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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environmental health status on a local scale using environmental

health-related indicators. It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 methodological

approach to provide synthesized information.

Methods: Eighteen indicators were selected from  official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local governments. Each

environmental health-related indicator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SR (pressure-state-response) model.

Aggregation methods were perform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fuzzy sets. 

Results: The five principal components were classified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obtained eigenvalues >1.0 from the initial 18 indicators. The aggregated index was obtained by condensing the

original information into two broad and simple categories through fuzzy sets.

Conclusion: This could be useful in that the aggregation procedure may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and a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the availability and quality of indicators,

assessment of aggregation method bias, choice of weighted scores for indicators, and other factors should be

examined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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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환경보건지표는 국가의 환경보건수준을 평가하거

나 지역 간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환경보건 취약 분

야의 도출을 가능하게 하며, 환경보건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 국제기구

나 유럽연합 또는 미국 등 많은 조직과 국가에서 환

경보건지표를 선정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지표의 개

발 및 활용을 위한 개념모델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DPSEEA (Driving force- Pressure- State- Exposure-

Effect- Action) framework는 인간의 질병부담을 고

려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WHO가 1995년

에 개발하였다. DPSEEA는 PSR (Pressure–State–

Response) framework을 응용한 모형으로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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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부터 건강영향까지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보

여주며, PSR framework의 단점을 보완하여 각 단계

별로 중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2-3) 이 모형은 driving

forces; pressures; environmental states; human

exposures to the environment; human health effects;

actions 등 6개의 parame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책 수립 및 그 이행결과와 건강영향과 관련된 모든

요인에 연계되도록 설계되었다. DPSEEA 모델의 가

장 큰 장점은 exposure와 state 변수를 분리하고 있

는 것인데, 이는 두 매개 변수 중 하나 또는 둘 모

두에 정책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며,1) 또 다른

장점은 전략적 개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인-결과망

전반에 action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DPSEEA 모델의 개념을 활용하여

2008년부터 환경보건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의 개발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2008-

2010),4-7) 2009년에는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어 환경보

건지표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환경보건법,

제21조). 이후 2014년까지 대기 등 6개 분야 23개

지표를 선정하여 환경보건지표를 산출하고 있다.8-11)

환경보건지표는 국가 또는 그 지역의 환경보건수준

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지

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가용성, 정책과의 연

관성, 비교가능성 등 활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 사회의 모든 환경 또는 보건분야의 지표를 선

정할 수 없어서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산

출중인 지표에는 특히,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

준을 파악할 수 있는 노출 (exposure) 관련 지표와

인체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영향

(effect) 관련 지표가 제한적이다.

한편,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에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복잡하고 상세한 정보 보다는 해석이 쉬운 종합된

정보가 환경보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

하다. 종합적인 측정 (synthetic measure) 또는 지수

(index)와 같이 개별 지표를 통합한 복합지표는 환

경 및 건강 현상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3) 또한 환경과

건강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별 비교와 더불어 시간적 변화

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경적 요

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질병

은 비환경적 요인을 포함함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노출과 건강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

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의 환경상태 또는 환경

보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 및 건강지표들을 종

합된 정보로 요약하고, 해석이 쉬운 정보로 산출할

수 있는 통계적 또는 방법론적 접근방안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12-14)

환경보건지표는 국가 또는 지역단위로 산출하여

환경보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활

용하여 국가의 환경보건수준을 평가하거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나 EU의

Environment and Health Information System과 미국

의 Health Tracking System에서 알 수 있듯이, 지표

별 자료의 지리적 또는 시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

으나,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분석하거나 정책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추가적인 연

구 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환경

보건지표는 대기,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표 값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종

합적인 환경보건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보건정책의 평가단계에서 그 결과를 종합

적으로 반영하여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분

석하거나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도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보건지표와 환경보건과

관련된 지표들을 활용하여, 환경보건수준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성분분석 및 퍼지집합을 적용

해보고, 그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국내 지자체별 환경보건 상태를 비교·평가하기 위

한 접근방법은 Clerici et al.(2004)13)이 제안한 방법

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자료수집, 주성분분

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퍼지집합 (Fuzzy

sets)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지수를 산출

하였으며, 지자체별 산출결과를 비교하여 환경보건

상태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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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수집

