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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時論) 

스웨덴 같은 복지, 쿠바 같은 의료, 

핀란드 같은 교육으로 

빈곤아동과 살아가는 꿈!

너무나 멀고 독하고 야무진 내 꿈!

신인순 (비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 빈곤 가구에서의 출생만으로 빈곤층이 되고 마

는 아동의 일상은 너무나 팍팍하다. 빈곤을 개인

주의 관점으로 보든, 문화주의 관점으로 보든, 구조주의 관

점으로 보든, 일말의 자기 과실 없이, 귀책사유 없이 단지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것뿐인데…….

  오랜 시간 중산층 청소년과 야외에서 뛰어노는 것이 직

업이었던 내가 청소년 수련 시설장이 되어 처음으로 빈곤

층 아동과 매일매일 만나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은근 

신이 났던 것도 사실이다. 늦깎이 연구자로서 박사 논문 완

성을 앞두고 있었기에 연구 대상이 제 발로 매일 나를 찾아

오는 것이 너무 좋았다. 질적 연구를 하다가 양적 연구로 

돌려 논문을 쓰려던 참이었므로 내게 아이들은 완전 대박, 

그 자체였다. 학위를 마치면 근거 이론 논문을 쓸까, Q 방

법 논문을 쓸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봄이 되어 개나리가 피고 지도

록 겨우내 입던 점퍼를 입고 오는 아이의 목과 뺨 사이에서 

보이는 끔찍한 아토피 상처는 하루 종일 내 목을 긁게 만들

었고, 나무늘보처럼 늘어져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심

장이 원래 안 좋다 해서 걱정이었고, 빨간 안경테가 튀는 

여자 아이는 한 눈에 시력이 없어 다른 사람이 눈동자를 자

세히 안 보게 하려고 그리 진한 안경을 쓰는 것이라 하고, 

BMI 25쯤 되는 과체중 아이는 서넛이나 되고……. 화장실 

가는 아이와 나오는 아이가 머리를 맞부딪치면 어떤 아이

의 살은 두부처럼 찢어져도 병원에 안 간다 하고, 꿰맸던 

자리가 다시 터져 또 꿰매야 한다는데 아이가 그 지경이 되

어도 부모는 함께 병원을 가줄 수 없다고 하고……. 

  그 때 나는 감 잡았다. 빈곤의 대물림 고리를 잘라내는 

일을 가끔 가다 교육이 해 낼 수 있더라도 더 깊은 빈곤의 

심연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것은 불건강이라는 것을.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in cash, services 
and tax measures, in percent of GDP, 2007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즈음 교육계에서는,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평

등 해소만으로는 교육 불평등의 골이 점점 더 깊

어가기에, 빈곤 아동을 위해 결과의 평등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과 차상위

층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 

입시 전형을 만들고, 국고로 이루어지는 국제 교류 사업에

도 취약 계층을 위하여 마이스터고 우대, 빈곤층 우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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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나
애인 포함 규정을 늘리고 있다. 사회는 학력 인플레 현상을 

보이지만 더욱 낮은 교육 성취를 보이는 빈곤 아동들은 청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며 빈곤이 더욱 공고해지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증가하는 교류는 빈곤층에게 기회가 되기보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다.

강은 아동을 둘러싼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Fair 

Start’를 위한 기본 요소다. 건강해야 아이돌도 될 

수 있고 운동선수도 될 수 있고 공부도 노동도 해 볼 수가 

있다. 빈곤 아동의 건강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질

병, 정서, 과체중 등 모든 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는 빈곤 

아동의 건강을 위해 기회와 과정과 결과에 개입할 방안은 

고민되고 있는가? 아동은 ‘공공재’이기에, 건강은 권리이기

에, 조기에 투자하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기에, 건강의 불

평등 갭은 줄어야 하기에, 나아가 전 국민을 위해서라도 빈

곤 아동의 건강은 개선되어야 한다. 

<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건강 비교

(출처: 신인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지금 나는 연구원에서 국제 교류 연구를 한다. 빈곤 아동

은 또 내 일상에서 멀어져 있다. 하지만 달랑 40명이 모여

도 실명 하나, 심장 질환 하나, 아토피 넷, 지적 장애 하나, 

과체중 넷, 저체중 둘, 우울한 아이, 충동적인 성격의 아이

를 주먹구구로 빼고 나면 퍼들퍼들 건강한 아이들은 몇 되

지 않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다. 

