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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인의 보편적 건강증진에 대한 열망은 공동의 가치이자 목표로 

1986년 캐나다 오타와 헌장[1]부터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서 주민의 참여 정도와 건강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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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ssociation between participation degree and any changes in health behaviors in the Gyeong-
sangbuk-do Health Saemaeul Program, a community-based health promotion project. Methods: The study used surveys of the Gyeongsangbuk-do 
Health Saemaeul Program, in 2016, 2018 and data from KOSIS. Results: The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mpleted with a total health 
behavior improvement score based on the six types of health behavior changes. People with temporal participation showed a higher total health behav-
ior improvement score than the non-participants. Females showed a higher total health behavior improvement score than males and people with any 
chronic diseases showed a higher total health behavior improvement score than those without. None of the community-related variables showed any 
statistical significances. The results of the stratified analysis according to individual and community-related variables revealed that a group with the fol-
lowing community-related characteristics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total health behavior improvement score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degree; (1) a higher proportion of vulnerable subjects, (2) a higher financial self-reliance, and (3) a higher participation degree with willingness. No statis-
tical significance was revealed with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Conclusions: In order to enhance health status of its residents in a community-level, 
designing an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in considering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would be more effectiv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
ity of the Gyeongsangbuk-do Saemaeul Health Program and to expand its effects, an establishment of strategic plans is required at the level of selecting 
the target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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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발전종합목표[2]까지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지식이나 태도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적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찾아왔다[3]. 우

리나라에서도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977년 의료보험제도

를 도입하여 1989년 전 국민 의료 보장제도가 완성되었다[4].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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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까지 지역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수명, 기대수명, 의료이용, 

사망률 등 건강불평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5]. 특히 지역 간 

건강불평등의 경우, 농촌과 도시 간 건강격차가 매우 크고, 광역시 ·도 

지역에서 시 ·군 ·구지역의 읍 ·면 ·동 단위로 갈수록 더 심화되는 특성

이 있다[6,7]. 

경상북도에서도 2013년 11월 우리마을 건강지도 설명회를 통해 지

역 간 건강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경상북도 331개 읍면동

의 3년간(’08-10년) 표준화 사망비와 23개 시 ·군의 건강행태, 이환, 의

료 이용 등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에 경상북

도의 사망률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지역 간 

건강 격차가 존재하였다[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건강취

약지역의 우선적 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형 건강마을사업인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는 미시 수준에서 사람

들이 자신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과 같은 개인의 일상 건강행태를 건

강한 방식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는 행태주의적 관점으로 수용되

고 있었다. 이로 인한 기존의 보건사업 방식은 보건소가 개인의 특정 

행태개선 중심으로 기획한 후 개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하향

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 충

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주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도 지속되

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9].

최근 건강 결과가 아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는 주민의 참여와 공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다[10].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조직해 자신들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증진사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

며, 통제력을 강화하는 주민참여 접근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개입보다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지역 

단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가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담고 있고, 근본적인 건강결

정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최근 10여 년간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적인 건강정책 및 보건의료사

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주민참

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은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사례 보

고서의 형태로는 많이 찾을 수 있지만[12], 주민참여의 정도와 건강행

태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서 개인의 특성만을 탐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의 특성이 개인들의 건강

행태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지역단위의 건강증진 향상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

성사업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주민참여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개인 

및 지역적 특성 요인을 보정하여 주민참여 정도와 건강행태 변화의 관

련성을 다수준 모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주민주도형 건

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 

및 지역적 특성별로 대상을 층화하여 건강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지를 심층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정된 목표에 의거

하여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이 자립형 건강마을 및 주민 주도

형 건강증진사업으로 정착되고 향후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6년과 2018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설문조사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지역적 특성 중 일부 변수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설문조사의 대상 마을은 2014년부

