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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時論) 

자살하는 아시아 호랑이

장숙랑(회원, 중앙대 간호학과)

는 노인 보건 관련 문헌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이 서두에 나오는 글을 싫어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

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돌입……,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비슷한 의미의 강한 표현으로 ‘고령화 쇼

크’, ‘고령화의 저주’와 같은 은유도 가져다 쓰곤 한다. 노

인들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라. 한숨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금까지 연구하며 만났던 노인들 중에는, 가벼운 

건강 관련 질문에도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로 응답을 대신하곤 하였다. 바로 엊그제 만난 어르신조

차 그러셨다. 노인의 나이 듦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한국 노인들 속에 내재화된 ‘나이 듦(Aging)’에 대한 고

정관념은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자체였다. ‘나이 듦 = 죽음’ 

의 공식이 다른 사회에 비해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듯하

다. 왜 그럴까. 한국 노인들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

일까.

  지난 삼 년간 필자는 한국 노인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을 찾아 헤매고 다닌 것 같다(실은 아직도 헤매고 있

다). 한국 노인의 건강 추세를 놓고 볼 때 늘 놀라운 것은 

속도감, 가파른 기울기 그리고 상반된 결과이다. 신체적 장

애율은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지만 자

살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 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주관적 건강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 노인 세대의 자살률은 증가 기울기

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60세 이상 노인 자살

률은 OECD 국가들과 한 그래프에 그려 내기 곤란할 정도

로 높다(OECD 국가들 인구 10만 명당 20-40, 한국은 10만 

명당 1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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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연령 집단에 따른 10만 명당 자살률 >
(출처: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근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

서 소외되면서 우울증과 자살 발생이 급증하는 것

이라고 주요 원인을 진단하였다. 노인 자살의 원인을 볼 때

에는 질환, 고통, 장애, 인지 기능, 우울, 빈곤, 소외, 부담, 

생애 경험, 사회 환경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노인의 

자살은 ‘진정한 집합적 활동의 부재로 개인의 목적과 의미

를 상실하여’ 발생하는 이기적 자살과 ‘개인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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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약화되어 개인을 제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아

노미적 자살이 많다고 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나 경제 위기

와 같은 혼란기 이후에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한국 노인들의 집단적 우

울증과 사회적 연령 분리가 가장 큰 문제이다.

  한국 경제 개발의 저변에는 고령자들의 젊은 날 험난한 

희생이 있었다. 그들은 ‘아시아의 타이거’라는 별명을 가졌

던 사람들이다. 남자는 ‘바깥일’을, 여자는 ‘그 외 남겨진 

모든 것들’을 떠맡아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 급속한 경제

개발은 가정 내 남편 및 여편의 희생적이지만 서로 매우 분

리된 역할과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및 그 

이전 세대들이 겪는 불행한 황혼기 결혼 생활과 우울증과

의 연관성은 한국 및 일본의 경제 발전 주역에게 전형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지난 육십 년 세월 동안 일이 손에서 떠난 적이 없어”
(출처: http://blog.naver.com/uljong10/130020168194)

살은 우울이라는 큰 빙산 중 수면 위로 보이는 일

부분에 해당한다. 노인 자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수준의 우울증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 사회는 연령 분리 사회에서 연령 통합 

사회로 자리를 옮겨가야 한다. 연령 분리 사회는 연령에 의

해 활동 영역이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사회를 말한다. 연령 

통합 사회는 연령이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상이

한 연령층 간에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빈곤과 

질환, 고통으로부터 노인을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에 큰 구

멍들이 없는지 자꾸 들여다보고 손질도 해야 한다. 가족 친

화적인 노동 환경과 비공식 간병 가족을 위한 제도화된지

지 체계 등 가족 단위의 통합 정책도 필요하다. 노인 자살

의 원인, 방법, 동기 등을 파악하는 국가 연구 사업 활성화, 

우울증 선별 검사의 건강 검진 항목화 및 중재 관리 프로그

램의 보급도 중요하다. 

