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소식 2009.12. (제9호)  (http://www.healthequity.or.kr/)

- 1 -

신

인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소식 제9호 (2009.12)
KSEqH Newsletter

 시론 (時論) 

신종 플루와 건강 불평등

조홍준(회원, 울산의대 가정의학)

종 플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서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번 신종 플루는 감염력은 높았으나 다행히 독성이 강하지

않아, 그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신종 플루 대유행은 우리나라의 전염병 대응 체계에 여

러 가지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였고, 이제는 이런 도전에 대

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번 신종

플루 대응 과정에서도 역시 형평성에 관한 관심은 전무했다. 

일부 시민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는 했으나, 공식적인 정부 정책에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은 거의 보고

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과 같이 ‘인플루엔자와 폐렴’의 사망

을 묶어서 보면, 남자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

고, 여자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에서도 남자

에서는 인플루엔자와 폐렴 사망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

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기전은 다른 질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의 차이, 노출된 이후의 감염의 차이, 질병이 발생

한 후의 치료의 차이 등에서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 사

회 경제적 취약 계층은 과밀한 환경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기회가 많고, 나쁜 영양 상태나 높은

흡연율 등으로 인해 노출 후 감염 기회가 많으며, 치료 과

정에서도 불평등을 당할 수 있다.

플루엔자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는 예

방접종이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노인의 사망률을

30~48% 감소시키고, 인플루엔자나 폐렴으로 인한 입원을

27% 감소시킨다. 인플루엔자 접종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

다. 호주 원주민에 대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를 줄였으며, 브라질에서도 인플

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로 인한 사망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

는데 기여했다고 보고했다. 

2009년 10월 19일
대구북구보건소 앞.
독감 백신 접종 기

다리는 시민들.
<출처: 영남일보>

  인플루엔자 접종의 사회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럽에서의 접

종 불평등을 비교해 보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이탈

리아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접종률이 더

높았으나, 접종비를 보조해주지 않는 오스트리아나 폴란드

에서는 접종률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한 후, 이를

무료로 하지 않는 다른 주에 비해 사망률, 입원율, 외래 이

용률 등이 모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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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정책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남자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노출이나 치료 단계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

가 필요하다. 

른 신종 플루 관리 대책에서도 형평성에 관한 관

점이 필요하다. 환자에 대한 가택 격리는 감염 확

산 억제에는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

는 사람에게 격리는 곧 생존에 대한 위협을 의미할 수 있

다. 휴교로 인해 점심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결식 아동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신종 플루 대책에는 사

회 취약 계층의 직업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소득 보전을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휴교의 경우 아이들에 대한 양

육과 식사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단과 치료에서의

거점 병원 중심 정책은 취약 계층의 지리적 접근성을 떨어

뜨렸을 것이고, 확진 검사의 본인 부담(또는 비용 일부 부

담 정책) 역시 경제적 접근성을 떨어뜨렸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증진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건강 형

평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전염병 관리 대책에도 적용

되어야 한다. 무료 예방접종과 같은 정책은 원래 의도와 상

관없이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제, 전염병

정책을 수립하는 전 과정을 형평성 렌즈(equity lens)를 가

지고 들여다봐야 한다. 더 센 놈이 올 때를 대비해서.  

(끝)

 논설 (論說) 

3년 동안의 꿈의 발자취, 계속되는 꿈

서제희(회원,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원고 청탁을 받았다. 아직 풋내기 학도인 나는 아직 건강

형평성에 대한 글을 그것도 ‘논설'의 형태로 쓸 역량이 못

되기 때문에 초짜 정책학도가 지난 3년간 「건강불평등 완

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 개발」프로젝트(이하 건

강 형평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

들을 가볍게 쓰고자 한다.

