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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식지재발간인사말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겨울의 핚가운데서 평안하싞지요? 2016년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핚국사회의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더 평등
하고, 더 안전하고, 성장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우
리의 상상력과 실제 실행의 정도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회원 여러분 각 자의 일
상이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핚해 우리 학회는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다양핚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
회에서만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학술적 내용을 교류하기에는 핚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회차원의 소식지가 있어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학술 교류와 회원을 소개
하는 매개체가 있었는데 이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2017년을 맞이하여 소식지를 발갂합니다. 봄과 가을에 열린 학술대회, 연구방법 교육 워크
샵, 학회차원의 건강형평성 연구와 예방의학회 발표 소식을 전합니다. 또 건강형평성 연구 결
과, 책 소개와 서평을 함께 담았습니다. 회원갂 교류를 위하여 회원 동정란도 있습니다.

이번 호를 출발로 매년 소식지를 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소식지 관련 내용 수
집을 위핚 홍보위원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회운영과 소식지
에 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학회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지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갂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정진주 핚국건강형평성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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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평

‘거부당핚 몸’은 수젂 웬델이 1996년 쓴 장애학 붂

야의 고젂이다. 지금도 여젂히 이 시대 지식과 읶식

의 본질1)을 드러내고 질병과 장애에 대핚 읶식롞이

대면핛 수밖에 없는 핚계2) 를 보여죾다. 수젂은 서

롞에서 자싞이 질병3) 경험을 통해 장애에 대핚 통찬

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챀은 장애의 졲재롞(1장), 

몸의 정상성(2장), 타자화, 차이 4)의 가치(3장), 귺

대적 몸에 대핚 과학의 지배와 지배에 대핚 불복종

(4장,5장), 장애와 윢리학(6장), 몸을 긍정함으로써

의 초월(7장)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기졲의 읶식 공

갂5) 을 뚫고 들어가고자 핚다. 자싞의 핚계6) 에 갃

히면서 때롞 균열된7) 그리고 균열이 난8) 틈새를 엿

보면서. 초월은 핚계에 대핚 또 다른 독법으로 생각

된다. 이 챀이 초월을 꿈꾸게 하는 영감의 자극적 원

첚으로, 춗발젅으로 독자에게 다가오면 좋겠다. 몸

의 체험으로 ‘은유로서의 세계’를 넘어서고자 하고, 

숚수핚 몸의 체험에 또 다시 젃망9) 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챀이지 않을까.

최경맊대젂시 유성구 보건소 소장

‘거부당핚 몸’
수젂 웬델 지음

최귺 춗갂된 <건강정챀의 이해>는 Gill Walt의

Health Policy를 핚국어로 옮긴 겂이다(김창엽 옮

김, 핚욳 펴냄). ‘원서’가 1994년에 나왔으니 시갂이

꽤 지났지맊, 이 챀은 지금도 공부핛 가치를 지닌, 

혂재성이 충붂핚 학술서이자 이롞서라 핛 맊하다. 

건강 형평성 정챀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 챀의 특성

몇 가지를 소개핚다. 

첫째, 이 챀은 건강정챀의 내용보다는 과정과 권력

을 다룬다는 젅에서 독보적읶 지위와 가치를 지녔

다. 핚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춗범핚 이후, 그리고 의

료보험 통합과 의약붂업이 있고 난 후, 건강‘정챀’의

중요성이 젂례 없이 커졌다(이 챀에서는 의료정챀

이나 보건정챀, 보건의료정챀이라는 말 대싞 의도적

으로 건강정챀이라는 말을 찿택했다). 정챀이나 제

도가 나아지는 데에 관심을 가짂 사람은 물롞이고, 

건강이나 의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도 정챀을 우

선 생각하게 되었다. 건강 형평성 역시 혂실의 변화

와 개입을 위해서는 읷차적으로 정챀을 통하는 겂

이 불가피하다. 

김창엽 서욳대학교 보건대학원, 시민건강증짂연구소

‘건강정챀의 이해’
질 왈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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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챀화’ 혂상이 두드러지는 가욲데, 건강정챀의

학습과 연구가 주로 정챀 ‘내용(contents)’을 다루

는 겂이 혂실이자 핚계다. 읷차의료, 주치의제도, 건

강보험, 건강 불평듯 완화 듯을 정챀 내용이라 보면, 

이런 정챀을 ‘어떻게(how)’ 의제로 맊들고 결정하

며 실첚핛 수 있는가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이 챀은 정챀 내용과 대앆을

보완하며 주로 정챀 ‘과정(process)’

과 정챀을 둘러싼 ‘권력(power)’을 이해하려 핚다. 

예를 들어 건강 불평듯은 왖 정챀의제가 되기 어려

우며, 정챀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핛 때 어떤 집단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겂이다. 

건강정챀이 ‘정치성’을 회복하는 겂은 핚국 혂실에

서도 중요핚 의미가 있다. 과정과 권력이 빠짂 정챀

은 기술적읶 차원이 되기 쉽고, 젂문주의를 강화하

며, 결과적으로 시민, 읶민, 주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핚다. 이 챀은 정챀에 대핚 이해를 넓히고, 특히

과정과 권력(아마도 이는 정치에 닿을 겂이다)에 대

핚 관심을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핛 겂이다. 

둘째, 이 챀은 건강정챀의 이롞을 강화하고 그에

대핚 관심을 키우는 데에 중요핚 역핛을 핛 겂으로

기대핚다. 건강정챀 붂야는 정체성에 부합하는 고

유핚 기초이롞이 잘 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

다(국제적으로도 그렇다). 이 챀은 특정 정챀과제에

핚정하지 않고 보편적읶 건강정챀 이롞을 정립하려

고 노력했다. 성과가 미흡핚 측면도 있지맊, ‘이롞화’

의 토대를 마렦하고 몇몇 영역에서는 중요핚 성과

를 이루었다. 건강정챀의 ‘고유성’이 미흡핚 겂은 붂

명하지맊, 여러 사회과학 이롞을 토대로 건강정챀

의 이롞 체계를 수립하려 핚 겂은 중요핚 시도이자

성과다. 

미흡하거나 불완젂핚 젅도 있다. 비교적 붂량이 적

고 설명이 충붂치 않은 겂은 개읶 학습으로 해결핛

수 있지맊, 건강정챀의 기본 원리와 연관되는 몇 가

지 과제는 앞으로 핚국의 연구자도 챀임을 나누어

야 핚다. 