는 그들이 한때 ‘호랑이’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

을 이어 가기 더욱 힘든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개인과 가정을 희생당하면서까지 이루려 했던 

경제 발전은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안겨 주고 있는가 생

각해 본다. 그들에게서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대신에 “살

아 있다는 건 좋은 것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

다.                                             (끝)

 논설(論說) 

정부의 책임 방기: 건강 불평등 통계집 발간

정최경희(회원, 이대 예방의학교실)

년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백

서와 통계 연보 및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펴낸 이러한 보고서들은 한국 

사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이러

한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하

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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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형평성 확보’는 2005년『새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에서 2대 총괄 목표 중 하나로 수립되

었다. 그 당시 비록 계량적인 총괄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못 

하였으나 ‘건강 형평성 확보’ 중점 과제 중 사망률과 건강 

행태(흡연, 운동)에 대해 2010년 건강 형평성 목표치가 제

시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을 배정했고 (정권이 바뀌면

서 변화가 있었으나, 여하간) 정책을 집행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우리 사회의 건강 형평성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변

화해오고 있는지 그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고 명시적으로 

공표해야 마땅하다. 

(출처: 보건복지부(2006) 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그러나 이제까지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결과는 공식적으

로 발표된 바 없었다. 물론 일부 건강 불평등 현황을 담고 

있는 정보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계청에서는 

2005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부터 시도별 연령 표준화 사망

률을 제시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보고서부터 주요 건강 지표에 대해 거주 지

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연령 표준화 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충분히 건강 형평성의 시각에서 ‘읽힐 수 

있는’ 것들이나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의 틀 안에서 체계

화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가진 가치마저 제대로 드러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국은 2010년까지 영아 사망률과 출생 시 기대 수

명에서의 불평등을 1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2010 National target) 이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를 매년 발표해 왔다. 영아 사망률과 출생 시 기대 수명 각

각에 대해 통계 분석 방법 및 그림 등 6-10쪽의, 간단하지

만 알토란 같은 결과들이 『Health Inequalities Target 

Monitoring』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모니터링 결과

들과 정부의 건강 불평등 정책을 통합하여 1년 단위의 

『Tackling Health Inequalities』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 영국의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 >
 (출처: http://www.dh.gov.uk/)

< 매년 발표되는 영국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 결과 >
 (출처: http://www.dh.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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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형평성 모니터링은 비단 정책의 평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강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

요 의제로 자리 잡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포괄적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정부의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결과 생산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학회 내부에 연구진을 구성하

고 공공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였고 

201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2009 한국의 건강 불평등>이란 

주제로 건강 불평등 통계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09

년까지는 2010년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수준인 것

으로 드러났다(<2009 한국의 건강 불평등>은 20011년 7월 

초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2011년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 한국의 건강불평등’ 발표 >

  정부의 통계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민간 연구자들이 

그에 반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 우리나

라의 비정규 노동자 규모 및 현황 산출 통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온 다음의 

문제이다. 정부는 책임감 있게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을 실

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자고 말하

는 정부가 아닌가. 

(끝)

 서평� (14)

『예방의학의 전략(2010)』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자

윤창교(회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원  제: Rose's Strategy of 

Preventive Medicine

․서  명: 예방의학의 전략

․지은이: 제프리 로즈 외

․옮긴이: 김명희, 유원섭, 

김교현, 기모란, 

김성이, 김수영

․출판사: 한울(한울아카데미)

정상 - 비정상 구분에 대한 기억

대학 시절을 기억해 보면 그때 배웠던 질병에 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던 것 같다. 해부ㆍ병리학에서 배

우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외워야만 했던 정상과 비정

상의 형태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알게 되었던 병리적 상

태의 기준, 그리고 예방의학에서는 선별 검사에서 필요한 

절단 값(cut-off value)에 대해 배웠다. 이러한 주제들은 고

혈압과 같은 질환의 분포, 어디서부터 질병으로 보아야 하

는가에 대한 논의를 품고 있었다. 즉, 신체적 상태에서 정

상과 비정상의 연속이 존재한다. 