* * * * * * * * * * * 

간을 거슬러 올라가 5~6년 전 병원 실습을 돌던

시절, 나는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아플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비윤리

적이지 않은가’, ‘1:1 환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변화

로 더 많은 사람이 해택받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등의 생

각들을 품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과 꿈은 점점 커져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예방의학과 보건학이라는 학문에 발을 들

여 놓게 되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인연인지 첫 만남이

바로 건강 형평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건강

불평등·건강 형평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해결

할 수 없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몸으로 배

우고 깨달았다. 또 내 상식이 모두의 상식은 아니라는 사실

을 너무도 절실히 깨달았으며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프로젝트는 세 가

지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한국의 건강 불평등 현황 모니터링을 위하여 <통계로 본 한

국의 건강 불평등>이라는 통계집을 작성하였고, 취약 주민

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개발을 위하여 부산의 반송이라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취약

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개발을 위하여 서울 성수 지

역에서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

한 것을 진행하여 우리 프로젝트가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있

는 여러 가지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하여 중

층적으로, 다학제적으로, 부문 간 협력의 방식으로 접근해

야 한다는 것과 중앙 차원에서의 정치적 의지와 천명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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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취약노동자 위한 시범사업 - 자원활동가 교육>

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 분기 평가 회의를 거쳐 온 평가 의견들을 보면

이러한 결론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앞으

로 계속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갑(甲)’이 관심을 가질지

는 의문이다. 뒤돌아보면 그들의 관심은 단지 지금 당장이

라도 보건소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 모형이었을 뿐이었고

이 프로젝트는 건강 형평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한 대외 선전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이 프로젝

트를 통하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얻었으니 나쁜

경험만은 아니었다.

렇게 갑과 우리가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그렇지

만 나름대로 조율을 해 가며 3년 동안 진행한 이

프로젝트를 끝내며 떠오르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인데, 우

선은 평가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또한 평가는 평

가자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매 분기

평가를 받았는데 돌아온 평가 의견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의

보고서를 제대로 읽긴 읽은 것인지 대체 이 연구의 목적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

다. 대체 평가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평가를 하는 것일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닐까?

  프로젝트를 끝내며 떠오른 또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의 중

요성인데 이는 반송의 사업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평소 지역 불평등과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기에 반

송의 경험들을 보고 듣는 것은 늘 감동이었는데 그 이유는

반송이 보건과 복지 부문이 연계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활

동가들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되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많은 회의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결과를 내보이길 원하는 정부의 요구가 얼마나 무

모한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이 경험이 다른 지역사회로도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학회에

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부문 간 협력의 중요성이다. 1차

년도에 영국을 다녀오면서 가슴 깊게 새기고 온 것 한 가지

가 바로 이것인데, 건강은 파고들면 들수록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어느 한 부문, 한 학문의 학자들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다. 또한 취약 노동자

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와 겹친다는 이유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보면서 건강 형평을 공부하

는 학도로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시

민 사회를 포함한 여러 부문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매개자 역

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레빈스

(Richard Levins)가 말한 ‘시민 학자’가 아닐까?

제, 나의 상식이 모두의 상식일 것이라 믿었던 순

진한 나는 없지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

고 싶다는 조급함과 꼭 내가 이루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나

의 미천한 능력과 노력이 건강 형평을 바라는 다른 사람들

의 노력들에 보탬이 되어 내가 계속, 줄곧 그려 왔던 세상

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랄 뿐! 

기나긴 밤은 밝아서 꼭 아침이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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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제에 접근할 때 나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두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첫 번째 질문은

 서평 (9)

『리처드 레빈스의

열한 번째 테제로 살아가기

: 건강, 생태학, 과학 그리고 자본주의』

박세홍(회원,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지은이: 리처드 레빈스

․옮긴이: 박미형, 신영전, 전혜진

․출판사: 한울아카데미(2009)

  리처드 레빈스(Richard Levins)는 뉴욕 태생으로, 푸에르

토리코와 쿠바, 미국 등지에서 활동한 농부, 생태학자, 생물

수학자, 과학 철학자이며 현재는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

에 머물고 있는 노학자입니다. 그는 <생태계 건강을 위한

국제 공동체>의 고문이자 <미국 학술원>의 회원으로도 활

동하고 있습니다. 

  짧게 언급된 이력만으로도 그가 평범한 교수로 살아오지

는 않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글들은 학

자, 농부, 사회 활동가로서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것들

입니다. 또 그는 생태학, 수학, 역사와 철학을 넘나드는 복

잡한 이야기를 직관에 의해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여 읽고

있으면 단순한 지식만이 아닌 노학자의 지혜를 엿보는 즐거

움도 맛보게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레빈스

의 제자인 박미형 선생님, 신영전 교수님, 그리고 전혜진 선

생님의 노력으로 한국 독자들을 위한 레빈스의 에세이 모음

인 <리처드 레빈스의 열한 번째 테제로 살아가기>가 출간

되었습니다(리처드 레빈스가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

니라고 합니다. 2006년에 김명희 선생님이 그를 인터뷰한

<과학, 사회, 혁명 운동 그리고 변증법> 이라는 제목의 칼럼

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아직 읽어 보지 않은 분들은 이 글

도 꼭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웹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레빈스 교수(참세상 2006.02.25)> 

