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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형평성학회 소식 제7호 (2009.06)
KSEqH Newsletter

 논설 (論說) 

건강형평, 보건정책을 보는 관점과 지향

정소원 (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식지를 통해 학회에 하고 싶은 말을 쓰라는 부담

스러운 제안을 받고 적잖은 고민을 했다. 학회에

도움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에는 건강 형평에 대한 나

의 고민이 너르지도 깊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풋내기

연구자에게 원고를 맡기신 편집진의 깊은 뜻이 있으시리라

고 생각되어 어설프지만 당돌한 용기를 내어 보기로 마음먹

는다. 이 글을 통해 정책연구자로서 건강형평의 주제가 갖

는 개인적인 의미를 정리하고, 지난 5호 소식지에서 손정인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젊은이의 고민’을 이어갈 수 있었으

면 좋겠다.

강형평학회에 가입한 것은 2006년 말 즈음이다. 

그해 가을 보건정책을 공부하기 시작하며 처음 들

었던 강의 중 하나가 ‘건강형평 세미나’였다. 첫 학기의 각

오는 남달랐지만 사회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강의를 따라가

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강의 중 접했던 롤스의 정의론

이나 아마티아 센의 논문은 영어읽기의 어려움을 넘어서

‘형평’, ‘평등’, ‘불평등’과 같은 생소한 개념어와 친해져야

하는 부담까지 안겨주었다. 그 훈련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

만 돌아보면 보건정책을 공부하는 필자에게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정한 분배의 관점에서 보건의료를 바라보

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입장을 요구하는 공부과정에서 진지

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지만 현재 민간 연구소에서 의약품정책 연구를 하

고 있는 나는 아직 건강형평연구를 진지하게 접해

볼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다만 학회의 학술대회나 세미나

가 있을 적마다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학회지나 소식지를 꼼

꼼히 읽으려고 하는 편이다.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고 통찰

력 있는 연구내용과 방법을 보며 나의 연구의 밑천으로 삼

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약품정책과 건강형평이

만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도 있다. 

의약품은 의료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그

분배는 건강불평등과도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이런 점에서 내가 건강형평학회에 속해있는 것은 다행

스러운 일이다.

봄 학회의 뜨거운 열기 (2009/05/15)

강과 형평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은 매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건의료가 아닌, ‘건강이

평등해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많은 메시지를

내포한다. 도발적이기도 하지만 지향해야 할 그 말은 보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또 보건정책의 방향으로서 건

강형평이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형평연구를 본

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건강정책을 보는 관점과 지

향이 있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큰 자부심이다. 건강형평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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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는 보건의료의 다른 학문 영역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

다. 그래서 대다수 연구자들이 젊고 연구 주제 또한 참신하

다. 평등하고 솔직한 논쟁이 가능한 것도 매력적이다. 누군

가는 이러한 모습이 아마추어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관점

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풍부히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손정인 선생님이 지난 소

식지에서 제시한 ‘젊은이들의 관계망’은 나같은 풋내기 연

구자에게도 그런 건강하고 대담한 학회참여를 독려하는 것

같다.

  건강형평은 다른 영역보다 학제 간 연구와 관점을 필요로

한다. 사회학은 물론 자칫 간과하기 쉬운 철학적 문제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내가 건강형평을 공

부하며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비판사회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그 세미나에서 던져준 질문들을 팔불출처럼 지인들에게 물

어보고 다니니 말이다. 

으로도 다양한 학문에서 건강형평의 문제를 바라

보는 관점들을 계속 접하고 싶다. 젊은 연구자들

과 토론하고 공부하고 싶다. 보건정책 연구의 무게중심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말이다.

