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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형평성학회는 보다 학술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호부터 <시선> 꼭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내외에 발표하였던 연구를 압축적으로 소개하여, 
한 연구자의 연구 지향과 이에 따라 수행한 연구의 
개요를 쉽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논의의 마중물로 
구실하고자 합니다. 학회 회원 및 관심 있는 연구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고 문의: 출판편집위원회
            (kimyumi@dau.ac.kr)

 시선 (視線) 

천희란 (중원대학교 의료보건학부)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젠더와 건강'에 관한 논
문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인의 논문을 읽

어보라고 권하려니 부담스러워서 많이 미루었다. 학회 
뉴스레터에서 새로이 선보이는 섹션이므로 다음 호 선
생님들께서 더 좋은 구성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믿는다.

 

Paper 1.

Ÿ 제목: Understanding women, health, and social change: 
The case of South Korea

Ÿ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36(3), 
575-592. 2006

Ÿ 저자: Heeran Chun, Lesley Doyal*, Sarah Payne, 
Sung-Il Cho, Il-Ho Kim

번째 소개하는 연구는 한국 근대화 발전과정에
서 여성건강 추이를 살펴보고자 시작한 연구로, 

이차자료의 여러 건강결과 지표(평균수명, 자가평가건강
수준, 활동장애, 만성질병, 정신건강, 건강행태, 재생산건
강 등)를 사례연구 방법(Case study)에 근거하여 역사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4년 4월부터 일 년 동안 
필자가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pre-doc과정 방문연구원
으로 Lesley Doyal, Sarah Payne과 공부하며 정리한 글이
다. 보고서 수준의 초안을 멘토링을 통해 재구성하고 수
려하게 탈바꿈 해주신 레즐리 선생님께 감사하다(빨간-

펜 학습으로 수차례 고쳐주신 원고를 잘 보관해두지 못
해 참 아쉽다).

구결과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평균수명 등 건강수준도 현저하게 향상되
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독특한 유교문화
로 인해 높은 성차별이 존재함으로써 남자에 비해 여자
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니며, 가정에서는 과중한 
역할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남아있던 ‘여아낙태현상’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을 방증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화
적 차별과 불평등 요인은 여성 건강에 주요 장애요인으
로 분석되었으며, 한국 여성은 급속한 평균수명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만성질환, 정신관련 질환 및 
질병부담을 지니고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 남성에 비해 여성의 높은 유
병률과 높은 평균수명’은, 70~80년대 서구사회 많은 연
구결과에서 나타났던 건강상 ‘젠더 패러독스(gender 

paradox)’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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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2.

Ÿ 제목: Explaining gender differences in ill-health in 
South Korea: The roles of socio-structural, 
psychosocial, and behavioral factors

Ÿ 저널: Social Science & Medicine. 67(6), 988-1001. 
2008

Ÿ 저자: Heeran Chun, Young-Ho Khang, Il-Ho Kim, 
Sung-Il Cho*

번째 연구는 ‘사회구조적 젠더불평등이 여성의 
불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근거하여, 

한국 남녀의 건강차이를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
석하여 불건강에서 나타나는 젠더차이를 계량적으로 분
석하고, 사회구조적/행태적/사회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한국성인의 건강상 젠더차이를 만드는 기전으로 작용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K선생님 세미나를 
통해 접한 Van Oort 등(2005)의 논문을 읽으며 아이디어
를 얻고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자료에서 영국 등 
서구 유럽 결과와 달리 여성의 불건강이 일관적으로 나
타나기에 가능한 연구였다(해당 논문 표1 참조). 