터 비교적 사망수준이 높으면서도 건강취약지표들이 열악한 19개 마

을(읍 ·면 ·동 단위)에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설문조사

는 2016년 7-8월, 2018년 5-8월에 마을의 특성이나 거주자를 잘 아는 

이장, 부녀회장 또는 마을건강지기(마을의 건강지도자)가 사전에 교육

을 받은 후 가정방문하여 1:1 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13].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건강행태지표(흡연, 음주 등)와 사업평가지표(사업인

식도, 참여도 등)와 관련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

은 2015년 및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문항 중 일부를 발췌하였으

며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연구진 회의를 거쳐 수정, 보

완 후 최종 확정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대상자 선정에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설문조사 중 

연구변수가 포함된 2016년, 2018년 자료가 활용되었다. 2016년과 2018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9,696명 중 연구 변수에 

무응답하거나 이상치로 응답한 사람 2,184명을 제외한 총 7,512명을 최

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건강행태 개선점수이며 분석단위는 개인이

다. 각 세부 건강행태(흡연, 음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정신건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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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대적으로 나쁜 건강행태군인 불건강행태 유지군과 건강행태 악

화군은 0점, 좋은 건강행태군인 건강행태 유지군과 건강행태 개선군

은 1점을 주어 6가지 분야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건강행태 개선점수로 

산출하였다. 

종속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라 불건

강행태 유지군(나쁨→나쁨), 건강행태 개선군(나쁨→좋음), 건강행태 

악화군(좋음→나쁨), 건강행태 유지군(좋음→좋음)으로 정의하였다. 

연도별 건강행태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흡연은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

움)의 경우를 흡연군(나쁜 건강행태), 피우지 않는 군을 비흡연군(좋은 

건강행태)으로 나누었다. 음주는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

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고위험음주군(나쁜 건강행태)

과 비고위험음주군(좋은 건강행태)으로 나누었다. 영양은 평소 식습

관, 조리음식 등에 대한 저염선호도를 묻는 문항 중 두 가지 문항 이상

에서 저염을 선호하는 답변을 선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저염선호군(좋

은 건강행태)과 저염비선호군(나쁜 건강행태)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신체활동은 최근 1주일(7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 또는 최근 1주일(7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

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경우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한 군(좋은 건강행태)과 비실천군(나쁜 건강행태)으로 나

누었다. 구강은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실천한 군(좋은 건강행태)과 비

실천군(나쁜 건강행태)으로 나누었으며, 정신건강은 우울감 경험 여

부, 스트레스 인지경험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나쁜 정신건강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나쁨군(나

쁜 건강행태), 그 외의 경우는 좋음군(좋은 건강행태)로 나누어 구분

하였다[14]. 

독립변수

개인변수

개인적 특성으로는 주민참여 정도, 성별, 연령, 만성질환을 독립변수

로 포함하였다. 주민참여 정도는 2016년, 2018년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비참여군, 2016년, 2018년 중 한 번이라도 사업 참

여 경험이 있으면 일시참여군, 2016년, 2018년 모두 사업에 참여한 경험

이 있으면 지속참여군으로 분류하였다. 만성질환 변수는 의사에게 고

혈압 또는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험의 유무로 구분하였으며, 두 질환 

모두 진단 받은 경험이 없는 군을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그 외의 경우

를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지역변수

지역 변수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재정자립도와 의료취약

인구를 사용하였으며 건강새마을 설문조사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자

본, 주체적 참여의지를 포함하였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활용한 지역

적 변수는 각 지역의 값을 설문조사 개인 대상자에게 부여하였으며, 

연구기간 내 지역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과 2018년 데이터의 

산술평균값을 사용하였다[15]. 재정자립도(시군 단위)를 제외한 의료취

약인구, 사회적 자본, 주체적 참여의지는 읍 ·면·동 단위로 산출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지역적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사

용하였으며 지역적 변수를 세부 그룹으로 층화할 경우에는 평균을 기

준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자립도와 의료취약인

구를 사용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액}×100로 산출하였으며 의료취약인구는 노인인구 수(65세 이상 

