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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매우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양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복합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적확한 위험관리 정책의 선행조건인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또

한 강조되고 있다. 즉 위험에 대한 불안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사회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지, 구성원들

로 하여금 위험을 회피 또는 수용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 다양

한 위험인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의 중요성이 위험관리 정책의 시

발점으로서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위험인식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 ·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구조적인 관

점 중 계층에 따른 위험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직업적 지위․소

득․교육․주관적 계층의식 등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위험인식을 살

펴보고 이들을 통합하여 홍두승(2005)의 계층분류에 따라 세 개의 계층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으로 나누어 계층에 따른 위험인식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한국 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계층분류를 위해 응답자는 본

인이 가구주이면서 직업이 있고 종사상 지위를 분류할 수 있는 사례만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유효 분석 사례수는 509명이다. 종속변수는 건강위

험인식 4가지(전염병, 먹거리, 정신위해요소, 성인병)와 사회생활위험인식

4가지(사생활침해, 폭력, 인재 및 산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

험) 총 8가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0을

활용하였으며 최종 세 개의 계급과 종속변수인 위험인식이 정규분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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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기에(p<.05)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정과 Kruskal Wallis 검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직업을 종사상의 지위와 고려하여 분

류한 계급적 지위에 따른 위험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월 가구소득에서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인식을 제외하

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 2년제 이상

의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집단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먹거리

위험인식과 모든 사회생활위험인식(사생활침해, 폭력, 인재 및 산재, 과

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높은 교육수준은 개

인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위험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위험이 자신을

피해 갈 것이라고 믿는 비합리적인 '낙관주의 편견‘을 지양시키기에 이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위험인식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위험인식에서는 전염병과 먹거리 위험인식이, 사회생활위

험인식에서는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와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해당 위험인식들은 모두 다른 항목의 위험인식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에, 하층계층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반영되어 나

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하층 계층의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미래

에 대한 불안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사회를 불안정하다고 보고 계급 갈등

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 선상에서 해

석 가능하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고, 현재의 준

비나 사회적 안전망으로는 충분히 위험에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

용하기에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위험인식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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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제외한 객관적 요인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더 민감하게 위

험인식이 반응 한 것은 계층의식과 위험인식 모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계층의식은 사회경제

적인 지위에 의해 단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소양, 생활양식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위험인식 또한

위험상황이나 위해요소의 성격, 사회 구성원의 조건에 따라 반응양상이

가변적이며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계층의식과 위

험인식 모두 주관적인 판단이자, 사회적 맥락 아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을 통해 재구성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위험인식이

계층의식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위험인식의 경우, 정보통신기

술의 위험인식에서만 핵심적 중산층이 하층보다 유의하게 큰 위험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계층일

수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비롯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활

용도가 높기에 사용도와 비례하여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위험인식에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많은 사고의 성격이 개

인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성격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

를 희석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2014년 본 연구자료 조사

당시, 세월호 참사, 여수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 직업․ 교육․소득 등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계층수준에서는 대

비하기가 어려운 유형의 사고들이 발발했었다. 이에 이러한 위험을 겪은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적 축적이 개인의 위험인식에 반영되면서 계층 간

위험인식 차이를 어느 정도 희석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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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계급적

측면에서 위험인식을 연구하고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위험인식을 분석

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성과를 찾고자 한다. 위험에 대한 불

안의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계층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판단 및 수용하

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등은 효율적인 위험관리

정책의 시발점이다.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요인으로서의 위

험인식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 위험 및 위험인식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특성에 따른

위험인식 논의는 앞으로도 더 심층적으로 연구 되어질 필요가 있다. 나

아가 다차원적으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위

험관리 정책의 효과적 활용을 고려할 때 보다 유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위험, 위험인식, 사회 계층, 계급, 주관적계층의식, 중산층

학 번 : 2015-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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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세월호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한국만큼 각종 위험 사고에 노출되며 위험을 여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사

회도 드물다. 전염병, 먹거리 위험 등의 건강 문제부터 환경오염, 산업재

해, 사회적 위험까지 다방면에 걸쳐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울리히 벡은 이런 우리사회를 두고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위험인식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험을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