구 결과 한국에서 자가평가건강(Self rated 

health)과 의사진단 만성질환에서 남자에 비하
여 여자의 높은 유병률이 모든 연령에서 일관적으로 관
찰되었고, 이러한 성별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교육, 고용상태, 우울증 등이 젠더차이를 크게 설명하
였다. 사회구조적 요인이 36%-76%로 가장 크게 설명하
고 있으며, 사회심리적 요인이 28%-39%, 행태적 요인이 
3%-29%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든 고려한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보정하였을 때, 자
가평가건강수준의 78%, 만성질환의 86%의 남녀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 고
용조건, 직업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성별 건강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에서 여성건강의 장애요인이 사회구조

적 요인이나 성역할 등 개선 가능한 요인에서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된 후속연구와 정책적 개입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무리 하며

녀차이인 젠더1)는 생물학적, 심리적, 행태적, 

사회 구조적인 경로를 통하여 건강과 질병을 
만드는 기전으로 작동하며, 젠더차이는 대부분 불평등과 
차별로 인하여 여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녀의 건강차이를 요약하는데 "Women get sicker but 

men die quicker" 즉, ‘젠더 패러독스’ 문구는 꽤 유용하
지만 최근 유병률의 젠더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다 
복잡한 양상이다. 90년대 이후 관련 연구는 건강의 젠더
차이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표하고, 연령이나 
질병별(age-specific, condition-specific)로 살펴야 한다고 
권고한다(Macintyre et al. 1996). 일부 학자들은 ‘젠더 패
러독스’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꺼린다. 유럽 연구에서
는 여자의 높은 불건강이 일정하게 관찰되지 않고 있으
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더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구방법론의 발전이나, 국가
마다 여성의 지위가 다르게 향상됨으로써 나타나는 결
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
되면서 유병률의 젠더차이는 줄어들고 있을까? 최근 한 
연구(Chun et al., 2012)는 1992년부터 2010년 ‘사회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자가평가건강에서 젠더갭의 추이
를 연령코호트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젠더로 인한 건강
불평등의 추이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젊은 연
령층에서 크게 줄어 2006년 이후 25-34세 연령에서는 남
녀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된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1) 남녀차이를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별(gender)로 

구분하면서 또 두 요소가 섞여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젠더=남녀차이로 통칭한다. 천

희란·정진주(2009)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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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젠더와 건강’ 이론의 중심이 되는 연
구 87편을 4권으로 묶어 최근 출간된 책 

“Gender and Health” (Hunt & Annandale, 2012) 일독을 권
하며, 소개 글 일부를 인용하며 마친다. “Gender 

inequalities in health provide a window to 

understand how the social world 'gets under the 

skin' and how human health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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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논설 (論說) 

노인틀니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형평성학회장)

리나라 국민은 한해 평균적으로 1.6회 정도 치
과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매년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7.4% 정
도의 가구만이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가구원 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8.3%로 가구 구성비보다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이들이 치과 방문에 지출하는 비
용은 어느 정도 될까?

민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월평균 1만원, 일 
년 12만원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고 치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로 제한하는 경우 월평
균 14.4만원을 지출하여 일년이면 172.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치과를 방문한 
가구는 월평균 47만원, 일년 평균 564만원의 치과의료비
를 지출한다. 

005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정책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총 진

료비도 크게 늘어났다(<그림>). 2005년에 비하여 2010년
은 총액으로 18조 8천억원이 증가하였는데 2005년에 비
해 76%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치과진
료비 총액은 3천5백억원 증가하여 2005년 대비 34% 증
가하는데 그쳤다. 2005년 무렵 본인부담의 크기, 위급성, 

치료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비용효과성, 해당질환의 환
자 수 등이 새로운 급여 확대 시 적용할 수용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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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었다. 이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준은 본인부
담크기로 0.27의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이런 원칙이 적
용될 경우 본인부담금의 지출 수준이 높은 치과분야 서
비스 일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로드맵속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진료비 총액에 비해 치과
분야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함으
로써 치과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보장성 확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5년 후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2001년 5%대에서 3.1%로 2% 이상 낮아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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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도별 총진료비와 치과진료비 비중 변화

과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자.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평균 63.6%이며 치과보장률은 

40%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는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표본조사방식으로 수
행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환자’들이 의료기
관을 방문하여 지출하는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100% 비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에서 제외하게 된다. 보장률 지표
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치과분야의 경우 
순수 비급여 환자는 1%정도 내외이나 교정, 임플란트, 

보철치료 일부가 보장률 산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
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회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관의 전체 수익에서 건강보험 급여수
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하이다. 이 결과를 뒤집어 
해석하면 국민들이 치과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지출하는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진료비 비중은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보장률이란 관점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보장률 보다 더 객관적인 수치일 수 있
다. 