지자체별 환경보건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국내에

서 산출되고 있는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는

환경지표와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보

건지표들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대기오염, 수질오

염, 폐기물발생, 자원소비 등의 환경자료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밀도, 환

경보호 세출예산 등 사회, 행정 분야의 자료들도 포

함시켰다. 또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

가통계로 발표되고 있으며, 16개 지자체 모두 산출

이 가능한 지표 총 18개를 선정하였다.15-18) 각 지표

들은 DPSEEA 모형에 따라 분류하여 주성분 분석

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지표의 종류 및 개수와 평

가결과의 해석 등의 한계로 인해 DPSEEA 모델의

원형인 PSR (Pressure-State-Response) 모형을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자료의 특성에 따라 환경압력

(environmental pressure), 환경상태 (environmental

state), 환경대응 (environmental response)으로 분류

하고, 각 지점에서의 주성분을 추출하였다 (Table 1).

2. 통계분석

1) 주성분분석

 주성분 분석은 다변량분석 (multi-variable analysis)

기법의 하나로 여러 개의 변수를 차원축소를 통해

새로운 인위적 변수인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s)

을 추출하는 방법이다.19) 즉, 변수 간 공분산 및 상

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모아 동질적인 요인으로

축소하여 데이터에 대한 복잡성을 줄이고 정보를 쉽

게 요약해 용이한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서 추출할 요인의 수는 고유 값을 기준으로 결정하

였으며 고유 값이 “1” 이상인 요인의 수만큼 추출

하였으며, 어떤 변수들이 어떤 요인에 높게 관계되

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인구조를

단순화하고 해석이 가장 용이한 방식으로 알려진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20) 통계분석은

SPSS 19.0(IBM Company, USA)을 사용하였다.

Table 1. Group of indicators used i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ategory Indicators Unit Source

Pressure

Population density (P1) Inhabitants/km2 KOSTAT*

Electric power consumption by residential (P2) MWh KOSTAT

Electric power consumption by industry (P3) MWh KOSTAT

Road transport fuel consumption (P4) 1000*toe MOLIT†

Emissions of air pollutants (P5) ton MOE‡

Generation of wastewater (P6) m3/day MOE

Generation of industrial wastes (P7) ton/day MOE

Generation of domestic wastes (P8) ton/day MOE

State

Concentration of SO2 (S1) ppm NIER§

Concentration of NO2 (S2) ppm NIER

Concentration of PM10 (S3) mg/m3 NIER

Concentration of CO (S4) ppm NIER

Concentration of Pb in soil (S5) mg/kg MOE

Concentration of Cd in soil (S6) mg/kg MOE

Concentration of As in soil (S7) mg/kg MOE

Response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R1) Million won KOSTAT

Enforcement of air polluting facilities (R2) Number of enforcement MOE

Enforcement of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R3) Number of enforcement MOE
* KOSTA : Statistics Korea, 
† MOLI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MOE : Ministry of Environment, 
§ NIER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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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지집합(fuzzy set)

퍼지이론은 Zadeh(1965)21) 가 제안한 것으로 과학

적 현상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애매하고 불분명한 자

료 또는 상태를 표현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접근하

려는 이론이다. 퍼지집합은 모호성(ambiguity)의 정

도를 수치화함으로써 보다 유연성 있고 정밀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으로 이용되고 있다.22)

이 연구에서는 퍼지집합을 만들기 위한 소속정도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수행하였다.13) 기존 연구에서

는 45개 지역을 평가하기 위하여 퍼지집합의 소속

정도를 20%로 지정하였지만 본 연구의 평가대상 지

역은 16개로 퍼지집합에 소속되는 지역이 적을 수

있어 25%로 할당하였다. 소속정도는 지역별로 산출

된 주성분점수를 이용하여 각 주성분이 환경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순위에 따

라 2개의 퍼지집합을 구성하였다. 즉 환경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주성분의 지역별 순위가 상위 25%

에 속하는 지역은 “1”로 나머지 지역은 “0”으로 할

당하여 환경보건수준이 “양호”한 퍼지집합을 구성하

였다. 반대로 환경보건수준이 “미흡”한 퍼지집합은

하위 25%에 속하는 지역을 “1”로 나머지 지역은

“0”으로 변환하였다. 최종적으로 퍼지변환 항목의 평

균값을 활용하여 최종지수를 도출하고 지역별 환경

보건수준을 비교하였다. 주성분분석 결과와 퍼지집

합 결과는 지역별 분포 파악 및 해석이 용이하도록

지리정보시스템(ArcGIS 10.3)을 사용하여 나타내었

다. 각각의 퍼지변환 항목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최

종지수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결과

환경압력 (environmental pressure), 환경상태 (envi-

ronmental state), 환경대응 (environmental response)