인구의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록 장애인 수, 결혼이민자 수(다문화

가구 수와 동일)를 합산하여 인구 천 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지역의 사회 및 네트워크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과 주

체적 참여의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은 크게 

인식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인 이웃 간의 상호신뢰와 구조적 측면의 사

회적 자본인 이웃과의 상호부조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변수를 포함하

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켜 건강관리에 더

욱 신경을 쓰도록 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16]. 사회적 자본

은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율 중 이웃상호 신뢰감, 상

호부조, 건강 개선 가능성 중 긍정적인 응답(매우 높다 또는 높다)한 

인원수를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수로 나누어 인구 천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주체적 참여의지는 우리 마을을 위한 활동에 내 시간, 돈, 

재능을 투자할 의지 중 긍정적인 응답(매우 높다 또는 높다)을 한 인원

수를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수로 나누어 인구 천 명을 기준으로 산출

하였다.

자료분석

기술 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특성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주민참여 정도와 건강행태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연구대상 전체를 이용하여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관측치를 1수준 변수로 하고 지역 수준

의 관측치를 2수준 변수로 투입한 다수준 회귀모형을 적합시켰으며,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을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설계하였다. 우선 자료

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정도 변수만을 포함하는 

Model 1, 개인 수준 요인만을 고려한 Model 2, 마지막으로 개인 수준 

요인 및 지역 수준 요인을 모두 고려한 Model 3을 순차적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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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일시참여군(38.2%), 비참여군(23.3%), 만성질환이 있는 군에서 

지속참여군(38.2%), 일시참여군(35.4%), 비참여군(26.4%)이었다(p =  

0.004). 

지역적 특성 변수에 따른 주민참여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단, 지역

적 특성 변수는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기술통계로 결과치를 산출하

고, 그 평균을 기준으로 빈도 분석을 하였다. 의료취약인구는 인구 천 

명당 평균 580.4명이었으며 평균 미만군에서 지속참여군(33.4%), 일시

참여군(37.6%), 비참여군(29.0%)이었다. 평균 이상군에서 지속참여군

(42.8%), 일시참여군(35.7%), 비참여군(21.6%)이었다(p < 0.001). 재정자립

도는 평균 18.7%로, 평균 미만군에서 지속참여군(43.2%), 일시참여군

(32.7%), 비참여군(24.1%)이었다. 평균 이상군에서 지속참여군(35.6%), 

일시참여군(38.8%), 비참여군(25.6%)이었다(p < 0.001). 사회적 자본은 

인구 천 명당 평균 104.6명이었으며, 평균 미만군에서 지속참여군

(37.9%), 일시참여군(37.1%), 비참여군(25.0%)이었다. 평균 이상군에서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

해 임의 효과에 대한 분산을 추정하고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

tion coefficient, ICC)를 추정하였다. 기초 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를 통

하여 다른 설명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건강행태에 대한 지역별 분

산을 분석함으로써, Model 2와 Model 3에서 다른 설명 변수들의 설명

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전체를 이용한 분석으로는 주민참여 정도와 건강행태 개

선점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개인 및 지역적 특성별 주민참여 정도와 건강행태 변화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 그룹으로 층화하여 각 

특성들과 주민참여 정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층화 후 모든 분석에서는 개인 및 지역적 

특성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적 특성에서 주민참여 정도는 비참여군 25.1%, 일시참여군 36.6%, 

지속참여군 38.3%이었다. 성별은 남자 49.6%, 여자 50.4%이었다. 연령은 

20-30대 3.4%, 40-50대 20.0%, 60대 이상 76.7%이었다. 만성질환은 만성

질환이 없는 군 43.3%, 만성질환이 있는 군 56.7%이었다(Table 1).