리나라 국민들에게 ‘치과’는 정작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되고 ‘비싸다’는 인

식이 굳어져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치과서비
스 중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민사회에서 지
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노인틀니도 그런 것 중의 하나
이다. 노인틀니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오래
되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2009년 무렵이며 
2012년 7월 1일부터 무치악 환자인 75세 이상 노인에 대
하여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게 되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75세 이상 노인의 건강상
태를 고려해 보면 75세 이상 노인, 그 중에서도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는 일반적인 노인에 비하여 신
체 건강상태가 훨씬 허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틀니
는 5년에 한번 제공하는 것으로 평생 한번 제공하는 서
비스로 생각하면 맞다. 그렇지만 치과 보장률의 확대란 
측면에서 보면 노인틀니 급여화가 기여하는 몫이 상당
할 것이다. 

부는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장
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보다 본격적

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
의 급여확대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낮고 의료비 부담은 큰 실정이다. 

특히 치과의료서비스의 경우 생명과 무관한 질환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에서 하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다
수의 국민들이 치과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의료수가와 낮은 급여율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치과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회적 연
대에 기초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의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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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일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것조차 제
대로 확보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과치료는 질환의 치료와 재활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충치치료는 아픈 것을 치료하

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보철 치료를 반드시 필요
로 한다. 일부 치료 항목만 급여화 하고 나머지 보철치
료는 급여화에서 제외하는 것은 질환치료와 건강증진이
라는 건강보험의 목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인구고령화
와 함께 질병구조의 변화, 신의료기술 확산, 의료서비스
의 가격 상승 및 공급량 증가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다.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사
고로 건강보험을 재정립하지 않는 이상 목표 보장률 달
성을 어렵게 만든다. 20%대에 머물러 있는 치과의료서
비스의 보장률을 10% 높이는 것은 타 분야의 1% 보장
률을 높이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치과서비스가 20%대
에서 30%대로 보장률이 확대되면 1% 상승으로 국민들
이 느끼는 체감도도 훨씬 클 것이다. 이제 치과의료서비
스도 효과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인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끝)

 시론 (時論) 

핵산업계의 거짓말

김익중 (동국의대, 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몇 번의 사고가 일어났
을까? 한국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있고, 오래

된 것은 30년이 넘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653회의 사고 
횟수는 그리 적지 않다고 느껴진다. (과기부 산하의 원

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숫자를 믿지 않는다. 과거에 정부와 한수원이 
거짓말 한 사례들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사고가 발
생하더라도 법에 있는 대로 24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고
지하지 않고 숨겼던 사례가 많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

1) 1984년과 '88년에 월성 1호기 냉각수 누출 사고가 ’88

년 국정감사 때까지 은폐되었다.  

2) 1995년 월성 1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가 1년 뒤에
야 보도되었다.  

3) 1996년 영광 2호기 냉각재가 누출되었으나 몇 주 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졌다.

4) 2002년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관 절단으로 인한 냉
각수 누출사고도 단순 누설사고로 축소되었다.

5) 2003년 부안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예비
조사보고서’가 한 달간 미공개 되었다가  TV 공개토론
회에서 지적된 후 공개되었다.

6) 2004년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간 은폐했다.

7) 2007년 대전 원자력연구소 핵물질 3kg이 들어있는 우
라늄 시료박스가 소각장으로 유출된 사건이 3개월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지만 분실된 우라늄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

8) 2005년 경주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부지조사 보고
서는 4년간 은폐했다.

9) 2007년 12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당시 안전조
사 보고서는 공개를 거부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2011년 공개하였으나 그나마 복사, 사진촬영, 필사 등을 
금지하고 직접 와서 보는 것만을 허용하였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5,000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이다.

