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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 치에 따른 건강수 의 격차를 의미하기 때

문에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크기 역시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 의 직업과 고용구

조 변화를 겪어왔고,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업과 종사상 지 에 따른

건강수 격차의 크기와 그 변화추이를 확인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 (2003-2012년)자료를 활용하여 흡연,음주,신

체활동,주 건강 인식에 있어 직업과 종사상 지 에 기반한 사회계

층별로 건강불평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검토하고자 하 다.주 건

강상태의 불평등은 경사불평등지수(SII)와 상 불평등지수(RII)를 이용하

여 그 추이를 검토하 다.

분석 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만을 상으로 하 으며 각 연도별로 약

6~7천 명의 상자가 포함되었다.통계패키지는 STATA 12.0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2005년과 2012년 사이 종사상 지 와 정규직 여부,사회계층

의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의 분포는 성별과 교

육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 건강수 ,신체

활동,흡연,음주는 모두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신체

활동,흡연,음주는 사회계층과 그 건강수 의 결과가 선형 계를 보이지

는 않았으며 주 건강수 은 비교 선형 계를 나타냈다.

주 건강수 의 SII와 RII를 산출한 결과 2003-2012년 사이 SII는

최소 0.37(2005년),최 0.57(2010년)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II는 최소 0.11(2005년),최 0.16(2010년)

이었으며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한 극 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건강불평등,사회계층,직업,종사상 지 ,

주 건강상태,흡연,음주,신체활동

학 번 :2014-23339

이 논문은 2015년도 한의사 회 의료정책연구소 석·박사 학 논문 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연구되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 연구배경 필요성 ······································································1

제2 연구의 목 ·····················································································4

제2장 이론 고찰 ···························································5

제1 건강불평등 ·······················································································5

제2 사회경제 치와 건강 ······························································7

제3 경사불평등지수(SII)와 상 불평등지수(RII)·····················18

제4 건강불평등의 추이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 ························19

제3장 연구방법 ·······························································26

제1 자료원 연구 상 ····································································26

제2 변수 정의 ·······················································································27

제3 분석방법 ·························································································30

제4장 연구결과 ·······························································31

제1 연구 상자의 특성 ······································································31

제2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포 ·······34

제3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흡연율과 음주 정도 ····································36

제4 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

흡연율과 음주 정도 ··································································39

제5 흡연율,다빈도음주율,신체활동량의 변화 추이 ···············41

제6 주 건강수 의 SII와 RII추이 ·······································45



제5장 결론 고찰 ······················································50

제1 연구결과에 한 고찰 ································································50

제2 연구의 제한 ··············································································52

참고문헌 ···········································································53

Abstract···········································································59



표 목차

표 1. 통 인 사회경제 지 지표들의 특징과 장단 ····················7

표 2.직업 지표를 이용한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 ··································10

표 3.종사상 지 지표를 이용한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 ····················13

표 4.직업과 종사상 지 를 지표로 활용한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 ··16

표 5.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33

표 6.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포 ································35

표 7.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

흡연율과 음주 정도 ·············································································38

표 8.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흡연율과

음주 정도 ·······························································································40

표 9.주 건강수 의 SII,RII추이 ·····················································46

표 10.남성의 주 건강수 의 SII,RII추이 ·····································48

표 11.여성의 주 건강수 의 SII,RII추이 ·····································49

그림 목차

그림 1.사회계층의 분류 ··············································································29

그림 2.계층별 남성 흡연율의 변화 추이 ················································41

그림 3.계층별 남성 다빈도음주율의 변화 추이 ····································42

그림 4.계층별 남성 신체활동량의 변화 추이 ········································43

그림 5.계층별 여성 신체활동량의 변화 추이 ········································44



- 1 -

제 1장 서론

제1 연구배경 필요성

사회 체 인 건강의 수 은 차 향상되고 있으나,건강수 이나

건강증진에 련된 혜택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상 인 차이가 나고

그 격차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이 의료사회학의 주요 쟁 이

되고 있다.건강수 격차에 한 논의는 사회경제 지 ,성별,인종

는 지리 치와 같은 통 인 사회구조 불평등 요인이 건강수

의 차이에 련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건강의 사회 불평등(Social

InequalityinHealth) 는 건강불평등(HealthInequality)으로 개념화하

고 있다(이미숙,2005).

건강불평등은 사회경제 치에 따른 건강수 의 격차를 의미하기 때

문에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크기 역시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한국 사회 역시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의 향으로 사회 ·경

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직업 고용구조의 변화 한 무시할

수 없는 사회변화이다.

조동기와 조희경(2002)이 1999년 개정된 직업분류방식에 따라 1995년과

2000년의 직업구조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1995년에 비해 2000년

체 근로자 의회의원,고 임직원 리자, 문가,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하 고,기술공 문

가, 매 종사자,농업,임업 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련 기능

종사자는 감소하 으며,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와 군인은 같은

비율을 유지하 다.

좀 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와 직업이동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방하남,김기헌과 신인철(2011)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문가,기술공 문가의 종사자 비율 상승과 농림어업직 종사자의

비율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가,기술공 문가는

1983년 4.76%에서 1990년 6.89%,2000년 16.12%,2010년 18.87%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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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농림어업직은 1983년 29.03%에서 1990년 17.52%,2000년 10.03%

로 1983년에 비해 3분의 1가량 낮아졌고 2010년에는 5.85%를 기록하

다.

한 1999년도에 개정된 한국표 직업분류와 홍두승(1983)의 계층분류

방식을 용하여 계 을 상계 ,신 간계 ,구 간계 ,근로계 ,하

류계 ,독립자 농계 ,농 하류계 으로 나 었을 때 1960~2000년 사

이 상계 ,신 간계 ,구 간계 ,근로계 ,하류계 의 비율은 꾸

히 증가하 고,독립자 농계 과 농 하류계 은 꾸 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동기와 조희경,2002).

2001년부터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하여 비정규직의 규

모와 실태를 밝 온 김유선(2003)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임 노동자

비정규직의 비율은 55.4% 고,비정규직의 직업별 분포는 10명 8

명 가량(76.5%)이 단순노무직과 기능직,서비스직, 매직,사무직에 몰

려 있었으며 특히 서비스직, 매직,단순노무직은 각각 83.6%,89.7%,

85.7%가 비정규직이었다.이를 2015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5년의 체

임 노동자 비정규직 비율은 44.6% 으며,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는

여 히 단순노무직과 매서비스직에 몰려있었으나,직업별 비정규직 비

은 서비스직 69.3%, 매직 68.0%,단순노무직 83.1%로 2003년보다 감

소한 모습을 보 다.그러나 리직의 비정규직 비 이 15.5%인 것과 비

교하면 여 히 매우 높은 수치로 직업별로 매우 상이한 고용구조를 지니

고 있는 것으로 불 수 있다.조사가 이 진 기간(2001-2015)사이의

체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 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선,2015).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들고,비교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직업군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병희,허재 ,김혜원,윤윤규와 김동헌(2008)은 노동공 측면

에서 갈수록 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고학력자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반 으로 고용률이 증가하더라도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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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1995년에는 노동시장 진입자 졸 이상 학력자가 약 26%

음에 비해 2005년에는 그 비율이 약 50%에 달하고 있다.

한 오히려 상용직 증가와 일용직 감소로 인해 체 임 근로자의 불

평등도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을 통한 임 소득의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반정호(2010)의 연구결과도 있다.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용

직 증가 일용직 감소 등의 고용변동이 체 임 근로자의 임 불평등

을 확 혹은 감소시키는데 가시 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상용직 고

용비 의 증가가 체 불평등을 확 시키는데 일정 정도의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직업 종사상

지 의 객 지표가 나빠졌다 보기는 어려우나 그 계층간의 불평등은

고착되었거나 오히려 악화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측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직업 종사상 지 에 따른 건강수

격차의 크기를 측정해보고 그 변화추이를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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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계층을 나 고

이러한 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상태와 주요 건강행 실천 정도의

차이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즉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불평

등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한국노동패 자료에서 우리나

라 성인의 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의 분포를 확인하

고,이 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상태와 주요 건강행 실천 정도의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연구문제를 구

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에 따라 주요 건강행

실천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할 것이다.

2.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에 따라 주 건강상태

의 불평등이 존재할 것이다.

3.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에 따른 주요 건강행

실천 정도의 불평등이 심화,완화 혹은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4.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상태

의 불평등이 심화,완화 혹은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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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고찰

제1 건강불평등

1.건강불평등의 개념

건강불평등이란 무엇인가?건강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의료서비스

에 한 근성 차이를 떠올리기 쉬우나 이는 보건의료의 불평등으로 건

강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일부일 뿐이고 실제 건강불평등은 건강수 에

차이가 있는 모든 상황을 건강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해서는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과 건강형평성(health equity)의 차이에 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건강의 불평등(inequalities)과 불형평(inequities)을 구분하는 것은

다소 논쟁 일 수 있으나 Woodward와 Kawachi는 나쁜 건강이 건강의

사회 결정요인의 불공정한 분배의 결과일 때 불평등이 “불공정

(unfair)”해진다고 이야기한다(Woodward와 Kawachi, 2000). 한

Whitehead는 “건강에서의 불형평이란 피할 수 있고(avoidable),불필요하

고(unnecessary), 불공정한(unfair) 불평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Whitehead,1991).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계층에 따

른 건강수 의 차이는 개념 으로 건강형평성의 문제에 가까우나 편의상

여기에서는 건강불평등 한 형평에 어 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다.