(끝)

 시론 (時論) 

‘이것도 나라인가’

최용준 (회원,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표준국어대사전은 시론(時論)을 ‘그때그때 일어나는 시사에

대한 평론이나 의론’으로 풀이합니다. 헌데, ‘그때그때 일어

나는 시사’란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의 눈에 비치는 시사

이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이해한다면 시사를 보는 눈의 임

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겠습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제 눈에 비친 시사에 대한 평론을 써야 할 참입

니다. 하지만 이내, 세상 이치를 따지는 제 눈이 맑지 않음

을 알아챕니다. 그런 눈에 비친 세상사 평론이 정론이기보

다는 잡설이기 쉽다는 점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하여, 얼마

전에 제가 귀로 읽은 시론 한 편을 여러 회원들과 돌려 보

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

진숙 지도위원의 연설입니다. 여기 일부를 옮긴 글은 민주

노총 부산본부 블로그(http://bsnodong.tistory.com/)에서 가

져 왔습니다. 

＊ ＊ ＊

용산 참사 발생 140일에 이루어진 현장 미사

(민중언론 참세상 2009/06/10)

것도 나라인가.

아이들에게 시험 안 치르는 권리를 알려 줬다고

선생을 수십 명씩 파면시키는, 이것도 나라인가. 결국 시험

치르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여중생 네 명을 한꺼번에 농약

을 마시게 하는, 이것도 나라인가. 살인범의 누명을 쓴 아들

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이십 년을 매달려 겨우 아들의 억울함

을 풀어줄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국회의원에게 항의했다고 칠십 노파를 구속시키는, 이것도

나라인가. 인터넷에 글을 썼다고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켜

만인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이것도 나라인가. 아들과 애비

가 구멍 동서가 되어 어린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자

지간이 가장 강력한 언론인으로 행세하는, 이것도 나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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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 공정 방송을 외치는 언론인을 쫒아내고 결혼을 사흘 앞

둔 피디의 손목에 기어이 수갑을 채우고야 마는, 이것도 나

라인가. 살겠다고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을 하루 만에 불태

워 죽인, 이것도 나라인가. 힘센 놈 앞에서는 설설 기다가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나 법을 외치고 원칙을 나불거리는 이

들이 정치인으로 불리고 판검사로 불리고 언론으로 불리는, 

이것도 나라인가. 860만으로도 모자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

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이것도 나라인가. 

것도 대통령인가.

제 나라 국민들을 째려보다가 미국에 가서야 만면

에 화색이 돌고 파안대소를 하는, 저것도 대통령인가. 감세

정책을 펴겠다더니 지 세금을 지가 깎는, 저것도 대통령인

가. 그렇게 깎아낸 세금을 메우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라

는 이름으로 외국에 팔아먹겠다는 저것도 대통령인가. 언론

과 친밀하게 지내겠다더니 지 친구들을 몽땅 언론사 사장으

로 앉히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언론과 친구가 된, 저것도

대통령인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보며 한없이 자책했다더

니 물대포와 곤봉과 구속으로 뒤통수를 치는 저 소갈머리에

모발 이식을 한, 저것도 대통령인가.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한겨레 21 2009/06/12)

것도 삶인가.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되고 비정규직은 불안이 일

상이 된 이것도 삶인가. 지난겨울 죽은 시신을 100일이 넘

도록 장례도 못 치르는 이것도 삶인가. 애비를 잃은 아들이, 

지아비를 잃은 지어미가, 시아버지를 잃은 며느리가 봄이

다가도록 상복을 벗지 못하는 이것도 삶인가. 갑자기 들이

닥친 용역 깡패들에 의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

게 교복을 잃어버렸던 열아홉 살 아들이 끝내는 애비를 잃

어야 하는 이것도 삶인가. 철거 현장에 연대 투쟁하러 간다

던 애비를 새벽에 깨웠던 그 아들이 내가 그날 안 깨웠으면

아버지는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

는, 이것도 삶인가.