는 병원에서 건강을 돌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 검진이라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나지만, 그래도 건강은 무엇보다 일상과 맞닿아 있다고 믿

고 있다. 빈곤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 되는 일상 속 ‘변화 가능한 변인’에 개입할 것

이다. 위생, 식습관, 운동 습관 등. 

  그래도 병원 문은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활짝 열려 있어

야 할 것이다. 또 웰빙, 로하스, 참살이, 건강 염려증이 지

나치게 유행인 요즘, 빈곤 아동들이 겪는 불건강을 개선하

기 위해 사회적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학회장님의 제안처럼 취약층 관련 기관에 

주치의 제도를 두는 것은 검토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 아

동 센터에 의료진, 영양사, 운동 처방사 등이 분기별로 파

견되고 질병만이 아니라 성장 발육의 속도까지 점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리한 것인지, 장기간 저임금 노동에 

지쳐 아동 양육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부모를 둔 아동에

게 수차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우

대적 차별이 마련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냥 묻는다, 초보 연구자는. 하는 일 없이 그저 글만 써

도 되는 건지 그냥 꿈만 꿔도 되는 건지 많이 겸연쩍어 하

면서 말이다.                                   (끝)

 논설� (論說) 

무상의료와 의약품 접근성

배은영 (회원,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난 7월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을 방문하였다. 국내

에서는 무상의료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

리가 높지만, 이미 푸른 행성 곳곳에는 무상의료의 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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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내건 많은 나라들이 있다. 영국 또한 무상의료를 표방한다. 

그러나 영국이라 해서 모든 의료서비스가 다 공짜인 것은 

아니다. 치과서비스나 처방약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영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표적 사회복지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도 처방약을 사려면 본인부담

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그리 작

은 액수도 아니다. 

  문득 궁금해진다. 왜 무상의료를 표방하는 이들 나라에

서도 처방약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할까? 사실 외

래에서 처방약은 중요한 치료도구가 아닌가? 그런데 병원 

방문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도 보상해주는 영국에서 왜 처

방약에 대해서는 높은 본인부담을 부과할까? 사실 이 궁금

증을 아직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몇 가지 추측은 해본

다. 과거 이들 국가에서 의료보장 시스템을 확립하고 급여

범위를 결정할 당시에는 약물치료의 비중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든지,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처방약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크지 않아 우선적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든지 하는 추측 말이다. 

찌되었건 무상의료의 선도국들에서조차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이 있고, 그 수준 또한 우리보다 낮

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 나라에서는 높은 본인부담금

으로 인해 장기투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나 취약계층에 

속한 환자들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여 

본인부담면제 대상을 폭넓게 지정하거나(영국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전체 처방건의 

80% 정도는 된다고 한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선을 두어 

본인부담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이 OECD 평균

치에 근접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에 대한 논

의이고, 장기투약자나 취약계층에서의 부담이 어떤지는 별

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

되는 정액본인부담이나 6세미만 아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강보험적용대상에 대해 동일한 본인부담율을 적용

하고 있다. 피보험자마다 질병의 특성, 경제적 형편이 다름

을 고려한다면 외래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

로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일부에서는 의료이용

을 방해할 만큼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

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Expenditure on pharmaceuticals per capita, 2007

(출처: HEALTH AT A GLANCE 2009) >

근성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로 가용성(availability)

의 문제가 있다. 필요한 약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

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치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보험급여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즉 건강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려면 환자진료에 필요하고, 

기존 약에 비해 효과나 부작용면에서 개선된 점이 있거나, 

뚜렷한 개선점이 없다면 비용이라도 동등 혹은 저렴해야 

한다. 이는 2006년 12월말부터 시행된 선별등재방식의 급

여결정원리이다. 그러나 희귀질환에 사용하는 약으로 대체

할만한 다른 약이 없는 경우는 설령 그 약이 비용-효과적이

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급여가 필요한 약으로 분류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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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격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가격협상이 실패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료상 필요한 의약품이 비

급여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목도한 사실은 아무리 진료

상 꼭 필요한 의약품을 분류하고, 이에 대해 조정절차를 둔

다 할지라도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상의료를 보장

하는 건강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약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WHO에서 의약품은 질병치료에 필수적 도구로 필수의약

품에 대한 접근성은 건강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필요한 약이 개발되어야 하

고, 개발된 약이 시판허가를 받고 적지적소에 공급되어야 

하며, 그 약의 비용을 환자와 사회가 부담 가능해야 한다. 

