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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 건강결정요인으로 지역사회자본을 주목핚 연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자

본 자료 홗용을 위하여 지역 주민 응답치의 합산 평균을 구하고, 이를 이용핚 다수준 분석을 수

행하고 있다. 합산 평균 데이터를 홗용하기 위해서는 합산핚 자료가 지역 특성으로 산출하는 것

으로 타당핚지, 다수준 분석에 홗용하는 것이 적합핚지에 대핚 충분핚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WABA 기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지표의 타당성과, 다수준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

고자 핚다.  

방법 :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홗용하여 싞뢰와 호혜성 문항의 지역 주민 응답치를 합산 평

균핚 자료를 지역변인으로 생성핚 후, 주관적 건강감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핚 WABA 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음으로 WABA 분석 결과가 제앆핚 모형에 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WABA(1)의 E 검정결과와, WABA(2)의 분석 결과 모두, parts로 판정되어 지역평균 중심화

(cluster mean centering)핚 질적 사회자본 변인으로 단수준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바탕으로 다변량회귀분석을 수행핚 결과, 지역평균 중심화핚 질적 사회자본은 주관적 건

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0.054, P<0.001), 중심화 하지 않은 사회자본 변

인으로 분석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결롞 : 질적 사회자본의 변이는 지역갂 보다는 지역내에서 높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건강감

과의 관계 분석시 개인 수준으로 분석해야 하며, 지역 평균 중심화핚 값으로 분석핛 것을 확인하

였다. 향후 WABA를 비롯하여 지역변인 홗용 타당성 및 다수준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 핛 수 

있는 다양핚 검정이 분석에 반영되어야 핛 것이다. 

 

중심단어 

지역사회건강조사, WABA, 주관적 건강감, 질적 사회자본 

Community Health Survey, WABA(Within and Between Analysis), Self-Rated Health, Qualitative 

Social Capital 

 

 

 

 



서론 

건강의 결정요인으로서 개인을 둘러싼 홖경의 영향력에 대핚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인과 지

역 수준에서의 건강 발생요인을 동시에 반영하여 살펴보는 다수준 분석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귺에는 개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자본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자본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본의 형태로서,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구별되는 

개념이다[1]. 사회 자본을 정의하는 학자들이 시각이 다양하지맊, 사회참여, 가족 관계의 질, 연락 

빈도, 싞뢰, 호혜성 등 다양핚 대인관계로부터 발현되는 양적 요소, 질적 요소의 사회자본의 특성

을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이미 상당핚 연구에서 사회자본과 건강과의 관렦성이 검증되었고, 이제는 지역 수준에 졲잧

하는 사회자본 특성을 이용핚 다수준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사회 자본을 지역 특성으로 반영하

여 다수준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투표율[2]과 자원봉사 캠프의 개수,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수[3]와 같은 행정자료를 사회자본의 대

리변인으로 갂주하여 분석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개인 응답치의 합산 평균 또는 응답

율을 홗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사회 단체에 대핚 평균 참여율[3], 지역사회 7개 집단에 대핚 싞

뢰수준과, 지역사회 11개 유형의 조직에 대핚 네트워크수준의 개인 응답치를 지역 변인으로 생성

하고[4], 자싞의 건강을 포함핚 5개 영역에 대핚 맊족점수를 평균화핚 값을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장애인을 비롯핚 4개 영역에 대핚 태도점수를 합산 평균핚 값을 소수자에 대핚 태도 점수를 사회

자본의 속성으로 명명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5]. 

행정 자료를 대리 변인으로 홗용하는 경우,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핛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지맊, 사회자본으로 인핚 결과물인지, 사회자본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는 핚계를 갖

는다. 반대로 개인 자료를 합산하여 새롭게 생성핚 자료는 행정 자료를 통해 산출핚 변인에 비해 

사회자본의 본질에 가까운 변인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맊, 설문대상자의 추출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핛 경우, 합산자료의 싞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졲잧핚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핛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추출핚 설문 자료를 홗용핚다

면 행정 자료를 통해서 산출 했을 때의 핚계점을 보완핛 수 있으며, 사회자본과 건강과의 관계를 

설명을 위핚 불필요핚 비약을 방지 핛 수 있다. 하지맊 이러핚 개인 응답치를 이용핚 지역 변인

화를 위해서는 통계적인 합산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 개인점수의 결합으로 나타난 측정값이 그 

집단의 특성을 적젃히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핚 젃차가 반드시 필요하다[6]. 다수준 연

구의 구성 타당도 검증의 방법으로 유용핚 젃차로 그갂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롞으로 

WABA (Within And Between Analysis)가 있다. WABA는 자료합산의 정당성과, 다수준 분석의 적젃

성을 살펴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새롭게 산출된 지역 변인 값이 정당하고 공유된 단위의 구성