  지금 생각하면 분명 병리학에서도 질병의 발생 과정을 

배웠고 질병의 구분이 가장 명확한 암에서도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질병에 대한 

나의 통찰은 부족하였다. 의학 내에서도 이렇게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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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로즈의 인구 집단 전략

제프리 로즈는 의사, 역학자로 영국의 런던 열대의학ㆍ위

생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93년 사망하였다. 

그는 심혈관 질환에 관한 많은 역학적 연구를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집단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그가 

죽기 1년 전에 발간되었으며 얇은 핸드북의 형태이지만 기

존의 의학ㆍ역학적 접근에 변화를 가져온 큰 책이다. 

  이 책은 먼저 기존의 ‘고위험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고

위험 전략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질병 모형과도 잘 어울렸

으며 경제적으로도 실행하기 쉬웠다. 이 전략은 의학적으로

도 필요하고 중요한 관점이지만, ‘고위험자’를 선별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이 들고 실제 발생 수를 관찰하면 고위험자보

다는 ‘저위험자’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 어떤 위험 요

인이든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모호함을 내

포하고 있으며, ‘모두의 건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약

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약점들을 제시한 뒤 ‘인구 

집단 전략’을 제시한다. 

  인구 집단 전략은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켜 환자뿐 

아니라 일반 인구까지 포함한 ‘모두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다. 즉, 고위험 전략이 특정 집단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개인 생활 행태 등을 교정하도록 노력한다

면, 인구 집단 전략은 전체 인구가 영향을 받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사실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흔

히 이야기하는 위생에 관한 논의, 식수의 수질 향상을 통해 

수인성 전염병 줄이는 방법, 사회의 경제적 역량 증가로 인

해 인구의 전반적 영양 수준이 향상되어 결핵 같은 전염성 

질환이 줄어드는 것 등이 이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의학의 경향

유전학의 발달, 신체의 여러 기관들에 대한 검사 기법의 발

달로 개인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정보는 폭증하고 있다. 이

러한 정보들은 개인 단위로 결합되어 ‘맞춤형 건강 검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고위험 전략과 

인구 집단 전략의 합의할 수 없는 영역을 차치하고서라도 

‘모두의 건강’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정 집

단에 대해서 과도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과소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운데 인구 전체가 노출되고 있

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직무 유

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이 책은 17년 전에 발간되었지만 지금에 비추어도 건강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책의 서두에는 

우리가 질병 예방을 생각해야 하는 인도주의적 논거를 이

렇게 제시한다. “아프거나 죽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낫

다. 이것이 예방의학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논거의 시작

이자 끝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비르효가 말했던 것처럼 로즈도 다음과 같은 말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질병의 일차적 결정 요인은 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며 ……. 의학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

으며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건강의 사회ㆍ경제적 요인들

을 밝히고 건강의 불평등을 강조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인

구 전체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또 다른 전략인 것

이다. 

  인구 집단 전략, 질병의 연속성, 건강의 사회 경제적 요

인에 관한 제프리 로즈의 이러한 주장은 사람의 건강에 관

심이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면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일부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그보

다 더 근본적인 해법은 인구 집단 전체가 공통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제거하거나 줄임으로써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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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논

마치며

고백컨대 난 책의 저자 제프리 로즈의 약력과 그의 저서, 

연구들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의 다른 

저자인 케이-티 콰와 마이클 마못은 그의 제자들이다. 제프

리 로즈에 대해 잘 몰랐던 것에 대해 마이클 마못 세대라고 

애써 위안해본다. 

  『예방의학의 전략』을 다 읽고 나서 온라인 서점에 ‘예

방의학’을 검색해보았다. 이 책은 제목에 ‘예방의학’ 이 들

어간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도서(의과대학생들을 위한 

문제집들을 제외하고)이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의학의 지평

이 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개입 대상

으로서 인구 집단을 제시한 제프리 로즈의 관점을 생각하

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복지 정책 문

제들(무상 의료, 무상 급식)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끝)

주목할�만한�논문� (14)
 

최숙자(회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 저자: Vicente Navarro, Carles Muntaner, 

Carme Borrell, Joan Benach, Águeda Quiroga, 

Maica Rodríguez-Sanz, Núria Vergés,        

M I sabel Pasarín
l 출처: Lancet 2006;368:1033–37.

l 제목: Politics and health outcomes

늘 소개할 논문은 형평성 관련 논문들에서 비교

적 우리에게 친숙한 나바로 교수와 문태너 교수

가 공저자로 들어간 2006년 Lancet에 실렸던 논문이다. 