즉 이용단계에서의 경제적 접근성 뿐 아니라 필요한 약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 또한 필수약에 대한 접근성 보

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2002년 글리벡, 2008년 푸제

온에 대해 이루어진 두 번의 강제실시청구가 기각된 이후 

일각에서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가령 희귀의약품등 공급 불안정문제가 항시적으로 

제기되는 필수약에 대해 공적생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

이다.

동안 의약품에 대한 정책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예

외적인 어떤 것, 다른 보건의료관련 주제에 비해 

이질적이고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평균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요구

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본인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 등 모든 이슈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다. 

여기에 공급체계의 문제까지. 좀 더 적극적 관심을 가져볼 

일이다.                                         (끝)

 서평� (15)

『여성과 일 (2009)』소개

김소연 (회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  명: 여성과 일

․지은이: 강이수, 신경아

․출판사: 동녘

『여성과 일』이라는 책을 2001년판, 2009년판 등 두 권 

가지게 되었다.

벽같이 일어나 밥을 해서 자는 아이들 입에 밀어 

넣고 주섬주섬 대충 준비해 손에 잡고 들쳐 업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터 행.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

며 퇴근해 곧장 아이들 데리고 와 씻기고 먹이고 재운 뒤 

설거지, 빨래, 청소하고 나면 어느새 자정 무렵. 자기계발? 

조금이라도 더 자두는 게 자기계발이던 시절이 있었다. 가

끔씩 삶이 왜 이리 고달픈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질 때면 

만나기 어려운 직장맘 친구들과 핸드폰 뜨겁게 달아오를 

때까지 푸념을 늘어놓던 그 시절. 나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던 그 무렵.  『여성과 일』의 출간 소식을 접

하자마자 바로 구입하여 자 대고 빨간 줄 그어가며 단숨에 

내리 읽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여성학’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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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적의 출판과 대학에서의 관련 강좌 개설로 이어졌

다. 특히 ‘여성노동’ 관련 서적은 번역서가 대부분이던 당

시에 동녘에서 출간한 『여성과 일』(강이수 · 신경아, 

2001)은 우리나라 여성 노동 문제 전반을 다룬 개론서로서 

단연 돋보였다. 물론 이보다 16년 앞서 출간된 『한국 여성

과 일』(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85)이 있었으나 이 책

은 1970~1985년까지의 여성노동에 관한 여러 논문을 모은 

자료집 수준이어서 『여성과 일』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여성과 일』은 여성의 일을 보는 관점, 역사, 현황, 쟁

점, 향후 과제 등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이뤄져 있다.

  첫째, <여성과 일의 새로운 이해>에서 다룬 여성의 삶과 

정체성 확립에서 일이 갖는 의미를 숨죽이며 읽었고 여성

의 일이 평가절하 되고 기존의 노동 개념에서 여성이 어떻

게 배제되어 왔는가에 분노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은 

노동의 개념에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성주의적 이해를 하게 되었다. 

  둘째, <여성의 일의 역사적 변화>에서는 우리 역사 속에

서 여성이 어떤 일을 했으며 산업 발달에 따른 여성노동자

의 성장, 여성의 취업구조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셋째, <여성과 일의 세계>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과 그 원인에 대해 이론적 관점을 정리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의 남성중심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학문상의 제 개

념과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여성의 경험에 기반

한 새로운 이념과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전문관리

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등 주요 직종별 여성노동의 현실

을 살펴보고 취업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었던 학력이 여성

에게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고학력 여성의 취

업 현실을 다뤘다.  

  넷째, <여성노동시장의 쟁점>에서는 먼저 사회경제적 맥

락에서 여성 노동력이 비정규직화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규모, 분포, 직종별 구성, 노동조건, 

대안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다음으로 정규직이건 비정규

직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

롱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개념, 유형, 실태, 영향과 함께 예

방,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흔히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의미를 ‘사랑만

으로 하는 일’이 아니며 힘과 에너지, 감정을 쏟아야 하고 

의무로 느껴지기도 하는 힘든 노동으로 보고, 사회적 노동

과 같은 관점에서 노동의 질을 평가하면서 선진국에서 실

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 평등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한국 여성 

노동 정책의 전개과정과 관련 법을 소개하고 여성노동정책

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다루면서 이와 대비해 선진국의 여

성 노동 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2011 식당여성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조사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2011.09.23) >

  『여성과 일』은 여성노동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

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직접 인용하여 체감온도를 높이며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와 

그래프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칭찬해주고 

싶은 책이다. 