등 자료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각 변수들의 상관행

렬에 대한 고유값(eigenvalue), 설명비율(proportion)

및 누적설명비율(cumulative) 등의 주성분분석 결과

는 Table 2,4,6에 나타냈다. 환경압력의 주성분분석

결과, 고유값 ‘1’을 넘는 주성분은 2개였으며, 고유

값은 각각 4.917, 2.734 이고 두 개 주성분에 의해

전체 표본 변동량 중 91.139%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2). 즉 제1주성분과 제2주성

분만을 고려하여도 정보의 손실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각 주성분별로 고유벡터(주성분계수)를 살

펴보면, 제1주성분은 인구밀도(P1) 변수와 나머지 변

수들 간의 대비(contrast)를 나타내는 일차결합이 되

며, 제2주성분은 산업용전력소비량(P3) 및 폐수발생

량(P6) 변수와 나머지 변수들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주성분은 특히 산업용전력

소비량(P3), 폐수발생량(P6), 산업폐기물발생량(P7),

대기오염물질배출량(P5), 도로교통연료소비량(P4) 변

수들로부터 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제2주성

분은 인구밀도(P1), 생활폐기물발생량(P8), 가정용전

력소비량(P2)로부터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한편 폐수발생량(P6)은 제2주성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

Table 2. Eigenvalues and cumulative proportion of

indicators on environmental pressure

Component Eigenvalues
Proportion of 

variance

Cumulative 

proportion

1 4.917 61.458 61.458

2 2.374 29.680 91.139

3 0.339 4.241 95.379

4 0.164 2.052 97.432

5 0.094 1.170 98.602

6 0.068 0.856 99.458

7 0.040 0.495 99.954

8 0.004 0.046 100.000

Table 3. Eigenvectors of principle components obtained

for indicators of environmental pressure

Indicator
Component 1 

(Industrial pressure)

Component 2 

(Settlement pressure)

P3 0.958 -0.200

P6 0.942 -0.085

P7 0.911 0.224

P5 0.910 0.255

P4 0.817 0.460

P1 -0.205 0.952

P8 0.155 0.942

P2 0.560 0.782

P1: Population density, P2: Electric power consumption by

residential, P3: Electric power consumption by industry, P4:

Road transport fuel consumption, P5: Emissions of air

pollutants, P6: Generation of wastewater, P7: Generation of

industrial wastes, P8: Generation of domestic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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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성분은 생산 활동에 의해 환경에 압력을 주는

‘산업 압력’, 제2주성분은 인구 정착에 의해 발생되

는 환경압력과 관련된 ‘인구정착 압력’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는 산업활동 및 인구정착으로 인해 환

경압력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1은 16개 시·도별 ‘산업압력

(industrial pressure)’ 및 ‘인구정착압력(settlement

pressure)’ 주성분점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산

업압력’ 주성분은 경기, 충남, 전북 지역 등이 주성

분 점수가 높았고, ‘인구정착 압력’ 주성분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등이 주성

분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상태의 주성분분석 결과, 환경압력과 동일하

게 2개 주성분이 추출되었으며, 제1주성분과 제2주

성분에 의해 전체 표본 변동량의 총 65.127%를 설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각 주성분

별로 고유벡터를 살펴보면, 제1주성분은 토양 중

Pb(S5) 및 As(S7) 농도 변수와 나머지 변수들 간 대

비를 나타내는 일차결합이 되며, 제2주성분은 대기

중 CO(S4), PM10(S3), NO2(S2) 농도 변수와 나머지

변수들 사이에 대비를 보였다. 제1주성분은 대기 중

CO(S4), PM10(S3), SO2(S1), NO2(S2) 농도 변수들

로부터 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제2주성분은

토양 중 Pb(S5), As(S7), Cd(S6) 농도 변수로부터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따라서 제1

주성분은 대기오염 수준을 보여주는 ‘대기오염상태

(state of air pollution)’, 제2주성분은 토양오염 수준

을 나타내는 ‘토양오염상태(state of soil pollution)’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cores related to industrial pressure and settlement pressure.