지역적 특성에서 의료취약인구는 인구 천 명당 평균 580.4명이었으

며, 평균 미만군 47.6%, 평균 이상군 52.4%이었다. 재정자립도는 평균 

18.7%이었으며 평균 미만군 35.9%, 평균 이상군 64.1%이었다. 사회적 

자본은 인구 천 명당 평균 104.6명이었으며 평균 미만군 49.4%, 평균 

이상군 50.6%이었다. 주체적 참여의지는 인구 천 명당 31.2명이었으며 

평균 미만군 29.8%, 평균 이상군 70.2%이었다(Table 1).

개인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주민참여율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주민참여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에서 지속참여군(29.2%), 일시참여군(38.9%), 비참여군

(31.9%)이었고, 여자에서 지속참여군(47.2%), 일시참여군(34.4%), 비참

여군(18.4%)이었다(p < 0.001). 연령의 경우, 20-30대에서 지속참여군

(12.3%), 일시참여군(38.1%), 비참여군(49.6%)이었으며 40-50대에서 지

속참여군(30.1%), 일시참여군(36.2%), 비참여군(33.7%)이었고, 60세 이

상에서 지속참여군(41.6%), 일시참여군(36.6%), 비참여군(21.8%)이었다

(p < 0.001). 만성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군에서 지속참여군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o research

Variables n (%)

Individual level factors (Level 1)
   Degree of participation
      Non participation 1,885 (25.1)
      Temporary participation 2,750 (36.6)
      Continued participation 2,877 (38.3)
   Sex
      Male 3,726 (49.6)
      Female 3,786 (50.4)
   Age (y)
      20-30 252 (3.4)
      40-50 1,499 (20.0)
      ≥60 5,761 (76.7)
   Chronic disease
      No 3,255 (43.3)
      Yes 4,257 (56.7)
Community level factors (Level 2)
   Medically vulnerable population (M=580.42, SD=105.91)
      Below average 3,577 (47.6)
      Above average 3,935 (52.4)
   Financial self-reliance (M=18.71, SD=8.43)
      Below average 2,695 (35.9)
      Above average 4,817 (64.1)
   Social capital (M=104.61, SD=45.34)
      Below average 3,711 (49.4)
      Above average 3,801 (50.6)
   Participation with willingness (M=31.24, SD=28.32)
      Below average 2,240 (29.8)
      Above average 5,272 (70.2)
Total 7,512 (100.0)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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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참여군(38.7%), 일시참여군(36.1%), 비참여군(25.2%)이었다(p =  

0.665). 주체적 참여의지는 인구 천 명당 31.2명이었으며, 평균 미만군에

서 지속참여군(38.8%), 일시참여군(38.3%), 비참여군(22.9%)이었다. 평

균 이상군에서 지속참여군(38.1%), 일시참여군(35.9%), 비참여군

(26.0%)이었다(p = 0.015).

주민참여 정도와 총건강행태 개선점수 간의 관련성

주민참여 정도와 총건강행태 점수와 관련한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

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분석의 종속변수인 건강행태 개선점수는 

각 세부 건강행태별로 상대적으로 나쁜 건강행태군인 불건강행태 유

지군과 건강행태 악화군은 0점, 좋은 건강행태군인 건강행태 유지군

과 건강행태 개선군은 1점을 주어 6가지 분야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건강행태 개선점수로 산출하였다. Model 1의 경우 주민참여 경험이 없

는 군에 비해 일시참여한 군과 주민참여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지속

참여한 군이 총건강행태 점수가 높았다. Random effect를 살펴보면 총

건강행태 개선점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 수준 요인의 분산(level 2 

분산)은 0.017 (p = 0.013)으로 ICC는 r= 0.016만큼 지역 수준의 변이가 

있었다.

개인 수준을 보정한 Model 2의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주민참여 경

험이 없는 군에 비해 일시참여한 군이 총건강행태 점수가 높았다(B =  

0.16, p < 0.001). 개인 수준 요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총건강행태 

점수가 높았다(B = 0.35, p < 0.001). 만성질환이 없는 군보다 있는 군이

(B = -0.14, p < 0.001)에서 총건강행태 점수가 덜 높았다. Model 2에서 개

인 수준 요인만을 보정했을 때 지역 수준 요인의 분산은 0.02 (p = 0.012)

이었고, ICC는 r= 0.015로 총건강행태 점수는 개인 수준 요인의 변수

들을 보정하더라도 지역 수준 요인의 변이가 있었다.