  다만 개정판인 줄 알고 구입한 최신판이 2009년에 찍은 

‘5쇄’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5쇄를 찍었으니 여성학 관련 

서적 치고는 선방한 셈이나 책에서 제시한 통계수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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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이

분이 1990년대 자료이다 보니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변화

를 알고 싶은 아쉬움이 생겼다. 더욱이 부록으로 전문을 제

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은 그간 제 · 개정을 거쳐 ‘남녀고용

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 거듭나 있고 ‘남녀차

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폐지되었는데도 말이다. 하긴 

10 여년이 지났건만 수치만 조금씩 변했을 뿐 여전히 팍팍

한 여성노동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끝)

주목할�만한�논문� (15)
 

전경자 (회원, 순천향대 간호학과)

l 저자: Ramstetter CL, Murray R, Garner AS.

l 출처: J Sch Health. 2010; 80: 517-526.

l 제목: The crucial role of recess in schools

든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독자적인 주체자로서 권

리를 지닌 동시에,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1989년에 이루어

진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생존권, 보호권, 발

달권,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 중 초등교육을  받

을 수 있어야 하는 권리 뿐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

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책임을 넘어 학

교와 국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

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 중 40분 수업시간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쉬는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전국 해당 학년의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게 되

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제도인 일제고사가 부활하여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쉬는 

시간을 줄여서 문제풀이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쉬

는 시간을 5분 정도로 운용하는 초등학교가 늘었다.

< ‘쉬는 시간 5분’ 안 돌려준 초등학교 129개

(출처: 오마이뉴스 2010.09.08) >

러한 현실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 논문의 배경으로 제시된 미국의 교육여건을 보

면 2006년 당시 전국의 교육구청 중 20%가 영어와 수학시

간을 늘리기 위해 주당 평균 50분의 휴식시간을 줄였다고 

한다. 또한 쉬는 시간을 체육수업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아

동들에 대한 벌로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를 포함한 여

러 국가기관들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린이

들의 성장과 발달에 유익함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마음

껏 뛰어놀 수 있는 쉬는 시간 운용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또한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쉬는 시

간은 학교에서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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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내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

간’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어떤 이익이 있으며 적절한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쉬는 시

간에 관한 문헌을 광범위하게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 

내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 실태, 쉬는 시간의 유익성, 쉬는 

시간의 운영방안 및 필요한 자원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 서

술되어 있다. 그 중 한국적 상황에서 검토할만한 이슈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에서도 ‘No Child Left Behind’라는 학업성취

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쉬는 시간을 줄이는 

학교가 늘어나고, 특히 고학년이 더 짧고 급식비 지원을 받

는 아동이 많은 학교의 경우 쉬는 시간이 더 짧았다고 한

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한 학교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

린이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 뿐 아니라 제대로 

쉬는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소득, 지

역, 연령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업성취도 위주의 교육정책이 아동의 쉴 권리와 놀 권리

를 침해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쉬고, 놀고, 상상하고, 움직이고, 서로 어

울릴 수 있는 시간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쉬는 시간을 마련해주면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져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고 놀이를 통

해 협상, 협동, 문제해결 등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다양

한 역할을 맡아 볼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회성이 발달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대처할 수 있는 정서가 발달된다. 또한 신

체활동 기회가 늘고 체력이 향상되는 결과는 아동의 신체

활동, 체력, 비만예방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쉬는 시간’ 운영 그 자체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학교건강증진의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쉬는 시간을 통해 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에 유익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 운영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

장할 수 있는 공간, 시설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아이들

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을 위협받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인이 적절히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로 인해 쉬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쉬는 시간’의 속성상 

어른들의 감독 하에 있기는 하되 비구조화된 쉬는 시간,  

즉 앉아있든, 움직이든, 창의적이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든 

아이들이 선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

다. 따라서 쉬는 시간은 체육수업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교사들의 훈육수단으로 빼앗아서도 안 되는, 고유의 중요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쉬는 시간을 언제, 얼마나 갖도록 할 것인가에 대

하여 다양한 시도를 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중에서 

점심식사 전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천천히 적

정량의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며 오후 수업에도 집중력

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이들이 놀러 나가기 

위해 점심을 서둘러 먹는 대신에 놀고 나서 점심을 천천히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정규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쉬는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의 재정

지원이 정규 교과수업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쉬는 시간 운영에 필요한 인력 훈련

이나 시설장비 마련에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으로, 이 논문의 분석대상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

학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었지만 연구자들

은 이를 근거로 교육정책이나 학교의 교육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건학적 관점에서 재해

석하여 학교보건 연구와 건강증진학교를 위한 제언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보건 분야의 연구가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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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 앞

으로 활발히 모색되어야 할 새로운 도전과 과제로 받아들

여진다.                        