  논문의 길이는 저널의 지명도와 반비례한다는 속설을 증

명이라도 하듯 비교적 짧은 길이로 씌어졌고 그 안에 저자

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우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

다.

  이 연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인구 집단의 건강 지표

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지지하기 위한 실증 연구의 성

격을 띠고 있다. 즉, 정치(체계)가 어떻게 공공 정책에 영향

을 미치고 이것이 인구 집단의 건강이라는 결과 지표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전을 규명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림).

< Relations between politics, labour market and welfare 
state policies, economic inequality, and health indicators>

  물론 이 연구에서 결과 변수로 사용한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이라는 지표가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자격(?)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하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특히 국가 간 비교

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OECD Health Data에서 

대표적인 건강 지표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연구의 결과

지표로서의 유용성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결과는 비교적 명확하다. 사회 불평등을 감

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체계(regime)

가 인구 집단(국민)의 제한된 건강 지표에 더 유익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 체계의 분류는 가장 보편적으로 적

용되는 Gøsta Esping-Anderson의 복지 국가 체계 유형을 기

반으로 Huber와 Stephens가 2차 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국가들의 정치 전통(political tradition)을 고려하여 재분

류를 시도하였다. 이 분류법에 따라 전통적 정치적 특성과 

재분배 정책의 실행 여부에 따라 4개의 그룹―사회 민주주

의(social democratic), 기독 민주주의(christian democratic) 



한국건강형평성학회�소식� 2011.06. (제14호)  (http://www.healthequity.or.kr/)

- 7 -

원

저

지

혹은 보수주의(conservative), 자유주의(liberal), 전제주의 혹

은 독재주의(authoritarian conservative)―으로 분류하였는

데, 재분배 정책을 지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봤을 때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그런 성향이 강하였고 전제주의 

국가는 가장 덜 그런 성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국가들의 

소득 분배 수준은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와 타일 지수

(Theil index)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또 데이터는 1972년부

터 96년까지 5년 간격으로 총 6번 조사하여 추이를 분석하

였다. 

자들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데올로기, 사회 계급

의 구성 그리고 특별한 정책의 실행과의 관련성은 

매우 복잡해서 그것의 효과를 정확하게 밝혀 내는 것은 다

소 무리가 있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전무했던 

건강 수준의 측정에 있어서 정치(체계)라는 요인을 포함시

켰다는 점과, 정치(체계)와 건강의 결과 지표 사이에 연관

성을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규명해 내었다는 점에서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분배 정책이 건강 지표인 영아 사망률의 

감소와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한적이지만 지배적인 

정치 체계가 어떻게 건강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전 혹은 경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연구의 한계로는 비교적 자료 수집이 용이한 OECD 국

가로만 제한했다는 점, 영아 사망률과 기대 여명이라는 제

한된 건강의 결과 지표 사용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금까지 정치 체계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는 주로 Gøsta Esping-Anderson의 분류를 따르거

나 건강의 지표는 영아 사망률이나 기대 수명이 주를 이루

었다. 따라서 지금껏 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던 많은 국가들

을 포함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분류와 건강 결과

를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하여 정치 체계와 건강과의 관계

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끝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이번에 소개한 논문의 맛보기

만으로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을 위해  2004년 9월에 나온 

Policy, Politics, Health and Medicine Series로 출간된 다음

의 책을 소개하니 시원한 도서관 혹은 연구실에서 일독해 

보시길 권해 드린다.

Navarro V, Muntaner C, eds.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population health and well-being: 

controversies and developments. Amityville, NY: 

Baywood, 2004.