 

런 은폐사건들을 고려해보면 653회이라는 사고 
횟수가 성공적으로 은폐한 사고들을 제외한 숫

자임을 알 수 있다. 핵산업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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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감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번 사건에서 보도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태도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일
본정부는 멜트다운 사실을 세 달이나 지난 시점에야 인
정하는 등 수 많은 거짓말들을 세계인 앞에서 해왔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의 규모가 
체르노빌의 10배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자가 선정한 핵산업계의 4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1) 핵사고의 확률은 백만분의 1이다.

핵사고의 확률은 전 세계 442개 중 6개에서 발생했으니 
백만분의 1이 아니라 80분의 1이다. 퍼센트로 표시하면 
1.35%가 나온다. 이 확률은 원전 1개 당 핵사고 확률이
며, 한국에 23개의 핵발전소가 있으므로 수학적으로 계
산하면 한국에서 핵사고 확률은 약 27%가 된다. 체르노
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핵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할 확률
이다.

2) 핵발전은 경제적이다. 

정부는 이렇게 답만 내놓고 여태까지 단 한번도 핵발전
의 원가 계산공식을 내놓은 적이 없다. 수많은 환경단체
들의 요청이나 심지어 국회의원의 요청에도 한번도 이 
핵발전의 원가를 공개한 적이 없다. 핵발전의 원가는 국
가기밀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핵발전의 원가가 
싸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미
국 Duke 대학 교수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핵발전 원가
는 2010년부터 재생가능발전 중 가장 비싸다는 태양광 
발전보다 더 비싸졌다. 우리나라 전기가 싼 이유는 핵발
전의 원가가 싸서가 아니라 세금의 보조금 때문이다. 핵
발전을 위한 세금보조금은 앞으로도 10만년 이상 지급
될 것이다. 고준위폐기장의 관리비용은 앞으로도 10만년 
이상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3) 핵발전의 대안은 없다. 

이 역시 큰 거짓말이다. 핵발전의 대안은 있다. 탈핵을 
결정한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이 대안도 없이 이런 결
정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 이들 국가의 대안을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
이오매스, 수력, 지열발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현
재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
다.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은 전 세계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매년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반면에 핵발전은 1980년대 후반부 이후 
20년 이상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급속하게 그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
화를 살펴보면 재생가능에너지는 이미 발전 전체의 중
심에 자리 잡고 있다. 오히려 핵발전이 재생가능 발전보
다 더 적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의 대
안은 없다는 말은 사실 코웃음을 유발시킨다. 핵발전은 
필요악이 아니고 불필요악일 뿐이다. 세계 발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혀 주목할 필요가 없는 정도인 것이
다. 

4)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미국 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전리방사선의 생물학적 영
향 보고서(BEIR VII)에 의하면 방사능 피폭과 암 발생은 
비례하며, 역치가 없다고 결론이 나있다. 즉, 아무리 적
은 양의 방사능이라도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발생을 증
가시킨다고 결론이 나있는 것이다. 이 결론은 세계보건
기구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방사선방
호위원회(ICRP)가 함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과학적 연구결과를 두고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지금도 지속하는 것은 범죄에 속하다고 판단
된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기준치는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피
폭기준치를 20배나 높여버렸다. 그래놓고 기준치 이하로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소식 2012.04. (제16호)  (http://www.healthequity.or.kr/)

- 7 -

핵

이

오

피폭된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
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한 나라마다 음식에서의 방사
성물질의 허용 기준치가 들쭉날쭉 다르다. 그 이유는 이 
기준치가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 기준치가 마치 안전기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다. 기준치는 각 나라의 핵산업계와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이다. 전혀 안전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산업계는 거짓말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는 산
업이다.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산업
계는 국가기밀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반핵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짓말에 대한 
강한 분노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필자를 괴롭혀왔던 것은 우리나
라에서 핵사고가 발생할 확률 27%라는 숫자였다. 그 사
고확률을 제로로 낮추는 방안은 탈핵 밖에 존재하지 않
는다. 이 탈핵은 꼭 이뤄야 하는 목표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탈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독일, 스위스, 벨
기에 등이 가고 있는 탈핵의 길을 우리도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다. 