 (끝)

국내�연구�동향�
(2011.07~2011.12)

 학회 출판편집위원회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발간된 한국 관련 건강 

불평등 연구 논문, 책자 및 학위 논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되었지만 지난 소식지에 포함되지 못 한 논문들도 포

함하였다. 논문 목록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의 주요 웹 데

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였다. PunMed에서는 검색어로 

Korea와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의 조합

을, KoreaMed에서는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를 사용하였다.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DBpia, 

KISS, RISS, 국회도서관 데이터 베이스에서의 검색어는 

‘불평등’, ‘형평성’, ‘사회경제적’이었다. 단행본 책자와 학

위 논문은 RISS와 국회도서관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온라인상에서 발간된 논문의 경우, 오프라인 

저널이 없는 경우만 목록에 포함시켰다. 검색일은 2011년 

9월 27일과 12월 29일이다.

<학술지 논문>

l 김동진. 우리나라 성인의 의료이용의 형평성. 보건복지

포럼 2011;176:45-54.

l 김명희, 전경자, 서상희. 아동기의 건강불평등: 사회적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1;176:32-44.

l 김상미, 조영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산모의 고연령

이 영아 사망에 미치는 영향-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보

건과사회과학 2011;29(1):69-97.

l 김종건. 복지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 월간 복지동향 

2011;157:15-18.

l 김진구. 노인들의 건강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 사회과학

연구 2011;27(2):65-87.

l 김창엽.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 인식과 이해에서 개

입으로. 보건복지포럼 2011;176:2-4.

l 남인숙.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

과인식 2011;35(3):15-38. 

l 박지현, 김효진, 예기훈. 노인의 가구 소득과 눈 건강과

의 관계. 한국안광학회지 2011;16(2):209-217.

l 손대규. 공동심포지엄 ‘보건복지의 지역 간 불평등’ 종

합토론. 월간 복지동향 2011;157:19-22.

l 신호성. 다빈도 발생 질환의 지역적 의료이용 차이. 보

건복지포럼 2011;176:22-31.

l 양옥경, 주소희. 독거노인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11;37: 

321-347.

l 오영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필수적인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비교분석. 보건복지포럼 2011;176:6-21.

l 유원섭. 의료급여기금 부담의 지역 간 불평등. 월간 복

지동향 2011;157:24-29.

l 윤태호.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하여. 월간 복지

동향 2011;157:10-14.

l 이상은, 이은혜, 정찬미. 한국에서 자산빈곤의 변화추이

와 요인분해. 보건사회연구 2011;31(3):3-37.

l 이성용, 이정환. 만성질환에 대한 개인주의 접근방식의 

한계. 보건과사회과학 2011;29:211-36.

l 이연주, 김승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편부•편모 가

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한국인구학 2011;34(2): 

17-43.

l 이영선, 이송이, 한인영. 암 치료 소외계층을 위한 암 

의료이용 체계 구축의 모색. 보건사회연구 2011;31(3): 

308-340.

l 장연주, 이민환, 황한식. 한국의 지역별 가구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지역사회연구 2011;19(3):1-20.



한국건강형평성학회�소식� 2011.12. (제15호)  (http://www.healthequity.or.kr/)

- 9 -

l 정재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

용형태. 한국사회학 2011;45(5):197-225.

l 정혜주, Muntaner C. 고용관계와 건강불평등: 경로와 

메커니즘에 관한 탐색. 한국사회정책 2011;18(2): 

245-287.

l 조명래.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월간 복지동

향 2011;157:4-9.

l 조인숙.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역할간 대립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성경제연구 2011;8(1): 

1-26.

l Cho B, Lee CM. 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system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1 

Jul;54(7):666-669.