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개인의 위험인식은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의 수용정도와 회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위험인식의 차이는 개인과 집단 간의 견해 충돌로 이

어지며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연계된다. 위험의 사회적 관리

성공여부는 이러한 위험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위험에 대

한 권고행위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달려있기에, 위험인식에 대한 이해

는 곧 위험관리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위험의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면서 위험인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더욱더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의

위험인식에 대한 설명요인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인 미시적

요인에 맞추어져있다. 상대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방면의 특성이 위험인식

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위험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테일러 구비(Taylor-Gooby)와 진

(Zinn)은 위험에 대한 사회구조적 요인 설명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위험

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며 그 필요성에 대해 언

급하였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사회구조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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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중의 하나는 금수저, 흙수저 등의 ‘수저 계급론’이다. 위험 또한 계층

화 되어있다. 저소득층 집단은 고소득층에 비해 실업, 빈곤에 빠질 위험

이 높으며 육체노동자들은 전문직종사자들에 비해 직업재해에 노출될 가

능성이 더 높다. 또한 하층일수록 위험을 대비하고 저항 할 수 있는 능

력이 취약하며 위험에 노출 된 이후 회복하는 능력이 더디다. 위험인식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고 위험 집단과 저 위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이라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위험인식을 살펴보고 그 내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교육, 소득, 직업 등 각각의 변수들에 따른 개

별적 위험인식만을 살펴보았다. 이에,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합하여 개

인의 사회적 계층을 분류하고, 계층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위험인식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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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가해자를 찾거나 위험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

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영란, 2011). 이러한 현대사회의 위험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위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

치나 태도는 복지제도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위험에 대한 불안

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체감하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위험을 회피 또는 수용하게 만드는 요

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효율적인 위험관리 정책의 준거자료로

이용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계층 별로 위험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위험수용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위험인식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Maiman & Becker, 1974). 개인이 해당 위험을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따

라, 같은 위험일지라도 구성원마다 매우 다른 대응방식으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이에, 위험인식의 영향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곧 건강행위를 유발

하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는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공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위험인식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하나의 잠재적 지

표로서도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심리적 안전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으며(임현진 등, 1997)

불안감이 높고,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할수록 삶의 질 지수가 유

의하게 낮다는 연구결과(이수빈, 최현진 & 김미정, 2015; 차보경, 2013;

장승호, 나안숙 & 이상열, 2013)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어떠한 위험이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잠재적 불안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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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연구결

과를 통해 높은 위험인식 또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낮은 삶

의 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험인식은 개인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며 그 자체로서 개인의 심

리적 불안을 반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신 건강의 취약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불안의식이 높다는 것은 전체 사회의 안전성에 있어서

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을 보다 긍정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내재화하고 있는 계층

은 어떠한 속성을 지닌 집단인지, 이러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구조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위험인식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심리적 ·문화적 특성을 위주로 한 반면, 사회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

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급적 측면에서 위험

인식을 연구하고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위험인식을 분석하고자 시도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속

성을 다차원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은 다수의 정책대안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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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건강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의 지위․교육․

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등 사회계층 구성요인별로 살펴본다. 나아가, 객

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의 사회적 계층을 홍두승

(2005)의 계급분류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계층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계층 구성요인에 따른 개인의 건강 및 사회생활 위험인식 차이를

확인한다.

2) 사회계층 구성요인을 통합하여 개인의 사회계층을 하층, 주변적 중산

층, 핵심적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건강 및 사회생활 위험인

식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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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위험과 위험인식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 위험의 개념은 정석화 되어왔다(Douglas, 1992; 유명순, 2009)

위험의 개념은 학자 및 기관마다 매우 다양하게 그 정의를 제시하고 있

다. 재앙(disaster)이나 위해(hazard) 불확실성(uncertainty) 등과 구별하

여 제시(Sofsky, 2005)하기도 하며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확률과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심각도(severity)를 내포한 것으로 정의한 학자(Renn,

2005)도 있다. 영국왕립협회(Royal Society)나 국제위험통제협회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IRGC)는 위험이 발생 할 가능

성과 이로 인한 피해 손실 규모는 얼마가 될지 비용편익 관점에서 확률

에 기초하여 위험을 정의하였다. 반면에 세계은행(World Bank)은 위험

의 개념을 확대하여 ‘빈곤’을 ‘사회위험’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자연재

해나 건강위험, 재난 등에 더 노출되는 빈곤층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

층, 고 위험 군으로 보고, 이들이 처한 상황을 위험관리 측면에서 접근하

였다. 이처럼 위험의 속성을 어느 측면에서 주목하느냐에 따라 위험의

정의 및 대상은 확장되고 다양화되어 왔다.