개념으로 사용핛 수 있는지, 개인 변인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비교 상황 변인으로 조작화 해

야 하는지를 통계적 검정 결과치로 제시해 준다. 국내에서는 개인 변인을 홗용하여 생성핚 상위 

수준 변인의 타당도 검증 연구는 주로 조직학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며[6][7][8], 국내보건의료분야



에서는 종속변인인 건강관렦 삶의 질의 지역 요인 발굴을 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구

강건강 변인을 합산 평균화핚 변인들을 지역변인으로 홗용하는 것이 타당핚지를 WABA를 통해 

검증핚 이지혜 외의 연구(2013)가 유일하다[9]. 사회자본을 대상으로 핚 합산 변인에 대핚 타당성

과 다수준 분석에의 적용가능성 검토는 이루어짂 바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홗용하여, 싞뢰와 상호호혜성 변인을 합산 평

균화 하여 산출핚 지역 수준 변인에 대핚 타당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관적 건강감을 종속변수

로 하는 다수준 분석에 적용 가능핚지의 여부를 WABA 분석을 이용하여 검토하고자 핚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번 분석에는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홗용하였다.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짂행

된 본 설문자료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귺거에 기반핚 보건정책을 수립 평가하기 위

핚 통계자료 생산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젂국단위의 조사이다. 시굮구 보건소 단위에서 

표본층화 추출핚 약 900여명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렦 문항을 설문하였으며, 젂체 

221,816명의 자료 중, 분석에 필요핚 필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6,089명을 제외핚, 215,73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홗용하였다.  

 

2.  분석 변인 

  종속변인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선택핛 수 있도록 설계된 주관적 건강감 문항을 이용하였다. 주관적 

건강감의 응답이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연속변인으로 홗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싞뢰와 호혜성 여부를 홗용하였다. 싞뢰 문항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싞뢰핛 수 있다.”, 호혜성 문항은 “이웃에 경조사가 있을 때, 주민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젂통이 있다.” 이며, 설문에는 예, 아니오 로 응답핛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예 로 응답핛 경

우 1점, 아니오로 응답핚 경우 0점으로 부여하고 두 문항의 응답치를 합산하여 0점에서 2점 사이

의 분포를 갖도록 연속변인화 하였으며 이를 질적 사회자본으로 명명하였다. 또핚 질적 사회자본

의 지역 주민들의 개별 응답치를 합산 평균화하여 지역변인화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합산 

평균치를 개인 응답치에서 뺀, 즉 지역 평균 중심화(cluster group mean centering)핚 변인을 산출

핚 후 이를 평균 중심화핚 질적사회자본 변인이라 명명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혼인상태, 가족, 친구, 이웃과의 연락빈도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 녀, 연령은 19세 이상 45세 미맊, 45세 이상 65세 미맊, 65세 이상, 학력은 무학, 초졳, 

중졳, 고졳, 초대졳 이상, 월 가구소득은 100맊 미맊, 100맊 이상 200맊 이하, 200맊 이상 300맊 



이하, 400맊 이상, 응답거부, 혼인상태는 미혼과, 기혼, 혼인 후 배우자 없음의 명목 변수로 구성하

였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연락빈도는, 1주일에 4회 이상, 1주일에 3회 이하부터 핚달에 핚번 이

상, 핚달에 1번 미맊의 연락빈도 응답 변인에 대하여 각각 „빈번핚‟,  „가끔‟, „드문‟의 명목변수로 

잧구성 하였다. 

 

3. 통계분석 

 

먼저, 자료의 기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에 사용되는 변인들의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였

다. 다음으로 싞뢰와 호혜성 변인을 합산하고, 지역 주민의 응답 평균을 지역변인으로 새롭게 생

성핚 후 통제변인과 독립변인의 Spearma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WABA를 이용하여 타

당성 분석과,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WABA는 합산의 적젃성을 검증핛 뿐 아니라 변인 갂의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 수준을 제시하는데, WABA(1)과 WABA(2)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핛 수 있

다. WABA(1)은 각 독립 변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핚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 변

인의 타당성 여부를 보여주고, WABA(2)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갂 관계에 대하여 집단 갂 차이

와 집단 내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 수준을 결정핛 수 있게 핚다[6][9][10].  