Table 4. Eigenvalues and cumulative proportion of

indicators on environmental state

Component Eigenvalues
Proportion of 

variance

Cumulative 

proportion

1 2.494 35.630 35.630

2 2.065 29.497 65.127

3 0.725 10.353 75.479

4 0.649 9.275 84.754

5 0.536 7.655 92.409

6 0.291 4.155 96.565

7 0.240 3.43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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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약할 수 있다. 즉, 각 주성분은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 수준을 나타내며, 각 성분이 증가하면 오

염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기

오염상태’ 주성분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지역이

주성분점수가 높아 수도권 지역이 대기오염이 큰

것으로 보였으며, ‘토양오염상태’ 주성분은 강원, 부

산, 대구 지역 등이 주성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Fig. 2). 

환경대응 지표들의 주성분분석 결과는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3개의 변수에 대해 1개의 주성분이 추

출되었으며, 전체 표본 변동량 중 83.606%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주성분은 변수들 간 대비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으며, 폐수처리시설단속건수(R3),

대기오염시설단속건수(R2), 환경보호예산(R1) 변수

모두 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출된 주성분은 환경보호예산 편성 및 환경

오염배출시설 감시에 의해 환경대응을 높이는 ‘환경

예산(environmental expenditure)’ 요인으로 축약할 수

있다 (Table 7). 이는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단속건

수가 많고 환경예산이 많이 편성될수록 환경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6개 시·도별‘환경예산’주성분점수는

경기도, 경상북도 등 산업시설이 많은 지역이 주성분

점수가 높게 나타나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감시나 환

경예산 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Table 5. Eigenvectors of principle components obtained

for indicators of environmental state

Indicator
Component 1

(State of air pollution)

Component 2 

(State of soil pollution)

S4 0.844 -0.053

S3 0.824 -0.112

S1 0.726 0.082

S2 0.712 -0.017

S5 -0.016 0.904

S7 -0.076 0.830

S6 0.020 0.774

S1: Concentration of SO2, S2: Concentration of NO2, S3:

Concentration of PM10, S4: Concentration of CO, S5:

Concentration of Pb in soil, S6: Concentration of Cd in soil,

S7: Concentration of As in soil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cores related to state of air pollution and soi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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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지집합(fuzzy set) 결과

주성분분석 결과에서 총 18개의 변수로부터 도출

된 5개 주성분은 “산업압력”, “인구정착압력”, “대기

오염상태”, “토양오염상태”, “환경예산”으로 퍼지집

합을 이용하여 지자체별 환경보건수준에 대한 최종

Table 6. Eigenvalues and cumulative proportion of

indicators on environmental response

Component Eigenvalues
Proportion of 

variance

Cumulative 

proportion

1 2.508 83.606 83.606

2 0.427 14.232 97.837

3 0.065 2.163 100.000

Table 7. Eigenvectors of principle components obtained

for indicators of environmental response

Indicator
Component 1 

(environmental expenditure)

R3 0.955

R2 0.951

R1 0.831

R1: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R2: Enforcement

of air polluting facilities, R3: Enforcement of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cores related to

environmental expenditure.

Table 8. Grade of index of each area in the fuzzy set called “Good environmental status”

Area Industrial pressure
Settlement 

pressure

 State of air 

pollution

State of soil 

pollution

Environmental 

expenditure
Index

Seoul 0 0 0 0 1 0.2

Busan 0 0 0 0 0 0

Daegu 1 0 0 0 0 0.2

Icheon 0 0 0 0 0 0

Gwangju 1 0 1 1 0 0.6

Daejeon 1 0 1 1 0 0.6

Ulsan 0 1 0 0 0 0.2

Gyeonggi 0 0 0 0 1 0.2

Gangwon 0 0 0 0 0 0

Chungbuk 0 1 0 0 0 0.2

Chungnam 0 0 0 0 0 0

Jeonbuk 0 0 0 1 0 0.2

Jeonam 0 0 0 0 0 0

Gyeonbuk 0 1 0 0 1 0.4

Gyeonnam 0 0 1 0 1 0.4

Jeju 1 1 1 1 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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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Grade of index of each area in the fuzzy set called “Bad environmental status”