Model 3은 개인 및 지역 수준 요인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

민참여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일시참여한 군이 총건강행태 점수가 높

았다(B = 0.15, p < 0.001). 개인 수준 요인 중 남자보다 여자에서 총건강

행태 점수가 높았으며(B = 0.35, p < 0.001), 만성질환이 없는 군보다 있는 

Table 2.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factors

Variables
Degree of participation

Total
Continued 

participation
Temporary 

participation
Non-participation p

Individual level factors (Level 1)
   Sex
      Male 3,726 (100.0) 1,089 (29.2) 1,448 (38.9) 1,189 (31.9) <0.001
      Female 3,786 (100.0) 1,788 (47.2) 1,302 (34.4) 696 (18.4)
   Age (y)
      20-30 252 (100.0) 31 (12.3) 96 (38.1) 125 (49.6) <0.001
      40-50 1,499 (100.0) 451 (30.1) 543 (36.2) 505 (33.7)
      ≥60 5,761 (100.0) 2,395 (41.6) 2,111 (36.6) 1,255 (21.8)
   Chronic disease
      No 3,255 (100.0) 1,251 (38.4) 1,244 (38.2) 760 (23.3) 0.004
      Yes 4,257 (100.0) 1,626 (38.2) 1,506 (35.4) 1,125 (26.4)
Community level factors (Level 2)
   Medically vulnerable population (M=580.42, SD=105.91)
      Below average 3,577 (100.0) 1,194 (33.4) 1,346 (37.6) 1,037 (29.0) <0.001
      Above average 3,935 (100.0) 1,683 (42.8) 1,404 (35.7) 848 (21.6)
   Financial self-reliance (M=18.71, SD=8.43)
      Below average 2,695 (100.0) 1,164 (43.2) 881 (32.7) 650 (24.1) <0.001
      Above average 4,817 (100.0) 1,713 (35.6) 1,869 (38.8) 1,235 (25.6)
   Social capital (M=104.61, SD=45.34)
      Below average 3,711 (100.0) 1,407 (37.9) 1,377 (37.1) 927 (25.0) 0.665
      Above average 3,801 (100.0) 1,470 (38.7) 1,373 (36.1) 958 (25.2)
   Participation with willingness (M=31.24, SD=28.32) 
      Below average 2,240 (100.0) 869 (38.8) 857 (38.3) 514 (22.9) 0.015
      Above average 5,272 (100.0) 2,008 (38.1) 1,893 (35.9) 1,371 (26.0)
Total 7,512 (100.0) 2,877 (38.3) 2,750 (36.6) 1,885 (25.1)

Unit: n (%)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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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총건강행태 점수가 덜 높았다(B = -0.15, p < 0.001). Model 3의 지

역 수준 요인의 분산은 유의하고(p = 0.022) ICC는 r= 0.018로 나타남으

로써 지역 개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모형에서 

선정한 지역 수준 요인 변수 4종에서는 유의한 요소가 아니었으므로 

총건강행태 점수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차이를 반영하는 다른 지역 

수준 요인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 및 지역 특성별 주민참여 정도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점수

개인 및 지역 특성별 주민참여 정도와 건강행태 변화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부 그룹으로 층화하여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각 개인 및 지역적 특성들과 주민참여 정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꺽은 선 그래프를 제시하였으며 y축은 B 계수, x축은 

주민참여 정도를 나타낸다. 층화 후 실시한 모든 분석은 개인적 특성

(주민참여 정도, 성별, 연령, 만성질환) 및 지역적 특성(의료취약인구, 재

정자립도, 주체적 참여의지, 사회적 자본)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특성별로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개인 혹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참

여 정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Figure 1). 

