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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 (論說) 

형평성 학회의 ‘의자 나르기’, 

그리고 젊은이의 고민

손정인 (회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한국 건강형평성학회 (이하, 형평성학회)의 작지만, 매

서운 회원들을 생각하니 이 글을 쓰기가 무척 부담스럽

지만, 술자리에서 나눈 필자의 고민들에 공감해준 일부 

선생님들의 눈빛을 기억하며 써내려갈 용기를 내어봅니

다. 여기서 ‘젊은이’라는 용어는 ‘후속세대’란 용어를 

대신하여 쓴 것인데, 연령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오해하

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가 형평성학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은 이화여

대에서 열린 2006년 12월의 정기학술대회였다. 그

때는 강당이 넓어서 잘 몰랐었는데, 이후에 열린 학술대회

나 워크숍에서는 형평성학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모습

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학생을 가르치는 종사상 

지위를 가진 선생님들이 의자를 나르는 광경이었다. 심지어 

강연 중인 연사도 모자란 좌석을 메우기 위해 의자를 나르

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목격하게 된 필자는 양가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학회의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권위의 해체(?)

가 즐겁기도 하면서, 이를 대체할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답답함을 느꼈다.

  연암 박지원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10대 후반의 박제가

가 당대 유명했던 연암을 찾아 갔더니, 연암이 나이도 거의 

제자 정도 밖에 안 되는 박제가를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이 맞이하면서 손수 쌀을 씻고 밥을 지어 술과 함께 상을 

차려 대접하였다고 한다. 이는 노(老)와 소(小) 사이의 엄격

한 위계가 존재했던 조선후기의 유교적 사회에서 무척 놀라

운 일이었을 것이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필자에게도 어

리둥절하게 느껴진 일화였다. 형평성학회에서 선생님들이 

의자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기도, 혹은 즐겁기도 

한 것은 이 일화가 연상되어서 일수도 있겠다. 

지만 문제는 다음 단계이다. 학문과 글에 대한 열

정을 중요시하고, 불필요한 권위를 해체하는 방식

이 박지원의 일화와 형평성학회의 의자 나르기 현상과 비슷

하다고 간주한다면, 그러한 파격적 접대 이후 박제가는 박

지원의 공부모임인 백탑청연(白塔淸緣)이라는 관계망에 들

어가 풍류와 세상이치의 담론을 함께 논하게 되지만, 아직 

젊은 형평성학회 참가자나 워크숍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흩

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달라진다. 

 물론, 사적 공부모임과 학회의 비교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고, 또한 현재 한국의 건강형평성 담론에서 보여주는 젊

은이의 주요 관심이 기술적 부분이라서 형평성학회의 확장

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은 관심이 있어서 형평성학회를 배회하면서도 결국 흩어지

고 마는 몇몇 젊은이들과 그들 및 형평성 관련 학문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형평성학회의 선생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가 실제 작동하는 관계망으로 엮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학회가 이런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건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래서 필자는 학회(學會, Conference)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았다. 우선, 국어사전을 검색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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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부

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라고 하였고, Oxford 사전에는 

‘a large official meeting, usually lasting for a few days, 

at which people with the same work or interests come 

together to discuss their views’라고 하였다. 한복희의 “우

리나라 학회의 학술정보 유통기능 연구” (1990)를 잠시 살

펴보니, 사회과학 학회 설립의 목적을 조사한 결과에서 연

구 (52.7%), 회원친목 및 정보교환 (24%), 발표 (11.6%), 

학술교류 (5.5%)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보건의료 관

련 몇 가지 학회 (형평성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행

정학회, 한국보건경제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의 회칙이나 

정관을 살펴보니, 연구․학문 발전, 연구발표, 토론회 개최, 

간행물 발간, 학술 교류 사업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다. 또한 

일부 학회에서 친목 (대한예방의학회)이 포함되어 있었고 

연구 활동 장려와 지원을 위한 젊은 보건행정 연구자상 시

상 (한국보건행정학회) 도 있었다. 