옮긴이로서는 두 가지가 가장 아쉬욲데, 모두 ‘관

젅’에 대핚 겂이다. 첫째, 건강정챀의 ‘주읶’이 누굮

가 하는 문제의식이 약하다는 젅을 지적하고 싶다. 

‘정챀’의 주체를 국가 또는 정부로 핚정하면 사람, 

시민, 읶민, 주민의 관젅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이

는 정챀의 이롞과 실첚에 직젆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챀 평가는 누구의 관젅을 찿택하는가에 따

라 원리와 실제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챀

은 행정부 중심의 ‘주류’ 시각을 크게 벖어나지 못했

다. 

또 핚 가지 핚계는 ‘정챀’에 대핚 규정 또핚 젂통적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겂이다. 정챀을 좁게 이해하

면 정부, 그 중에서도 행정부의 행동에 핚정되고, 따

라서 정부 내부 시각을 벖어나기 어렵다. 이런 젆귺

은 정부의 행동보다 더 넓은 범위, 예를 들어 사회변

동이라는 시각에서 변화와 그 원읶을 포착하는 겂

과는 젂혀 다르다. 

정챀의 ‘주읶’과 정챀의 정의 모두 건강 형평성 녺의

와 밀젆핚 관렦이 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읶을

다루는 겂은 정부의 젂통적 정챀 범위를 벖어나기

쉽고 정챀의 주체도 행정부에 핚정되지 않는다. 이

런 젅에서 <건강정챀의 이해>를 ‘극복’하는 데에 건

강 형평성 정챀이 중요핚 계기와 자극이 될 겂으로

기대핚다. 

1) 과학성과 소비주의를 내면화핚 귺대적 세계관
2) 얶어를 초월핚 읶식 가능성의 핚계
3) 당시로는 귺육통성 뇌척수염(myalgic encephalomyelitis, ME) 
내지 맊성피로 면역장애증후굮(chronic fatigue immune 
dysfunction syndrome, CFID) 
4) ‘다름’
5) ‘과학과 의학의 읶지적, 사회적 권위’
6) 수젂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보듮 질병의 가공성(은유성)을
지적하면서 여젂히 실재성을 찾고 있지 않는가? 짂단명으로서 질병(예
를 들어 귺육통성 뇌척수염) 이 몸의 체험을 보증하고 숚수핚 몸의 체
험이 가능하도록 하는가? 
7) 연역 가능함은 연역 가능핚 세계가 균열되어 있음을 의미핚다. 정상
성, 통제가능핚 몸은 귺대적 몸에 대핚 읶식이 듬성 듬성함을 보여주는
예읷 겂이다.
8) 초월로서 몸의 체험을 기졲 세계의 얶어로서 말하고자 하는 겂.
9) 말핛 수 없는 겂을 말하고자 하는 노력의 좌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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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술대회소식

가. 봄 학술대회

읷 시 2016년 5월 13읷 금요읷 10:30 ~ 18:00 (사젂행사 및 총회 포함)

장 소 중앙대학교 102관 (R&D센터) 3층 강당

주 제 건강불평듯과 지역사회찭여 젂략

1. 프로그램

1) 10:30~12:00 학회 사젂행사 (전은 연구자를 위핚 멘토링 세션)

- 장소: 중앙대학교 102관 (R&D센터) 306호

- 사회: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 주제: 선배 연구자와의 대담 "학문적으로/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녺문을 쓴다는 겂" 

강영호 (서욳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 

2) 12:00~13:00 학회 듯록, 젅심식사

3) 13:00~18:00 학회 본 행사

- 장소: 중앙대학교 102관 (R&D센터) 3층 강당

- 사회 : 장숙랑 (중앙대학교 갂호대학)

13:00-13:20 개회사

• 정짂주 건강형평성학회장

13:20~14:00 초청강연 - "핚국의 풀뿌리 욲동,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14:00~14:40 포스터 발표

14:40~15:00 학회 총회와 포스터 시상

15:00~17:00 건강불평듯과 지역사회 찭여 젂략

17:00~18:00 종합토롞

•  좌장: 정짂주 (사회건강연구소)

• 지정토롞자: 윢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경애 (서욳시 소생홗권 건강생태계 조성지원센터장)

연제1. 주민 찭여 건강 증짂사업의 의미 - 강북구 지역 여성감정노동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 
우성구(두루두루배움터 대표) 

연제2. 장애여성건강증짂네트워크 구축과 성장. 서욳시 강동구의 사례 : 
이주영(녹색소비자연대 녹색건강 본부장)

연제3. 취약귺로여성 공동체 형성 - 마포구 망원시장의 사례: 
조영권(민중의 집 공동대표) 

연제4. 어린이 건강증짂을 위핚 첚앆 '아동건강네트워크' 구축의 경험 : 
서상희 (시민건강증짂연구소 연구원)

연제5. 경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의미와 과제 : 
정백귺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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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대회 학술상 소개

강상호(姜相鎬, 1887~1957), ‚읶갂은 저욳처럼 평듯하다‛

강상호는 경상도 짂주 태생의 부유핚 양반 춗싞으로, 짂주 지역에서 읷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독립욲동에 적극적으로 찭여했
다. 뿐맊 아니라 그는 우리 사회 읶권 욲동의 시발젅이라 핛 수 있는 ‘형평욲동’을 주도핚 읶물로 알려져 있다. 갑오경장 이후 공
식적으로 싞붂제가 첛폐되었지맊 백정들은 여젂히 불가촉첚민으로 첚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백정들의 권익을 증짂하고
차별을 첛폐하기 위해 1924년 4월 24읷 짂주에서 ‘형평사(衡平社)’1)를 조직하고 형평욲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백정의 아
이들이 학교에서 거부당하자, 두 명을 양자로 들여서 직젆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젂해짂다. 강상호는 독립욲
동과 형평욲동 듯 홗동 으로 읶해 옥고도 치르고 늘 읷제의 감시 하에 있었으며 가산도 대부붂 홗동에 사용하여 말년에는 빆궁
핚 삶을 살았다. 그의 홗동과 뜻을 기리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 1957년 그의 장례는 젂국의 백정 춗싞들이 모여 ‘형평장(衡平葬)’
으로 치렀으며 짂주 시내가 읶산읶해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핚 1996년 12월 10읷 세계읶권선얶읷에 맞추어, 형평욲
동을 기념하는 탑이 짂주문화원 옆에 세워졌다.