첫 번째, 의료취약인구 그룹, 재정자립도 그룹, 주체적 참여의지 그룹

으로 층화분석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

가 있는 유형이다. 의료취약인구 그룹의 경우, 평균 이상군이 평균 미

만군보다 총건강행태 개선점수가 더 높았고 특히, 평균이상그룹의 경

우 지속참여 경험보다 일시 참여 경우에서 총건강행태 개선점수가 더 

높았으며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 < 0.001). 재정자립도 그룹의 경우, 평균 미만군에 비해서 평균 

이상군이 더 건강행태 개선점수가 높았으며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p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8). 주체적 참여의지 그룹

의 경우, 평균 미만군에 비해서 평균 이상군이 더 건강행태 개선점수

가 높았으며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27).

두 번째, 성별 그룹과 연령 그룹으로 층화분석하였을 경우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지만 패턴은 의미가 있었다. 성별 

그룹의 경우,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건강행태 개선점수가 높았지만 

Table 3. A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health behavior improvement related to degree of participation and individual level and community lev-
el factors  

Fixed effects variable
Model 11 Model 22 Model 3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Individual level factors (Level 1)
   Degree of participation
      Temporary participation (ref: non participation) 0.25 0.03 <0.001 0.16 0.03 <0.001 0.15 0.03 <0.001
      Continued participation 0.08 0.03 0.008 0.04 0.03 0.231 0.04 0.03 0.229
   Sex
      Female (ref: male) 0.35 0.02 <0.001 0.35 0.02 <0.001
   Age (y)
      40-50 (ref: 20-30) -0.14 0.07 0.050 -0.13 0.07 0.057
      ≥60 -0.11 0.07 0.102 -0.10 0.07 0.120
   Chronic disease
      Yes (ref: no) -0.14 0.02 <0.001 -0.15 0.02 <0.001
Community level factors (Level 2)
   Medically vulnerable population 0.00 0.00 0.773
   Financial self-reliance 0.00 0.00 0.466
   Social capital 0.00 0.00 0.825
   Participation with willingness 0.00 0.00 0.497

Random effects variable
Model 11 Model 22 Model 33

Estimate SE p Estimate SE p Estimate SE p

Level 1 σ2ε 1.05 0.02 <0.001 1.01 0.02 <0.001 1.01 0.02 <0.001
Level 2 σ2ε 0.02 0.01 0.013 0.02 0.01 0.012 0.02 0.01 0.022
ICC 0.016 0.015 0.018

SE, standard error;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1Model 1: Adjusted for degree of participation, 2Model 2: Adjusted for model 1 plus individual level factors, 3Model 3: Adjusted for model 2 plus communi-
ty leve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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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ealth behavior improvement score according to char-
acteristic of individual or community. Adjusted for individual level 
factors (degree of participation, sex, age, chronic disease) and 
community level factors (medically vulnerable population, finan-
cial self-reliance, participation with willingness, social capital). 
*p<0.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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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p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320). 

연령 그룹의 경우, 20-30대, 40-50대, 60세 이상 그룹으로 갈수록 건강

행태 개선점수가 더 높았지만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p값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67). 

세 번째, 만성질환 그룹과 사회적 자본 그룹으로 층화분석하였을 경

우에는 상호작용 효과 및 패턴 모두 차이가 없었다. 즉, 만성질환의 유

무에 따라 건강행태 개선점수의 차이는 없었으며(p = 0.637) 사회적 자

본의 평균에 따라 건강행태 개선점수의 차이는 없었다(p = 0.339).

고  찰

6가지 건강행태 변화를 점수화한 총건강행태 개선점수를 가지고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참여군에 비해 일시참여군에

서 총건강행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 수준 요인에서는 남자보

다 여자에서 총건강행태 개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만성질환이 

있는 군보다 없는 군에서 총건강행태 개선점수가 높았다. 지역 수준 요

인에서는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흡연, 음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 정신

건강을 포함한 총건강행태의 개선효과를 알아본 선행연구 결과는 없

었으나 특성에 따라 일부 건강행태가 개선된 선행연구들은 존재했다. 