  레빈스의 문제의식이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뿐 아니라

글쓰기 방식까지도 그의 철학적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의 에세이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을 튼튼히 다져 주는

대신에 독자들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다

읽었는데 요약도 못하겠고, 발췌하자니 빼놓을 내용이 없

고, 분명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도 왜 또 새로운지 모르겠다

싶어집니다. 거칠게 설명해 보자면 “사유하라”고 말하는 대

신 사유를 경험하게 해 주는 글이므로 이런 혼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읽는 습관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해 글을 적절히 배치해 준 역자들 덕분에 이 과정이 조금

은 덜 혼란스럽습니다.

  레빈스는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관습과 관념을 흔들고, 

문제의 영역을 확장하고, 대립되는 것들의 상호 작용에 주

목하는 변증법적 접근을 즐겨 사용합니다. 자신이 마르크스

주의 과학자임을 밝히며 시작되는 1장 <과학과 반과학에

관한 열 가지 명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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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은 왜 현재와 약간 또는 아주 다른 존재 방식

을 취하는 대신에 현재와 같은 존재 방식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뉴턴식 답변

은 그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에

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하지만 우리의 답변은 그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반대되는 과정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이다(본문 27페이지). 
  

  레빈스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과학이 실수를 반

복하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

지만 그는 과학이 고정된 진리가 아니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

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진리를 부정하고

이를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다가가는 자세는 그의 글에서 일관되게 보입니다.

  그가 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학, 

생물 수학, 철학 등을 언급할 때는 절로 ‘나더러 어쩌란 말

이냐’ 소리가 나오면서 책을 덮고 싶어집니다. ‘어쨌거나 다

르게 생각해 보라는 게 요지 아냐? 그 말은 이해했으니까

됐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태학과 진화 생물학의 관점

에서 본 건강과 사회의 현상들은, 가설의 범위를 좁히고 연

구 대상자를 한정하여 이질성을 줄임으로써 진리를 추구하

는 연구들,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대다수 연구들에

의해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사실을 드러냅니다. 내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튀는’ 결과들, 내가 현실

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연구로는 해결되지 못하던

것들이 ‘관점 바꾸기’를 통해 패턴과 법칙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본 이상, 타 학문과의 공유 없는 비판적

사고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철학, 생태학, 수학 등은 우리 연구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

며, 이들과 협력하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불확실성을 대

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하나가 아니며 상호 협력

적이 된다는 것은 책으로부터 얻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는 “연구하는 과학의 상태” 역시 질문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연구 자금을 대는 기관의 자율성 침해, 고용 불안

정 등이 연구자들의 프롤레타리아트화를 부추기며 이러한

제약은 “한정된 매개 변수 내에서 잘 알려진 경로를 따르는

고도 기술 연구가 선호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과학이 자본

주의에 기여하게끔 합니다. 이 문제 제기에 우리가 동의한

다고 해도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요? 레빈스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쿠바의 사례를 예로 듭니다. 또 그는 학구적 삶

을 사는 동시에 자신이 ‘과학 노동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결합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쓰지 못했는데도 지면이 다 차

버렸습니다. 기어이 요약하고 발췌하고 설명하려 든 제 불

찰입니다. 그가 왜 ‘건강’이라는 화두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생태학적 관점에서 ‘Health for All’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궁금해지신 분들은 책의 6장 <생태학자의 관점으로 본 건

강>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끝)

주목할 만한 논문 (9)
 

허순임(회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l 저자: 문진영

l 출처: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현

재 학술지 게재 진행 중)

l 제목: 사회적 배제 개념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강 형평성과 사회 문제의 관련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고 학술적인 결과물도 상당히 축

적되어 있다. 지금까지 사회 문제를 사회 경제적 상태의 차

이로 파악하는 연구가 많으며,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가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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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예, 노동 시

장의 개선 등)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지만, 복지의 영

역에서는 발생한 빈곤을 완화(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하거

나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빈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유럽 복지 국가들의 제도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미흡

함을 일차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과연 경제적 풍요가 건강

을 비롯한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

점을 제기할 수 있다.