(끝)

 나눔의�힘� (5)

비교 복지국가 데이터 세트 

(Comparative Welfare State Dataset)
 

정헤주(회원,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래 역학에서는 건강의 지역적 불평등이 중요한 관

심사였고 이는 최근 들어 위치 정보 기술의 발달

과 지역적 차원을 모델링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의 개발 등

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하

지만 건강 불평등의 ‘지역적’ 분포를 다룬다 하더라도 주로

는 개인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건강의 문제는 언제나 그 최종적인 결과가 인간의 인

체에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도 상식적이다. 

  그렇다면 건강 불평등 연구에 있어서 거시 비교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는 건강의 문제

를 개인의 형질적 특성과 선택의 결과로부터 거의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적 지표만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인구 집단 수준의 건강 불평등을 일부 혹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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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할 수 있다면 건강의 사회적 결정이라는 관점이 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거시 연구는 언제나 생태

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지만 

Rose는 이를 제3종 오류(type 3 error)라는 개념으로 재비판

한 적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복지 국가는 여타 거시 지표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GDP 등의 경제적 지표와는 달리 복지 국가

와 관련된 지표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등과 같이) 의도적이

든 그렇지 않든 인구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

회의 노력을 보여주거나 (노조 조직률이나 좌파 정당 득표

율과 같이) 이러한 사회의 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사회 

내 힘의 관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건강의 정치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라면 복지 국가라는 틀로 건강 불평등에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01년 출판된 『Development and Crisis of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로 잘 알려진 

Huber & Stephens는 이 작업에 Comparative Welfare State 

Dataset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 세트는 <The Welfare 

St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Determinants, Program 

Characteristics, and Outcomes>라는 프로젝트로 Evelyn 

Huber, Charles Ragin, 그리고 John Stephens가 구축한 것이

다. 초기인 1989-92년에는 복지 국가의 발전과 그 원인, 그

리고 그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지표들을 수집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원래는 1945-8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할 목적

이었으나 1960년 이전의 자료는 많지 않아서 1960년 이후

로 연구 기간을 설정하였고 현재는 OECD 선진 18개국의 

2003년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은 크게 노동자 

평균 임금 등의 임금 및 소득 지표(wage and salary data), 

총 의료비 등을 포함하는 사회 지출, 수입, 복지 국가 제도 

지표(social spending, revenue, and welfare state institutions), 

노동 참여율, 실업, 노조 조직률 등의 노동력 및 노동 시장

제도 지표(labor force and labor institutions), 노인 인구 비

율 등 인구학적 지표(demographic var's), GDP 등 거시 경

제 지표(macroeconomic var's), 그리고 좌파, 중도파, 우파 

득표율과 의석 수 등 정치적 지표(political var's) 등이 있다. 

(출처:http://www.lisproject.org/publications/welfaredata/wel
fareaccess.htm)

  이러한 거시 사회적 지표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묘사적 

비교를 넘어선 정치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 연구

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함의를 갖는다 하겠다. 실질적 건

강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많은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

동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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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동향�
(2011.03 ~ 2011.06)

 학회 출판편집위원회  

201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간된 한국 관련 건강 불

평등 연구 논문, 책자 및 학위 논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

간되었지만 지난 소식지에 포함되지 못한 논문들도 포함하

였다. 논문 목록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의 주요 웹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였다. PubMed에서는 검색어로 Korea와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의 조합을, 

KoreaMed에서는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

를 사용하였다.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DBpia, KISS, 

RISS,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검색어는 ‘불평등’, 

‘형평성’, ‘사회경제적’이었다. 단행본 책자와 학위 논문은 

RISS와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온라인상에서 발간된 논문의 경우, 오프라인 저널이 없는 

경우만 목록에 포함시켰다. 검색일은 2011년 6월 24일이다.