2.건강불평등과 정의

왜 건강불평등을 여야 하는가?Woodward와 Kawachi는 건강불평등

을 여야 하는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①

불평등은 불공정하다.② 불평등은 모두에게 향을 미친다.③ 불평등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이들은 건강불평등이 불공정한 분배의 결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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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일 수 있으며,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조건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나쁜 향을 미치고,건강불평등이 정부

의 정책을 통해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고자 노력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Woodward와 Kawachi,2000).

의미하는 바는 다소 다르지만 이는 Daniels가 말하는 공정한 기회(fair

opportunity)와도 연결되는데 Daniels는 건강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고 하 으며(Daniels,2001),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평등한 기회가 주

어지는 것이 정의(justice)라는 롤스(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이를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건강을 리도록 하는 건강형평의 이념

은 정의의 측면에서도 논리 타당성을 갖는다.

3.건강불평등의 측정

그 다면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임웍이 있지만 그

Whitehead가 도식화하여 제시한 건강불평등의 행동 스펙트럼에 따르면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한 행동은 측정(measurement),인식

(recognition),의식 증가(awareness raising)에서 시작된다(Whitehead,

1998).이 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 바로 측정으로,다양

한 지표와 방법론을 활용한 불평등 측정연구의 축 이 사회 구성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만들고,이것이 이어져

실제 행동과 정책으로 발 할 수 있다.



- 7 -

지표 내용

소득

특징

� 소득과 건강의 계는 극단 인 가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 에 따라 단계 인

차이를 보임

장 � 건강에 향을 주는 물질 조건과 직 계

단

� 평생에 걸친 소득수 변화의

폭은 매우 큰데 부분의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단 한 지 에서만 소득을 측정

� 역인과 계의 가능성

� 65세가 넘으면 소득-건강의 연 성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제2 사회경제 치와 건강

1.사회경제 지 지표

건강과 사회경제 지 사이의 계를 밝히는 연구는 지난 수백 년 동

안 이어져왔다.이 때 주로 사용된 통 인 사회경제 지 지표로는

직업,소득,교육,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지 척도들은 사회구조

를 지배하는 사회 ·경제 힘에 비하면 상 으로 제한된 지표라 할

수 있다(Berkman,2003).하지만 이런 제한 인 지표들만으로도 건강의

사회 결정요인의 요성은 일 되면서도 강력하게 입증되어왔으며 건

강의 사회 결정요인 혹은 건강불평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통 지표들의 장단 에 해 충분히 살펴보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각 지표의 특징,장 과 단 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이 에서도 특히 ‘직업’을 지표로 사용했을 때의 장 즉,

성인기 삶의 부분을 좌우하며,생산과정과 인간 간에 가장 긴 하고

안정 인 계를 갖고 있다는 에 주목하고,직업 지표를 활용한 건강

불평등 연구의 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표 1. 통 인 사회경제 지 지표들의 특징과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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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내용

교육수

특징

� 교육기회 자체는 부모의 사회경제 지 를

반 하지만 교육수 은 부모에게서 받은

지 로부터 본인이 획득한 지 로의 이행을 의미

장

� 남녀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고 소수를 제외한

체 인구에서 측정 가능

� 성인이 된 후 건강으로 인해 사회계층이

하락하는 것의 향을 덜 받음

� 개발국에서 유용

단

� 교육에 한 경제 보상은 인종∙민족∙성

집단에 따라 히 다름

� 교육 년수를 안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나 그에

한 사회 ∙경제 평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님

� 교육성취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기나 문화에 따라

다른 사회 의미와 결과

직업

특징 � 교육과 소득 사이의 요한 연결고리

장

� 직업은 성인기 삶의 부분을 좌우하는

생산과정과 인간 간의 가장 명백하고

긴 하면서도 안정 인 계

� 직업을 얻거나 잃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 이해하지 않고는 사회경제

계층화나 그 건강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움

단

� 정규고용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노동할 수

없는 이들의 지 까지 포 할 수 있는 정교한

직업구분의 틀이 필요

버크먼과 가와치,2003,『사회 역학』에서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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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업 지표를 이용한 건강불평등 연구

이승미(2002)는 국 노인실태 복지욕구조사를 이용한 한국 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 지원 연구에서 사회계층이 사회 지원을

매개로 하여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냈다. 한,손미아

(2002)는 국민건강조사를 자료원으로 한 사회계 과 건강행 가 유병률

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육체노동자,교육수 이 낮은 그룹,그리고

소득층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주 건강상태가 나쁨을 확인하

다.

이미숙(2005)의 2001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 성인의 건

강불평등 연구에서는 교육과 직업지 가 각기 독립 으로 주 건강인

식과 만성질환 이환에 련되어 있으며 특히 고교 학력이 건강수 의 분

기 이 되고,직업별로는 리· 문직이 건강의 수혜집단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같은 2001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계층에 따른 운동소

모열량의 계를 찰한 최 옥 등(2005)의 연구에서는 직업계층별로 비

육체노동군의 운동소모열량이 가장 높았으며,비경제활동군Ⅱ,비경제활

동군Ⅰ,실업군,육체노동군 순으로 운동소모열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1995-2004년 출생코호트에서

의 부모의 사회계 이 아사망률과 소아사망률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손미아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를

둔 코호트가 졸 이상 부모를 둔 코호트보다 사망률이 약 3배 가량 높

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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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원 종속변수 독립변수 주요 결과

이승미

(2002)

1998 국

노인실태

복지욕구

조사

일상생활수

행능력(AD

L),주

건강평가

교육수 ,

직업,부

사회계층이 사회

지원을 매개로 하여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고 있음

손미아

(2002)

1995

국민건강

조사

만성질환

유무,

자각

건강상태

직업,

교육수 ,

가구소득

육체노동자,교육수 이

낮은 그룹, 소득층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주 건강상태가

나빴음

이미숙

(2005)

2001

국민건강

양조사

주

건강상태,

만성질환

이환

성질환

교육수 ,

소득,

직업

교육과 직업지 가 각기

독립 으로 주

건강인식과 만성질환

이환에 련

최 옥 등

(2005)

2001

국민건강

양조사

주당

소모열량
직업계층

직업계층별

운동소모열량은

비육체노동군이 가장

높았고,비경제활동군Ⅱ,

비경제활동군Ⅰ,실업군,

육체노동군 순으로

높았음

손미아 등

(2006)

1995-2004

통계청

출생신고

자료와

사망통계자료

사망률

부모의

직업,

교육수

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를 둔

코호트가 졸 이상

부모를 둔 코호트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았음

표 2.직업 지표를 이용한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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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사상 지 지표를 이용한 건강불평등 연구

최근 에서 언 한 통 지표들 외에 직업 불안정성과 실직 이

건강에 미치는 향이 주목받고 있다.이런 흐름의 배경으로는 신자유주

의 물결에서 비롯된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로벌 경제 기로 인한 실직

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직업 불안정성이 건강에 미치는 향은

통 지표들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으나 기 연구부터

최근의 연구들까지 일 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침이 입증되

어 왔다.

고용불안정성을 반 하기 해 사용되는 지표 표 인 것은 ‘종사

상 지 ’이다.종사상 지 를 독립 인 변수로 사용하여 이루어진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는 다음과 같다(표 3).

김진 등(2012)은 자체 표본조사(n=738)를 이용한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주 건강 격차의 연구에서 정규직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비정규직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게 평가함을 발견

하 다.

2011년 근로환경조사자료를 이용한 김 선(2014)의 연구에서는 고용 유

연성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상용근로자보다 비

상용근로자에 사회 취약계층의 유율이 높으며 물리 험인자에도

높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 (2007-2010)자료를 이용하여 미취업자들의 취업으로 인한

우울증상의 변화를 살펴본 Kim 등(2013a)의 연구에 따르면 미취업자

다가 full-time으로 구고용된 집단이 계속해서 무직상태인 집단보다 우

울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은 것(RR:0.27,95% CI:0.08,0.86)으로 나타

났다.

한,한국노동패 자료(2003-2008)를 이용한 Kim 등(2013b)의 연구는

고용상태와 사망률 간의 계를 추 했는데 고용상태에서 비고용상태로

경제상태 변화를 겪은 집단의 사망률이 고용상태를 유지한 집단보다 유

의하게 높은 것(OR=4.31)으로 나타났다.



- 12 -

마찬가지로 노동패 자료(2008)를 이용한 Kim과 Cho(2015)의 연구는

임 근로자의 업무환경과 여가시간 신체활동 간의 계를 분석했는데 남

성의 경우 육체노동,불안정한 고용상태, 과근무,비교 근무일 때 여

가시간 신체활동 참여가 었고,여성은 육체노동과 과근무만이 유의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Min등(2015)은 2008년 지역건강조사를 이용하여 불안정 고용과 자살

사고 시도 험성 간의 계를 분석하 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은

안정한 집단보다 자살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OR=1.41;95% CI:

1.28-1.55),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았다(OR=1.52; 95% CI:

1.02-2.27).