회 문제를 빈곤 중심으로 파악하는 일차원적인 사

고의 틀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사회적 배제

이다. 이 개념은 1990년대에 사회 정책, 도시 정책, 불평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

에서는 사회적 배제 개념이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후기 산업 사회의 기본적 특성과 잘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빈곤 개념보다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내각사무처 누리집: 사회적배제특별전문위원회>

  국내 학계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이 학문적으로 조명을 받

기 시작한 시기는 IMF 경제 위기와 맞물리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대한 규범주의적 접근과 이러한 접근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다차원적이

며 역동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 후기 산업 사회의 복잡하게

얽힌 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유럽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

는 것은 유용한 일이다. 

회적 배제에 대한 학문적 뿌리는 막스 베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베버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폐

쇄 또는 사회적 차별로 인식하고 있어 오늘날 논의되는 사

회적 배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현재 사용되는 사회적 배

제 개념을 말한 이는 1974년 프랑스 사회부 장관이었던 르

누아르(René Lenoir)다.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빈곤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을 뜻하는데, 그는 사

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도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

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르누아르 이후 유럽에서

는 빈곤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에 대한 학문

적 연구뿐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명쾌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모호함 때문에 학자

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배제 현상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

과, 둘째, 사회적 배제가 사회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

변부 집단을 총칭하는 상징적 개념으로 실상 각각의 주변부

집단은 서로 이질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

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등 다양한 층위

에서 서로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완결적

인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용

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후기 산업 사회의 새로운 사

회적 위험이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빈곤보다는 사회적 배제 개념이 함의가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과 박탈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 때문에 정책 대

상 인구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사회적 배제의 개념

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사회, 경제,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소식 2009.12. (제9호)  (http://www.healthequity.or.kr/)

- 7 -

정치 그리고 문화 시스템으로부터, 전면적으로나 부분적으

로 고립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지표

는 소득, 지역적 결속, 실직, 교육, 평균 기대 수명, 건강(소

득 수준별 주관적 건강 상태)을 포함하는 1차적 지표와 빈

곤, 소득 분배, 실직, 교육을 포함하는 2차적 지표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

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 가능하며,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

이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 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건강 형평성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분배가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중요하지만, 경제적 풍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적합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국내 연구 동향

(2009.09~2009.11)

 학회 학술위원회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발간된 한국 관련 건강 불평등

연구 논문, 책자 및 학위 논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되었

지만 지난 번 검색(2009년 9월 19일 검색)에 포함되지 못한

논문들도 포함하였다. 논문 목록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의

주요 웹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였다. PubMed에서는 검색

어로 Korea와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

의 조합을, KoreaMed에서는 socioeconomic, inequality, 

inequity, equity를 사용하였다. 이들 웹 데이터 베이스에 포

함되지 않았더라도 최근 발간된 주요 국내 공중보건 관련

논문집도 검토하여 건강 불평등 관련 논문을 포함하였다. 

단행본 책자와 학위 논문은 국회도서관 데이터 베이스를 활

용하여 ‘불평등’, ‘형평성’, ‘사회경제적’을 검색어로 검색하

였다. 온라인상에서 발간된 논문의 경우, 오프라인 저널이

없는 경우만 목록에 포함시켰다. 검색일은 2009년 11월 30

일이다.

< 학술지 논문 >

l 김미숙, 신어진. 도시와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 비교연구. 농촌의학지역보건

2009;34(2):188-201.

l 김설연, 하지현, 황원숙, 유재학.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증상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상에서 사회경제적

요소의 관련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009;20(2):76-81.

l 김일호, 천희란. 기혼 여성의 직업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2009;42(5):323-330.

l 도현심, 박보경, 김수진, 조숙인.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대상 사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2009;30(4):135-153.

l 박순우. 농촌지역 청소년의 건강행태. 농촌의학지역보건

2009;34(2):202-213.

l 박언아, 이인숙. 빈곤층 여성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농촌의학지역보건 2009;34(2):256-266.

l 배병룡.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배경에 따른 인권 제한

의식의 차이: 공무원의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009;23(1):67-87.

l 신영전. 의료안전망의 재구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험

2009;155:17-28.

l 신현웅.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2009;155:5-16.

l 신호성, 이수형, 추장민. 표준화사망비와

지역결핍지수의 상관관계: 지역사회 통합결핍지수 개발. 