이러한 위험을 접근하는데 있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다. 하나는

위험을 객관적이며 단일 차원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위험이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접근(technical

approach) 혹은 위험 객관주의(risk objectivism)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

은 심리 및 사회, 문화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그 의미가 주관적으로 재

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 혹은 ‘사회적 재구성론’이다(Lupton, 1999;

김영욱, 2008; 김영대 & 박관규, 2015). 전자는 위험을 확률론에 입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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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리적 연산에 따라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보며 ‘불확실성’은 주관에 따

라 뜻이 좌우되는 모호한 개념으로 위험과 구분시킨다.(Knight, 1921; 유

명순, 2009) 반면 후자는 위험은 과학 및 기술적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속성도 있지만 위험을 인지하는 개인의 주관적 속성 또한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다(Douglas & Wildavsky, 1982; 윤진효, 2003). 일반적으로 사회

학 분야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며 위험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문화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

영대 & 박관규, 2015). 기본적으로 위험은 인간의 가치 판단이 내재된

사고방식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의미와 함께 다차원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Fischhoff et al., 1984; 김영욱, 2008).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가치, 상징, 역사,

이념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구성 개념으로(Weinstein, 1980; 차용진,

2007)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주관적 평가이자 행동결과

에 대한 판단(Sjöberg et al., 2004)을 의미한다. 지식의 정도, 통제 가능

성, 불확실성, 편익의 정도, 자발성, 친숙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 여러 요

인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에 자연히 위험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지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험의 과학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는 위험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윤순진 & 박효진, 2011). 위험을 기본적으로 재구성되는 것

으로 바라보는 분석 틀 내에서 주요 위험인식 이론들은 발전하였다. 여

기에는 휴리스틱 연구와 심리측정패러다임, 문화적 접근이 있으며 각 접

근 방식은 다양한 위험인식의 설명변수를 통해 검증되는 방식을 거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론 모두 위험인식은 위험상황이나 위해요소

의 성격, 조건에 따라 반응양상이 가변적이며 다양한 성질을 띠고 있다

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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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인식 이론

가. 휴리스틱 연구

휴리스틱이란 어떠한 정보를 이해하는데 있어 개인이 메시지 전체 내

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보다는,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로 빠르게 의사

결정 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메시지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

지, 타인이 믿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의 지름길

(shortcut)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 기준을 의미한다(유명순 & 주영

기, 2013; 주영기 & 유명순, 2016). 한 마디로 객관적인 위험 판단을 위

해 노력하기 보다는 정신적 수고로움을 덜기위해 잘 떠오르는 것

(availability)이나 현 상황을 잘 대변(representativeness)할만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

여 슬로빅은 사람들은 위험과 관련한 판단을 할 때, 감정과 직관에 의존

하여 경험적으로 판단 한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7). 즉, 같은 위해요소라 할지라도 해당 정보가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위험인식은 달라진다

고 하였다.

나. 심리측정패러다임

심리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진 접근방법으로 ‘위험은 그것을 인지하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Slovic

et al., 1981). 위험인식은 사망률, 질병율, 치사율 등 기술 공학적 접근이

아닌 오직 사람들에게 해당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 지 묻고 이들

의 표현된 의사를 바탕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Fischkoff et

al., 1978). 이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는 위험에 대해 서

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인식도 달라진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Morris et al., 2000). 이에, 각 위해요소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

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해요소 속성들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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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다. 문화적 접근

1990년대 이후 사회학자들의 접근 방법으로, 사회적 맥락 아래 위험인

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개개인은 사회 문화에 예속되어 있기에

결코 그러한 배경으로부터 임의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Clarke

& Short, 1993)는 전제아래, 위험인식 또한 개별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신념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Zinn, 2006;