l Choi HJ, Lee HJ, Jang HB, Park JY, Kang JH, Park 

KH, Song J. Effects of maternal education on diet, 

anemia, and iron deficiency in Korean school-aged 

children. BMC Public Health. 2011 Nov 16;11(1):870.

l Choi MH, Cheong KS, Cho BM, Hwang IK, Kim CH, 

Kim MH, Hwang SS, Lim JH, Yoon TH. Deprivation 

and mortality at the town level in busan, Korea: an 

ecological study. J Prev Med Public Health. 2011 Nov; 

44(6):242-8. 

l Choi MK, Kim TY, Yoon JS. Does Frequent Eating 

Out Cause Undesirable Food Choices? Association of 

Food Away from Home with Food Consumption 

Frequencies and Obesity among Korean Housewives. 

Ecol Food Nutr. 2011 May-Jun;50(3):263-80.

l Choi YH, Lee SG. Does regional socioeconomic context 

affect the dental caries experience? A multilevel study 

of Korean adults. Eur J Oral Sci. 2011 Aug;119(4): 

294-300.

l Do YK, Eggleston KN. Educational disparities in 

quality of diabetes care in a universal health insurance 

system: evidence from the 200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t J Qual Health 

Care. 2011 Aug;23(4):397-404.

l Hong E, Ahn BC.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ies 

across regions in Korea. Int J Equity Health. 2011 Oct 

3;10:41.

l Jang HB, Park JY, Lee HJ, Kang JH, Park KH, Song J.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Socioeconomic Level, 

Overweight, and Eating Habits with Diet Quality in 

Korean Sixth Grade School Children. Korean J Nutr. 

2011 Oct;44(5):416-427. 

l Jee SH, Kivimaki M, Kang HC, Park IS, Samet JM, 

Batty GD.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in relation 

to suicide mortality in Asia: prospective cohort study of 

over one million Korean men and women. Eur Heart J. 

2011 Nov;32(22):2773-80. 

l Jo SJ, Yim HW, Bang MH, Lee MO, Jun TY, Choi JS, 

Lee MS, Lee WC, Park YM. The Association between 

Economic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An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Approach. Psychiatry 

Investig. 2011 Sep;8(3):194-200. 

l Jung-Choi K, Khang YH, Cho HJ. Changes in 

contribution of causes of death to socioeconomic 

mortality inequalities in korean adults. J Prev Med 

Public Health. 2011 Nov;44(6):249-59. 

l Jung-Choi K, Khang YH, Cho HJ.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cause-specific mortality among 1.4 

million South Korean public servants and their 

dependent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11 Jul; 

65(7):632-8.

l Jung SH, Watt RG, Sheiham A, Ryu JI, Tsakos G. 

Exploring pathways for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elf-reported oral symptoms among Korean adolescent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011 Jun;39(3):221-9.

l Khang YH, Lynch JW. Exploring determinants of 



한국건강형평성학회�소식� 2011.12. (제15호)  (http://www.healthequity.or.kr/)

- 10 -

secular decreases in childhood blood pressure and 

hypertension. Circulation. 2011 Jul 26;124(4):397-405. 

l Kim HY, Kim Y, Hwang JM, Park YD. Oral health 

behaviour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Korean adolescents: a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Int 

Dent J. 2011 Jun;61(3):168-73.

l Kim J.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style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rated 

health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Korea. Int 

J Aging Hum Dev. 2011;73(2):153-73.

l Kim K, Kim MK, Shin YJ, Lee SS. Factors related to 

household food in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Public Health Nutr. 2011 Jun;14(6):1080-7.

l Kim Y, Yang B. Relationship betwee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nd household incomes and 

expenditure patterns in South Korea. Health Policy. 

2011 May;100(2-3):239-46.

l Ko KD, Lee KY, Cho B, Park MS, Son KY, Ha JH, 

Park SM. Disparities in health-risk behaviors, preventive 

health care utilizations, and chronic health condi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rch Phys Med Rehabil. 

2011 Aug;92(8):1230-7.

l Kwon OD, Cho SS, Seo SW, Na DL. Effect of 

Illiteracy on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Glucose 

Metabolism of Brain in Later Life. J Neuroimaging. 