예방의학회지 2009;42(6):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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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오인환, 이고은, 오창모, 최경식, 최봉근, 최중명, 

윤태영.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2009;42(5):305-314.

l 유원섭.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포럼

2009;155:29-39.

l 이중섭, 이용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09;16(7):1-27.

l 조유향. 농촌지역 조손가정 조부모의 건강과 영양상태. 

농촌의학지역보건 2009;34(2):244-255. 

l 주정미, 권순만.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간 의원

외래 의료이용 차이와 공급자 진료행태. 

보건행정학회지 2009;19(3):125-141.

l 허순임, 김창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보건행정학회지 2009;19(3):142-165.

l Ahn E, Cho J, Shin DW, Park BW, Ahn SH, Noh 

DY, Nam SJ, Lee ES, Yun YH. Impact of breast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on work-related life 

and factors affecting them. Breast Cancer Res Treat 

2009;116(3):609-16. 

l Do YK, Park K. Local governments' dependence on 

tobacco tax revenue: a deterrent to tobacco control in 

the Republic of Korea. Bull World Health Organ 

2009;87(9):692-9.

l Hong J, Lee B, Ha EH, Park H.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unintentional injury deaths 

in early childhood: Consideration of injury 

mechanisms, age at death, and gender. Accid Anal 

Prev 2010;42(1):313-9. 

l Kang D, Kim YK, Kim IA. Labor markets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J Public Health Policy 

2009;30(2):195-7. 

l Kim EY, Na BJ, Lee MS, Kim KY, Ki M. Hepatitis 

A Vaccination Rates and Related Factors in a 2005 

Population-based Study in Nonsan, Korea. Epidemiol 

& Health 2009 Oct;31:e2009003. Published online 

2009 October 12. doi: 10.4178/epih/e2009003.

l Kim SH. Health literacy and functional health status 

in Korean older adults. J Clin Nurs 

2009;18(16):2337-43.

l Kwak MS, Choi KS, Spring BJ, Park S, Park EC. 

Predicting the stages of adoption of cervical cancer 

screening among Korean women. Prev Med 

2009;49(1):48-53. 

l Kwon YD, You CH, Oh EH, Kang 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the use of periodic 

health examinations: public vs. private sector. Tohoku 

J Exp Med 2009;219(3):223-30.

l Lee JS, Kim J.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s by Korean adults: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II. 

J Am Diet Assoc 2009;109(9):1599-605.

l Lee K. Metabolically obese but normal weight 

(MONW) and metabolically healthy but obese (MHO) 

phenotypes in Koreans: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Asia Pac J Clin Nutr 2009;18(2):280-4.

l Park BH, Jung M, Lee TJ. Associations of income 

and wealth with health status in the Korean elderly. J 

Prev Med Public Health 2009;42(5):275-82.

l Park JH, Park JH, Kim SG. Effect of cancer diagnosis 

on patient employment status: a nationwide 

longitudinal study in Korea. Psychooncology 

2009;18(7):691-9.

l Park K, Cho Y, Yoon IJ. Social inclusion and length 

of stay as determinants of health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Int J Public Health 

2009;54(3):175-82.

l Song KJ, Shin SD, Cone DC. Socio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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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verity-based incidence of poisoning: a 

nationwide cohort study. Clin Toxicol (Phila) 

2009;47(8):818-26.

< 단행본 및 학위 논문 >

l S. 이스타나, J. 할리데이 지음. 신영전, 김유미, 김기랑

옮김. 『건강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 근거에

기반을 둔 생애주기별 건강 불평등의 경로와 정책 및

사업』 한울아카데미, 2009.

l 김주현. 「중·노년기 건강에서의 젠더 차이」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08.

l 김현정.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조기 분만 및

저체중아 출산의 경향 분석」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08.

l 성재민. 「한국의 임금불평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08.

l 오인환.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련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08.

l 채상희. 「사회계층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관련성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08.

l 허종호.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08.