 회원친목이란 무엇일까? ‘친목’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느껴

지면서도 과연 이것이 젊은이에 대한 열린 관계망을 얘기하

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한복희 (1990) 가 지적

하듯이 권익단체로 향하는 과정의 회원 뭉치기, 그 이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사실, 필자의 고민에 조금 더 가까

운 것은 젊은 연구자상 시상일 것이다. 하지만, 시상처럼 단

지 연구 장려나 지원 목적을 넘어서서 젊은이들이 함께할 

장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틀거리는 없는 것일까? 아니면 

학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걸까?

 또 검색을 해보던 중 2008년 대한건축학회 회장 후보의 

출마 소견서를 발견했다. 그 내용 중에 “패기 넘치고 유능

한 전국의 젊은 회원들이 ‘내 학회’라는 애정을 갖고 열심

히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만들겠습니

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 중에 학술세미나, 강

연회, 워크숍 등 적극 지원 및 활성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뭔가 허전하였다.

 즈음되니 필자가 생각하는 학문적 관계망이 무엇

인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활발한 개인들의 모

임과 흩어짐의 단순 반복이 아닌, 통계자료로 비유하자면 

반복조사가 아닌, 패널조사처럼 건강형평성 부분에 관심이 

있는 몇몇 젊은이들(同志)이 모여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문적인 고민, 토론, 공부, 연구를 하는 관계망을 만들고, 

기존의 형평성학회에 있는 관계망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

는 모습... 그 정도를 이르는 것이다.

 결국, 학회란 것이 만나서 공부하는 모임이고, 그것이 조

금 더 발전하면 조직적인 학문적 관계망이 될 텐데, 그렇다

면 기존의 형평성 학회에 존재하는 학문적 관계망에 의자 

나르기를 함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새

로운 관계망으로 계속 엮일 수 있는 과정, 시스템은 형평성

학회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형평성학회의 선생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

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학회의 여러 형편상, 그리고 기존 

선생님들이 학문과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사정상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젊은이들을 묶을 학

문적 관계망의 틀을 고민하는 것은 한 편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기존의 선생님들과 우리 젊은

이들이 함께 해야 하는 몫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필자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어서 형평성학회를 배

회하면서도 결국 흩어지고 마는’ 젊은 동지(同志)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픈’ 길동무들

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젊은이의 시기를 먼저 거쳐 간 선

생님들의 노하우를, 그래서 젊은이들이 만들 수 있는 틀거

리에 대한 선생님들의 조언을, 그리고 기존의 틀거리와 통

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전략을 듣고 싶고, 그런 공간을 

형평성 학회에서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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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간

 시론 (時論) 

건강불평등의 ‘연구’를 넘어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

인 위원회’ 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

정혜주 (회원, 토론토대학 정치학과)

* 이 글은 2008년 8월 28일 필자가 프레시안에 기고

한 글을 바탕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난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런던에서는, WHO ‘건

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위원회’의 만 3년간의 활

동을 정리하는 워크샾이 열렸다. 지난 8월 28일 발간된 보

고서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이어 이번 워크샾으로 위원회 활동은 일단 일단락이 되었

다. 이에 즈음하여 영국의 저명한 의학저널인 란셋 (The 

Lancet) 또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특별호를 출

간했다. 또 이 워크샾에는 영국 총리인 고든 브라운 

(Gordon Brown)도 자리하여 국가적 과제로 건강형평성과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하니, 건강의 사회

적 결정요인이라는 분야, 혹은 건강에 대한 개념틀이 얼마

나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짐작할 만하다.

이번 위원회의 모토를 한마디로 하자면 “건강정책은 의료

제도 만이 아니다”가 될 것이다. 즉, 위원회는 우리가 숨 쉬

고 생활하는 사회 그 자체 - 즉 사회적 결정 요인–가 우리 

모두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

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비르효

(Rudolf Virchow)가 19세기의 인물이듯,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회적 요인에 관한 관심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재확인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옳은데, 말하자면 10

여 년 전 란셋의 편집자가 갈수록 개인적 수준의 위험요인

으로 경도되어 가는 것을 걱정한 예가 있었던 것이다.1,2) 그

는 생물학 중심의 역학에 우려를 표하면서 그 관심 분야를 

전쟁, 빈곤, 지구 온난화와 같은 세계적 문제와 건강과 질환

의 사회적 측면으로 돌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위원회 보

고서와 워크샾, 그리고 다양한 출판물 등을 통해 지금에라

도 국민건강은 건강 정책이나 의료 서비스의 개혁만으로는 

크게 개선되기 힘들고,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보건 정책을 넘어선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

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중요한 성과라 할 것이다.