노동패 자료(1998-2001)를 이용하여 임 근로자 내의 고용 불안정성에

의한 건강격차를 분석한 Jung(2013)의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고용형태의 변화가 건강상태에 유의한 역효과를 미치는 것이

드러났다(OR=1.47,95% CI:1.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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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원 종속변수 독립변수 주요 결과

김진 등

(2012)

표본조사

(N=738)

주

건강
고용형태

정규직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남성,정규직 여성,비정규직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게 평가

김 선

(2014)

2011

근로환경

조사자료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

고용유형

상용근로자보다

비상용근로자에 사회

취약계층의 유율이 높으며

물리 험인자에 높게

노출되고 있음

Kim 등

(2013a)

2007-10

한국

복지패
우울증상 고용상태

full-time으로 구 고용된

집단이 계속해서 무직상태인

집단보다 우울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음

Kim 등

(2013b)

2003-08

한국

노동패

사망률

고용상태,

교육수 ,

소득

고용상태에서 비고용상태로

경제상태변화를 겪은 집단의

사망률이 고용상태를 유지한

집단보다 높았음

Kim과

Cho

(2015)

2008

한국

노동패

신체활동 고용상태

남성의 경우 육체노동,

고용불안정성, 과근무,

비교 근무일 때 여가시간

신체활동에 참여가 었고,

여성은 육체노동과

과근무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남

Min등

(2015)

2008

지역건강

조사

자살사고,

자살시도

고용안정

성,소득,

교육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은

안정집단보다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았음

Jung

(2013)

1998-2001

한국

노동패

주

건강

고용

불안정성,

교육,

소득

고용형태의 변화가

건강상태에 유의한 역효과를

미침

표 3.종사상 지 지표를 이용한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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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업과 종사상 지 지표를 동시에 이용한 건강불평등 연구

종사상 지 혹은 종사상 지 의 변화를 독립 인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종사상 지 를 기존의 직업 지표와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면 직업

지표의 장 에 더해 기존 직업 지표의 단 이었던 정규고용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고용의 불안정성이 건강

에 미치는 향 한 일부 반 할 수 있다.직업과 종사상 지 를 함께

사회경제 지 지표로 사용한 국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표 4).

윤태호 등은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2000년 연구

에서 직업과 종사상 지 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계층을 6개로 구분

하고,이 사회계층에 따라 건강행태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밝

냈다.Alameda7을 근거로 하여 흡연,음주,운동,비만,수면 양상에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 냈는데 이들 변수를 통합하여 지표화한

종합지표와 사회계층 사이에 강한 연 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윤태호

등,2000).

박은옥과 송효정(2003) 한 윤태호 등(2000)의 연구와는 그 분류가 다

소 다르나 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계층을 분류하고,

1999년 사회통계조사를 자료원으로 하여 사회계층과 주 건강상태의

계를 악하 는데 사회계층별로 주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윤태호 등(2000)의 분류와 2001년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를 이용하여 사

회계층별 만성질환 유병률과 주 건강수 을 보고자 했던 김혜련

(2005)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낮은 교육수 ,낮은 소

득수 ,낮은 사회계층에서 만성질환 유병 험도와 주 건강수 이

나쁠 험도가 뚜렷하게 증가함을 밝 내기도 했다.

신순철과 김문조(2007)는 노동패 자료(2,4~7차)를 이용하여 직업과

고용형태가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을 결합시계열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데 고용형태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자 업자

고용주·무 가족 종사자의 건강이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나쁘고,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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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서비스직·농업 어업·단순노무직 집단이 문가 집단에 비해 유

의하게 건강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노동패 자료의 좀 더 최신자료(8~9차)를 이용하고 건강행태 변수

를 포함한 김근회 등(2010)의 연구에서는 상자를 근로형태에 따라 A

집단(비정형직을 제외한 상용직),B집단(비정형직을 제외한 임시·일용

직),C집단(비정형직)으로 분류하여 주 건강상태를 비교하 는데 B

집단(OR:1.45,C.I:1.00~2.11)과 C집단(OR:1.69,C.I:1.35~2.10)남성들이 A

집단 남성들에 비해 주 건강상태가 나쁘고,A와 C집단의 건강수

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작업환경(15.7%)과 인구사회 요인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사회경제 불평등

에 따른 주 건강수 의 차이와 건강행태 기여요인을 분석한 김민경

등(2010)은 사회경제 지 의 차이에 따라 주 건강의 불평등이 존

재하나 건강행 요소에 의해 이 차이가 완화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

불평등에 의한 주 건강상태의 불평등을 건강행 의 증진을 통해 효

과 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같은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2007-09)와 사회계층 분류를 이용한 임경

태 등(2012)은 건강 련 삶의 질(EQ-5D)을 종속변수로 층화분석을 실시

하여 남자와 여자 모두 신 간층(Ⅱ계층)의 건강 련 삶의 질 수가 가

장 높았으며 상 상 계층(Ⅰ계층),노동계층(Ⅳ계층),구 간층(Ⅲ

계층),하 계층(Ⅵ계층),농 자 자층(Ⅴ)순으로 그 수가 낮아짐을

확인했다.

윤태호 등(2000)의 직업계층 분류에 더해 교육수 과 소득수 까지 고

려하여 연령층별 사회경제 계층에 따른 건강행 실천과 주 건강

수 을 분석한 이정민 등(2012)에 따르면 주 건강수 은 사회경제

계층이 낮을수록 낮았으며 청장년층일수록 더 많은 건강행 가 사회경제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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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원 종속변수 독립변수 주요 결과

윤태호 등

(2000)

1995

국민건강

보건의식

행태조사

건강행태

변수

사회계층

(직업과

종사상 지 )

건강행태 지표와

사회계층 사이에 강한

연 성

박은옥,

송효정

(2003)

1999

사회통계

조사

주

건강상태

사회계층

(직업과

종사상 지 )

사회계층에 따라 주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음

김혜련

(2005)

2001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

만성질환

유병수 ,

주

건강수

사회계층

(윤태호 분류),

건강행태지표

낮은 교육수 ,소득수 ,

직업계층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주 건강수 이

나빠짐

신순철,

김문조

(2007)

한국

노동패

2-7차

주

건강상태

종사상 지 ,

직업 종류 등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비정규직 종사자,

자 업자 고용주,

무 가족 종사자의

건강이 나쁘고, 문가

집단에 비해 서비스직,

농업 어업,

단순노무직의 건강이

나쁨

김근회 등

(2010)

한국

노동패

8-9차

주

건강상태

근로형태,

직업계층 등

A집단(비정형직을

제외한 상용직)에 비해

B집단(비정형직을 제외한

임시·일용직)과

C집단(비정형직)

남성들의 주

건강상태가 나쁨

표 4.직업과 종사상 지 를 지표로 활용한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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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등

(2010)

2005

국민건강

양조사

주

건강수

사회계층

(윤태호 분류)

사회경제 지 의

차이에 따라 주

건강의 불평등이

존재하나 건강행

요소에 의해 완화

임경태 등

(2012)

2007-09

국민건강

양조사

EQ-5D
사회계층

(윤태호 분류)

남자와 여자 모두

신 간층(Ⅱ계층)의

수가 가장 높았으며

상

상 계층(Ⅰ계층),

노동계층(Ⅳ계층),

구 간층(Ⅲ계층),

하 계층(Ⅵ계층),

농 자 자층(Ⅴ)

순이었음

이정민 등

(2012)

2008

국민건강

양조사

주

건강수 ,

건강행

교육수 ,

소득수 ,

직업계층

(윤태호 분류)

주 건강수 은

사회경제 계층이

낮을수록 낮았으며

청장년층일수록 더 많은

건강행 가 사회경제

계층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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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경사불평등지수(SII)와 상 불평등지수(RII)

건강불평등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Harper와 Lynch

(2005)는 HealthyPeople2010의 암 련 목표를 로 들어 다양한 건강

불평등 측정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비교 집단이 셋 이상일 때 유

용한 회귀분석 기반 측정도구로 경사불평등지수(Slope Index of

Inequality;SII)와 상 불평등지수(RelativeIndexofInequality;RII)를

소개하고 있다.

경사불평등지수(이하 SII)는 표 인 회귀분석 기반 측정도구로 SII를

계산하려면 먼 한 집단에 속한 하 사회집단들을 서열에 따라 낮은

서열에서 높은 서열로 배열해야 한다.이 때 각 하 사회집단의 크기는

체 집단의 인구 분포 일정한 범 로 표 되며 각 하 사회집

단은 그 범 의 간값을 부여받는다.다음으로 이 간값에 하여 그

사회집단의 건강수 을 그래 에 표시하고,이 게 그래 에 표시된 자

료에 하여 회귀선을 합시킨 후 얻는 회귀선의 기울기가 SII값이 된

다.SII는 각 하 사회집단의 크기를 반 하고 있으므로 가 치가 부여

된 불평등 지수(weightedindexofinequality)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SII의 값은 하 사회집단 분포 상 서열이 가장 낮은 경우와 가장

높은 경우의 건강수 의 차이로 해석된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

상 불평등지수(이하 RII)는 SII를 체 집단의 평균 건강수 으로 나

값이다.RII의 해석은 SII와 비슷하나 사회경제 수 이 가장 높은 하

집단과 가장 낮은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아니라 체 집단의 평

균 건강수 에 한 차이의 비(ratio)를 측정한다. 를 들어 흡

연율의 RII값이 –0.74라면 이는 가장 낮은 하 집단에서 가장 높은 하

집단으로 이동했을 때 흡연율이 74% 감소함을 의미한다(한국건강형평

성학회,2008).



- 19 -

제4 건강불평등의 추이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

1.흡연율의 건강불평등 추이

Cho,Song,Smith와 Ebrahim (2004)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30-49세

사이의 공무원 남성 322,291명을 상으로 한 규모 향 연구를 통

해 흡연 행 의 사회경제 차이의 추이변화를 찰하 다.연구 결과

월 을 많이 받을수록 흡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월 을 기 으

로 그룹을 나 었을 때 가장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흡연율 차이는

1990년 13.0%에서 1998년 16.1%로 증가했다.1990년 소득에 따른 흡연

행 의 RII는 1.91이었고 1998년 2.13까지 증가하 다.