흡연 건강행태 개선 즉, 금연 성공률 측면에서 여성일수록 적극적인 

금연클리닉이나 금연 교육을 이용하는 태도, 금연자신감, 금연준비도, 

상담 횟수가 높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

다[17]. 음주 건강행태 개선의 측면에서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가족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직장 생활 등 복잡한 경로를 통해 음

주가 발생할 기회가 적어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는 연구가 있었으며[18], 영양 건강행태 개선 측면 역시 여성이 남성

보다 외부 활동으로 인한 외식 빈도가 낮아 나트륨 과다 섭취의 기회

가 적은 것과 본 연구의 결과가 관련이 있었다[19]. 신체 건강행태 개선 

측면에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여자와 20-30대가 신체활동 실천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0]. 구강 건강행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일수록 구강건강행위 실천 확률이 높으

며[21],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1일 칫솔질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2]. 만성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등 건

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강행태를 실천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23]. 

개인 및 지역적 특성별로 층화분석을 한 결과, 지역적 특성에서는 

의료취약인구가 많은 집단, 재정자립도가 높은 집단, 주체적 참여의지

가 높은 집단이 주민참여율에 따른 총건강행태 개선점수가 높았으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취약인구가 많은 집단이 비참여군보다 일시참

여군의 총건강행태 개선점수가 좋았다. 일반적으로 의료취약인구가 

많은 지역, 즉 의료취약지역은 대체로 건강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 

증진행동의 빈도가 낮고, 건강위해행동의 빈도가 높은 특성으로 연결

되어 건강수준이 낮게 보고된다[24]. 그러나 여러 건강위해요인에 노

출된 의료취약인구가 많은 집단은 건강증진에 대한 결핍감과 건강 향

상욕구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에 따라 건강행태 개선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런 취약인구 집단일수록 사업이 제공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비참여군보다 지속참여군의 경우에

는 의료취약인구가 평균보다 많은 집단과 의료취약인구가 평균보다 적

은 집단 간의 총건강행태 개선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주민참

여 정도에 따라 건강행태 개선의 효과가 좋았는데 이는 의료취약인구

가 많은 집단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서 상반되는 결과

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25] 고소득층은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에 필수적인 생

활양식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 식재료의 구입과 다양한 건강 및 

의료서비스 선택이 가능하여 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건강수준을 가지

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집단

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태도와 수용성이 

좋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도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

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주체적 참여의지가 높은 집단에서 주민참여 

정도에 따라 총건강행태 개선점수가 높았다. 주체적 참여의지는 자신

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도우

는 과정인 임파워먼트(empowerment) 개념과 연관있으며, 지역사회 임

파워먼트는 건강증진의 중심 개념이다[27]. 기술, 경험, 열정, 참여의사

와 같은 개인의 참여역량은 흡연, 비만, 운동 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이 

있으며[28], 사망률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임파워먼트 수준을 개인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인지된 통제력 척도로 측정하고 주관적 건강수

준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있다[27].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

체적 참여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많은 집단은 자신들의 삶에서 통제력

을 얻고 참여 의지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던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도적 역할을 

하면서 건강지식,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향상되고 긍정적 건강증진행

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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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의 의의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경험 자

료를 기반으로 개인 및 지역적 특성이 참여 정도와 주요 건강행태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참여 정도와 건강행태 변화 

간의 관련성이 개인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는 성별, 연령, 만성질환 여부 등 개인의 특성별로 나누어 맞춤식 사업

을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마

을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방향성과도 일치한

다. 향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추어 운영하기보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주체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 활동의 

주체자로서 주된 책임과 역할을 개성에 따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는 지지자, 조력가, 자원 연계가로서의 간접적이고 옹

호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확산단계에서 대상마을의 선정시 지역적 특성들을 기준으로 기획 전

략을 세우는 방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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