2011 Jun 23. doi: 10.1111/j.1552-6569.2011.00618.x. 

l Lee EK, Lee J.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ors of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Int J 

Aging Hum Dev. 2011;72(3):207-23. 

l Lee J. Pathways from education to depression. J Cross 

Cult Gerontol. 2011 Jun;26(2):121-35.

l Lee KH, Yoon DP. Factors influencing the general 

well-being of low-income Korean immigrant elders. Soc 

Work. 2011 Jul;56(3):269-79.

l Leem JH, Kim HC, Lee JY, Sohn JR. Interaction 

between bronchiolitis diagnosed before 2 years of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for bronchial hyperreactivity. 

Environ Health Toxicol. 2011;26:e2011012. 

l Lim SY, Ha HS, Kwon HS, Lee JH, Yim HW, Yoon 

KH, Lee WC, Son HY, Park YM. Factors Associated 

with Insulin Resistance in a Middle-Aged Non-Obese 

Rural Population: The Chungju Metabolic Disease 

Cohort (CMC) Study. Epidemiol Health. 2011;33: 

e2011009. 

l Myung SK, Seo HG, Park EC, Lim MK, Kim Y. An 

observational study of the Korean proactive quitline 

service for smoking cessation and relapse prevention. 

Public Health Rep. 2011 Jul-Aug;126(4):583-90. 

l Nishimura J.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across Japan, Korea, and China: exploring the impact of 

labor market structures. Soc Sci Med. 2011 Aug;73(4): 

604-14. 

l Oh IH, Cho Y, Park SY, Oh C, Choe BK, Choi JM, 

Yoon TY.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variables 

and obesity in Korean adolescents. J Epidemiol. 2011 

Jul 5;21(4):263-70.

l Ok Ham K, Jeong Kim B. Evaluation of a 

cardiovascular health promotion programme offered to 

low-income women in Korea. J Clin Nurs. 2011 May; 

20(9-10):1245-54.

l Paek KW, Chun KH. Moderating effects of interactions 

between dietary intake and socioeconomic status on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n Epidemiol. 2011 

Dec;21(12):877-83. 

l Park MJ, Park EC, Choi KS, Jun JK, Lee HY. 

Sociodemographic gradients in breast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Korea: the Korean Nation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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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Survey (KNCSS) 2005-2009. BMC Cancer. 

2011 Jun 17;11:257.

l Ryu SY, Kim KS, Han MA. Factors Associated with 

Sleep Duration in Korean Adults: Results of a 2008 

Community Health Survey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J Korean Med Sci. 2011 Sep;26(9): 

1124-1131.

l Woo JM, Gibbons RD, Rogers CA, Qin P, Kim JB, 

Roberts DW, Noh ES, Mann JJ, Postolache TT. Pollen 

counts and suicide rates. Association not replicated. 

Acta Psychiatr Scand. 2011 Dec 19. doi: 10.1111/ 

j.1600-0447.2011.01813.x.

l Yoon JH, Lee KH, Hahn KY, Chang SJ, Cha BS, Min 

SH, Lee KS, Chae HS, Eom A, Koh SB. Suicide Trend 

of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nd Age Standardized 

Proportion Mortality Ratio According to Occupational 

Groups in Korea: 1993-2007.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11 Jun;23(2):173-182.

<단행본 및 학위논문>

l 리처드 윌킨슨. 『건강불평등: 무엇이 인간을 병들게 하

는가?』 이음, 2011.

l 강충구. 「성장기와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1.08.

l 김남희. 「사회경제적 수준과 성인 비만과의 관련성: 성

별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8.

l 김영환.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연관관계: 

연령, 성, 교육수준별 인구와 산업별 고용자를 중심으

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l 김원종. 「베이비붐세대의 건강 특성 및 건강형평성 분

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8

l 박주연. 「한국 성인의 삶의 질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l 박지정. 「교육수준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응급

의료 접근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l 신정하. 「취약지역 주민과 일반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과 건강 결정요인 비교 :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창원, 

마산, 진해)을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8.

l 안은미.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및 사회적 지지와 

노인 우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8.

l 윤성하.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식사의 질 불평등과 매개요인연구 :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자료를 이용하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8.

l 이유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물리, 사회적 동네 

환경이 초기 청소년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8.

l 이재부. 「도시 남성노인의 역할상실, 고독감이 건강불

평등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

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8.

l 이정민. 「한국인의 연령층별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Alameda 7 건강행위 실천 수준과 이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8.

l 이혜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아청소년 비만

과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l 조연영. 「신체활동 정도가 사회경제적 상태와 체질량

지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1.08. 

l 최영선. 「사회경제적 상태가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

향」 고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8.

l 최하정. 「1990년-2000년대 빈곤특성에 관한 연구」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02.

l 홍경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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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2.

l 홍서아. 「한국 중년 성인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과일과 

채소 섭취의 불평등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과일과 채소 

섭취의 매개효과 :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자료를 이용

하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8.