난한 자들이 꾸는 꿈은 죄가 되는 세상에서 그들

은 무슨 꿈을 꾸었던 걸까요. 맛난 걸 먹다가도 식

구들이 생각나 싸들고 들어오곤 했다던 칠십이 넘은 노인은

도대체 얼마나 허황한 꿈을 꾸었던 걸까요. 평생 모은 재산

으로 호프집 하나 차려 놓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꾸려가며

새벽에는 장보고 온종일을 가게를 쓸고 닦는 낙으로 살았다

던 그 사람 좋게 생긴 노인네는 얼마나 헛된 욕심을 품었기

에 불에 타죽고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채 애비를 죽인

살인범이 되었던 걸까요. 칠십 노인이 꿈꾸었던 나라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익

숙한 일상의 지속. 그런 건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중략)

월의 어느 구비 단 하루도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에도 누군가는 끌려갔고 비

정규직은 끊임없이 늘어났고 노동자들은 죽었습니다. 세월

의 어느 구비 단 하루도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나와 별개라 믿었던 그런 세상이 촛불을 켜니 보였을 뿐이

고 촛불을 따라가다 보니 그런 세상과 맞닥뜨렸을 뿐입니

다. 촛불은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말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촛불은 그렇게 세상을 바르게 보고 넓게 보게 하는 지혜였

습니다. 이명박을 선택한 게 우리들의 욕망이었음을 촛불은

일러 줬고 그 욕망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여준 게 용산

참사였습니다. (후략)

＊ ＊ ＊

  글을 읽고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탐구하는 건강 불평

등이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공

부하는 건강 정책이 어디쯤 서 있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

해 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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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7)

좌충우돌 의사이며 학자인 싸움꾼의

건강과 인권 말하기『권력의 병리학』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지은이: 폴 파머

․옮긴이: 김주연, 리병도

․출판사: 후마니타스

         (2009)

보건의료인들에게 ‘인권’은 그리 익숙지 않은 개념이다. 이

는 공중보건 종사자나 보건의료 연구자도 마찬가지인데, 보

건의료에 대해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한 까닭이다. 인권 운동 그룹은 지난 2008년, 세계인권선

언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그러면서 보건의

료 영역에서 이와 관련되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의

아해했다. 

  건강에 대한 인권 관점의 접근은 보건의료인들이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진료실에 있는

의료인들은 인권 관점의 접근을 통해 질병의 사회적 관계를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공중보건 종사자나 보건의료 연구자

는 인권 관점의 접근을 통해 비용-효과, 수행성 등의 배후

에 존재하는 ‘가치’를 고민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므로 보건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인권’에 무감하다는 현실은 안타까

운 일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구체화했다. 이

러한 권리는 타협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데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의 한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권력

과 자원의 불균등 배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권의 보건

학’은 ‘권력의 병리학’을 기본 교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폴 파머의 『권력의 병리

학』은 세계적으로 만연한 권력에 의한 건강 파괴 혹은 착

취 행태에 대한 뜨거운 르포이다. 저자는 의사이자 인류학

자이다. 그는 아이티 시골에서 가난한 환자를 돌보기도 하

지만,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로서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에

종사한다. 하지만 이 책은 환자 진료에 대한 수기도 아니고, 

의학자이자 인류학자로서 펴낸 연구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

는 진료 현장에서 시작해 세계의 불평등한 권력 문제로, 권

력 문제에서 공중보건학, 인류학 등 학문의 문제로, 더 나아

가 인권 운동 그룹들의 문제로 논의를 넓히면서 읽는 이의

고민을 심화시킨다. 이 책은 건강과 인권과의 관계를 고민

하는 이들에게 울리는 죽비소리와 같다.

  권력과 정치, 인권 등을 언급하는 그의 얘기가 지루하지

않은 것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학자이기

전에 의사이다. 그러다보니 그는 아이티, 멕시코, 러시아, 

페루, 르완다 등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했다. 그러한 동참과 연대는 이론과 주장 이전에 그들의 삶

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이끈다.