(끝)

 학회 소식

1. 지난 행사 및 운영위원회 활동

l 건강형평성학회-불평등연구회 공동 학술 집담회

(2009.11.20)

 지난 2009년 11월 20일(금),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

원 108호에서 ‘삶의 질과 건강 ― 물질적․사회적 기반’이

라는 주제로 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와 함께 공동 학술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 집담회 1부에서는 불평등연구회 회원이자

우리 학회 운영위원인 박경숙 회원(서울대)이 “계급-불평등-

복지 구조와 노년”을 발표하였고, 불평등연구회 회장인 신

광영 교수(중앙대)가 “사회적 배제: 개념과 실제”를 발표하

였습니다. 2부에서는 건강형평성학회가 지원한 “건강생활

최저소득 예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일 회원

(서울시립대)이 “최저 생계비 개념과 제도의 문제점”을, 박

진욱 회원과 김명희 회원(을지대)이 “건강생활 최저소득 추

정 예비 연구 결과”를 나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내년에도 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와 학술

행사를 함께 열 계획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 건강 형평성 측정 워크숍(2009.11.27)

  지난 2009년 11월 27일(금),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

학원 101호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건강조

사 자료를 활용한 건강 형평성 측정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 1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책

임연구원인 김윤아 님이 “지역사회건강조사 소개”를, 최용

준 회원(한림대)이 “사회 경제적 위치 지표”를, 강영호 회원

(울산대)이 “건강 형평성 측정 도구”를 발표하였습니다. 

2․3부에서는 김유미 회원(한양대)이 “직접 보정 유병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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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사무국>

신뢰 구간 계산”을, 강영호 회원이 “오즈비, 대응비, 상대

불평등 지수, 경사 불평등 지수”를, 김명희 회원(을지대)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대한 다수준 접근”을, 신호성 회

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중도 지수, 수평적 불평등, 지

수 계산”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내년에도 건강 형평성 측정 워크숍을 열 계

획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 제2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 연합 학술

대회(2009.12.11)

  지난 2009년 12월 11일(금), 중앙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국제회의실과 강의실에서 ‘한국 보건복지 분야에서 비영리

기관 역할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제2회 비판과 대안을 위

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희연 교수(성공회대)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보건복지에서의 함의”란 제목으로 개회 강

연을 하였고, 이어 메인 주제인 ‘한국 보건복지 분야에서 비

영리 기관 역할의 재조명’이 심포지엄 방식으로 다뤄졌습니

다. 이어 두 차례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별도 세션이 마련

되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박형근 교수(제주대)가 “미국 오

바마 의료 개혁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발표하였고 “신종

플루에 대한 사회 대응은 적절했나?”라는 주제로 라운드테

이블이 열렸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와

“기본 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

니다. 

  이 학술 대회의 실천적 면을 부각하는 ‘현장 보고’ 시간에

는 김창보 회원(건강세상네트워크)이 “의료 민영화 정책 경

과와 시민 사회의 대응”을, 오유미 님(우리복지시민연합)이

 “장기요양보험 평가”를 발표하여 열띤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학회는 내년에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

학술대회를 함께 열 계획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l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2009.10.30) 

1) 학회 분과위원회 개편

  운영위원 교체로 분과위원도 바뀌었습니다. 분과위원회와

소속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무기획위원회: 김명희, 김창보, 손정인, 윤태호, 최용준

․ 출판편집위원회: 강민아, 정최경희, 허순임

․ 학술위원회: 박경숙, 장숙랑, 조성일

2) 운영위원회 회의 개방

  회원들의 학회 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미리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회의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메일 (healthequity@naver.com)

로 참석 의사를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 건강 불평등 통계집 발행

  신영전 회원(한양대)이 연구 책임자인 ‘건강 불평등 완화

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 개발 연구’를 통해 축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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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난 호까지 소식지 편집을 맡았던 김명희 운영위

원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9호부터 손정인 운

영위원이 편집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니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l 사정상 ‘나눔의 힘’ 코너를 쉽니다. 다음 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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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근무처,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 (healthequity@naver.com) 이나 홈페이지 비

밀 글 기능을 이용하여 변동 사항을 알려주세요.

운영위원회 총무분과 올림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에 ‘2010 건강 불평등 통계’를 독자

적으로 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내년 회무 방향 토의

  학술지 출판 문제를 꾸준히 논의하기로 하였고, 봄 학술

대회는 ‘지역 불평등’을 주제로 1박 2일 동안 춘천에서, 가

을 학술대회는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

로 하였습니다. 

2. 행사 안내

l 제4차 운영위원회

  2010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의 참석을 원하는 회원은 학회 메일로 참석 의사를 미리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소: 미정

․ 일시: 2010년 1월 22일(금) 16:30~

․ 안건: 2010년 학회 사업 계획 토의 및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