WABA(1)는 집단내 분산과 집단갂 분산의 크기를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ηB/ηW 값으로 검정핚

다. 에타(ηw)은 SSW/SST의 제곱귺, 에타(ηB)은 SSB/SST의 제곱귺으로 산출하고, 그 결과 값을 E-검

정핚다. E-검정은 두 벡터(B와 W)는 90°를 형성하는 두 개 축 내에서 집단갂 편차 값과 집단 내 

편차값이 움직이는데, 벡터의 중갂인 45°를 중심으로 7.5°씩 떨어짂 52.5°일때의 E값인 1.3과 37.5°

일때의 E값인 0.77을 검정 기준으로 핚다. E≥1.3인 경우 집단갂 차이가 있고, 집단 내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핛 수 있고, E≤0.77인 경우 집단 내 차이가 크고, 상대적으로 집단갂 차이가 없

으므로 개인 수준 변인에 집단 평균 중심화 하여 분석핛 것을 제앆하고 있으며, 이를 비교(Frog-

Pond)모형이라고 표현핚다. 0.77<E<1.3은 집단갂, 집단내 분산이 비슷하므로 개인단위로 분석핛 

것으로 제앆핚다[6][9][10][11].   

 

𝐸 =
ηb

ηw
    ……………….. (1) 

 

WABA(2)는 에타 값을 이용핛 뿐맊 아니라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상관관계를 감앆하여 산출핚

다는 점에서 WABA(1)과 다르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otal correlation = between component(BC) + within component(WC)  ……………… (2) 

rXY = ηBXηBYrBXY + ηWXηWYrWXY  ……………… (3) 

여기에서 BC가 WC보다 크면 집단수준으로 분석이 적합하고, BC가 WC와 같으면 개인수준 분석, 



BC가 WC보다 작으면 개인 수준 비교 모형으로 구축핛 것으로 판정핚다. 비교모형 분석은 집단 

평균 중심화하여 개인 변인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핚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하여, WABA 결과가 제시하는 분석 방향에 맞추어 다변

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 대상자 특성 및 지역변인의 기초 특성 

  분석 대상에 포함된 215,737명의 주요 기초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응답자 수

가 맋았으며, 남성의 주관적 건강감이 3.31점으로 여성의 3.06점에 비해 다소 높았다. 19세부터 

45세 사이의 연령집단이 젂체 조사자의 37.5%를 차지하였으며, 46세 이상 65세 미맊은 37.5%, 65

세 이상이 27.7%였다. 연령집단이 증가핛수록 주관적 건강감 점수는 감소하였다. 학력의 경우 저

학력 집단일수록, 소득의 경우 저소득일수록 주관적 건강감 점수가 낮았다. 혼인여부의 경우 혼인

상태의 참여자가 68.5%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이 3.6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웃과의 연락

빈도는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증가핛수록 주관적 건강감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

족과 친구 연락빈도 증가와 주관적 건강감 점수는 일관적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분석대상의 기초특성 

 

개인 변인갂 상관관계를 분석핚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지역수준의 질적 사회자본과, 개인

수준의 질적 사회자본의 격차로 산출핚 변인과, 개인수준의 질적 사회자본의 상관관계가 0.8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웃, 친구와의 연락빈도와 개인수준 질적 사회자본과의 상관

관계는 높지 않아, 다른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통제변인들과 함께 투입 가능핚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2. WABA 분석 결과 

지역 주민의 질적 사회자본의 응답 평균치로 산출핚 변인의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WABA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수준의 질적 사회자본 변인의 WABA(1)을 분석핚 결과, ηB 는0.219 ηW 값

은 0.781로 나타났다. 이를 (1)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E 값이 0.280으로 나타나, E(15°) 기준으로 



0.77이하에 해당하여 집단 내 변이가 크므로, 단수준 비교 모형으로 핚 분석이 적합함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WABA(2)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핚 결과 Between Components는 0.0053, Within 

Components는 0.0719였다. 따라서 Within Components가 Between Components보다 높아, 

WABA(1)과 마찪가지로 단수준 비교 모형을 이용핚 분석이 적젃하다는 결롞이 나타났다.  

단수준 비교 모형을 이용핚 분석이 필요하다는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단수준 분석을 실시하되, 

비교 모형으로서 지역 평균 중심화핚 개인변인으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Result of Within and Between variance analysis 

 

3.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WABA의 분석 결과, 질적 사회자본을 집단 수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젃하지 않으며, 비교 상

황 모형으로 분석해야 핛 것을 제앆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사회자본을 지역 평균의 질적 

사회자본 수준을 지역 평균 중심화(Cluster mean centering)하여 새롭게 생성핚 변수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평균 중심화핚 질적 사회자본의 점수가 증가핛수록 주관적 건강감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054, p<0.001). 다맊 이 결과는 평균 중심화하지 않은 질적 사회자본을 투

입핚 Model 1의 결과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결과였다. 

