were 

more pronounced in areas with high mortality rates.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MF and LE rankings were relatively sma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CMF and SMR was large in rural areas, especially in areas with 

small populations. Therefore, SMR comparisons among small regions on a 

national scale may induce bias. CMF and LE should assess mortality based on 

their age if age-specific mortality is available.  

Third, this study evaluated th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s for 

calculating the small-area level LE using the 2013-2017 Korea Statistics 

resident registration mid-term population and death data. The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created 1,000 hypothetical datasets assuming that all 

districts in Korea had female populations of 500, 1,000, 2,000, 5,000, 10,000, 

and 25,000. The age structure of each district maintains its actual ag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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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for each dataset was calculated using the traditional, Bayesian spatial and 

Spatio-temporal models. The precision, 95% uncertainty interval (UI) width 

and coverage, and normality of each method for each scenario were compared. 

A 95% UI coverage was defined as the probability of containing the true value 

in the 95% UI. Th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 consisted of three linear, 

nonlinear, and linear and nonlinear mixed mode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ayesian spatial and Spatio-temporal models calculated LE more accurately 

than the traditional method in all scenarios. The 95% UI width using th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s was 20-60% using the traditional method. 

The traditional method satisfied the normality assumption when the population 

was 10,000 or more, but the Bayesian spatial and Spatio-temporal models 

approximated the normal distribution even when the population was 500. 

However, th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s did not satisfy normality in the 

large population scenarios. The LE calculation using the Bayesian Spatio-

temporal models had the highest data efficiency among the utilized methods. 

However, when th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s were used, the 95% UI 

interval was narrow, the coverage rate was low, and normality was not satisfied 

when the population was large. Therefore, when comparing LE between small 

areas using the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posterior distribution with appropriate cut-off value selection, not the 

comparison assuming normality. 

    Fourth, this study provided the results of calculating LE at the small-area 

level using the 2013-2017 NHID. We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men and women, but the gap was larg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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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than in women. There were also disparities in life expectancy between the 

small areas within the region. The median LE at the small area level increased 

during the study period, similar to the national mean LE for men and women. 

The dispersion exhibited a slight increase. When we calculated the average 

annual change rate of LE by small area during the study period, the rate varied 

by region, but the magnitude was moderate.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association with LE in 2013, neither men nor women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The study results showed a gap in LE between and within regions 

in Korea, but the magnitude of the gap stagnated during the study period. 

    This study explored data sources and appropriate measurement tools for 

calculating LE at the small-area level in Korea. This study also suggested a 

statistical model that can overcome the sparseness of the data and calculate the 

small-area-level LE during 2013–2017. The results can assist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the public in understanding the between and within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the process of mortality changes. It would also help 

identify local health determinants and inform policy decisions and planning. 

 

Keywords: Bayes Theorem; Bias; Life Expectancy; Models, Statistical; Small-

Area Analysis;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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