마찬가지로 흡연의 사회경제 불평등을 살펴본 Khang과 Cho(2006)

의 연구는 1989-2003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교육과 직업에

따른 흡연의 사회경제 불평등을 찰하 다.남녀 모두 교육수 이 낮

을수록 흡연율이 높았으며,육체노동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비육체직보

다 높은 흡연율을 보 는데 RII를 산출해봤을 때 20-44세 남녀는 교육수

에 따른 흡연율 불평등의 RII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5-64세 남녀와 65세 이상 남성에게서는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육체직/비육체직 구분에 따라서는 유의한 변화가 찰

되지 않았다.

김혜련(2007)은 1998년,2001년,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교육수 별,직업유형별 흡연율 차이와 RII를 이용한 변화추이를

분석하 다.모든 연도에서 교육수 과 소득수 이 낮을수록 그리고 육

체직 노동자에서 흡연율이 높은 양상이 뚜렷하 으며,3개 연도를 비교

한 결과 25-64세 남성에서 교육수 에 따른 흡연율의 RII가 유의하게 증

가(1.85->2.75->2.87)함이 찰되었다.25-64세 남성의 경우 소득수 에

따라서도 불평등의 크기가 커지고 있음이 확연하 다.

Khang,Yun,Cho와 Jung-Choi(2009)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에서

비롯된 정부의 연정책이 흡연율의 사회경제 격차에 미친 향을 알

아보기 해 1995년과 2006년 사이의 4개 연도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교육,직업계층,고용지 ,가구소득에 따른 흡연율 불평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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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다.그 결과 1995-2006년 사이 연령보정 흡연율의 사회경

제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남성의 경우 4가지 사회경

제 지 지표 모두에서 RII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에서는 교

육과 소득에 따른 RII의 증가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호,박기수,천희란과 SamuelNoh(2011)는 1992-2006년 사회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군별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흡연율 변화 추이를

찰하 다.연구기간 내 체 으로 흡연율이 감소했으나,특히 정규직

노동자의 흡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형태에 따른

흡연율 차이는 정규직과 일용직 사이에서 가장 컸다.비정규직의

상 흡연율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서비스업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 다.즉, 체 인 흡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고

용형태별로 그 감소가 평등하게 이 지지 않았다.

2.사망률 이환율의 건강불평등 추이

교육수 을 사회경제 지 지표로 사용하여 사망률과 이환율의 불평

등 추이를 분석한 Khang,Lynch,Yun과 Lee(2004)의 연구에 따르면

1989-1999년 사이 사회경제 사망률 불평등의 RII는 변화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반면,주 건강상태의 불평등은 남녀 모두에서 시간에

따라 증가(남성 1.67->2.26,여성 0.96->1.94)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의 건강불평등 증가는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에 일어났고,주 성

질병경험의 불평등 한 10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혜 등(2007)은 1993-2004년 사망등록자료를 이용해 20-64세 남성의

직업과 교육수 에 따른 사망원인별 비례사망비를 분석하 다.그 결과

육체직 노동자는 간암과 교통사고에서 높은 비례사망비를 보 고,교육

수 이 낮은 그룹도 마찬가지 다.특히 이 연구에서는 간암,교통사고,

당뇨,뇌 질환에서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사이의

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뇌 질환,당뇨,심장질환,교통

사고,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높은 사회계층보다 낮은 사회계층에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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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7)은 1995년,2000년,2005년 센서스 자료와 사망원인통계를

이용하여 교육수 별,직업계층별 사망률 격차와 3개 연도의 변화추이를

찰하 다.그 결과 교육수 별 사망률은 3개 연도의 남녀 모두에서 총

사망률과 사망원인별 사망률에서 사망률의 차이가 나타났으며,그 차이

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직업계층별 사망률에 있어

서는 남성의 경우 총사망률에서 육체노동자가 비육체노동자보다 높은 사

망률을 보 지만 상 분율은 차 감소하 으며 2005년 자료에서는 거의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 고,사망원인별 사망률도 비슷한 경향을 띄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큰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의

경우 오히려 비육체노동자가 육체노동자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3.주 건강상태의 불평등 추이

신호성(2009)은 과부담의료비 지출,규범 의료서비스 이용여부,미충

족의료,주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사회 배제와 련된 건강불평등

지표를 산출한 바 있다.이 주 건강상태의 불평등 추이의 경우

1998,2001,2005,2007년 국민건강 양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하 는데 모

든 연도에서 소득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주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교육수 에 따라 비교했을 때도 학력집단( 등

교육 이하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주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소득보다 교육수 에 따라 비교했을 때 두 집단 간

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만성질환

이환여부와 주 건강상태의 불평등 변화추이를 찰한 박나 (2010)

의 연구 결과 심화되고 있는 경제 불평등 양상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건강불평등의 격차가 완화되는 수렴양상이 나타났다.남성과 여성을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체 으로 건강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여성의 경우 교육변수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격차의 크기가

증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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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hang,Cho,Chun과 Muntaner(2011)는 1995-2006년 성별, 문

직 여부,고용패턴 변화에 따른 주 건강의 불평등을 분석하 다.

문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고용 련 건강불평등의 변화를 성별로 나눠서

분석하 는데 문직 여부와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나자 고용 련 건강

불평등의 서로 다른 패턴이 찰되었다. 문직에서는 불평등이

증가한 반면,비 문직에서는 상 건강불평등이 증가하 고,특히 여

성에서 증가폭이 컸다.

Chun,Cho,Khang,Kang과 Kim (2012)은 1992-2010통계청 사회통계

조사를 사용하여 성별 주 건강상태의 건강불평등 분석하 다.1992

년 이후 성별에 따른 주 건강상태의 불평등은 수렴하는 경향을 보

고,특히 25-44세 청장년층에서 45-64세 집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별

격차가 어들고 있었다. 자들은 여성의 교육수 향상과 노동시장에

서의 지 향상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4.경제 기 후의 건강불평등 추이

Khang,Lynch와 Kaplan(2005)은 경제 기가 특정 질병의 사망률에

미친 향에 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이는 90년 후반 우리나라가 경

험한 격한 경제쇠퇴 경험과 거시 인 경제변화가 체 혹은 특정 질병

의 사망률의 변화에 향을 것이라는 가정을 배경으로 한다.연구결

과 체 사망률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체 연령군에서 경제 기 기간

동안 어드는 모습을 보 다. 성 뇌 질환, 암,간암이 이러한 사

망률 감소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교통사고 사망률의 놀라운 감소 한

찰되었다.가장 두드러지게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자살이었다.자살,

폐렴,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사망률이 경제 기 기간 동안 증가하 으나

이러한 것들은 체 사망률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 다.따라서

자들은 한국의 경제 기가 사망률에 미친 단기 효과는 상 으로

작았고,큰 감소를 보이는 다른 질병들(뇌졸 , 암,간암 등)의 힘에 가

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 으나 이 연구는 즉각 인 효과에 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향후 장기 인 추 연구가 요구된다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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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호 등(2005)은 경제 기에 따른 사망률 불평등의 변화를 지역의 사

회경제 치 지표를 활용하여 다른 각도로 분석하 는데 지역의 인구

당 세 수입을 지역의 사회경제 치 지표로 사용하 다.행정구역

(시·군·구)을 지표산출결과에 따라 순 를 매기고 인구수가 같도록 사분

로 구분하 고,성별과 연령보정 사망률을 사용하 다.그 결과 RII를

활용한 체 사망률의 지역간 불평등은 1998-2001년 사이 증가하지 않

았다.성별과 연령군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다.그러나 경제

기에서 비롯된 외부 요인으로 인한 특정 질병의 사회경제 사망률 불

평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에서는 교통사고와 의도 자해

로 인한 사망률의 RII가 1995-2001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의도 자해로 인한 사망률의 RII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즉,한국의 경제 기는 주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

망률의 지역간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자살률의 건강불평등 추이

Lee등(2009)은 1995,2000,2005센서스 자료와 사망률 자료를 이용하

여 교육수 에 따른 자살률의 상 / 차이를 35세 이상 인구를

상으로 성별,연령별로 분석하 다.그 결과 연간 평균 자살률은

1993-1997년에서 2003-2006년까지 꾸 히 증가하 으며,이는 거의 모든

성별,연령,교육 그룹에서 동일했다.교육수 에 따른 자살률의 RII와

SII는 45세 이상 남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35-44세 남녀에서는

RII는 증가하지 않았으나,SII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Hong,Knapp과 Mcquire(2011)는 IMF경제 기 이후 10년간의 소득

불평등에 따른 우울증 유병률과 자살사고 시도의 불평등 추이를 추

하 다.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해 집 지수를 사용하 고,자료

원은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사용하 는데 그 결과 일 되게 고소득층

에 유리한 불평등이 우울증,자살사고,자살시도에서 찰되었으며 이 기

간 동안 불평등의 정도는 두 배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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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밖의 건강불평등 추이변화

Yoo,Cho와 Khang(2010)은 1998-2007년 성별과 사회경제 지 에

따라 비만율과 복부비만율에 차이가 있는지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살펴보았다.사회경제 지 지표로는 교육,직업,고용상태와

소득을 사용하 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연구기간 동안 한국 남성

의 비만율과 복부비만율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여성에서

는 그 지 않았다.남성에서 높은 사회경제 지 는 비만 복부비만

과 계가 있었으나 그 차이의 크기는 연구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여

성에서는 낮은 사회경제 지 가 비만과 연 이 있었으며 특히 교육과

소득수 에 따른 복부비만율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장숙랑 등(2007)은 질병 방행 인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의 불평등