주영기 & 유명순, 2016). 대표적인 연구는 메리 더글라스의 그리드

(grid)/ 그룹(group)분석이 있다. group 변수는 개인이 사회적 단위에 소

속된 정도이며, grid 변수는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부가되는 위계,

친족, 인종, 성별, 나이 등 특정 유형에 의한 구속 정도를 의미한다(이재

열, 2005). 이를 통해 사회를 서열주의, 운명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의 사회마다 사람들의 위험인식 및 태도는

상이함을 제시하였다(Douglas & Wildavsky, 1982). 이러한 문화주의 접

근법은 위험인식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의 크기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닌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각에서 휴리스틱과 심

리측정패러다임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주영기 & 유명순,

2016)



- 10 -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위험인식의 설명요인

위험의 특성에 따른 위험인지의 관계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의 위험인지

는 사회문화적 특수성, 인구통계학적 배경 및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

으며 위험의 내재적 특성도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용한다(Douglas &

Wildavsky,1982; Lichtenstein, 1978; 정기성, 2004 재인용). 많은 학자들

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였지만 공통

적으로 통제 가능성, 자발성, 친숙도, 치명성, 지식의 정도, 불확실성, 편

익의 정도, 신뢰도(Slovic, 1992; Fishhoff, Lichtenstein, Slovic, Derby &

Keeney, 1981)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며 친숙하고 본인

이 통제 가능할 때, 위험인식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자발적이

고, 낯설며, 통제할 수 없을 때 위험의 지각이 크게 나타난다(Nathan,

Heath, & Douglas, 1992; 정기성, 2004 재인용). 이러한 위험인식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apira, Davis, McAuliffe, & Nattinger(2004)은 유방암 환자들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월수입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질병 위험인식 왜곡

이 적고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질병에 대하여 인식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Cioe, Crawford, & Stein(2013)은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연령과 교육기간이 건강위험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고 콜

먼(Coleman, 1993)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개인적 또는 사회적

으로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인식을 조사한 차동필(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연령 등

의 일반적 특성과 위험인식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적 위험지

각은 신종플루에 관해 주위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신종플루에 대한 개인적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한다고 제시하

였다. 또한 위험지각은 가족, 친척 및 전문 의료인과의 대화와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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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 노출, 타인의존성향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

고 제시하였다. Park & Sohn(2013)의 연구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인식을

측정하였는데, 사회정치적 성향이 건강 위험행동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

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식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여 공포심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인식과 이러한

위험 행동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건강정보 이해능력

과 위험인식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 건강정보 이해능

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왜곡된 건강위험인식을 가졌다는 연구

(Schapira et al., 2004) 및 이러한 건강정보이해 능력이 낮을수록 타인에

비해 본인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해당 질병에 걸릴 경

우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심각성이 더 클 것이라고 인

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홍경진 등, 2012) 이외, 김미숙, 김상욱 & 신

승배(2014)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산업 및 에코세대보다는

민주화세대가, 대졸 및 중졸의 경우가 초졸 및 고졸보다 건강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나타났다. 사회생활 영역 위험인식에서는 성과 세

대는 건강위험인식과 동일하며 학력별로는 대졸 및 고졸이 중졸이하보

다, 정치성향은 진보성향의 경우가 보수성향보다 위험인식이 높았다.

위험인식을 신뢰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였다. 광

우병 불안은 위험과 신뢰의 요인을 많이 받으며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

을 크게 볼수록, 정부의 신뢰가 낮고 시민단체 신뢰가 높을수록, 개인적

으로 위험에 처한 경험이 많을수록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나타났

다(조병희, 2009). 나아가 박희제(2009)는 광우병에 대한 대중의 위험인

식은 과학지식 부족이 아닌 위험통제를 담당하는 사회제도의 불신에서

기인하였다고 밝혔다. 홍성훈(2004) 역시, 정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

스 예방백신 접종 지불의사가 높아진 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질병위험에

대해 객관적 위험도와 주관적 위험인식 및 사회적 반응이 일치하려면 건

강 정보 제공 처인 정부의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 문헌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인식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



- 12 -

성이나 심리․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가변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신종플루 및 광우병을 통해 사회신뢰