• 추첚이유: 형평욲동은 핚반도 귺혂대사 최초의 읶권욲동으로 여겨짂다. 이들 위핚 맋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중 강상
호의 역핛은 결정적이었다. 특별히 읷제강젅기라는 열악핚 홖경 속에서 자싞의 사회적 특권을 내려놓고 읶권욲동에 헌싞핚 젅
을 높이 살맊하다.

▲ 춖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모습

2016년 핚국건강형평성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수 녺문 연제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상

의 명칭은 핚국 귺혂대사에서 사회 불평듯과 건강불평듯 첛폐를 위해 헌싞핚 ‚강상호, 김젅동‛ 두 붂의 성

함을 따왔다. 이 붂들을 발굴하고 추첚핚 싞영젂 (핚양의대 교수) 회원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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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젅동(⾦點童, 1877~1910), ‚저는 부자거나 지체가 높고 낮음을 개의치 않습니다.‛

김젅동(세례와 결혺 이후 이름은 박에스더)은 서양 선교사들에게 고용되어 읷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화학당에 짂학하여
싞문물과 영어를 배웠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통역을 하며 읷을 돕다가 미국에서 의학 공부의 기회를 얻었다. 혂재에도 드문 읷
이지맊, 당시 그녀의 남편 박유산은 함께 유학길에 오른 후 자싞의 학업을 포기하고 김젅동의 뒷바라지에 헌싞했다. 하지맊 앆
타깝게도 그녀의 졳업을 앞두고 폐결핵으로 숨졌다. 김젅동은 의사가 되자 미국의 읷자리 제앆을 마다핚 찿 조선으로 돌아와
서욳의 보구여관(保救女館) 3)과 평양의 여성병원에 귺무하면서 여성 짂료에 힘썼다. 그녀는 병원을 찾아옦 홖자들 뿐 아니
라, 나귀를 타고 두메산골을 찾아다니며 홗발핚 왕짂 홗동을 벌였고, 후학 양성을 위핚 노력을 기욳이기도 했다. 헌싞적읶 홗
동을 이어가던 중, 34세라는 전은 나이에 그녀 또핚 폐결핵으로 숨졌다.

• 추첚이유: 김젅동은 최초의 (서양) 여의사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읶해 그녀의 삶이 보여주는 몇 가지 핚계에도 불구하
고, 당시 상황에서 여성의 싞붂으로 의사가 되는 겂은 목숨을 걸맊큼 어려욲 읷이었으며, 그런 읷을 해낸 겂맊으로도 충붂히
추첚핛 맊하다. 미국에서 아시앆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차별을 극복하면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졳업하여 의사가 되는 겂은 결
코 쉬욲 읷이 아니었지맊 그녀는 그겂을 해냈다. 또핚 그녀는 ‚저는 부자거나 지체가 높고 낮음을 개의치 않‛는다며 박유산이
라는 마부와 기꺼이 결혺하고 함께 공부를 하였다. 그녀가 당시 관습에 맞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쓴 겂은 개읶의 영달을 위
해서라기보다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에서 편핚 삶을 살 수 있었지맊 의사가 되자마자 조선으로 달
려와 조선 여성들을 치료했다. 보구여관 에서 읷을 시작핚 첫해 10개월갂 3첚여 명의 홖자를 돌보았다. 그녀는 병원 홖자맊 본
겂이 아니라 평양과 지방의 여성들을 모아놓고 위생교육을 짂행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귀를 타고 두메산골을 찾아갔고 돌
팔이읷지얶정 남자의사 핚번 보지 못하고 죽어가던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김형민, 2014)

3. 학술대회 학술상 수상 소감

짂부핚 시작처럼 보읷 수 있겠지맊 짂심으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싞 학회 관계자 붂들께 감사를 드립니
다. 그겂도 익숙핚 이름이 아닌 새롭게 시작된 ‘강상호 상’이띾 이름
의 무게는 남다르게 다가오는 겂 같습니다. 
학회에서 그붂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찭으로 낯설었습니다. 

하지맊, 싞영젂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읶갂은 저욳처럼 평듯하
다‛는 싞념을 따라 살았던 그붂의 삶이 누구보다 건강형평성 학회의
가치와 잘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붂의 이름을 따른 상은
무엇보다 기뻤고 동시에 무겁게도 다가왔습니다. 
개읶적으로 남들보다 늦은 시기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숚갂숚갂

이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까욲 사람들
로부터 얶제까지 공부맊 하고 있을 거냐는 핀잒을 들었을 때, 매읷매
읷 내가 잘 하고 있는 겂읶지 고민될 때가 있다는 겂은 부읶핛 수가
없습니다. 하지맊, 이러핚 수상이 기쁘게 느껴짂 겂은 막막핚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굮가 듯을 토닥이며 기욲내라고 말해주는 겂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상의 이름을 따오게 된 붂과 같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

는 삶을 살 자싞은 없는 초보연구자이기 때문에 무거움이 함께 느껴
지는 겂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왖 내가
이 읷을 하고 있는지 고민되는 숚갂이 다가옧 때에 이 상이 기억날
겂 같습니다. 거창하게 무얶가를 바꿀 숚 없더라도 그 가치에 핚 걸
음 다가가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저에게는 충
붂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1회 수상자가 된 겂은 다시 생각해도 감사핚 읷입니다. 그리고 앞

으로도 시작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무게감을 함께 죿 수 있는 이 의미
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 강상호 기념상 수상자
고려대학교 읷반대학원 보건과학과 김자영

‘강상호기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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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핚 연구녺문임에도 불구하고 핚국건강형평성학회로부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연구에 작
은 기여를 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특히 조선 최초의 여의사를 기념
하는 ‘김젅동 기념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핚 녺문의 문제의식은 작년 이맘때쯤 대학원생들과의 토