추이를 찰하 다.교육수 ,가구소득,직업 지 에 따른 연령표 화

참여율을 오즈비와 RII를 이용하여 사회경제 격차의 정도를 연령군별

로 조사하고,1995년과 2001년 사이에 격차의 개선이 있었는지 살펴보았

다.그 결과 교육수 이 낮은 여성은 선별검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았

고,교육수 에 따른 격차는 60세 이상 여성에서 가장 두드러졌다.60세

이상 여성의 RII는 1995년 3.64,1998년 4.46,2001년 8.64 다.소득 분류

에 따라서는 가장 소득수 이 높은 그룹에서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특히 40 와 50 년 여성에서 에 띄게 높았다.직업 수 에

따라서는 일 된 경향의 참가율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태일(2008)은 1985-2005년 도시가구지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입원

비,외래비,의약품 련 비용을 합산한 의료비의 소득계층별 부담 추이

를 연구하 다.이 때,식품에 한 소비를 제외하고 가구 소비의 40%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하면 이를 재난 의료비로 정의하 다.그 결과

인 의미에서 가장 낮은 소득그룹의 상 의료 근성은 지난 20

년간 다른 소득그룹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의료비 지출의 재정 부담과

재난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의 비율은 가장 낮은 소득그룹에서 증가

해왔다.소득그룹 사이의 의료비의 재정 부담 차이는 2000년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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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 2005년 악화되었다.

김철신과 지은(2013)은 2000-2010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와 지니계수

를 사용하여 12세 아동의 구강건강불평등 추이를 분석하 다.그 결과

반 인 구강건강은 향상되었으나 구강건강의 불평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강건강지표로 보정한 지니계수가 2000년 0.53에서 2010년

0.16으로 증가하 으며,썩은 이와 유실된 이의 증가가 구강건강불평등

증가에 가장 강하게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직업계층을 기

반으로 하여 건강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직업계층에 따른 주 건강상태의 불평등 추이를 분석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

로 하여 사회계층을 나 고 이러한 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상태와

주요 건강행 실천 정도의 차이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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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1 자료원 연구 상

한국노동패 자료를 이용한다.한국노동패 조사(Korean Labor &

IncomePanelStudy)는 비농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표하는 패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소득활동 소비,교육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하여 추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survey)이

다.노동시장 련 기 조사자료의 미흡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

가 분식 인 노동시장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합리 이고 정확한

노동시장 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1998년 처음 시작되

었다(한국노동패 ,2015).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종사상 지 등 노동 련 지표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고 있고 다년간의 추이를 보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노동과 소

득에 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패 조사인

한국노동패 자료가 자료원으로 가장 합하다고 단하 다. 재 한

국노동패 조사는 17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공개는 15차까지 되어있

다.본 연구는 이 건강 련 변수가 포함된 8차부터 15차까지 8개 년

도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SII와 RII를 산출하고,그 추이를 살펴볼

정이다.미성년자는 직업에 기반한 사회계층을 나 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고,만 20세 이상 성인만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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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변수 정의

1.종속변수

가.주요 건강행 실천

건강행 실천 련 변수로는 Alameda7(흡연,음주,운동,비만,아침

식사,수면,간식) 특히 건강수 과 한 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자료원을 통해 근가능한 운동,흡연,음주 여부를 이용하 다.

이 운동 변수는 “규칙 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규칙 으로 한다”혹은 “불규칙 으로 는 수시로 한다”라고 응답한

이들을 상으로 “한 달 평균 운동 횟수”와 “1회당 평균 운동시간”을 곱

하여 “한 달 평균 운동시간”을 변수로 사용하 다.

흡연 변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피운다”라고 응

답한 경우 흡연자로 “과거에는 피웠으나 재에는 피우지 않는다”와 “피

워본 이 없다”는 비흡연자로 분류하 다.

‘음주’변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라는 질문에 “월1회 이하”

라고 응답한 경우 1 ,“월 2~3회”라고 응답한 경우 2 ,“주 1~2회”라고

응답한 경우 3 ,“주 3~4회”라고 응답한 경우 4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 5 으로 매기는 5 척도를 사용하 다.

나.주 건강상태

주 건강상태는 질병의 존재유무를 넘어선 반 인 육체 안정상

태를 반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악하기 한 총체

척도로 리 인정받아 왔다.상류층에서 보다 과장되는 등 소정의 한계

을 지니고 있음이 밝 지기도 했으나 의사의 진단을 통해 인지된 건강

상태보다 더욱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신순철·김문조,2007).본

연구에서는 “OOO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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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아주 안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 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라

고 응답한 경우 2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3 ,“건강한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 4 ,“아주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 5 으로 매기

는 5 척도를 사용하 다.

다.불평등 크기의 측정

불평등 크기의 측정은 회귀분석 기반 측정도구인 SII와 RII를 사용하

다.사회계층과 건강수 사이에 선형 계가 성립하고,이 도구들이 한

시 의 건강불평등 정도의 요약에 유용하다는 장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이 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불평등 크기를 산출하여 추이를 보고

자하는 본 연구의 목 에 가장 부합한다고 단하 다.

2.독립변수 – 사회계층

사회계층의 구분은 여러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분류기 을 임의 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느 것을 표 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는 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 분야

의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윤태호 등(2000)의 분류기

을 사용하 다.이 분류는 홍두승의 계층분류법(홍두승과 구해근,2001)

과 한국표 직업분류(2000)에 근거하여 사회계층을 Class1~6까지 6단계

로 서열화하여 나타낸다.이 분류를 용했을 때 건강행태,만성질환 유

병률,주 건강수 ,건강 련 삶의 질 등에 계층별 차이가 존재한다

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윤태호 등,2000;김혜련,2005;김민경 등,

2010;임경태 등,2012).자세한 분류는 그림 1과 같다.

상류 상계층에 속하는 Class1은 입법공무원,고 임직원 리자

이면서 종사상의 지 가 자 업자,고용주,상용근로자 는 문가로

즉,종사상 지 에 크게 상 없이 상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다. 간층

은 신 간층이라 할 수 있는 Class2와 구 간층인 Class3로 나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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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구분은 주로 종사상 지 에 근거한다.Class2는 주로 고용주이

거나 근로자인 경우이며,Class3는 Class2와 직업군은 동일하면서 자

업자인 경우이다.Class4는 노동계층으로 주로 서비스 종사자와 육체

노동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고,Class5는 농업/어업에 종사하면서 자

자인 경우이다.마지막으로 Class6는 하류계층으로 단순노무근로자이면

서 자 업자인 경우와 임시 일용 근로자인 경우이며,무직인 경우 본

래 윤태호 등(2000)의 연구에서는 최종학력이 졸 이하인 경우 무직에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종학력과 계없이 최근 한 달 이내에 취

업을 한 노력을 해봤으면서 미취업 상태인 자를 무직으로 분류하 다.

그림 1사회계층의 분류(윤태호 등,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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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한 빈도분석과 사회계층

에 따른 상자의 주 건강상태 주요 건강행 실천여부의 차이를

확인하기 한 빈도분석 카이제곱검정과 ANOVA test를 실시하고,

최종 으로 건강불평등 크기의 추이를 확인하기 해 경사불평등지수

(SII)와 상 불평등지수(RII)를 각 연도별로 산출하여 불평등 크기의 변

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통계패키지로는 STATA12.0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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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1 연구 상자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아래 표 5와 같다.연구 상자는 결측값으

로 인해 사회계층 분류가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를 제외하고,2005

년 8차 조사에서 5,646명,2006년 9차 조사에서 5,777명,2007년 10차 조

사에서 5,848명,2008년 11차 조사에서 5,810명,2009년 12차 조사에서

7,024명,2010년 13차 조사에서 7,043명,2011년 14차 조사에서 7,064명,

2012년 15차 조사에서 7,223명을 추출하 다.

이 2012년 상자 7,223명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506명

(62.4%),여성이 2,717명(37.6%)으로 남성 상자와 여성 상자의 비율

이 약 6:4정도 다.연령 를 청년층(20-44세),장년층(45-64세),노년층

(65세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는 청년층이 3,617명(50.1%),장년층이 2,918

명(40.4%),노년층이 688명(9.5%)으로 청년층이 가장 많고,장년층,노년

층의 순으로 어드는 모습을 보 으나 2005년 자료와 비교하면 청년층

의 비율이 고,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찰할 수 있었

다.

교육수 은 졸 이하,고졸, 문 졸, 졸,석사 이상의 5가지로 분류

하 는데 졸 이하가 1,642명(22.7%),고졸이 2,549명(35.3%), 문 졸

이 1,236명(17.1%), 졸이 1,524명(21.1%),석사 이상이 270명(3.7%)으로

고졸이 가장 많고, 졸 이하, 졸, 문 졸,석사 이상 순으로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임 근로자의 경우 세후 월평균소득에 따라 200만 원 이

하,201-300만 원,301-400만 원,401-500만 원,500만 원 이상의 5가지

로 분류하 고,비임 근로자의 경우 매출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이

익이 자인 경우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에 상자 수가 불충분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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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값으로 처리하고,순이익이 흑자인 경우는 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분류하 다.그 결과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상자는 4,113명

(58.0%),201-300만 원인 상자는 1,560명(22.0%),301-400만 원인 상

자는 734명(10.3%),401-500만 원인 상자는 393명(5.5%),500만 원 이

상인 상자는 296명(4.2%)으로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상자

가 가장 많았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격히 어드는 모

습을 보 고,2005년에 비해 소득계층의 비율은 어들고,고소득계층

의 비율이 늘어남을 찰할 수 있었다.