　경험이 구체적인만큼 논의의 주제도 다양하다. 그는 공중

보건과 개인의 인권, 질병의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적 저항

과 건강,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접근, 해방신학, 의료의 상

품화 및 시장주의적 의료의 득세, 교정시설 생활자의 인권

등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 인권운동 그룹의 이중성, 주류 인

류학적 접근의 문제점 등 운동적, 학문적 주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한 장 한 장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세미나를

한다면 아마도 1년 내내 세미나를 하고도 모자랄 듯하다.

  문제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글에서

느껴지는 그의 모습은 ‘싸움꾼’ 그 자체이다. 그는 학자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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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버리고, 온갖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여러 그룹

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날린다. 공중보건학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환자 개별의 아픔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비용-효과

만 따진다고 일갈한다. 주류 인권 운동 그룹을 향해서는 이

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만 집착하고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로까지 자신의 시야를 넓히지 않는 것을 나무란

다. 이들이 제3세계에 인도주의적 구호를 펼치면서 해당 지

역의 문화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넌더리

를 내기도 한다. 주류 인류학자들을 향해서는 이들이 문화

적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외면한다고 쓴 소리를 퍼붓는다. 그가 좌

충우돌하며 날리는 비판과 쓴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그래, 

그래’ 맞장구를 치다가도 어느 순간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화살이 나를 향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를 때다.

저자의 주요 활동 공간인 Partners In Health 웹사이트

  사안의 구체성과 다루는 주제의 다양성, 철저한 비판 의

식이 이 책의 장점이라면,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의 미진함이 이 책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그는 고통과 함

께 하는 것의 중요성, 가난한 이들의 관점에서의 접근 등을

강조하지만 그것 이상의 구체적 대안을 서술하고 있지 않

다. 하기야 그러한 것까지 한 권의 책에 다 바란다면 그것

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 저자가 공중보건학자, 인권 운동 그룹, 인류학자 등

에게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

지만,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그들의 결정과 행동을 넘는 대

안적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

다. 폴 파머조차도 진료실의 의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다면 비슷한 결정

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종류의 생각들. 좀 더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가 제1세계 지식인, 그것도

하버드 의대 교수이기에 가능했던 비판과 행동들이었다고

평가 절하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책은 두 가지 점에서 한국사회 보

건의료인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진료실의 의

료인 뿐 아니라, 공중보건 종사자 및 보건의료 연구자에게

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강에 대한 인권 관점의 접근에 대

한 시야를 넓혀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

을 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 사회에 대한 기

여와 연대가 적은 우리 사회에 국제적 건강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500페

이지나 되는 책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나무들에게 부끄럽지

는 않을 듯하다.

(끝)

* 저자 소개 

Paul Farmer (1959~)

전염병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Brigham 여성병원에서 환자를 진

료하며 하버드대학교 사회의학교

실에서 의료인류학을 가르치고 있

다. 국제보건과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Partners in Health의 공

동창립자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건

강권 수호에 소명을 바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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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논문 (7)
 

손정인 (회원, 서울대보건대학원 박사과정)

l 저자: J N Morris, A J M Donkin, D Wonderling, 
P Wilkinson, E A Dowler GD, Chandola T, 
Marmot MG, Davey Smith G

l 출처: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0;54:885-889

l 제목: A minimum income for healthy living

“The good life is through love and work.”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두 가지 목

소리를 살펴보자. 물론 같은 차원의 대안은 아니지만 거칠

게 비교해 본다면, 하나는 경영계가 내세우는 내년 ‘최저임

금 삭감안’(현행 시급 4,000원에서 3,770원으로 낮추자는

제안)과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당을 비롯한 일부 학계, 노

동계, 사회단체의 ‘기본소득’ 제안이다. 전자는 사용자 관점

에서 노동자에 대한 비용을 덜 지출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

이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보편적 권리란 관점에서 “모든 사

회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기본 소득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

다.”는 것이다. 두 입장 모두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

에 직면해 있지만, 삶의 기준, 특히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

야하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기준을 바라보는 관점, 상상력

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그 차이는 ‘어떤 삶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인가?’라는 근