탈핵은 반드시 해야 하며, 또한 가능하다. 

(끝)

 서평 

모든 세대의 행복을 위한 돌봄의 순환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서  명: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지은이: 정진주 외
․출판사: 한울
․출판년도: 2012

책을 최초로 서점에서 구입한 독자 10인을 꼽
는다면 분명 내가 순위 안에 들 것이다. 과장했

지만 그만큼 기다렸던 책이다. 처음에는 마치 목이 타서 
맛을 모르고 한 번에 들이키는 음료처럼 읽어 버렸다. 

다 읽었다는 자신감에 흔쾌히 서평을 맡겠다고 하고서 
책상 앞에 앉았지만 사실 한 줄 서평을 쓰지도 못한 채 
여러 날이 지났다. 책상 앞에 앉을 때 마다 많은 사람들
의 얼굴이 스쳐지나갔고 그들과 내가 겪었던 수많은 일
들이 떠올랐다. 그때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지금 그
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안부가 궁금해졌다. 그들은 
내 아이와 내 가정을 거쳐 간 돌봄 노동자들이다. 

 늘도 예외 없이 낮 동안의 빈집을 채워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간식으로 
맞아주는 돌봄 노동자가 집에 있다. 필자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에 한계는 있겠으나, 이 책
은 돌봄노동의 노동환경과 권리문제를 짚고 대안을 살
펴보는 데에 있어서, 나 같은 전문직 여성 1인이 일상으
로 부딪친 돌봄의 한계와 문제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쓰
여 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보다 광범위한 독자층
에게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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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한 분야의 학자들은 여전히 “돌봄 노동”의 용어가 생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돌봄 노동에 대한 이해
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현황부터 차분히 논의
를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봄에 관한 내 관심의 출발은 노인을 돌보는 가
족간병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장기요양제도가 

사회적 돌봄으로 가족 간병의 부담을 나누겠다는 목적
을 내포하고 있지만, 비공식 간병인, 즉 가족 간병자의 
부담은 공적 요양보호 서비스로도 사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노년학자들은 가족 간병자들이 모두 일을 포기
하고 손을 놓는 다면 그건 아마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
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성 
역할 분리가 분명하였던 아시아 국가들에서 간병 부담 
무게가 가장 무거운 사람들은 여성 노인이다. 스스로 선
택한 적 없는 돌봄 역할이 여성 중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 역할의 중요성이나 가치는 저평가되
고 있다. 더불어 비공식 간병 지원을 위한 자원도 더디
게 개발되고 있다. 저자들은 집안에서 여성들이 무임금
으로 담당하던 다양한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인 돌봄 노
동이  이분화되어 가족 내 무임금과 사회의 유임금 체계 
속에서 노동으로 정착하지 못한 현황과 이유를 첫 장에
서 다루고 있다. 

 돌봄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
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진정

으로 부응하여 배려하고 보살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돌봄이 노동으로 자리를 잡을 때, 그 속에는 육
체적인 것과 동시에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이렇듯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결과물을 갖지 않고 관계의 정서
적 요소가 짙은 특이한 노동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내
가, 며느리가 하는 모성과 친밀성을 기본으로 하는 일상
과 매우 유사하다. 돌봄의 이런 특성 때문에 노동으로 

개념화하고 재평가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노동
으로 개념화되자마자 친밀감을 담보로 한 돌봄은 이제 
상품화되고 양극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상층회로 (금
융, 전문직, 자본의 순환)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하층
의 생존회로 (서비스직, 가사, 청소노동, 돌봄 노동직)가 
존재한다는 Sassen(2001)의 설명을 인용하며 젠더화된 
노동의 위계화를 다루고 있다. 하층 생존회로는 이주 여
성 노동자가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돌봄 노동은 여전
히 여성의 몫이다. “인종, 계급, 젠더에 기초한 글로벌 
계층화가 글로벌 노동으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다.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격차가 원인이 되어 이주를 시
도하지만, 이주한 이후에 이 격차는 인종, 젠더, 계급과 
맞물려 한층 더 심화된다.”