단하게 위원회의 약사(略史)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위원회는 2004년 5월에 열렸던 제57회 

세계건강회의(World Health Assembly)에서, 고(故) 이종욱 

당시 WHO 사무총장에 의해 설립이 선포되었다. 위원장은 

영국의 역학자인 마이클 마못 (Michael Marmot)이 맡았고, 

위원으로 노벨상 수상자인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 (Amartya Sen), 이탈리아 출신의 EU 의원인 지오바니 

베르링구엘 (Giovanni Berlinguer), 칠레 전 대통령 리카르

도 라고스 (Ricardo Lagos) 등, 정책가와 연구자들이 참여

했다. 주요 연구 과정은 지식네트워크 (Knowledge 

Network, KN)라는 9개의 연구 집단에서 진행하였다. 각각

의 KN에 10명 내외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고용 관계, 아

동 발달, 세계화, 보건 제도, 도시 정책, 여성 및 양성 평등, 

그리고 사회적 배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각

각의 주제 영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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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하고, 이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정책

적 권고안을 내오는 역할을 수행했다. 위원들은 이 권고안

들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

A new global agenda for health equity

　Our children have dramatically different life chances 
depending on where they were born. In Japan or Sweden 
they can expect to live more than 80 years; in Brazil, 72 
years; India, 63 years; and in one of several African 
countries, fewer than 50 years. And within countries, the 
differences in life chances are dramatic and are seen 
worldwide. The poorest of the poor have high levels of 
illness and premature mortality. But poor health is not 
confined to those worst off. In countries at all levels of 
income, health and illness follow a social gradient: the 
lower the socioeconomic position, the worse the health. 
　It does not have to be this way and it is not right that 
it should be like this. Where systematic differences in 
health are judged to be avoidable by reasonable action 
they are, quite simply, unfair. It is this that we label 
health inequity. Putting right these inequities - the huge 
and remediabl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 is a matter of social justice. Reducing health 
inequities is, for the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hereafter, the Commission), an ethical 
imperative. Social injustice is killing people on a grand 
scale.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서문 중 발췌)

고서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유지되고 건강의 불

평등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돈, 권력, 자원

의 불평등한 분배에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위원회가 질

병과 불평등의 ‘원인의 원인 (causes of causes)’이라고 부

르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빈민, 여성, 실업자, 차별

받는 이주 노동자 등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

고, 불건강에 처하며, 개인적․사회적․산업 혹은 환경적 

측면에서 건강에 유해한 요인들에 노출되는 것은 바로 이러

한 ‘원인의 원인’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루는 이러한 근본적인 자원을 균등하

게 재분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좋은 소식은,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 중 

대부분은 오늘날의 기술적 및 재정적 수준에서 조절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

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국 내, 그리고 전 세계적

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혹은 

정치적 계획이 필요한 지에 대해 서술한다. 이러한 전략에

는 고용 형태와 업무 환경, 그리고 거주 환경의 개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좀 더 평등한 접근, 사회적 배제를 점차 완

화해 나가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실업 감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사회적 배제의 완화, 교육의 평등한 기회 확장, 주거 

및 근로 환경 개선과 같은 평등주의적 (egalitarian) 사회 정

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이 부분

에 투자하는 재정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소위 '사회적 자본'

이라는 것도 이러한 공적 사회적 투자가 있을 때에 향상되

는 것이다.

 나쁜 (?)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는 ‘한 세대 내에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

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바뀌지 않

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진

정한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한다. 의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먼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건강불

평등의 실증적 자료 축적을 넘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 

틀과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

만 사실 건강 형평성은 필연적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주요 정책 행위자인 

정당이나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 등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

제위기 상황 속에서 건강의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지금, 연구자뿐 아니라 주요 정책 행위자들

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를 위해서는 당연히도 국가적 수준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우선순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적 불평등의 증가보다는 감소를 지지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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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필요할 것이다.