<학술지 논문>

l 김수정, 허순임.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 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 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1;17(1):47-70.

l 김진희.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건강 행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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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1):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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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5): 건강 형평성 정책(1) - 담배 연기 없는 사업장 정

책 가이드. 산업보건 2011;275:32-41.

l 박현아, 강재헌, 김경우, 조영규, 허양임, 김옥현. 초등학

교 5학년 아동의 아침 결식과 관련된 요인과 영양소 섭

취. 가정의학회지 2011;3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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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1;38(1):84-111.

l 서인균, 고민석. 학대 경험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

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보건사회연구 2011;31(1):127-157.

l 송유미, 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 사

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

구 2011;31(1):27-61.

l 윤우석.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부

모의 양육과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 형사정

책연구 2011: 137-172.

l 이수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복지 국가 성격에 관한 연



한국건강형평성학회�소식� 2011.06. (제14호)  (http://www.healthequity.or.kr/)

- 10 -

구: 국민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011;42(1):31-54.

l 이용재, 박창우. 건강 상태에 따른 소득 계층별 의료 이

용의 형평성 변화. 사회복지정책 2011;38(1):33-55.

l 전만복. 건강 영향 평가 발전 방안. 보건복지포럼 

2011;173:2-3. 

l 정승화. 1950-60년대 한국 사회 경제 구조 변화와 가족 

동반 자살. 내일을 여는 역사 2011;42:180-200.

l 정정옥, 오경재. 한국 노인의 인구ㆍ사회 경제적 수준 

및 구강 건강 행위와 치주 질환 유병과의 관련성.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2011;35(1):57-66.

l 천희란, 강민아. 여성 노인의 건강 불평등 현황과 측정: 

통합 방법론(mixed methodology)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2011;51:247-276.

l Back JH, Lee Y.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S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dults. Arch Gerontol Geriatr. 2011 

May-Jun;52(3):e140-4.

l Cha HH, Lee SH, Lee DH, Moon GS, Rah SS, Yang 

HJ, Chin BS, Bang JH. Degree of Disease Progression 

in Homeless HIV/AIDS Patients during the First 

Medical Visit. Infect Chemother. 2011 

Apr;43(2):198-202.

l Cho Y, Hummer RA, Choi YJ, Jung SW. Late 

childbearing and changing risks of adverse birth 

outcomes in Korea. Matern Child Health J. 2011 

May;15(4):431-7.

l Chung GE, Yim JY, Kim D, Lim SH, Park MJ, Kim 

YS, Yang SY, Yang JI, Cho SH. Seroprevalence of 

hepatitis a and associated socioeconomic factors in 

young healthy korean adults. Gut Liver. 2011 

Mar;5(1):88-92.

l Hong J, Knapp M, McGuire A.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ur: a 10-year trend following economic crisis. 

World Psychiatry. 2011 Feb;10(1):40-4.

l Kim BJ, Cheon WS, Oh HC, Kim JW, Park JD, Kim 

JG. Prevalence and risk factor of erosive esophagitis 

observed in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J Korean Med Sci. 2011 May;26(5):642-6.

l Kim IH, Chun H, Kwon JW.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Obesity on Chronic Diseases among the 

Elderly Koreans. J Korean Med Sci. 2011 

Feb;26(2):250-257.

l Kim IH, Khang YH, Cho SI, Chun H, Muntaner C. 

Gender,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work, and the 

changing pattern of employment-related inequality in 

poor self-rated health, 1995-2006 in South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2011 Jan;44(1):22-31.

l Lee BE, Ha EH.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mong South Korean adults: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200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nviron Health. 2011 Apr 3;10:29.

l Lee G, Lee J, Kwon S. Use of social-networking sit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study in South Korea. 

Cyberpsychol Behav Soc Netw. 2011 Mar;14(3):151-5.

l Lim JY, Lee HH, Hwang YH. Trust on doctor, social 

capital and medical care use of the elderly. Eur J Health 

Econ. 2011 Apr;12(2):175-88.

l Shin CM, Kim N, Lee HS, Lee DH, Kim JS, Jung HC, 

Song IS. Intrafamilial aggregation of gastric cancer: a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environmental factors, 

Helicobacter pylori virulence, and genetic susceptibility. 

Eur J Gastroenterol Hepatol. 2011 May;23(5):411-7.

l Sohn YJ, Sohn HS, Kwon JW. Gender differences 

among middle-aged Koreans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Qual Life Res. 2011 

May;20(4):583-92.