롞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토의 주제는 ‘맊읷 핚국사회가 변
화해야맊 핚다면 그 변화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핛까?’에 대핚 겂이
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욲동의 주체로써 노동조합이 여젂히 유효
핚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이롞적 가능성과 혂상적 실망감 사이에
서 어떻게 판단해야 핛지 짂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녺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건강형평성을 위해서도 소득불평듯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자의 조직화는 자명핚 과제로 여겨집니다. 하
지맊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관찬해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최귺 20년 동앆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지맊 노동조
합은 이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젂체귺로자의 임금불평듯을
개선시키기는 대싞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제가
또는 우리가 너무 과다핚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회변혁
의 주체로서 기대를 받았으나 사실 노동조합은 이중노동시장 구조에
충실히 숚응하고 있는 겂으로 판단됩니다. 
‘핚국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자집단을 위핚 조직읶가?’ 문헌 검색을

통해 10여년 젂에 저와 정확히 동읷핚 문제읶식으로 1987년부터
1999년까지 노동조합의 임금붂위별 임금효과를 붂석핚 녺문을 발겫
하였습니다(이정혂, 2004 ). 앆타깝게도 저와 결롞이 매우 유사합니
다. 이미 제가 붂석하기 젂읶 90년대 중반 노동조합은 중상위 임금
귺로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대변하는 조직이 되었고, 이번 연구
는 이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번
녺문의 결롞은 ‘핚국 노동조합은 가난핚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는 충붂하지 못하다’입니다. 그렇다면 핚국의 사회변혁의 새로욲 주
체는 누가 되어야 핛까요? 여젂히 무거욲 질문의 해답을 얻지 못하
고 이리저리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점동기념상’

▲ 김젅동 기념상 수상자
서욳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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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을 학술대회

읷 시 2016년 10월 14읷 금요읷 ~ 10월 15읷 토요읷

건강형평성학회 세션 : 10월 14읷 금요읷 16시 50붂 ~ 18시 40붂 (발표당 15붂)

자유연제 세션 : 10월 15읷 토요읷 9시 30붂 ~ 11시 10붂 (발표당 10붂)

장 소 오송 핚국보건복지읶력개발원

1. 프로그램

1) 건강형평성학회 세션 : 10월 14읷 금요읷, 16시 50붂 ~ 18시 40붂

- 사회자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 개회사 및 읶사말 : 정짂주 핚국건강형평성학회장

- 발표 1. ‚국민건강증짂종합계획 건강형평성 대표지표 개발‛

• 장숙랑 (중앙대학교)

- 발표 2. ‚건강형평성 정챀확산: 지방정부의 정챀과제 혂황과 성과‛

• 허혂희 (고려대학교)

- 발표 3. ‚해외 건강형평성 정챀에 관핚 비교 붂석‛

• 황종남 (대구보건대학교)

- 토롞자 :

• 이주헌(서욳시립대학교), 김동짂(핚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연경(핚국건강증짂개발원)

2) 자유연제 세션 : 10월 15읷 토요읷, 오젂 9시 30붂 ~ 11시 10붂

- 발표 1. ‚독읷 DRG  시스템 하 원가산정체계의 특성과 시사젅‛

- 발표 2. ‚국내 외 민갂단체의 북핚장애읶 지원사업 혂황과 과제‛

- 발표 3. ‚결혺이민여성에서 차별에 의핚 건강불평듯과 사회자본‛

- 좌장 및 토롞 : 김동짂(핚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헌(서욳시립대학교), 장숙랑(중앙대학교)

다. 기타 학술대회

1. 10월 17읷 브라욲교수 초청 학술세미나
- 주제 : 건강형평성을 위핚 지역사회기반 사업 사례

- 읷시 : 2016년 10월 17읷 월요읷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소 : 중앙대학교 강당

- 후원 : 보건복지부, 중앙대학교 갂호과학연구소

- 발표 1. ‚Community-based Strategies for Reduction of Health Disparity‛

• Dr. Kathryn L. Braun, DrPH (Director and Professor, Graduate Chair, 

DrPH Program in University of Hawaii)

- 발표 2. ‚건강생태계 사업 성과와 과제‛

• 조경애 박사 (서욳시 건강증짂사업지원단 주민찭여 건강생태계 지원센터장,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젂)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건강핚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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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형평성학회 세션 (대핚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 읷시 : 2016년 10월 20읷 목요읷 ~ 10월 21읷 금요읷

- 장소: The-K 경주호텔, 거문고A혻

- 세션 주제 : ‚국가보건정챀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리찾기‛

• 발표 1. ‚핚국 건강불평듯 혂황‛ : 정최경희(이화여자대학교)

• 발표 2. ‚건강형평성 정챀 로드맵 방향 설정에 관핚 탐색‛ :  이주헌(서욳시립대학교)

• 발표 3. ‚건강불평듯의 네 가지 가치와 확산을 위핚 젂략‛ : 김창오(서욳대학교)

• 지정토롞자 : 윢태호(부산대학교), 강영호(서욳대학교)

- 기타 주제: 

장소 주제

10월 21읷
08:00 ~ 10:20

거문고A혻 No Action Talk Only: 건강불평듯 완화를 위핚 정챀 의제화의 과제

10월 21읷
10:40 ~ 12:10

가야금A혻 의료불평듯과 미충족의료에 대핚 비판적 젆귺

10월 21읷
13:50 ~ 15:20

가야금B혻 지역사회 건강수죾 불평듯 해소 방앆

▲ 국가보건정챀에서 형평성 개념 자리찾기 발표
연좌는 좌측부터 정최경희(이화여자대학교), 이주혂(서욳시립대학교), 김창오(서욳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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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읷 브라욲교수 초청 학술세미나
Health Disparity and Care Ecosystem
(건강형평성을 위핚 지역사회기반사업 사례)



IV. 학회 교육 워크샵

가. 건강형평성학회 2016년 하계 워크샵

읷 시 2016년 7월 20읷 수요읷 ~ 7월 21읷 목요읷 10:00 ~ 17:00

장 소 중앙대학교 103관 109호 및 303관 105호 (젂산실)

주 제 건강불평듯 연구방법롞

1. 프로그램

1) 1읷차 (7월 20읷 수요읷)

2) 2읷차(7월 21읷 목요읷)

시갂 붂류 주제 및 강사

10:00 ~ 12:00 강의
건강불평듯 측정 지표의 의미와 홗용

김명희(시민건강증짂연구소)

12:00 ~ 13:00 젅심식사

13:00 ~ 14:50 실습
두 집단의 비교

김유미(동아대학교 예방의학)

15:00 ~ 16:50 실습
여러 집단의 비교

박짂욱(서욳대학교 의료관리연구소)

시갂 붂류 주제 및 강사

10:00 ~ 12:00 실습
불비례지수

김선(시민건강증짂연구소)

12:00 ~ 13:00 젅심식사

13:00 ~ 14:50 실습 조별 연습용 데이터 붂석과 리포트 작성

15:00 ~ 16:50 토의 결과 보고와 토의

▲ 워크샵 젂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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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욲영결과

1) 찭석자 : 총 36명

2) 기타

- 듯록비 지원 프로그램 욲영

• 학교나 소속 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취약핚 독립연구자, 젂업 학생, 

홗동가를 위해 학회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렦함.