* 주 (註)

1) The Lancet. Putting public health back into epidemiology. 

The Lancet 1997;350:229.

2) Westin S. Welfare for all - or only for the needy? The 

Lancet 2008;372:1609-1610.

 
(끝)

 서평 (4)

“건강불평등 어떻게 해결할까”

『What works in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pathways, policies  and practice through the 

lifecourse』

김유미 (회원,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What works in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 pathways, policies 

   and practice 

   through the lifecourse

․저자: Asthana S 

       Halliday J

․출판사: The Policy 

         Press (2006)

는 600장 분량의, 그것도 영어로 쓰인 책을 흥미 

하나로 탐독할 수 있는 깜냥이 못 된다는 것을 미

리 밝히고자 한다. 이 책에 대한 나의 이해의 상당 부분은, 

<건강사회연구센터>1)
가 건강불평등 연구의 최신 동향과 지

견을 소개하고자 기획한 번역 작업에 크게 기대고 있다.

 이 저작의 가장 큰 미덕은 나 같은 연구의 초심자에게 건

강불평등의 근거와 정책을 꼼꼼하고 충실하게 일러주는 것

이다. 저자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지견을 싣고자 노력하였고, 이 노력의 결과로 상

당히 방대한 연구근거의 집적을 보여주고 있다. 책의 상당 

부분은 생애초기 (early life), 아동기와 청소년기 (childhood 

and youth), 성인기 (adulthood), 노년기 (older age)로 생애

주기의 네 시기를 구분하여 건강불평등의 규모와 경로에 대

한 연구 근거를 망라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

행된 다양한 중재사업들과 제언을 담는데 할애되고 있다. 

정책과 사업을 다루고 있는 장마다 정리되어 있는 연구 근

거 수준에 대한 요약표는 단연 압권이다. 책의 목적과 지향

을 설명하고자 배치한 서론격의 내용을 통해서도, 건강불평

등 연구의 다양한 이론 틀에 대한 개론적 이해와 동향을 가

늠할 수 있으며, 영국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과 전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uisman

과 Mackenbach2)
의 지적대로, 이 저작이 담고 있는 내실 있

는 정보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 책의 제목을 ‘건강불평

등 문제의 규모,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한 경로, 이러한 경로

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 사업과 정책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로 풀어 쓰는 것도 좋을 듯하다.

러나 백과사전식 정보의 보고로서만 이 책의 가치

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아쉬운 일이다. 실제 이 책

에서 그 많은 연구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불평등

의 경로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

는 단초를 찾기 위한 것이며, 연구근거와 정책의 가교를 마

련하기 위해서이다. 영국에서 신 노동당 정부의 집권 이후 

정부의 보건정책에서 건강 형평성이 중요 목표로 채택되었

으나 여전히 생활습관과 같은 개인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중재사업도 개인의 행동변화에 집중되는 근원적 원인

(upstream cause)과 말단 원인 (downstream cause) 간의 긴

장,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활동을 통해 건강형평성의 의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여전히 취약하며 이를 위한 전략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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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련의 필요성 등과 같은 건강형평성 정책의 실행에 있어 해

결되어야 할 중요한 도전을 이 책은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이 생애과정 관점의 틀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것도 단

지 질병 인과론에 대한 최신의 이론적 지향을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 적절한 정책 설정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의식을 

견지하고 건강불평등 이론, 정책, 사업 사이의 연계를 마련

하기 위한 설명 틀로써 생애과정관점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Tackling ~” 시

리즈와 같은 운율을 갖되,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What 

works?)’를 제목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인 목표를 제시하기 위함일 것이다.