종사상 지 는 비임 근로자는 제외하고 임 근로자만을 상용직,임시

직,일용직으로 분류하 는데 상용직이 3,854명(73.6%)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직 819명(15.6%),일용직 562명(10.7%)순이었다.이 때 2005년 자료

와 비교하여 그 비율이 유의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상용직이

4.2%p,일용직이 1.1%p 어들고,임시직이 5.2%p증가함이 찰되었다.

상자가 인지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

눴을 때 정규직이 3,331명(63.6%),비정규직이 1,904명(36.4%)으로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약 6:4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사상 지

와 마찬가지로 2005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비율 변화가 나타난

것이었는데 정규직이 6.8%p 어들고,비정규직이 6.8%p늘어남이 찰

되었다.

직업과 종사상 지 를 기반으로 하여 구분한 사회계층은 Class1(가장

상 계층)이 851명(11.8%),Class2가 1,952명(27.0%),Class3가 913명

(12.6%),Class4가 2,360명(32.7%),Class5가 370명(5.1%),Class6(가

장 하 계층)이 777명(10.8%)으로 Class4,Class2,Class3,Class1,

Class6,Class5순으로 많았다.사회계층에서도 2005년 자료와 비교했

을 때 유의한 비율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Class3이 3.1%p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 고,Class6이 2.3%p증가하여 그 다음으로 큰

변화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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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12년
χ2

N % N %

성별
남 3,580 63.4 4,506 62.4

5.42
여 2,066 36.6 2,717 37.6

연령

20-44 3,421 60.6 3,617 50.1

352.76***45-64 1,932 34.2 2,918 40.4

65+ 293 5.2 688 9.5

교육수

졸 이하 1,468 26.0 1,642 22.7

58.97***
고졸 2,074 36.7 2,549 35.3

문 졸 865 15.3 1,236 17.1

졸 1,089 19.3 1,524 21.1

석사 이상 149 2.6 270 3.7

월평균 소득
(만 원)

<200 4,044 73.8 4,113 58.0

620.59***
201-300 895 16.3 1,560 22.0

301-400 311 5.7 734 10.3

401-500 141 2.6 393 5.5

>500 86 1.6 296 4.2

종사상 지

상용직 3,048 77.8 3,854 73.6

190.22***임시직 406 10.4 819 15.6

일용직 463 11.8 562 10.7

정규직 여부
정규직 2,759 70.4 3,331 63.6

130.61***
비정규직 1,158 29.6 1,904 36.4

사회계층

Class1 640 11.3 851 11.8

139.81***

Class2 1,541 27.3 1,952 27.0

Class3 884 15.7 913 12.6

Class4 1,859 32.9 2,360 32.7

Class5 240 4.3 370 5.1

Class6 482 8.5 777 10.8

총합 5,646 100 7,223 100

주)***=p<0.001

표 5.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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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포 (2012년 기 )

이어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계층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6).성별,연령,교육수 ,월평균 소득,종사상 지 ,정규직 여부에

따라 사회계층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여자보다는 남자가,장년

층·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더 높은 사회계층에 치하는 경향을 보 다.

교육수 에 따라서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계층에 치하는 경

향을 보 으며,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계층에 치할 가능성

이 높았다.종사상 지 와 정규직 여부는 자 업자만이 포함되어 있는

Class3과 Class5를 제외하고,Class1,Class2,Class4,Class6의 분

포만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상용직,정규직일 가능

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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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Class6 χ2

성별
남 528 1,143 604 1,526 285 420

79.77***
여 323 809 309 834 85 357

연령

20-44 627 1,347 258 1,199 14 172

2.5×103***45-64 213 568 537 1,082 125 393

65+ 11 37 118 79 231 212

교육수

졸 이하 8 107 295 555 274 403

3.5×103***
고졸 56 577 392 1,159 72 293

문 졸 157 503 100 427 8 41

졸 454 694 116 209 13 38

석사 이상 176 70 10 10 3 1

월평균
소득
(만 원)

<200 213 856 554 1,512 296 682

1.2×103***
201-300 247 485 206 552 31 39

301-400 191 269 75 186 7 6

401-500 107 172 36 62 13 3

>500 82 150 17 41 6 0

종사상
지

상용직 675 1,363 - 1,659 - 157

1.3×103***임시직 0 173 - 405 - 241

일용직 0 14 - 296 - 252

정규직
여부

정규직 675 1,250 - 1,399 - 7
1.7×103***

비정규직 0 300 - 961 - 643

표 6.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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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주 건강

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흡연율과 음주 정도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

간,흡연율과 음주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7).성별에 따라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흡연율,음주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주 건강수 이 높고,운동량이 많으며,흡연율이 높

고,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주 건강수 과 흡연율,음주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군이 낮을수록 주 건강수 이 높았으며,노년층에 비

해 청장년층의 흡연율이 높았고,연령군이 높을수록 음주를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달 평균 운동시간은 노년층에서 청장년층에 비

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432).

교육수 에 따라 주 건강수 과 흡연율,음주 정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는데 교육수 이 높을수록 주 건강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졸과 석사 이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흡연율은 고졸

과 문 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음주 정도는 문 졸 이상( 문

졸, 졸,석사 이상)에 비해 고졸 이하( 졸 이하,고졸)에서 높게 나

타났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주 건강수 과 흡연율,음주 정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최하 계층에서 가

장 낮은 주 건강수 을 보 으나 흡연율과 음주 정도 한 가장 낮

은 모습을 보 다.

종사상 지 에 따라서도 주 건강수 과 흡연율,음주 정도의 차이

가 나타났다.상용직,임시직,일용직 순으로 주 건강수 이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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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흡연율과 음주 정도는 일용직,상용직,임시직 순으로 높은 모

습을 보 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부에 따라서는 주 건강수 과 흡연율만이 유

의한 차이를 보 는데 주 건강수 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으며,흡연율 한 정규직에서 더 높은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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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강수
M±SD

TorF
한 달 평균
운동시간
M±SD

TorF
흡연율
(%)

χ2
음주
정도
M±SD

TorF

성별
남 3.6±0.65

7.33***
18.9±15.76

2.94**
52.0

1.9×103***
2.6±1.00

26.23***
여 3.5±0.70 16.6±14.30 1.8 1.8±0.85

연령

20-44 3.7±0.58

366.50***
18.1±16.66

0.84

35.4

72.78***
2.3±0.93

25.44***45-64 3.5±0.67 18.1±14.13 33.7 2.5±1.07

65+ 3.1±0.79 19.9±12.93 18.8 2.6±1.27

교육수

졸 이하 3.2±0.76

204.73***

17.8±13.29

0.56

28.5

44.77***

2.5±1.20

10.23***
고졸 3.6±0.63 18.8±17.43 36.7 2.5±1.02

문 졸 3.7±0.56 18.6±17.57 35.2 2.3±0.95

졸 3.8±0.57 18.0±13.37 32.0 2.3±0.90

석사 이상 3.8±0.58 16.9±11.54 23.7 2.3±0.87

월평균 소득
(만 원)

<200 3.5±0.71

60.05***

18.7±17.82

1.67

25.6

221.51***

2.3±1.05

13.87***
201-300 3.7±0.57 16.5±12.70 43.3 2.5±0.99

301-400 3.8±0.55 18.4±13.08 42.8 2.5±0.94

401-500 3.7±0.62 18.4±14.32 41.7 2.6±1.01

>500 3.8±0.54 20.2±12.89 41.2 2.6±0.93

종사상 지

상용직 3.7±0.59

115.20***
17.4±13.76

0.10

32.8

68.27***
2.3±0.95

12.41***임시직 3.5±0.69 17.9±15.33 22.1 2.2±0.99

일용직 3.3±0.73 17.7±15.43 42.9 2.6±1.13

정규직 여부
정규직 3.7±0.58

14.92***
17.6±13.80

0.53
34.2

16.57***
2.3±0.95

0.01
비정규직 3.5±0.70 17.2±14.72 28.7 2.3±1.05

주)**=p<0.01,***=p<0.001

표 7.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흡연율과 음주 정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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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흡연율과 음주 정도

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흡연율과 음주

정도는 모두 계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8).주 건강수 은

체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Class1)건강수 한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Class1,Class2,Class4,Class3,Class6,Class5의 순으로

나타나 계층별로 완벽한 선형 계를 이루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운동시간은 Class3,Class4,Class1,Class6,Class2,

Class5의 순으로 나타나 계층과 운동시간 사이에 선형 계가 있다기보

다는 간계층인 구 간층(Class3)과 노동계층(Class4)의 운동량이 비

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 역시 Class4,Class3,Class6,Class2,Class5,Class1의 순

으로 나타나 최상 계층이 가장 낮은 흡연율을 보이기는 하나 계층과 흡

연율 사이에 선형 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노동계층(Class4)과

구 간층(Class3)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정도는 Class5,Class3,Class2,4,6,Class1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나 역시 계층과의 선형 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자 농층(Class5)의

음주 정도가 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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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강수
M±SD

TorF
(p)

한 달 평균
운동시간
M±SD

TorF
흡연율
(%) χ2 음주 정도

M±SD TorF

사회계층

Class1 3.8±0.58

105.71***

17.8±13.79

4.26***

24.1

75.40***

2.2±0.91

11.33***

Class2 3.7±0.58 17.3±14.48 31.1 2.4±0.99

Class3 3.5±0.70 22.5±21.93 37.2 2.6±1.08

Class4 3.6±0.63 18.0±14.36 38.0 2.4±0.99

Class5 3.1±0.86 16.6±13.50 26.8 2.8±1.25

Class6 3.3±0.76 17.4±12.18 31.4 2.4±1.08

주)***=p<0.001

표 8.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수 ,한 달 평균 운동시간,흡연율과 음주 정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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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흡연율,다빈도음주율,신체활동량의 변화 추이

주요 건강행 인 흡연,음주,운동량은 사회계층과 선형 계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SII,RII를 산출하는 신 성별로 하 그룹을 나 어

그래 를 통해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남성 흡연율의 경우 노동패 이 건강행 에 한 조사를 시작한 2005년

부터 가장 최근인 2012년까지 가장 흡연율이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

층 사이의 격차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그

러나 2011년을 기 으로 몇몇 계층의 흡연율이 역 되는 상이 찰되

었는데 이는 최하 계층(Class6)의 흡연율은 감소추세인 반면,신 간층

(Class 2)과 노동계층(Class 4)의 흡연율은 교착상태이고,구 간층

(Class3)의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계층별 흡연율 변화추이의 차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여성의 경우 흡연 여성의 수가 무 어 의

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웠다.