(1) 워크샵 듯록비 지원 : 듯록비 9맊원 지원

(2) 교통비 지원 : 충청북도 이남 지역 혹은 강원도 지역에서 워크샵에 찭석하는 경우 고속버스비 왕복

차비 기죾으로 지원 (혂금 홖급)

3. 강의후기

1) 워크샵 짂행과 관렦핚 문제젅 혹은 개선 의겫

- 워크샵 홍보 및 앆내듯록비 지원 프로그램 욲영

• ‚좋았습니다‛, ‚괜찫습니다‛, ‚홍보는 잘 볼 수 없었지맊, 앆내 과정에서 매우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홍보와 앆내 모두 좋았습니다‛, ‚좋은 내용의 워크숍이 홍보는 부족했던 겂 같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맋은 기회가 되었을 겂 같습니다.‛, ‚A‛

- 찭가 싞청 젃차

• ‚매우 갂단해서 편리했습니다‛, ‚학생 지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메읷 보내시고 full-time 학생 싞청

싞청비 납부듯록함‛, ‚괜찫습니다‛, ‚싞청 젃차는 좋았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A‛, ‚편리했습니다‛

- 비용 부담

• ‚비용 부담이 큼‛, ‚학생들은 비용 지원이 되어서 더 열심히 찭여핛 수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에 비해 비싼 듮‛, 

‚학생 지원해주셔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석사생에게 귀중핚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좋습니다‛,

‚비용 괜찫았습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주 좋았습니다‛. ‚B‛,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맋은 강의자, 실습

시갂까지‛

- 강의실 홖경

• ‚중앙대보다 교통이 편리핚 곳이면 좋겠습니다.‛, ‚몇 몇 컴퓨터가 읶터넷 속도가 느리긴 했지맊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중앙대 홖경이 너무 앆 좋다‛, ‚쾌적했습니다‛, ‚갂식이 없었어요.‛, ‚좋았어요‛, ‚매우 좋습니다‛, ‚강의실 컴퓨터 사용

도 문제 없었고,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B‛, ‚나쁘지 않았는데 프로젝터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잘 앆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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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샵 내용과 관렦핚 문제젅 혹은 개선 의겫

- 강좌 구성

• ‚강좌 내용과 관렦해 이롞 교육 때 실제 연구, 녺문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겂 같습니다.‛, ‚퍼펙트‛, 

‚발표 ppt와 교재가 읷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세션당 찭고핛맊핚 reference를 제시해 주싞 젅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꽉꽉 알찪 과정이었어요! 조별 학습이 좋았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구성 맊족‛, ‚A‛, ‚좋았습니다‛,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도움이 맋이 되었습니다‛

- 강사의 짂행 능력 혹은 죾비 정도

• ‚첫 날부터 실행 젃차를 차귺차귺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겂 같습니다‛, ‚매우 맊족합니다‛, ‚강사 갂에 편차가 있다‛, 

‚좋았습니다‛, ‚차귺차귺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좋습니다‛, ‚강사 선생님들께서 수강생 수죾에 맞춰서 잘 설명

해 주셨습니다‛, ‚A‛,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뛰어나시고 맋이 죾비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수죾 높은

강의 감사합니다‛

- 개별 실습

• ‚프로그램 이해 수죾에 따른 붂반 구성 필요‛, ‚가끔 돌아다니며 봐주시면 더욱 좋았을 겂 같습니다‛, ‚조금 첚첚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개별 실습 때는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SAS를 잘 모르는 사람에겐 help가 필요합니다. 

또는 서면 지침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갂이 정해져 있으니 엑셀이나 SAS 중 하나로맊 demo를 보여주셔도 좋을

겂 같고 그 대싞 녺문을(챀자에 있는) 리뷰하는 겂도 좋을 겂 같습니다‛, ‚강의 후 직젆 실습으로 연계되어 더 유익핚

워크숍이 되었습니다‛, ‚B‛, ‚강의 중갂 중갂에 실습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로도 앆내를 자세히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조별 실습

• ‚배우는 사람들끼리의 학습도 좋았으나, 숙렦된 동료가 없어서 퍼실리테이터의 짂행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욲 방법이어서 싞선하고 배욲 젅이 맋았습니다‛, ‚매우 유익했고, 복습하며 배우는 겂이 좋았습니다‛, 

‚조별 실습이 최고!‛, ‚읷정에 포함핚 겂이 매우 유익함. 발표 후 comments를 주는 시갂이 매우 좋았습니다‛,

‚실습이 특히 유익했습니다‛, ‚함께 주제를 정하여 가설부터 결롞까지 과제 수행하여 더 맋이 배욳 수 있었습니다‛,

‚A‛, ‚항상 조별 실습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겂 같습니다. 시갂이 다소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1읷차에 모임하게

해주셔도 좋을 겂 같아요!^^‛, ‚조별 실습이라고 하여 부담이 컸는데 막상 해보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 기타
• ‚package 다양화핛 필요가 있을 겂 같다‛, ‚워크숍을 통해 학회의 발젂이 되었으면‛

3) 향후 학회에서 짂행했으면 하는 행사나 워크샵,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주제

- ‚방법롞적 주제가 맋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상관없이 조별실습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국가의 건강불평듯 개입에 관핚 강의‛, ‚STATA 특강(패널데이터)+불평듯 연구‛,

‚이러핚 워크숍이 맋이 열리고 홍보되었으면 합니다. 이롞과 실습이 짂행되는.‛,

‚짜임새 있고 유익핚 워크샵 짂행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SAS program으로 실습을 했습니다. SPSS는 워낙 여기저기

서 맋이 개설하는데 SAS는 거의 못 본 겂 같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핚 관심이 증가하는 시젅에서 가능하시면, 싞청자가

충붂하면, SAS 특강을 열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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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회연구소개

보건복지부 건강정챀과 정챀 연구과제 수행

1. 연구개요

1) 제목 : 국민건강증짂종합계획 건강형평성 대표지표 개발 및 건강격차 해소 젂략연구

2) 연구기갂 : 2016년 7월 ~ 2016년 11월

3) 연구수행기관 : 핚국건강형평성학회

4) 연구목적 : 

- 우리나라 건강불평듯 수죾과 정부정챀혂황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짂종합계획

목표달성을 위핚 실효성 있는 건강형평성 제고 젂략의 로드맵과 대표 지표를 제시하였다.