 책을 통해 저자들이 체계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섬세하고 면밀한 시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결국 어떤 종류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는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보여주

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기 보다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하여 연구 근거의 활로

를 찾아내고자 한 반대급부로 영국이라는 한 국가에 너무 

매몰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굳이 지적하자면 한계

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불평등 연구와 정책에 있어 선두적

인 위치인 영국을 배경으로 논의를 깊이 있게 추적하는 것

은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 연구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건강사회연구센터>의 기획 세미나 등의 

작업을 통해 소개된 바 있으며, 곧 번역물로 출판예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측정과 인식의 단

계를 넘어서 건강형평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과 토의로 나아가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 되었으면 

한다. 

* 주 (註)

1) 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연구용역사업인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 사업의 수혜를 계기로 설립된 연

구센터. 국내외 건강형평 학술활동 및 연구, 취약계층 시민단체 

네트워크 건설,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 

수행 (http://www.hsrc.re.kr/) 

2) 2006년 Int J Integr care에 실린 Huisman M., Macenbach J.P.

의 서평 참조 (Int J Integr Care 2006 Jul–Sep; 6: e16)

(끝)

주목할 만한 논문 (5)
 

정최경희 (회원, 경희대의료원 산업의학과)

l 저자: Lawlor DA, Ebrahim S, Kundu D, 
Bruckdorfer KR, Whincup PH, Smith GD.

l 출처: Heart 2005;91:1086-87
l 제목: Vitamin C is not associated with coronary 

heart disease risk once life-course socioeconomic 
position is taken into account: prospective findings 
from the British women's heart and health study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다. 항산화물질이 심혈

관질환이나 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

된 결과들을 못 얻어오던 가운데, 한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가 2001년 3월 랜싯 (Lancet) 지(誌)에 발표된

다.1) 45-79세 성인 19,496명을 4년간 추적 관찰하여 혈장

의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 과 사망과의 관계를 연구

한 이 논문은, 혈장 아스코르브산 20μmol/L 가 상승하면 총 

사망이 무려 20%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아스코

르브산 20μmol/L 상승’이라는 것은 매일 과일과 야채 섭취

를 50g 늘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 귤 하나가 보통 

50g 정도이니, 하루에 먹는 귤 하나가 실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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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야채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

들을 제거하기 위한 보건학적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

리라.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후, 이번에는 항산화 비타민이 사망

을 감소시키지 못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한 논문이 실린

다.2) 이 연구는 흔히 가장 설득력이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randomized controlled 

trial)였다. 이 두 연구의 다른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

는가? 이에 대해 오늘 소개하는 논문의 저자들인 Lawlor 

등은 관찰연구에서 혼란요인이 적절하게 보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3) 앞서 혈

장 아스코르브산과 사망과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했던 코호

트 연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위치나 육체 활동 등에 대한 

보정이 전혀 (!)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소개하려는 논문에서 Lawlor 등은 동일한 ‘British 

Women's Heart and Health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실제로 입증해보여주고 있다. 저자들

은 혈장 비타민 C와 관상동맥질환 위험과의 연관성 사이에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가 혼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

히고자 했다. 결과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어떤 변수도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장 비타민 C가 15.7μmol/L 상

승할 때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0.88 (95% CI 

0.80-0.97)로 감소했다. 위에서 소개한 첫 번째 논문
1)
에서  

보정했던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역시 비타민 C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hazard ratio 0.90,  95% CI 0.82-0.99). 그

러나 생애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들을 보정한 후에는 (자세

한 방법은 논문을 읽어보시길) 비타민 C와 관상동맥질환과

의 유의한 연관성이 사라져 버렸다 hazard ratio 0.95, 95% 

CI 0.83-1.01). 생애과정에 걸쳐 누적된 사회경제적 역경들

의 숫자와 혈장 비타민 C의 농도는 아래의 그림처럼 유의

한 역(逆) 관계를 보였던 것이다. 