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개인의 교육 및 소득에 따

른 위험인식이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 특성에도 해당되는 변인이어서 중

첩되는 부분이었다. 보다 한국 상황에 초점을 두어 구조적 요인으로 위

험인식을 연구한 경험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2. 위험인식과 계층

계층에 따라 위험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

에 앞서, 어느 영역 까지를 ‘위험’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의 정의를 단순히 통계적 의미의 확률이

아닌 ‘사회위험’으로 확대시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사례를 위험으

로 보고자한다. 즉, 위험의 원인이나 전개과정 또는 위험으로 인한 그 피

해 결과가 사회적 성격을 띠며 사회구성원에게 사회, 정치, 경제 등 어떠

한 영역으로든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를 위험으로 보고

자한다.

위험의 계급화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

는 ‘스모그는 민주적이다.’,‘체르노빌은 어디에든 있다.’처럼 위험은 계급

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빈민, 지역적 구분 없이 전 세계에

걸쳐 경계선 없이 존재한다는 벡과 기든스의 시각이다(Beck, 1997;

Giddens, 1991; 김영란, 2011). 이에 따르면 위험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으로 위험은 계급적이 아니라 개인화 되는 것이며 사회적으

로 그 경계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힘들다. 다른 하나는 테일러구비, 에스

핑 앤더슨의 시각으로 위험 생산 및 분배의 계급 계층화를 강조하는 관

점이다. 위험과 불확실성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테일러 구비는 사회계급, 생애주기에 따

라 위험에 대한 우려의 정도, 위험경험, 그리고 대응기전은 다르다고 제

시하고 있다(Taylor-Gooby, 2001; 2005; 김영란, 2011 재인용) 위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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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여 계층을 나누기 보

다는 사회경제적 지위 내에서 소득, 교육, 직업 등 단일적인 요소에 따른

위험을 살펴보고 있다.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위험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mith & Kington, 199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손미아, 2002; 강영호, 2004) 만성질환 유병율과 주관적

건강인식에서의 차이(김헤련 등, 2004; 김승곤, 2005; 김진영, 2007; 양동

욱, 2014; 김창엽, 2004; 허종호, 조영태 & 권순만, 2010), 건강행태요인에

서의 차이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월 소득이 높을수

록, 사회적 직업지위가 높고 사회경제적 박탈을 덜 경험할수록 건강수준

이 높으며, 만성질환 유병율이 낮고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

게 생각하는 지 묻는 것으로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

는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험인식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계층

별 요인으로 위험인식을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직업적 지위에서는 취업상태가 취약한 집단일수록 위험경험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직업의 위계가 낮을수록 위험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

였다(안정옥, 2010; 김영란, 2011). GMO를 비롯한 기술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는 교육수준과 관련이 높으며(Gaskell et al, 2004; 황윤제, 연구영,

& 한재환, 2009) 지식수준은 높을수록 위험이 자신을 피해 갈 것이라고

믿는 비합리적인 '낙관주의' 성향이 적고(Weinstein, 1980; 김선업, 김철

규 & 이해진, 2012) 합리적으로 위험을 인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김미숙, 김상욱 & 신승배(2014)은 대졸 및 고졸이 중졸이하보다 사회생

활 영역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월수입은 높을수록 질병과 관련된 왜곡된 위험인식이 적고(Schapira,

Davis, McAuliffe & Nattinger, 2004) 소득이 낮을수록 위험경험 정도가

높고, 이와 비례하여 높은 위험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11; 구혜란, 2010). 이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결과도 있었는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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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보호 위험의 경우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정보보호에 중요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험을 높게 인식하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이와 반대로, 월 소득별 위험사회 인식정도는 성, 세대, 학력 집단

간 유의한 영역이 거의 없었다는 결과 (김미숙, 김상욱 & 신승배. 2014)

도 있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상층 귀속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국사회를 안

정적으로 보는데 비해, 하층 귀속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국 사회가 불안

정하다고 보는 경향(김병조, 2000), 사회에 대한 신뢰 및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높다는 결과(서광민, 2009; 송한나, 이명진 & 최샛

별, 2013),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일수록 계급 갈등을 크게 인지한다는

결과(안광일, 1993)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정해식(2016)은 하층 계층의식