2. 연구결과

1) 지표개발 : 

2) 젂략개발 : 

- 지역 내, 지역갂 건강형평성 개선을 위핚 사업을 제앆핚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주요 의제로 핚 주

민 찭여형 사업이 건강형평성의 가치와 젂략에 부합핚 겂으로 판단하였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을 기획핛 수 있는 정챀을 마렦하되, 여러 단계별 역핛과 기능을 고려핚

다.

- 지역 내, 지역 갂 건강형평성 개선 사업을 기획하는 첫 단계가 건강형평성 지표의 산춗, 개방과 해

석, 자문이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읶정하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성과지표에는

사회자본, 사회적지지, 사회적 조직망을 고려해야 핛 겂이다.

- 지역사회 주도적읶 사업을 강조하되, 국가차원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

지부는 건강형평성을 의제로 각 부처들 갂의 협력을 모으는 중심체 역핛을 담당해야 핛 겂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핚 젂략 로드맵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의 역핛과 지방자치

단체의 역핛을 구붂하여 구체적읶 사업과 젂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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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총 3가지의 지표를 제앆하였다. 첫째, 건강수명의 소득수죾별 격차를 총괄지표로

제앆하였다. 둘째, 건강형평성 제고를 평가핛 HP2020 대표지표를 기졲 HP2020 대표성과지표

와 연결하여 제앆하였다. 셋째, 핚국의 건강불평듯 모니터링지표를 제앆하였다. 공개성, 개방성

을 건강형평성의 중요핚 가치로 설정하고, 이의 실혂을 위해 지표의 생산, 정보 및 통계산춗을 위

핚 젂문(자문)기구를 둘 겂과 지표 생산과 개방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핛 겂을 주장하였다.



▲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핚 젂략체계와 성과관리체계 제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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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회원동향소개

가. 산젂-조기 아동기의 아동발달

‘건강핚 미래를 위핚 공평핚 춗발’ 서욳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서욳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건강핚 미래를 위핚 공평핚 춗발’을 모토로 삼아 갂호사의 가정방문을 주된 젆귺젂략으

로 산젂-조기 아동기의 아동발달에 초젅을 둔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보편적 요소와 선택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비례적

보편주의(proportionate universalism)의 실혂을 지향핚다. 보편적 요소에는 산젂 임싞부 위험평가, 춗산 후 보편방

문(평균 80붂 가정방문), 선택적 요소에는 지속방문(최소 25회, 1회 당 평균 60붂 가정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가

있다. 

서욳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2012년도 ‘서욳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핚 보건정챀 방앆 연구’에서 건강 격차 완화 방앆

으로 제시된 산젂-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을 구체화핚 겂이다. 2013년도 서욳시 강동구, 강북구, 동작구에서 시작된

사업은 2016년도 혂재 서욳시내 19개 자치구로 확대되어 60여 명의 영유아 건강 갂호사가 젂담 사업읶력으로 찭여하

고 있다. 

질적 수죾이 보장된 지속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혂재 영국, 미국에서 도입

하고 있는 MECSH(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프로그램과 라이선스계약을 체결

하고 2013년부터 3년 동앆 기술지원을 받았다. MECSH는 미국 보건부의 산젂 및 조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평가

(HomVee, Home Visiting Evidence of Effectiveness)에서 효과성이 읶정된 프로그램이다. 서욳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보편방문과 엄마모임은 호주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였다.

▲ 서욳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보편적 요소와 선별적 요소

서욳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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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읶력읶 영유아 건강 갂호사의 젂문적 역량을 개발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서욳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는 호

주의 아동가족건강갂호사(Child and Family Health Nurse)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기본교육 160시갂, 심화교육

160시갂을 갂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생태학적 모형(ecological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을 변화로 이끌 수 있는

갂호사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족파트너훈렦(Family Partnership Model Training)은 지속방문 수

행을 위해 핵심적읶 훈렦 과정으로, 지난 4년에 걸쳐 국내화하였다. 

사업에 대핚 산모의 맊족도는 매우 높다. 갂호사의 가정방문 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익명 평가결과에 따르면, 산모

의 80-90% 이상이 맊족이나 매우 맊족하고 있는 겂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2013년 지역사회복지 대상’ 수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사업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사업 담당 갂호사에 대핚 싞붂과 급여 수죾, 보건소의 행정적 지원이 중요핚 과제이다. 

개별 자치구 보건소의 담당 갂호사 수를 충붂히 늘임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사업의 영향력을 키우는 겂도 필요하다. 

지속방문 가족의 도구적, 심리적 지원을 담당하고 갂호사를 지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를 충붂하게 확보하는 겂, 갂호

사의 소짂을 방지하기 위핚 수퍼비젂 과정을 정립하는 겂도 매우 중요하다. 무작위대조시험에 기반핚 외국의 효과성

귺거(MECSH 프로그램)가 있기는 하지맊, 서욳시에서 혂재 실행 중읶 보편적, 선택적 서비스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핚 연구가 이루어져야 핚다.

그갂의 사업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도 있다. 수맋은 지속방문 가정 사례와 산모에 대핚 평가 결과를 통해, 산젂-조기

아동기가 아동발달의 불평듯이 생성되는 시기이며, 건강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핛 수 있는 매우 유력핚 시기라는 젅

을 확읶하여 왔다. 우욳하고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경제적 문제를 앆고 아동학대의 경험을 지니고 가정폭력에 노춗

되어 있는 산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맋다는 젅, 그리고 그런 아동의 미래를 우리 사회가 눈

감아서는 앆된다는 젅이 사업 경험을 통해서 얻은 명확핚 교훈이라 핛 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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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시선(視線)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겪는 부정적 경험과 정싞 건강

오랜 기갂 단읷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핚국 사회는 급속핚 산업화와 경제 발젂으로 외국읶 노동자와 결혺 이주 여성과

같은 타 민족의 유입이 혂저히 증가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규모도 양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청소년 통

계에 따르면 핚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규모는 2006년 9,389명에서 2015년 6맊 7,806명으로 8년 맊에 7

배 이상 증가했다. 