Area Industrial pressure
Settlement 

pressure

 State of air 

pollution

State of soil 

pollution

Environmental 

expenditure
Index

Seoul 0 1 1 0 0 0.4

Busan 0 1 0 1 0 0.4

Daegu 0 0 0 0 0 0

Icheon 0 1 1 1 0 0.6

Gwangju 0 0 0 0 1 0.2

Daejeon 0 0 0 0 1 0.2

Ulsan 0 0 0 0 1 0.2

Gyeonggi 1 1 1 0 0 0.6

Gangwon 0 0 0 1 0 0.2

Chungbuk 0 0 1 0 0 0.2

Chungnam 1 0 0 1 0 0.4

Jeonbuk 0 0 0 0 0 0

Jeonam 1 0 0 0 0 0.2

Gyeonbuk 1 0 0 0 0 0.2

Gyeonnam 0 0 0 0 0 0

Jeju 0 0 0 0 1 0.2

Fig. 4. Maps of the grade of membership to the fuzzy set of good and bad environmental status each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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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산출하였다. Table 8~9는 16개 지역의 환경

보건수준에 대한 퍼지분석을 종합한 결과이다. 지자

체별 환경보건수준이 ‘양호’로 분석된 지역은 16개

지역 중 제주도가 0.8로 지수가 가장 높았다. 제주

도는 ‘환경예산’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양호’로

분류되어 산업 및 인구정착으로 인한 환경압력이 낮

고, 대기 및 토양오염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환경보건수준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와 대전광역시의 지수가 0.6으로

높게 분석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 ‘산업 압력’, ‘대

기오염상태’, ‘토양오염상태’변수가 다른 지역에 비

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수준이 ‘미흡’으

로 분석된 지역은 인천과 경기도의 지수가 0.6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은 ‘인구정착 압

력’, ‘대기오염상태’, ‘토양오염상태’ 주성분이 ‘미흡’

으로 분류되었고, 경기도는 ‘산업압력’과 ‘인구정착

압력’ 및 ‘대기오염상태’ 주성분이 ‘미흡’으로 나타

났다 (Table 9). 

IV. 고 찰

환경보건지표는 국가 또는 지역 간 환경보건수준

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

별지표를 이용해 지역 간 상대적인 비교만 수행되고

있어 환경보건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자료를 통합하는 방

법은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정책의 평가

단계에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현

상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근거로 지수를 개발하기 위

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환경보건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대상으로 주성

분분석 및 퍼지집합을 적용하여 지수를 산출해보고,

16개 지자체별 환경보건수준을 평가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주성분분석은 자료를 통합하는 중요

한 과정으로 선정된 지표의 특성에 따라 환경압력,

환경상태, 환경대응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행하였다.

각 분야의 주성분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압력 분야는

2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고, 전체 표본 변동량 중

91.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1주성분과 제

2주성분만을 고려하여도 정보의 손실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처음 2개 주성

분은 표본변동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으며, 8개 변

수로 구성된 자료를 2개 주성분으로 구성된 자료로

축약할 수 있었다. 환경대응 분야도 추출된 1개 주

성분이 전체 표본 변동량 중 83.61%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나 관찰 자료의 정보손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상태 분야는 처음 2개 주성분에

의한 전체 표본 변동량이 65.13% 로 환경압력 및

환경대응 분야에 비해 표본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누

적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측정망을

통해 모니터링 되는 자료 중 지역별로 비교 가능한

자료만이 활용되고, 환경압력에 대한 반응인 환경상

태를 나타내는 충분한 지표들이 포함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실제 환경오염 모니터링은 시간 및 지

리적 제한으로 지속적인 측정이 어렵고, 계속해서 변

화하는 환경요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위해서는 비

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측정 자료가 충

분하지 않다. 주성분 분석은 다수의 변수들이 가지

고 있는 정보손실을 최소화하여 소수의 요인을 추출

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에 널

리 이용되어 왔으며, 환경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하여 환경오염원의 발생원별 특성 파악이나

환경성과의 평가 등에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한 연

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3-25) 조일형 등은 주성분분석

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에서 발생

되는 복잡한 환경영향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에서 대기질, 수질, 소음 및 진동, 토양 환경별 변수

에 대한 주성분 분석결과, 모든 항목의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이 전체 관찰 자료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

는 누적비율이 80% 이상이었고, 각 추출된 주성분

이 관찰 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Nicola clerici 등은 이탈리아 45개 지방 자치단

체의 환경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원소

비, 대기질, 수질 등 6개 분야 19개 지표를 종합된

정보로 요약하고, 해석이 쉬운 정보로 산출하기 위

한 방법론으로 주성분분석을 채택하였다. 분야별 주

성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추출된 주성분의 누

적설명비율은 환경압력 67%, 환경대응 74%, 경제

지표 78%, 사회지표 85% 로 나타났다. 저자는 주

성분분석을 통해 측정치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상호

독립적인 소수의 주성분 변수들을 추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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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하였다.