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경영계가 생

각하는 ‘어떤 삶’이란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란 측

면에서 경제적․물질적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측이 생각하는 ‘어떤 삶’이란 (분명하지

않지만)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

활 (Blaschke, 2006)’,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삶 (금민, 

2009)’ 측면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거칠게 짐작은 가능하지만 둘 다 ‘어떤 삶’인지

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오늘 소개하는 Morris 등 (2000)의 논문은 보다

실용적인(실천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그 ‘어

떤 삶’을 ‘건강생활(healthy living)’로 규정한다. ‘건강생활’

이 무엇이냐고 그 개념을 묻는다면 꼭 집어 말하기란 어렵

다. 하지만 이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절대 빈곤선, 

공식 최저임금과 같은 경제적 생활 기준을 넘어선 삶의 구

성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은 기존 문헌에서 건강생활에 필수요소로 밝혀진

영양, 신체활동, 사회심리적 관계 측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의 생활비가 요구되는지 직접 조

사하거나 전국 가구지출 조사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인구집단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

에 저자들은 우선 18-30세, 건강하면서 비혼, 단독가구인

영국 남성을 기준으로 주당(weekly) 건강생활최저소득(a 

minimum income for a healthy living)을 산출했다. 

저자들의 2000년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 2005년에 출간한 보

고서: 노인들의 건강생활최저

소득을 계측하고 현행 공공연

금 수준과 비교하였다

  

그러면 저자들이 고려한 건강생활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우선 큰 분류를 살펴보면 영양/식이, 운동/피트니스/여가, 주

거, 기타비용 (보건의료, 개인 돌봄, 옷과 신발류, 가사서비

스, 교통비, 저축 등), 그리고 사회통합과 지지 네트워크이

다. 언뜻 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출 항

목인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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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교육교양, 교통통신, 기타소비와 다르다. 아마 건강한

생활이라는 연구의 지평과 실제 삶의 맥락을 고려했기 때문

에 가능한, 상당히 색다른 접근 방식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항목의 기준값들이 최신의 학술적 증

거와 보통 사람들의 현실적 삶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양/식이는 공식적인 영양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키도록 했고, 커피나 차처럼 보통 영국인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 할인매장과 소매점에

대한 접근성,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식품 가격을 산정했다. 

또한 운동의 경우, 이 신체연령에 맞는 산소소비량과 심박

수를 고려할 때 가장 저렴한 운동인 ‘걷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조깅, 사이클, 수영 등을 포함시켰다. 지역에 따

른 주택가격의 차이를 고려한 주거비 산출, 사회생활을 위

한 옷과 신발류, 악세사리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눈여겨 볼

만한 항목은 사회통합/지지네트워크로, 스포츠클럽이나 사

회클럽 등록비, 문화생활비, 자원봉사활동, 노조 조합비, 선

물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의 기자회견

(노동과 세계 2009/05/28)

  이렇게 해서 산출한 18-30세 영국 남성의 ‘건강생활최저

소득’은 ￡131.86/week (UK 1999)이었고 주거지역, 할인

매장 접근성, 피트니스 프로그램 수준 차이에 따라 최저

￡106/week (웨일즈)에서 최고 ￡163/week (런던)로 변이

가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1파운드가 2,050원 정도임을 감

안하면 주당 27만원, 4주당 108만 원 정도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 당시 영국의

38시간 노동 기준 주당 최저임금은 ￡105.84(18-21세)와

￡121.21(22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논문에서 산출한 건강생

활최저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당 51시간(18-21세), 

42.5시간(22세 이상)의 노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

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공식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저자들은 건강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좀 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논문의 한계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여

성, 아동, 노인과 같이 좀 더 복잡한 인구집단으로 연구가

확장되기를 주장한다. 우리가 보기엔 한국적 맥락에 맞으려

면 1인 이상의 가구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도 있다.