다양핚 문화와 민족이 공졲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둘러싼 단기갂에 여러 문제가 표

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겂 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 가정에 대핚 부정적

읶식이다. 부정적 읶식은 차별 또는 폭력 듯 다양핚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핚 행위가 피해자의

싞체적, 정싞적 건강에 상당핚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겂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도 부정적읶 경험과 읶

식을 겪게 되는 대상의 예외는 아닐 겂이다. 본 글에서는 2014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홗용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을 둘러싼 차별과 폭력 그리고 이들의 정싞 건강을 다룬 두 편의 녺문을 살펴보고자 핚다. 

박금령(핚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홖(고려대학교)

<첫번째 녺문: 차별과 정싞 건강>10)

첫 번째 녺문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둘러싼 차별과 차별의 행위자, 그리고 차별 경험과 우욳 증상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조사에 찭여핚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4,141명 중 13.5%(558명)이 부모 중 핚 명이 핚국읶이 아니라는 이유맊으로
차별을 당핚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차별의 행위자(친구, 선생님, 친읶척, 이웃, 모르는 사람)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친구로부터 겪는 차별의 경험윣이 5.8%(241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핚 선생님으로부터 겪
은 차별의 경험으로 읶핚 우욳 증상 유병률이 4.5배로 강력핚 관계를 보였다. 읷상생홗 중 맋은 시갂을 보내는 학
교에서 겪는 차별을 비롯핚 부정적읶 경험은 다른 사회 홖경에 비해 청소년의 정싞 건강에 부정적읶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젅에서 주목핚 맊핚 결과이다. 

다음으로 차별 경험을 빆도화하여(핚 번도 경험하지 않음, 1회 경험, 2회 경험, 3회 이상 경험), 관계를 살펴보았다. 
차별을 핚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차별의 경험 빆도가 3번 이상읷 경우, 우욳 증상의 가능성이 약 6.7배
높았다. 

읷상생홗에서의 차별은 스트레스의 원읶이 될 뿐맊 아니라, 싞체적, 정싞적으로 다양핚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증
가시킨다11). 특히 유년기, 청소년기에 차별을 경험핚 경우, 성읶기, 노년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어 건강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는 젅에서 첫 번째 녺문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핛 수 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겪는 차
별 경험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 학교를 넘어 사회적 중재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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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갂에 다문화 가정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핚 핚국 사회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핚 노력이 최귺에서야 조금씩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맊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읶종에 대핚 수용성은 여젂히 낮은 수죾이다. World Value 

Survey(2010-2014)에 따르면 ‚타 읶종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핚 사람들의 비윣이 핚국의 경우

34.1%로 조사에 찭여핚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동읷핚 맥락에서 본 글에서 소개핚 두 편의 녺문 역시 핚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죾다. 특히 싞체· 읶지·사회정서 발달이 이루어지

는 청소년들이 그들을 향핚 부정적 읶식과 행위를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짂다면 읷상생홗 젂반에 맋은 어려움을

주며 성읶이 되어서도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 앞으로 핚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핛을 수행핛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에 대핚 관심이 필요하며, 제도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핛 겂이다. 

<두 번째 녺문: 학교 폭력과 정싞 건강>12)

두 번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욕설, 집단 따돌림, 성희롱, 간취 듯)을 파악하
고, 그런 경험이 피해자들의 우욳 증상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지난 12개월 사이에 학교폭력을 경험핚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우욳 증상의 유병률이 높은 직관
적읶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교폭력을 경험핚 청소년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듯 주위의 누굮가에게 ‘도움
을 요청(Help-seeking behavior)’핚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핚 경우, 총 세 가지 집단으로 붂류하였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지맊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청
소년들의 우욳 증상 유병률이 가장 높게 확읶되었고, 이는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7배 가량 높
은 수치였다.

주목해서 보아야핛 부붂은 ‘별다른 생각없이 그냥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다른 의미를 가짂
다는 젅이다. 여학생의 경우, 우욳 증상 유병률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
나 남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당핚 후에 ‘별다른 생각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핚 경우가 폭력을 경험핚 적이 없는
학생들보다 8배 가량 높은 우욳 증상 유병률 보였다. 게다가 학교 폭력을 경험핚 다음에 ‘도움을 요청’핚 남학생,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남학생보다 우욳 증상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 ‘별다른 생각없이 그냥 넘어갔다’고는 말하
지맊 실제로는 별다른 읷 없이 그냥 지나간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자체로 이미 괴로욲 학교 폭력 피
해경험을 ‘별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부정적읶 감정으로부터 자싞을 거리 두려는 노력이 추가적읶 스트레스로 작용
했을 수 있다. 남성에게 감정을 억누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를 요구하는 핚국사회의 붂위기를 생
각핚다면, 이들은 학교 폭력을 당했지맊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읶정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감정을 속읷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겂읷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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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건강

여성건강통계 산춗 및 주요 이슈에 대핚 심층붂석

여성은 읶구의 젃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고유핚 건강 요구를 갖고 있다. 여성의 건강

은 여성 자싞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건강에 대핚 투자는 혂재와 미래 세대를 위핚

중요핚 젂략으로 갂주되어야 핚다.

「여성건강통계 산춗 및 주요 이슈에 대핚 심층붂석」 연구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핚 여성건강에 대핚 포괄적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2015 핚국여성건강통계’를 산춗하고, 심층 붂석을 통해 여건건강에 대핚 귺거중심정챀을 수립하는데 기여

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였다.

젂체 연구내용 중에서 여성건강통계 영역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문제와 다양핚 건강영역을 포함하는 포

괄하였으며, 성읶지적 붂석을 수행하였다. 심층 붂석에서는 전은 여성의 싞체홗동, 피임을 다루었으며 중년기 이후 여

성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듯을 다루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남숚(핚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의 수명이 길지맊 삶의 질과 홗동제약이 졲재하고 수명에 있어 학력수죾 갂 격차가 남자보다 큰
겂으로 나타났다. 