쳐지나간 얼굴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은, 목단강 하류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동생

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돌봄 노동을 하게 된 조선족 
여성이다. 도우미 알선 업체를 거치지 않고 – 알선업체
는 거액의 입회비와 교육비를 요구한다 - 아는 분의 소
개로 만나 3년을 함께 지내며, 이주 돌봄 노동자의 어려
움이 노동자 개인이 짊어지기에 너무 버겁다는 것을 절
실히 실감했다. 취업비자취득을 위해 나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다. 고용안정센터에는 ‘한국인 고용이 어
렵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는 사유서를 시간 차
이를 두고 여러 차례 제출했다. 한국인 고용 시도를 3회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외
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받는 일도 도가 지나치게 힘들
었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60세였던 그분은 중국에서 배
우자 사별 후 생계를 위해 한국에 왔다. 외로움에 일용
직 조선족 이주 노동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셨고, 그 이
후 그분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동거 남성은 자주 아팠
고, 의료비도 많이 지출했으며 임금은 6개월간 체불상태
였다. 그 분들의 어려움들은 고스란히 나의 어려움으로
도 이어졌다. 1인 근로자를 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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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 보험 가입과 법정부담금에 관한 안내문이 왔다. 가입
하면 그분에게 도움이 되려나 살펴보다가 법정부담금과 
개인부담금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안내문은 경고장으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빨간줄 그어진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재산압류장이 되어 
날아왔다. 부랴부랴 나는 4대 보험 가입 제외조항인 “가
사서비스업”임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결했다. 

사업자등록을 낼 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가사서비스업”임을 분명히 명시했건만, 늘 그렇듯 행정
은 일괄 처리라서 개별 예외사항을 무시하고 있었다. 건
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돌봄 노동자 가족의 의료비와 수
술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결국 고용주인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아픈 동거인과 동거인을 간병해
야 하는 그 분은 노동을 지속할 수 없었고 의료비조차도 
없는 딱한 사정이 되어, 결국 내가 부양을 해야 하는 수
준에까지 이르렀다.    

 부에서는 위와 같은 필자의 사례와 같이, 돌봄 
노동 다섯 가지 유형별로 의료기관 간병인, 재

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사, 지자체 가정도우미, 

입주가사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현실을 펼쳐보여 주었
다. 각 사례에서 맞닥뜨리는 노동 조건들과 다양한 현실 
문제들이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도록 질적 면접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방금 전에 읽은 주요 복지국가의 
돌봄 서비스 정책 및 현황과 자연스럽게 대비되면서, 앞
으로의 대안을 독자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저자들은 정기적으로 많은 시간 모여서 발표하
고 토론한 대안들을 독자에게 정리하여 주는 센스도 잊
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읽으며 여러 차례 무릎을 치며 공
감하는 쾌감을 얻었다.

봄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로 다시 눈을 돌
려서,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노동권 보장, 

돌봄 윤리를 포함한 철학적 검토가 3부에 소개되었다. 

간병노동자의 현재 법적인 지위와 행정 해석들, 이와 관
련된 판례와 결정례를 읽는 동안 간병노동 제도화의 필
요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특별히 고민해 보지 
않았던 독자들 조차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할 만하였다. 

“우리 각자는 타자의 보살핌에서 이익을 얻어온 한 인간
이며, 성인으로 성장할 때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물
론이거니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보살핌과 
배려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여겨져 왔다. 만약 각자가 
보살필 가치가 있다면 보살펴주는 사람 역시 그가 필요
로 할 때에는 보살펴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을 때의 나 역시 보살펴질 가치가 
있다.” 보살피는 사람을 보살피는 순환은, 간병자와 간병
수혜자 둘 간의 상호관계를 넘어서서 제3자가 포함된 공
정과 호혜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영
유아, 돌봄 노동이 시작되는 성인초기, 돌봄 노동이 집중
되기도 하고 돌봄이 필요해지기도 하는 중고령기, 이 모
든 세대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돌봄 노동이다. 사회적 돌
봄의 범위와 국가정책의 역할을 찾는 노력은 특정인들
에게만 주어지는 업무가 아니며,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공
감해 주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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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동향 
(2011.12~2012.03)