  만약 이 연구를 한국사회에 적용하려면 어떨까? 물론 영

국적 맥락과 한국적 맥락이 다른 측면이 있다. 특히 국가보

건서비스(NHS) 체계를 가진 영국은 보건의료비용에서 이

용자부담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건강생활최저소

득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적 차이들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생활

최저소득’ 연구 소모임에서는 오늘 소개한 Morris 등의 연

구결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적 현실과 맥락을 어떻게 고

려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어떤 삶’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인가? 이 논문에서는 ‘건강한 생활 (healthy 

living)’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것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수용한 연구자들이 기본 철학, 

과학적인 근거, 사회적 맥락 등에 기초하여 만들어나가야

할 몫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 기초생활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관성을 깨는, 좋

은 상상력을 보여준다. 더구나 길이도 짧기 때문에 영어를

불편해하는 일부 학생(?)들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다는 장점

마저 존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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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동향

(2009.02~2009.06)

 학회 학술위원회

올해 2월부터 6월 중순까지 발간된 한국 관련 건강 불평등

연구 논문, 책자 및 학위논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되었

지만 지난 번 검색(2009년 2월 18일 검색)에 포함되지 못한

논문들도 포함하였다. 논문 목록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의

주요 웹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PubMed에서는 검색어

로 Korea와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의

조합을, KoreaMed에서는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를 사용하였다. 이들 웹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되지 않았더라도 최근 발간된 주요 국내 공중보건 관련

논문집도 검토하여 건강 불평등 관련 논문을 포함하였다. 

단행본 책자와 학위논문은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불평등’, ‘형평성’, ‘사회경제적’을 검색어로 검색하

였다. 온라인 상에서 발간된 논문의 경우, 오프라인 저널이

없는 경우만 목록에 포함시켰다. 검색일은 2009년 6월 12

일이다.

< 학술지 논문 >

l 강상경, 권태연.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

과 사회사업 2008;30:332-355.

l 강성욱, 유창훈, 권영대. 민간검진 서비스의 이용 현황

과 결정요인. 예방의학회지 2009;42(3):177-182.

l 강은정, 조영태. 성별 교육수준별 건강수명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149:15-25.

l 권정현, 심재은, 박민경, 백희영. 만성질병 예방 측면에

서 본 30세 이상 한국 성인의 과일과 채소 섭취 평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영양학

회지 2009;42(2):146-157.

l 김우찬, 이윤석. 부모가 자녀의 TV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시청시간을 중심으

로. 한국청소년연구 2009;20(1):29-55.

l 김혜련. 건강형평성에서 건강행태의 함의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149:36-47.

l 류기철, 박영화.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

향요인. 한국인구학 2009;32(1):1-23.

l 박기홍, 권순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행정학회지

2009;19(1):62-80.

l 박유진, 김명희, 권순만, 신영전. 공공사회지출이 자살률

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예방의학회지

2009;42(2):123-129.

l 신호성.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보

건복지포럼 2009;149:26-35.

l 우원규, 조영태. 교육수준에 따른 한국인의 유배우 기대

여명. 한국인구학 2009;32(1):93-111.

l 우해봉.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

은 독신? 한국인구학 2009;32(1):25-50.

l 이선웅, 김규상, 김태균, 류향우, 이미영, 원용림, 송윤

희. 경기지역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

울 증상의 상관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009;21(1):76-86.

l 전경숙, 장숙랑, 이선자. 노인의 장애 및 주관적 건강의

남녀차이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예방의학회지

2009;42(3):199-207.

l 전은숙, 이강숙, 이선영, 유재희, 홍아름. 병원 근로자들

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 

대한산업의학회지 2009;21(1):28-37.

l 정최경희. 한국의 사회경제적 사망 불평등 실태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149:5-14.

l 천희란, 김일호, 강영호.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

른 자녀의 출생 성비 추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예

방의학회지 2009;42(2):143-150.