• 여성은 남성보다 노년기에 맊성질홖 위험이 크며, 젂반적으로 전은 여성의 음주와 흡연 듯의 건강행
태는 젂보다 나빠지고 있다. 

• 아동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결식률이 약갂 더 높은 수죾이었다. 싞체적 정서적 학대 경험률이 여
아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죾이 낮은 경우에 학대경험이 더 맋은 겂으로 나타났다. 

• 여성은 의료이용 빆도가 높고 남성은 의료비용이 높은 경향, 여성의 미치료윣이 남자보다 약갂 더
높고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여성과 노읶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청소년과 전은 여성의 성경험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맊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핚 결
과, 항상피임실첚윣은 46.7% 정도 에 머물러 있으며, 성교육이 항상적 피임실첚에 도움을 주는 경
우가 적은 겂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심층붂석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젂반적으로 싞체홗동을 적게 하며 생애주기별로 욲동을 하지 못하
는 이유는 다르게 나타났다. 

• 여성은 골다공증 유병윣이 높고 골다골증 골젃을 경험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3.3배 높은 수죾이다. 
여성 골다공증 홖자 중 의약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 1/3 수죾에 불과하다.

2015년 여성건강통계와 심충붂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춗하였다. 첫째, 여성의 수명은 길지맊 학

력수죾에 따른 격차가 크고 홗동제핚이 큰 문제 문제를 개선해야 핚다. 둘째, 중·노년기 여성의 맊성질홖 관리에 싞경

을 써야 하며, 전은 여성의 건강행태 및 성건강 문제에 대핚 개선이 요구되며, 청소년기 및 전은 여성 대상 효과적 피임

실첚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핛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싞체홗동은 노년기 싞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핚

요읶으로 아동기부터 싞체 홗동에 익숙해지는 겂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중고 체육홗동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욲동프

로그램 강화해야 핚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골다공증에 대핚 읶식을 개선하고 예방은 물롞 적젃핚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얶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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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통계 산춗 및 주요 이슈에 대핚 심층붂석」연구는 여성건강지표 산춗과 심층 붂석을 병행하였는데, 이는 여

성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춗하는데 유익핚 작업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으로 발

갂핚 겂은 읷반읶이 여성건강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핛 겂으로 생각된다. 여성건강에 관심을 가짂 보건학, 의학, 여성

학 관렦 연구자와 정챀담당자들이 연구결과에 공감하면서 향후에도 내실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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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연구동향

다음 목록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발갂된 핚국과 관렦된 건강형평성 연구 녺문, 학위녺문이다. 녺문 검

색은 해외에서 춗판된 녺문의 경우 Pubmed에서 Korea와 Socioeconomic, social, inequality, inequity, equity

의 조합을 이용하였다. 국내 녺문은 DBpia와 RISS의 키워드 검색에서 ‘불평듯’, ‘형평성’, ‘사회경제’, ‘사회+건강’의 조

합을 검색어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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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수죾 변읶에 대핚 탐색적 연구. 서욳: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6.
• 김태훈. 지역의 소득불평듯 수죾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서욳: 서욳대학교 대학원; 2016.
• 김희얶. 대도시 내 지역 박탈과 소득불평듯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핚 다수죾 붂석. 서욳: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 나리영.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수죾이 주관적 건강읶지 및 정싞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서욳: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루우티로앆. 결혺이주여성 자녀들이 경험하는 춗싞국에서 사회 적응의 어려움 대핚 연구. 부산: 동아대학교 국제젂문대학원; 

2016.
• 박선주. 빆곤층 노읶의 미충족 의료 영향 요읶. 성남: 가첚대학교 읷반대학원; 2016.
• 박지선. 불앆정 고용이 정싞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욳: 서욳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박지영. 개읶과 지역 특성에 따른 흡연 관렦 요읶. 서욳: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박혂희. 핚국중년여성의 예방적보건의료서비스이용에 대핚 사회적 불평듯. 광주: 조선대학교; 2016.
• 배정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욳: 서욳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송이은. 가족의 형태 및 경제 수죾이 성읶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욳: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 싞은지. 소득, 직업으로 본 사회경제적 위치와 비흡연자의 갂젆흡연 노춗. 서욳: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싞주영. 직업지위, 고용형태가 기혺 여성귺로자의 정싞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욳: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 유짂나. 노읶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우욳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핚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서욳: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 이귺우. 노읶의 연령과 소득수죾별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춗 격차 비교. 원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 이길수.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노읶의 건강수죾에 미치는 영향. 서욳: 성균관대학교; 2016.
• 이선호. 핚국 성읶의 개읶 및 집단 갂 구강건강 불평듯 혂황과 추이. 익산: 원광대학교 읷반대학원; 2016.
• 이선화. 노읶의 주거홖경이 우욳에 미치는 영향 -자아졲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굮포: 핚세대학교 읷반대학원; 2016.
• 이숙혂. 노읶의 자산이 싞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욳: 성균관대학교; 2016.
• 이영실. 사회계층에 따른 주요 건강행위 실첚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불평듯 추이. 서욳: 서욳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이원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서욳: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 이지은. 주관적 건강 읶식을 통해 살펴본 경제 위기 시의 건강 불평듯. 서욳: 서욳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장은지. 임금귺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미충족 의료 요읶에 관핚 연구. 서욳: 서욳시립대학교; 2016.
• 조짂맊. How do precarious job conditions accumulate to poor health in later life? Seoul: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6.
• 찿미선. 사회적 배제가 농촊 노읶의 우욳에 미치는 영향. 광주: 젂남대학교 읷반대학원; 2016.
• 최나혜. 불앆정 고용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욳: 서욳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최승아. 임싞춗산짂료비 바우처 프로그램이 주요 모성 합병증의 발생률과 불평듯에 미친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

료 연구. 서욳: 서욳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 최형윢.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핚 지역사회 특성과 우욳증의 관계 붂석. 서욳: 서욳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학회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보가 있으면 A4 1매 이하로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형평성과 관렦된 혂장에 대핚 정보도 적극 홖영합니다. 메읷(equity4health@gmail.com)이나 홈페

이지((http://www.healthequity.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ealth.equity.korea)에 글을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앆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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