<단행본 및 학위 논문>

l 김명희, 서제희, 손정인, 조홍준, 최용준. 『한국의 담배 

규제 정책과 건강 불평등』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1.

l 송기민. 『가족의 치료 중단 요구와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 경제적 사유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한국

학술정보, 2011.

l Yoshida, Tarō, 위정훈. 『의료 천국, 쿠바를 가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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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료 모범국 쿠바 현지 리포트』 파피에, 2011.

l 강현주.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체

중 인식과 체중 조절 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08.

l 김상미.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산모의 고연령이 

영아 사망에 미치는 영향: 교육 수준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l 김정빈. 「불평등을 기피하는 선호는 보편적인가?」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l 서현진. 「도시 근린 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환경적 형

평성 분석: 대구시를 사례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1.02.

l 신인순. 「빈곤 가구 아동 건강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

인: 빈곤 가구 아동의 BMI, 질병, 정서 문제를 중심으

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2.

l 용미주.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관련 변인 연구」 전

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l 이보람. 「한국 남성들의 금연 행동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차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l 이현찬. 「상수도 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지역별 

상수도 요금과 보급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1.02.

l 정예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학교 환경이 청

소년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1.02.

l 조수연. 「Study on the disparity in accessibility by 

income class: a case study of healthcare services in 

Seoul」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끝)

 학회�소식

1. 지난 행사

l 봄 학술 대회(2011.05.20)

지난 2011년 5월 20일(금), 약 100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 구 보건대학원 108호 강

의실에서 ‘GIS와 건강 불평등 연구’라는 주제로 봄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GIS와 지구 통계학 개요’라는 

주제로 박노욱(인하대) 교수가, ‘GIS를 이용한 건강 불평

등 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황승식(인하대) 회원이 특강하

였습니다. 

또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Meet the Experts’라는 세션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세션에는 강영호(울산대) 회원과 

김유미(동아대) 회원이 ‘experts’로 참여하여 10여 명의 연

구자들과 함께 ‘건강 불평등 연구의 모든 것’에 관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오후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 정최경희(이화여대) 

회원이 건강 불평등 통계집인 ‘한국의 건강 불평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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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 학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보가 있으면 A4 
1~2매로 글을 작성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지는 1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발행되며 소정의 원

고료 대신, 편집자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됩

니다. 
- 근무처,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healthequity@naver.com)이나 홈페이지 비밀 

글 기능을 이용하여 변동 사항을 알려주세요.

운영위원회 총무분과 올림

를 발표하였습니다. 

  학술 대회 마지막 프로그램인 연제 발표 시간에는 박수

잔(서울대) 석사가 ‘근로 생애가 중고령자의 다중 만성 질

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신현구(한국노동연구원) 박

사가 토론하였고, 전경숙(목포대) 교수가 ‘사별 후 우울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효과’를 발표하고 김명희(시민건강

증진연구소) 박사가 토론하였으며, 노영선(서울대) 전공의

가 ‘사회 경제적 수준이 성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장숙랑(중앙대) 회원이 토론하였고, 박다혜(중앙

대) 석사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자살 

생각, 우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김명희 

박사가 토론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가을 학술 대회는 제4회 보건복지연합학술대

회를 겸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l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지난 2011년 4월 8일(금), 올해 첫 운영 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창엽 회장과 김명희, 손정인, 정최경희, 최

용준 운영 위원이 참석하였고 신호성 감사가 참관하였습

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봄 학술 대회 준비와 

임원 선거 등 올해 사업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 행사 안내

l 건강 불평등 연구 월례 발표회 

건강 불평등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구 성과를 발

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

하기 위하여 작년 5월부터 건강 불평등 연구 월례 발표회

가 열리고 있습니다. 7월 건강 불평등 연구 월례 발표회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월례 발표회 >

-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의실

- 일시: 2011년 7월 22일(금) 19:00~20:30

- 주제: 빈곤 가구 아동 건강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빈곤 가구 아동의 BMI, 질병, 정서 문제를 중심으로

- 발표: 신인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논평: 천희란(중원대학교)

  건강 불평등에 관한 학위 논문 등의 연구 계획이나 연

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기를 원하는 분은 학회 사무국

(최용준, healthequity@naver.com, 010-9680-3483)으로 연

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