l 최민철, 송윤희, 이상열, 우정택.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

사를 바탕으로 살펴본 직업군별 Framingham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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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대한산업의학회지 2009;21(1):63-75.

l 허순임.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보건복지포럼

2009;149:48-62.

l 홍재석, 강희정, 김재용. 우리나라 외래서비스 이용 당

뇨환자의 특성에 따른 당화혈색소(HbA1c) 검사 시행률

변이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09;19(1):49-61.

l 황지윤, 류성엽, 유한경, 박희정, 김화영. 서울지역 저소

득층 여성의 비만 및 영양소 섭취 부족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요인. 한국영양학회지 2009;42(2):171-182.

l Chang SS, Gunnell D, Sterne JA, Lu TH, Cheng AT. 

Was the economic crisis 1997-1998 responsible for 

rising suicide rates in East/Southeast Asia? A 

time-trend analysis for Japan, Hong Kong,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and Thailand. Soc Sci Med 

2009;68(7):1322-31.

l Jang SN, Choi YJ, Kim DH. Associ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successful ageing: 

differences in the components of successful ageing. J 

Biosoc Sci 2009;41(2):207-19.

l Kang S, Kwon YD, You CH, Noh JH, Kim S. The 

benefits of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healthcare utilization and survival among stomach 

cancer patients. Tohoku J Exp Med 

2009;217(3):243-50.

l Khang YH, Lynch JW, Yang S, Harper S, Yun SC, 

Jung-Choi K, Kim HR. The contribution of material, 

psychosocial, and behavioral factors in explaining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mortality inequalitie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outh Koreans: 

relative and absolute perspectives. Soc Sci Med 

2009;68(5):858-66.

l Khang YH, Yun SC, Cho HJ, Jung-Choi K. The 

impact of governmental antismoking policy on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cigarette smoking in 

South Korea. Nicotine Tob Res 2009;11(3):262-9. 

l Kim HK, Lee OJ.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Nurs Sci Q 

2009;22(1):85-8.

l Kim TS, Cho SH, Huh S, Kong Y, Sohn WM, 

Hwang SS, Chai JY, Lee SH, Park YK, Oh DK, Lee 

JK; Working Groups i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A 

nationwide survey on the prevalence of intestinal 

parasitic inf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2004. 

Korean J Parasitol 2009;47(1):37-47. 

l Kim YS, Leventhal BL, Koh YJ, Boyce WT. Bullying 

increased suicide risk: prospective study of Korean 

adolescents. Arch Suicide Res 2009;13(1):15-30.

l Koh DH, Kim HR, Han SS. The relationship between 

chronic rhinosinusitis and occupation: the 1998, 2001, 

and 200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m J Ind Med 

2009;52(3):179-84.

l Kwon JW, Chun H, Cho SI. A closer look at the 

increase in suicide rates in South Korea from 

1986-2005. BMC Public Health 2009;9:72.

l Lee WJ, Cha ES, Park ES, Kong KA, Yi JH, Son M. 

Deaths from pesticide poisoning in South Korea: 

trends over 10 years.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09;82(3):365-71.

l Park J, Lee N. First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EU 

countries. Ind Health 2009;47(1):50-4.

l Park JO, Shin SD, Kim J, Song KJ, Peck MD.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burn 

injury severity. Burns 2009;35(4):482-90.

l Shin KR, Jung D, Jo I, Kang Y. Depression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Kore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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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model of depression. Arch Psychiatr Nurs 

2009;23(1):50-7. 

l Son M, Kong JO, Koh SB, Kim J, Härmä M. Effects 

of long working hours and the night shift on severe 

sleepiness among workers with 12-hour shift systems 

for 5 to 7 consecutive days in the automobile factories 

of Korea. J Sleep Res 2008;17(4):385-94.

< 단행본 및 학위논문 >

l 강은정, 조영태, 김나연, 신호성. 『건강수명의 사회계층

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12.

l 김대은. 「사회체육시설의 접근성에 따른 공간적 형평

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02. 

l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명숙. 『한국인의 행복결정요

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12.