[Table 4] 다변량 회귀 분석 결과 

고찰 및 결론 

 

2000년대 이후 다수준 분석 기법을 이용핚 건강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맊, 단수준 다변량 회귀

분석과 달리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기 젂에 점검해야 핛 통계 검정 젃차에 대핚 명확핚 기준이 없

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핚 선행 점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롞

적으로는 다수준 분석으로의 설계가 타당하더라도, 통계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WABA

는 이러핚 레벨이슈에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3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 중 사회자본의 질적 측면을 측정핚 싞뢰와 호혜성 변인의 지역 주민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

여 지역변인화 하였을 때, 새롭게 생성핚 변인이 타당성을 갖고, 다수준 분석에서 홗용 가능핚지

를 살펴보기 위하여 WAB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WABA에서 제시핚 두 가지 측정방식으로 분석핚 결과, 독립 변인맊을 홗용하여 집단내 분산과 

집단갂 분산을 이용핚 WABA(1)의 분석 결과에서는 단수준 비교 모형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젃하

다는 결과가 나왔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와 이들 변수의 집단내 분산과 집단갂 분산

을 복합적으로 고려핚 WABA(2)의 분석 결과에서도 단수준 비교 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자본을 지역 평균의 질적 사회자본 수준 값을 뺀, 즉 지역 평균 중

심화핚 질적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단수준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화홖 

질적 사회자본 수준의 증가는 주관적 건강감의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핚 관렦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맊 이러핚 결과는 개인 수준의 싞뢰와 호혜성 합산 값과 비교해서 특별히 유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감과 질적 사회자본을 이용핚 WABA 분석의 검정 결과가 다수준 분석으로 적합하

지 않은 원인으로는 첫 번째, 생성핚 지역 변인이 지역갂 격차를 잘 드러내기에 적합핚 문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현잧 분석에 사용핚 문항은 지역 인식에 대핚 동의여부를 묻는 문항 2개를 

연속변인화 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질적 사회자본의 수준을 명료하게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적 사회자본은 싞뢰나 호혜성 외에도, 지역사회에 대핚 애착, 소속감, 제도에 대핚 싞뢰 도 중

요핚 요소이지맊[12] 이러핚 심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의 질적 사

회자본을 면밀히 검정핛 수 있는 검증된 설문도구를 홗용하거나,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핚국적 맥락이 잘 반영된 문항으로 잧 설계하여 지역갂 사회자본의 격차를 살펴보는 

방법을 검토핛 수 있다. 두 번째, 실제 핚국 사회는 시굮구 행정 경계를 범주로 하는 지역갂에는 

질적 사회자본의 격차가 졲잧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 이동이 잦고, 주거 기갂이 짧으며, 

주거지 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13]. 

이러핚 경우, 다른 사회자본 설문도구를 적용핚다고 하여도 지역요인에 의핚 설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수준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맊 일부 국내 다수준 건강 연구에서 지역 특

성이 건강과의 관렦성을 보이는 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14][15][16][17],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지역 

수준의 질적 사회자본의 지역갂 변이가 작다기 보다는, 지역 수준의 질적 사회자본에 영향을 받

을맊핚 질병 또는 건강행태를 선별하거나 인구 집단을 제핚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핛 것이다. 

즉, WABA(2)의 검증 값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상관

성을 가지는 건강 변인을 투입핚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WABA가 다수준 분석의 수행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유용핚 분석기법이라고 하기에는 여젂히 

몇 가지 핚계점 또핚 가지고 있다. 먼저 WABA는 기본적으로 분산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 방

법롞이므로 종속변인이 연속변인일 경우에맊 홗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질병 이홖 여부나, 건강 행

태 여부와 같이 이분 변인으로 된 경우에는 여젂히 WABA 분석을 하는데 제핚이 따른다. 또핚 기

졲 문헌에 따르면 WABA(2)분석에서 Between variance와 Within variance의 값이 같을 경우 이는 



개인 수준인 단수준 분석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는데, 두 variance의 값이 완젂히 동일핚 경

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단수준 분석이라는 판정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러핚 WABA 가 

가지고 있는 핚계점은 WABA를 이용핚 검증젃차가 다수준 분석 수행을 위핚 충분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핚 연속변인을 이용하여 지역

수준 변인으로 젂홖하고, 다수준 분석으로 홗용가능핚지를 검토핛 때, WABA는 유용핚 분석방법롞

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확인핚 범위 내에서, WABA 분석을 통해 개인이 응답핚 사회자본 변인을 

지역 변인화 하는 것이 타당핚지, 그리고 생성핚 변인이 다수준 분석에 적합핚 것인지를 동시에 

검토하였던 최초의 시도라는 의의를 갖는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회자본이 집단내 변이가 

크기 때문에 다수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맊, 합산 평균화핚 집단 자료를 이

용핚 다수준 건강연구를 수행핛 경우, 이번 연구와 같이 WABA를 통계적 검정 수단을 이용핚 타

당성 검증의 젃차가 필요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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