퍼지집합은 환경보건수준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주성분분석 결과의 주성분점수를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환경보건수준이 “양호”한 퍼지

집합의 지수는 16개 지역 중 제주도가 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보건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3지역 모두 지수가 높게 산출된 주요한 요인

은 산업으로 인한 환경압력의 부담이 낮았기 때문이

다. 환경압력 지표 중 제주도의 산업용 전력사용량

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122,375 MWh 로 전국평

균 14,010,020 MWh 에 비해 1/10도 못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15) 산업폐기물 배출량 및 폐수배출

량도 전국에서 가장 배출이 낮았다. 지역별 산업단

지 지정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 기준 전국 1,033

개 산업단지 중 대전광역시가 4개, 제주도 5개, 광

주광역시 9개 순으로 서울을 제외하고 산업단지수

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26) 환경보건수준

이 “미흡”한 퍼지집합의 지수는 인천과 경기도가 0.6

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도는

인구정착으로 인한 환경압력과 대기오염 환경상태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지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14,496,372 MWh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1,202,214 ton/day 로 서울과 인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불균형에 따른 환

경압력 부담 요인으로 인해 환경보건수준이 좋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천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669,084 ton/day 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대기오염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2011년 PM10 인구가중 연평균 농도를 살펴

보면 전국 평균은 49.5 µg/m3 였으며, 경기도 56.5

µg/m3, 인천 53.5 µg/m3 으로 대도시 중에서도 농도

가 높은 수준이었다.9) 

본 연구에 활용된 퍼지이론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퍼지집합은 의

사결정에 있어 불확실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

한 방법으로 특히 환경상황처럼 취약지역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최근

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복잡하고 불

확실성이 높은 문제 해결을 위해 퍼지모형을 활용한

취약성 평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27) 본 연구처

럼 환경보건수준 역시 환경보건수준의 좋고 나쁨의

정도를 구분할 때 그 구분이 애매하고 정확하게 평

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모

호성을 제거하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근거로 논리

적인 결과를 제시한다면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도출

하기 위한 논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환경보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 국

가 보고 통계 자료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환경보건수

준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 둘째, 산출된 지표와 지역의 환경보건 수준과의 정

량적 분석이 불가능하여 정량적인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지표의 정책연관성, 비교가능성 등 우선

순위 등이 고려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아 해석 또

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중치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나 정책 수립자, 정책 이행

기관, 환경보건 전문가, 민감집단을 포함한 일반국민

들의 평가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현

실적인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평

가가 필요하다. 불확실성은 자료의 선정, 분류과정

모델의 적용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과, 자료의

의미와 결과의 해석에 대한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지표의 개발과 산출의 목적은 국가 또는

지역의 환경보건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환

경보건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환경보건상

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의 환경보건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추가로 필요

한 분야의 지표를 발굴, 산출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

보건상황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

석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정책 수립자, 정책

이행 기관, 환경보건 전문가, 민감집단을 포함하는

일반국민들이 판단하는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산출하

고 적용하여, 각 이해당사자 그룹이 요구하는 정책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이행에 대한 만족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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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환경보건 관련 지표를 선정한 후 주성

분분석 및 퍼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16개 지자체

에 대한 환경보건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주

성분분석은 자료를 통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본 연

구에 선정된 18개 지표들을 PSR 모형 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 주성분분석 결과,

환경압력(pressure) 2개, 환경상태(state) 2개, 환경대

응(response) 1개로 총 5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다.

환경보건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퍼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퍼지분석은 본 연구처럼 환경

보건 취약지역을 도출함에 있어 그 정도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자

료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비교 가능한

결과를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정책적 활

용을 위해서는 지표의 가용성 및 타당성, 지표에 대

한 가중치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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