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09 한국 아동·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9.

l 윤여경.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 분석 및 정책대안 연

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02.

l 이경상, 임희진.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 -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2008.12.

l 임근남.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08. 

l 조희연, 김동춘, 오유석 엮음.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

제적 불평등의 동학: 사회경제적 독점의 변형 연구』 한

울, 2009.

l 폴 파머 지음. 김주연, 리병도 옮김. 『권력의 병리학, 

왜 질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는가』 후마

니타스, 2009.

(끝)

 학회 소식

1. 지난 행사 및 운영위원회 활동

l 봄 정기 학술대회 (2008.05.12)

학회 패널 토의 모습 (2009/05/15)

 

  지난 2009년 5월 15일(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가을 학술대회를 열

었습니다. 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와 함께 연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불평등 연구의 의의와 동향’을 주제로 불평등

연구회 이성균 (울산대), 김영미 (중앙대) 회원의 발표가 있

었고, 우리 학회에서는 김창엽 (서울대), 강영호 (울산대) 회

원이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불평

등연구회 김성훈 (이화여대), 박경숙 (서울대) 회원, 우리 학

회 김명희 (을지대), 윤태호 (부산대) 회원, 한겨레 이창곤

기자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3부에서는 한림

대 철학과 주동률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

의 초청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l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2009.04.24)

1) 임원 선거

  학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치를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

다. 선거는 예년처럼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표로 진행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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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월)~9일(일) : 선거 및 후보자 등록 공지

․8월 10일(월)~16일(일) : 후보자 등록

․8월 17일(월)~30일(일) : 투표

․8월 31일(월) : 선거 결과 공지

2) 가을 학술대회

  학회는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

개발 프로젝트 팀’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 형식으로 가을 학

술대회를 엽니다. 

․장소: 한양대학교 HIT 국제회의실

․일시: 2009년 9월 17일(목) 09:00~18:00

․주제: 건강 형평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초청강연: Olle Lundberg (스웨덴, Center for Health 

Equity Studies 부소장), Ray Earwicker (영국, 보건성

Health Inequalities Unit 책임자)

․문의: 서제희(02-2220-0660)

2. 회원 동정

  한겨레신문에서 의학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양중 회원이 『건

강 기사 제대로 읽는 법: 건강 기

사가 당신에게 알려 주지 않은 진

실』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2009년 2월 한겨레출판 발행, 값

11,000원

3. 건강생활 최저소득 연구 모임

 

  운영위원인 김명희(을지대) 회원의 제안으로 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최저소득’ 연구 소모임이 구성

되어 지금까지 세 차례의 연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

회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소모임 활동 자료는 학회 홈페이지 학술/정

책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 보건 사업

워크숍

  학회는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함께 워크숍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 보건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엽니다. 

․장소: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강당

․일시: 2009년 6월 30일(화) 09:30~17:30

․주제

  1. 지역 보건 사업에서 건강 형평성의 의미와 과제

　2. 취약 지역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수행 경험 발표

․문의: 051-510-8030, 8035, qotjsal1217@hanmail.net 

-  안내 - 

l 영국 『블랙리포트』의 공저자이자 상대적 빈곤

개념, Townsend Index라는 지역 박탈 지표의 개

발자로 널리 알려진 Peter Townsend 교수가 지난

6월 7일 향년 81세로 타계하셨습니다. 연구자이자

실천가로서 정열적인 삶을 살아온 고인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6월 9일자 The 

Guardian에 실린 부고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l 소식지는 남녀노소 모든 회원들에게 열려 있습니

다. 학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알리고 싶은

논문이나 책이 있으면 A4 1~2매로 글을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는 1년에 네 차례, 분

기별로 발행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

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만 (^^) 편집자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l 근무처,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 (healthequity@naver.com) 이나 홈페이지 비

밀글 기능을 이용하여 변동사항을 알려주세요.

운영위원회 총무분과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