그림 2.계층별 남성 흡연율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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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상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다빈도음주

율의 경우 남성에서 다빈도음주율이 가장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다빈도음주율이 높

은 계층인 자 농층(Class5)은 2008년 25.4%를 정 으로 이후 큰 폭으

로 감소하는 추세이다.자 농층(Class5)을 제외한 계층별 격차는 격년

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 다.여성의 경우 흡연과 마찬

가지로 다빈도음주에 해당되는 여성의 수가 무 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웠다.

그림 3.계층별 남성 다빈도음주율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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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운동시간을 이용하여 알아본 신체활동량의 변화 추이는 다

음과 같다.남녀 모두 일정한 추세를 찰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 으며,

불평등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 다.(여성

Class5의 경우 상자 수가 무 어 의미있는 감소라 보기 어려웠

다.)

그림 4.계층별 남성 신체활동량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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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계층별 여성 신체활동량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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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주 건강수 의 SII와 RII추이

주 건강수 의 연도별 SII와 RII는 다음과 같다(표 9).2003년 직업

과 종사상 지 에 기반한 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수 의 불평등은

SII가 0.55(95% CI:0.47-0.62)로 이는 사회계층 상에서 서열이 가장 낮

은 경우와 가장 높은 경우의 주 건강수 의 차이가 0.55가

량임을 의미한다.RII는 0.15(95% CI:0.13-0.18)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장

높은 하 집단에서 가장 낮은 하 집단으로 이동했을 때 주 건강수

이 15%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후 SII는 2004년 0.48,2005년 0.37,2006년 0.49,2007년 0.40,2008년

0.55,2009년 0.55,2010년 0.57,2011년 0.50,2012년 0.53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RII역시 2004년 0.14,2005년 0.11,2006년 0.14,2007년 0.11,2008년

0.15,2009년 0.15,2010년 0.16,2011년 0.14,2012년 0.15로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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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Mean(95% CI)

2004년
Mean(95% CI)

2005년
Mean(95% CI)

2006년
Mean(95% CI)

2007년
Mean(95% CI)

Class1 3.7(3.7-3.8) 3.7(3.7-3.8) 3.7(3.6-3.7) 3.8(3.7-3.8) 3.8(3.7-3.8)

Class2 3.7(3.7-3.7) 3.7(3.6-3.7) 3.6(3.6-3.6) 3.7(3.7-3.7) 3.7(3.7-3.7)

Class3 3.4(3.3-3.4) 3.4(3.3-3.4) 3.4(3.4-3.5) 3.4(3.3-3.4) 3.5(3.4-3.5)

Class4 3.5(3.5-3.6) 3.6(3.5-3.6) 3.6(3.5-3.6) 3.6(3.5-3.6) 3.6(3.6-3.6)

Class5 3.0(2.9-3.1) 3.0(2.9-3.1) 3.1(3.0-3.2) 3.1(3.0-3.2) 3.2(3.1-3.4)

Class6 3.2(3.1-3.3) 3.2(3.2-3.3) 3.2(3.2-3.3) 3.2(3.2-3.3) 3.3(3.2-3.4)

체 3.5(3.5-3.6) 3.5(3.5-3.6) 3.5(3.5-3.5) 3.6(3.5-3.6) 3.6(3.6-3.6)

SII
(95% CI)

0.55
(0.47-0.62)

0.48
(0.41-0.54)

0.37
(0.30-0.44)

0.49
(0.42-0.56)

0.40
(0.34-0.47)

RII
(95% CI)

0.15
(0.13-0.18)

0.14
(0.11-0.15)

0.11
(0.09-0.13)

0.14
(0.12-0.16)

0.11
(0.09-0.13)

2008년
Mean(95% CI)

2009년
Mean(95% CI)

2010년
Mean(95% CI)

2011년
Mean(95% CI)

2012년
Mean(95% CI)

Class1 3.8(3.8-3.9) 3.8(3.8-3.9) 3.8(3.7-3.8) 3.8(3.7-3.8) 3.8(3.8-3.8)

Class2 3.8(3.7-3.8) 3.8(3.7-3.8) 3.8(3.7-3.8) 3.7(3.7-3.7) 3.7(3.7-3.8)

Class3 3.5(3.4-3.5) 3.5(3.4-3.5) 3.5(3.4-3.5) 3.5(3.4-3.5) 3.5(3.4-3.5)

Class4 3.6(3.6-3.6) 3.6(3.6-3.7) 3.6(3.6-3.6) 3.6(3.5-3.6) 3.6(3.6-3.6)

Class5 3.1(3.0-3.2) 3.0(2.9-3.1) 3.1(3.0-3.2) 3.2(3.1-3.2) 3.1(3.1-3.2)

Class6 3.3(3.2-3.4) 3.3(3.2-3.4) 3.3(3.2-3.3) 3.3(3.3-3.4) 3.3(3.2-3.4)

체 3.6(3.6-3.6) 3.6(3.6-3.6) 3.6(3.6-3.6) 3.6(3.6-3.6) 3.6(3.6-3.6)

SII
(95% CI)

0.55
(0.48-0.61)

0.55
(0.49-0.61)

0.57
(0.51-0.62)

0.50
(0.44-0.55)

0.53
(0.48-0.59)

p<.001

RII
(95% CI)

0.15
(0.13-0.17)

0.15
(0.14-0.17)

0.16
(0.14-0.17)

0.14
(0.12-0.15)

0.15
(0.13-0.16)

p<.001

표 9.주 건강수 의 SII,RII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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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과 표 11은 표 9의 분석을 성별로 하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것

이다.남성과 여성 모두 2003-2012년 사이 주 건강상태의 불

평등과 상 불평등의 크기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

타났다.다만 그 구체 숫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남성의 경우

격차가 가장 작을 때의 SII가 0.25,가장 클 때의 SII가 0.47로 여성의

0.57,0.79와 상당한 차이를 보 다.

RII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성은 격차가 가장 작을 때의 RII가 0.07,가

장 클 때의 RII가 0.13으로 비교 작은 편이었고,여성은 각각 0.16,

0.23으로 남성의 거의 두 배에 가까웠다.상 계층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주 건강수 이 비슷했지만,하 계층의 경우 여성의 상 인 주

건강수 이 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하 계층 여성

의 나쁜 주 건강이 계층별 건강불평등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었다.

남녀의 건강불평등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변화양상은 성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남녀 모두 2005년에 건강불평등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008-2010년 사이 건강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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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Mean(95% CI)

2004년
Mean(95% CI)

2005년
Mean(95% CI)

2006년
Mean(95% CI)

2007년
Mean(95% CI)

Class1 3.7(3.7-3.8) 3.8(3.7-3.8) 3.7(3.6-3.7) 3.8(3.7-3.8) 3.8(3.7-3.9)

Class2 3.7(3.7-3.7) 3.7(3.7-3.7) 3.6(3.6-3.6) 3.7(3.7-3.8) 3.7(3.7-3.8)

Class3 3.4(3.4-3.5) 3.4(3.4-3.5) 3.5(3.4-3.5) 3.4(3.4-3.5) 3.5(3.5-3.6)

Class4 3.6(3.6-3.7) 3.6(3.6-3.6) 3.6(3.6-3.6) 3.6(3.6-3.7) 3.7(3.6-3.7)

Class5 3.1(3.0-3.2) 3.1(3.0-3.2) 3.2(3.1-3.3) 3.2(3.1-3.3) 3.4(3.3-3.5)

Class6 3.3(3.2-3.4) 3.3(3.2-3.4) 3.3(3.2-3.4) 3.4(3.3-3.5) 3.4(3.3-3.5)

체 3.6(3.5-3.6) 3.6(3.6-3.6) 3.5(3.5-3.6) 3.6(3.6-3.6) 3.6(3.6-3.7)

SII
(95% CI)

0.43
(0.34-0.52)

0.41
(0.33-0.50)

0.25
(0.17-0.34)

0.37
(0.29-0.46)

0.32
(0.24-0.40)

RII
(95% CI)

0.12
(0.09-0.15)

0.11
(0.09-0.14)

0.07
(0.05-0.10)

0.10
(0.08-0.13)

0.09
(0.06-0.11)

2008년
Mean(95% CI)

2009년
Mean(95% CI)

2010년
Mean(95% CI)

2011년
Mean(95% CI)

2012년
Mean(95% CI)