(끝)

 학회�소식

1. 지난 행사

l 건강 불평등 연구 월례 발표회 

건강 불평등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

기 위하여 우리 학회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작년 5

월부터 매달 첫 금요일에 건강 불평등 연구 월례 발표회를 

열고 있습니다. 5·7·8월에 열린 월례 발표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월례 발표회

-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의실

- 일시: 2011년 5월 6일(금) 19:00~20:30

- 주제: 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와 관련 요인

- 발표: 김잔디(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논평: 강영호(울산대학교 의과대학)

2) 7월 월례 발표회 

-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의실

- 일시: 2011년 7월 22일(금) 19:00~20:30

- 주제: 빈곤 가구 아동 건강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 발표: 신인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논평: 천희란(중원대학교 의료보건학부)

3) 8월 월례 발표회 

-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의실

- 일시: 2011년 8월 25일(목) 19:00~20:30

- 주제: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른 정신 의료 서비스 이용 

분석

- 발표: 민윤경(성균관대학교 석사 과정)

- 논평: 오주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 불평등에 관한 학위 논문 등의 연구 계획이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기를 원하는 분은 학회 사무국

(healthequity@naver.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l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2011.09.16.)

지난 2011년 9월 16일(금),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

렸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창엽 회장과 김명희, 김창보, 

손정인, 정최경희, 최용준, 허순임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

니다. 운영위원회는 제4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

연합학술대회로 치르는 가을 학술 대회와 건강 형평성 측

정 워크숍 준비, 학회장 선거와 감사 선출 등 정기 총회 

준비를 논의하였습니다. 

l 신임 학회장 선출

지난 10월 17~30일 동안 치러진 학회장 선거에서 현 학

회 감사인 신호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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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 학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보가 있으면 

A4 1~2매로 글을 작성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는 1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발행되며 소정

의 원고료 대신, 편집자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 근무처,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healthequity@naver.com)이나 홈페이지 비밀 

글 기능을 이용하여 변동 사항을 알려주세요.

운영위원회 총무분과 올림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l 가을 학술 대회(2011.11.11)

지난 2011년 11월 11일(금), 약 150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보건대학원 221동 110호, 

113호, 202호에서 ‘보건복지의 지역 간 불평등’을 주제로 

제4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

습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우리 학회 가을 학술 대회

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조명래(단국대) 교수가 ‘한국 사

회 지역 간 불평등의 정치 경제학’이란 제목으로 기조연

설을 시작하여 ‘보건복지의 지역 간 불평등’을 주제로 열

띤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국가 간 비교의 계

량적 방법론’이라는 주제의 연구 방법론 강좌, 건강세상네

트워크가 주관하는 ‘의료보장의 지역 간 불평등 현황과 

과제’,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인권 친화적 고

령화 정책의 과제’ 세션이 열렸고, 오후에는 비판과 대안

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보건과 복지의 합리

적 역할 분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주관한 ‘6·2 

지방 선거 1년, 지방 정부 복지 정책 평가 토론회’, 우리 

학회가 주관한 ‘한국 사회 건강 형평 정책,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l 2011년 정기 총회(2011.11.11)

지난 2011년 11월 11일(금), 우리 학회 가을 학술 대회를 

겸하여 열린 제4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

대회 우리 학회 세션 시작 직전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학회 현황 보고 및 감사 보고가 이

루어졌습니다. 또 새 감사로 윤태호(부산대) 회원이 선출

되었고, 기존 운영 위원인 강민아, 박경숙, 손정인, 윤태

호, 최용준 회원이 운영 위원직을 사임하고 신호성 신임 

학회장이 지명한 기명(을지대), 김유미(동아대), 오주환(서

울대) 회원이 신임 운영 위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l 2011년 건강 형평성 측정 워크숍(2011.11.18.)

지난 2011년 11월 18일(금),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보

건대학원 전산실에서는 ‘2011년 건강 형평성 측정 워크

숍’이 열렸습니다. 제1부에서는 사회 경제적 위치 지표와 

건강 형평성 측정 도구가 소개되었고 제2부와 제3부에서

는 통계 패키지를 이용한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