 기 명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다음의 목록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
간된 한국과 관련된 건강불평등 연구 논문, 학위논문 및 
단행본이다. 논문 검색은 해외에서 출판된 논문의 경우 
Pubmed에서는 Korea와  socioeconomic, inequality(ies), 

inequity, equity의 조합을 검색어로 이용하였다. 국내논문
은 DBpia, RISS에서 ‘불평등’, ‘형평성’ 그리고 ‘사회경제
적+건강’의 조합을 검색어로 이용하였다. 학위논문 및 
단행본은 마찬가지 검색어를 이용하여 RISS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폭넓게 활용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검색에서 빠진 DB의 경우는 다음 호에서 보충할 예정이
다. 

 
<학술지 논문>

Ÿ 김기태, 최송식, 박미진, 박선희, 고수희, 박현숙. 가
족구조와 심리사회적 요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 노인복지硏究. 2011;52(-):205-28.1. 

Ÿ 김동배, 유병선, 민정선. 노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건
강 수준 차이의 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2011;42(3):267-90.

Ÿ 김동진. 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외래 의료이용 및 의
료비 지출의 형평성 분석. 보건복지포럼. 
2012;183(-):76-89.

Ÿ 김민경.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011;18(12):101-29.

Ÿ 김순양, 윤기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별 건강불평등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12;15(4):31-57.

Ÿ 김지은, 조병희.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
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12;23(1):57-87.

Ÿ 김진구.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 연령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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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및 학위논문>

Ÿ 강선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행위
의 편차. 서울: 한양대학교; 2012.

Ÿ 고숙정. 노인부부의 치매지식, 자기효능감, 우울이 치
매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2.

Ÿ 고재영. 사회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한 건강행동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Ÿ 고정은. 지역사회 환경과 노인 우울의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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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모형 검증.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Ÿ 김성렬. YOPD(Young-Onset Parkinson's Disease) 환자
의 건강-질병 전환 경험.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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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조광덕. 계층의식과 가족으로 보는 건강불평등. 서울: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Ÿ 홍인옥.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및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서울: 삼육대학교 보건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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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Wilkinson RG, Pickett K, 전재웅. 평등이 답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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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학회 소식

1. 지난 행사

○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2012. 2. 16)

지난 2월 16일 2012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시민
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
는 신호성 신임학회장과 새로운 운영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학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하
였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진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무기획위원회:  김동진 위원, 송인한 위원, 오주
환 위원, 장숙랑 위원
  － 학술위원회: 기명 위원, 김명희 위원, 정혜주 위원
  － 출판․편집위원회: 김유미 위원, 박유경 위원, 정최
경희 위원, 허순임 위원

○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2012. 3. 23)

2012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3일 15시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2

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신호성 회장 외 기명, 김동진, 김명
희, 김유미, 박유미, 송인한, 장숙랑, 정최경희 위원이 참
석하였으며, 2012 춘계 학술대회 준비, 학술지 발간, 홈
페이지 개선 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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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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기획위원회 올림

2. 2012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2012년도 한국건강형평성 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를 당부드립니다.

  － 일시: 2012. 5. 25(금) 09:00~17:30

  － 장소: 중앙대학교 파이퍼홀(간호대학) 306호
  － 주제: 건강불평등과 중재연구
          (Health Inequality & Intervention Study)

  － 주요 발표자
    ․ John Lynch (Univ. of South Australia): Health 

inequality intervention in childhood: implication and 

practice in Australia)

    ․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방문보건사업의 
건강형평성 개선효과 평가
    ․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건강한 마을만들
기 사업’의 경험과 교훈

3. 건강 불평등 통계집 작성

작년에 이어 학회 출판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 불
평등 통계집 발간 모임’이 구성되어 두 차례 회의를 하
였습니다. 

 2012년 건강 불평등 통계집은 올해 춘계 학회에서 발
표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