(본문 1086쪽에서 인용)

 이 논문은 역학연구에 있어 사회경제적 위치의 고려가 얼

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는 거의 모든 건강결과와 확고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

문에 건강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위치를 적절하게 보정해 주

지 않는다면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저자들은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뿐만 아니라 보정되지 않은 혼란요

인 (residual confounding)으로서 생애 사회경제적 위치 지

표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필자가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 공부를 대학원에서 시작

한 첫 학기 초반, 지도교수이신 강영호 선생님의 소개로 이 

논문들을 읽게 되었다. 아마도 새로운 마음으로 학문의 길

을 들어서고자 하는 학생에게 연구자가 빠질 수 있는 오류

에 대해 경계심을 심어주시고자 한 게 아니었나 싶다. 가지

각색의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학회의 계절에, 건

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라면 차분히 앉아 꼭 이 일

련의 논문들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학술잡지 지면을 통하

여 연구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 또한 쏠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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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국내 연구동향 (2008.7~10)

 학회 학술위원회  

올해 7월부터 10월말까지 발간된 국내 건강 불평등 연구 

논문, 책자 및 학위논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되었지만 

지난 번 검색 (7월 2일 검색)에 포함되지 못한 논문들도 포

함하였다. 논문 목록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의 주요 웹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PUBMED에서는 검색어로 Korea

와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의 조합을, 

KOREAMED에서는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를 사용하였다. 이들 웹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

았더라도 최근 발간된 주요 국내 공중보건 관련 논문집도 

검토하여 건강 불평등 관련 논문을 포함하였다. 단행본 책

자와 학위논문은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불평등

과 형평성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발간된 

논문의 경우, 오프라인 저널이 없는 경우만 목록에 포함시

켰다. 검색일은 11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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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학회 소식

1. 가을 학술대회 안내

정기 가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학회원들의 많

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 일시 : 2008년 11월 14일 (금)  09:00-18:00

l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08호 강의실

l 등록 안내

․사전등록: 홈페이지(www.healthequity.or.kr) ‘모임참가신

청 게시판’에 등록 후 참가비 입금 (농협 928-12-124533, 

윤태호)

․참가비: 일반회원 - 3만원 

         학생(전일제 대학원생, 전공의) - 2만원 

l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09:30-10:50 특강

  09:30-10:10  Measuring Equity in Health Financing: 

          Methodologies  & Technical Challenges

     - Ke Xu (WHO) 

  10:10-10:50  세계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10:50-11:0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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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3:00 심포지움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11:00-11:25 세계화와 건강불평등 - 김명희 (을지의대)

  11:25-11:50 무역자유화와 의약품 접근권 - 권미란

(AIDS 인권연대 나누리+)

  11:50-12:15 세계화와 노동자 건강 - 임준 (가천의대)

  12:15-12:40 세계화와 흡연 - 조홍준 (울산의대)

  12:40-13:00 종합 토의

․13:00-14:00 점심

․14:00-14:30 건강불평등 통계 발표

․14:30-17:50 자유연제 발표

․17:50-18:00 시상 및 폐회 

 

2. 지난 행사 및 운영위원회 활동

l 건강불평등 측정 워크샾

8월 29일 오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08호에서 제 3차 

‘건강불평등 측정 워크샾’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날 강사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8.8.29 건강불평등 측정 워크샾 

l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1.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실에서 우리 학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회의원 모임인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안전망 포럼 (가칭)’의 연구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의원들의 온라인 토론 결

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결정 사항: 학회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함

․결정 사유: 특정 정당 중심의 모임에 학회가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비판사회복지학회’와 ‘건강정책포럼’에서 가칭 ‘제1회 

보건복지 통합학술대회’를 제안하며 우리 학회의 참여 여

부를 문의해왔습니다. 역시 온라인 토의를 거친 끝에, 그 

의의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우리 학회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끝)

-  안내 - 

l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를 보니 이번 

소식지의 필자들이 모두 젊은 (?) 여성 연구자들입니

다.  연로하신 남성 연구자들의 글을 배척하는 건 아

닌데 어쩌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 오해가 없으

시길.... 소식지는 남녀노소 모든 회원들에게 열려 있

습니다. 학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알리고 싶은 

논문이나 책이 있으면 A4 1~2매로 글을 작성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는 1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발행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편집자의 따뜻한 감사의 마

음과 회원들의 관심을 전해드릴 뿐!!!  

l 근무처,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 (healthequity@naver.com) 이나 홈페이지 비밀

글 기능을 이용하여 변동사항을 알려주세요.

운영위원회 총무분과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