Class1 3.9(3.8-3.9) 3.8(3.8-3.9) 3.8(3.7-3.8) 3.8(3.7-3.8) 3.8(3.8-3.8)

Class2 3.8(3.8-3.8) 3.8(3.7-3.8) 3.8(3.7-3.8) 3.7(3.7-3.8) 3.8(3.7-3.8)

Class3 3.6(3.5-3.6) 3.5(3.5-3.6) 3.5(3.4-3.6) 3.5(3.5-3.6) 3.5(3.4-3.6)

Class4 3.7(3.7-3.7) 3.7(3.7-3.8) 3.7(3.6-3.7) 3.6(3.6-3.7) 3.6(3.6-3.7)

Class5 3.2(3.1-3.3) 3.1(3.0-3.3) 3.1(3.1-3.2) 3.2(3.1-3.3) 3.2(3.1-3.3)

Class6 3.4(3.3-3.5) 3.4(3.3-3.5) 3.4(3.3-3.4) 3.4(3.3-3.4) 3.4(3.3-3.5)

체 3.7(3.7-3.7) 3.7(3.6-3.7) 3.6(3.6-3.6) 3.6(3.6-3.6) 3.6(3.6-3.6)

SII
(95% CI)

0.46
(0.37-0.54)

0.42
(0.34-0.50)

0.47
(0.40-0.55)

0.42
(0.35-0.49)

0.43
(0.36-0.49)

p<.001

RII
(95% CI)

0.12
(0.10-0.15)

0.11
(0.09-0.14)

0.13
(0.11-0.15)

0.12
(0.10-0.14)

0.12
(0.10-0.14)

p<.001

표 10.남성의 주 건강수 의 SII,RII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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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Mean(95% CI)

2004년
Mean(95% CI)

2005년
Mean(95% CI)

2006년
Mean(95% CI)

2007년
Mean(95% CI)

Class1 3.7(3.7-3.8) 3.7(3.6-3.8) 3.7(3.6-3.8) 3.7(3.7-3.8) 3.7(3.6-3.8)

Class2 3.7(3.7-3.8) 3.6(3.6-3.7) 3.6(3.6-3.7) 3.7(3.6-3.7) 3.6(3.6-3.7)

Class3 3.2(3.1-3.4) 3.3(3.2-3.4) 3.4(3.3-3.4) 3.3(3.2-3.4) 3.4(3.3-3.5)

Class4 3.4(3.3-3.5) 3.4(3.4-3.5) 3.4(3.4-3.5) 3.5(3.4-3.5) 3.5(3.4-3.5)

Class5 2.7(2.4-2.9) 2.8(2.5-3.0) 2.9(2.6-3.1) 2.8(2.5-3.0) 2.7(2.4-2.9)

Class6 3.1(3.0-3.2) 3.1(3.0-3.2) 3.1(3.0-3.2) 3.0(2.9-3.2) 3.2(3.1-3.3)

체 3.5(3.4-3.5) 3.5(3.4-3.5) 3.5(3.4-3.5) 3.5(3.5-3.5) 3.5(3.5-3.5)

SII
(95% CI)

0.74
(0.62-0.86)

0.59
(0.49-0.70)

0.57
(0.46-0.68)

0.71
(0.60-0.82)

0.57
(0.46-0.68)

RII
(95% CI)

0.21
(0.18-0.25)

0.17
(0.14-0.21)

0.16
(0.13-0.20)

0.20
(0.17-0.23)

0.16
(0.13-0.19)

2008년
Mean(95% CI)

2009년
Mean(95% CI)

2010년
Mean(95% CI)

2011년
Mean(95% CI)

2012년
Mean(95% CI)

Class1 3.8(3.7-3.9) 3.8(3.7-3.8) 3.8(3.7-3.8) 3.8(3.7-3.8) 3.8(3.8-3.9)

Class2 3.7(3.7-3.8) 3.8(3.7-3.8) 3.7(3.7-3.8) 3.7(3.6-3.7) 3.7(3.6-3.7)

Class3 3.3(3.2-3.4) 3.4(3.4-3.5) 3.4(3.4-3.5) 3.4(3.4-3.5) 3.4(3.3-3.5)

Class4 3.5(3.4-3.5) 3.4(3.4-3.5) 3.4(3.4-3.5) 3.4(3.4-3.5) 3.5(3.4-3.5)

Class5 2.7(2.5-3.0) 2.7(2.5-2.9) 2.8(2.6-3.0) 2.9(2.7-3.1) 2.9(2.7-3.1)

Class6 3.2(3.1-3.3) 3.2(3.1-3.3) 3.2(3.1-3.2) 3.3(3.2-3.3) 3.2(3.1-3.2)

체 3.5(3.5-3.6) 3.5(3.5-3.5) 3.5(3.5-3.5) 3.5(3.5-3.5) 3.5(3.5-3.5)

SII
(95% CI)

0.72
(0.61-0.82)

0.79
(0.69-0.89)

0.73
(0.63-0.82)

0.62
(0.53-0.72)

0.71
(0.62-0.79)

p=.009

RII
(95% CI)

0.21
(0.17-0.23)

0.23
(0.20-0.25)

0.21
(0.18-0.23)

0.18
(0.15-0.21)

0.20
(0.18-0.23)

p=.011

표 11.여성의 주 건강수 의 SII,RII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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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고찰

제1 연구결과에 한 고찰

본 연구는 직업과 종사상 지 에 기반하여 분류한 사회계층에 따라 주

건강상태 건강행 실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그 차

이의 정도를 연도별로 산출해보고자 하 다.분석은 2005-2012년 한국노

동패 자료를 통해 계층 산출이 가능한 만20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하

다.

사회계층은 통계청의 한국직업분류와 홍두승의 계층분류법을 근거로 한

윤태호 등(2000)의 분류를 따랐으며 이를 통해 직업과 종사상 지 에 따

라 Class1부터 Class6까지 6개 사회계층이 범주화되었다.

분석 결과 2005년과 2012년 사이 종사상 지 와 정규직 여부,사회계층

의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의 분포는 성별과 교

육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어 보

면 당연한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직업선택과 한 련이 있는

교육수 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유의한 직업계층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남녀 사이의 직업 측면의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주 건강수 ,신체활동,흡연,음주는 모두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신체활동,흡연,음주는 사회계층과 그 건강수 의 결과

가 선형 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주 건강수 은 비교 선형 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같은 분류를 통해 건강행태,만성질환 유병률,주

건강수 ,건강 련 삶의 질 등에 계층별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던 것

과 일 된 맥락을 보인 것이다.다만 윤태호 등(2000)이나 김혜련(2005)

의 연구와 달리 건강행태와 계층의 선형 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던 이

달랐다.

이는 방법론 인 차이의 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특정 계층의



건강수 이 10여 년 사이에 격히 나빠진 것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표

8의 사회계층에 따른 주 건강수 을 보면 Class3과 4,Class5와 6

의 역 상이 나타나는데 Class3과 5는 자 업자만으로 이루어진 계

이라는 공통 이 있다.즉,자 업자들의 건강이 과거에 비해 다른 근로

자들에 비해 특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특히 Class5즉,자 농층

은 한 달 평균 운동시간이 가장 고,음주 정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이들을 한 건강증진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주 건강수 의 SII와 RII를 산출한 결과 2003-2012년 사이 SII는

최소 0.37(2005년),최 0.57(2010년)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II는 최소 0.11(2005년),최 0.16(2010년)

이었으며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 다.

체 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2003-2012년 사이 불평등과 상 불평

등 모두 그 크기가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비슷한 시기 직업에 따른 흡연율,특정원인 사

망률에서 불평등 정도가 증가함을 밝혔던 선행연구들(Khang등,2009;

김일호 등,2011;김기혜 등,2007)의 존재로 미루어보아 직업계층에 따

른 건강불평등이 한국 사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역의 문제

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2000년 반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이

수 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 는데 각 연도의 불평등 정도에 향을

미친 요인 정책 혹은 사회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분

석하는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정책 제언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 52 -

제2 연구의 제한

첫째로 본 연구는 사회계층의 분류와 련한 한계를 갖는다.본 연구에

서 사용한 분류가 만들어진 2000년에 비해 한국 사회의 직업 ,사회

특성이 상당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2010년 한국의 상황을 반 하는 새로운 계층분류법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로,본 연구는 단순히 2003-2012년 사이 불평등 지수의 변화가 있

었는지만 확인했을 뿐 지수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의 탐색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직업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 지수의 변화를 가져온 정책 ,사

회 원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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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eaim ofthisstudyistoexaminethetrendofKorean

healthinequalityespeciallyfocusingonjobandemploymentstatus.

Method :Korea Labourand Income PanelStudy (KLIPS)from

2003-2012 was used. Social class was classified by job and

employment status.Smoking rate,alcohol consumption,physical

activityandself-ratedhealthwereusedashealthvariables.Minors

(underage20)wereexcluded.

Result:Between 2005-2012 the composition ofsocialclass has

changedsignificantly.Thedistributionofsocialclassdifferedfrom

sex andeducation.Self-ratedhealthandsocialclasshadarough

linearrelationshipandothersnot.Between2003-2012,theSlopeIndex

ofInequality(SII)ofself-ratedhealthwas0.37-0.57.RelativeIndex

of Inequality (RII) was 0.11-0.16. And its trends were both

significant.Itshowedsimilarresultswhenseparatedbysex.

Conclusion :Thisresultsshow thatKorean society hasunsolved

healthinequalityproblem andevenitisgettingworse.Thusweneed

activehealthequitypolicytoreducetheincreasinghealthine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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