을 가진 집단일수록 미래의 불안을 내재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안정

옥(2010)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계층의식이 하층일수록 본인에게 잠재

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호소하였음을 밝혔다. 대부분의 연

구에서는 위험을 수용하는데 있어, 위험에 대해 통제력을 가질수록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ischhoff & Lichtenstein, 1980). 상층 계층일수

록 위험요소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진다고 보며 구혜란(2010)의 결과

에서는 계층의식이 높은 집단이 하층에 비해 전염병의 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각각의 계층별 요인에 따른 위험인식에는 분명 차이가 존

재하였으며 요인 별로 다소 상충되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자들도 존재하

였다.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학자에 따라 객관적 위험의 존재를 상정하

는 객관주의 입장에서서(Renn, 199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객관적인 위

험수준에 상응하는 정확한 인지가 이루어져 위험인식이 높다고 제시한

경우(김선업, 김철규 & 이해진, 2012)가 있는가 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이

해정도가 높고 이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높은 통제감으로 이어져

(Weinstein & Klein, 1996; 김선업, 김철규 & 이해진, 2012 재인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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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위험인식과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다

(Slovic, 1997). 계층의식의 경우에서도 상층 계층일수록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위험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위험인식이 낮을 수

도 있지만, 지식부족이나 인지적 문제로 오히려 하층계층에서 “낙관주의

적 편견” 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도 제시하였다(Weinstein & Klein,

1996)

이처럼 각 계층별 요인에 따라서도 학자마다 그 결과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교육, 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등

계층의 개별적 변인에 따른 위험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

하여 세 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위험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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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계층 구성요인과 건강위험인식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가설 1-1. 계급적 지위(직업)는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2. 교육수준은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3. 소득은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4. 주관적 계층의식은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5. 개인의 사회계층은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계층 구성요인과 사회생활위험인식과의 관련성은 어떠

한가?

가설 2-1. 계급적 지위(직업)는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2. 교육수준은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3. 소득은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4.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5. 개인의 사회계층은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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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자료원으로 2014년 한국 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활용하였다. KGSS는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

한 기초 통계 원자료(raw data)의 생산 및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연차적

대단위 전국표본조사(national sample survey) 사업이다. 표본은 전국의

가구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서 다단계 지역확률표

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방법에 의해 추출되며, 현지

조사는 면접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

로 수행되었다. 2014년도에는 KGSS 특별주제 모듈로 ‘위험사회’에 대한

설문이 조사되었으며 수집된 유효 사례수는 1370명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개인의 사회적 계층은 가구주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정보가 있을 때, 분류 가능하다. 한국 종합사회조사에서는 응답자

개인과 배우자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가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구주로

부모, 형제, 자녀 등을 택한 응답자는 계층구분이 불가하다. 이에, 독립변

수로 활용이 불가하기에 제외시켰다. 이어, 가구주로 본인과 배우자를 선

택한 사례 중에서 배우자를 가구주로 선택한 사례 또한 제거하였다. 배

우자의 계급적 지위를 기반으로 계층분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위험인식

은 응답자 본인이 답한 경우, 계층과 위험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인식이 개인의 가치관, 경험, 지식 등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만큼 이를 온전히 개인의 계급적 지위와 일치시켜 보고자 하

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응답자는 본인이 가구주이면서 직업이 있고 종사상

지위를 분류할 수 있는 사례만 선택하였다. 또한 무응답 및 ‘모르겠음’문

항에 대한 결측치(missing value)를 일률적(listwise)으로 제거하였다. 이

렇게 추출된 최종 유효 분석 사례수는 5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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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성 출처 척도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 가구소득
KGSS 명목

[독립]

계층요인

객관적 지표

계급적 지위(직업),

교육수준, 소득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

의한 홍두승계급 분류
명목

주관적 계층의식

객관적 지표의 단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점수

배정(김병조 외의

이론을 차용)

10점 척도의

더미변수화

(명목)

사회계층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합

생성변수

1,2,3(명목)

[종속]

위험

인식

건강위험

인식
전혀 취약하지

않다(1) -

매우취약하다(7)

KGSS 특별모듈조사 7점 척도
사회생활

위험인식

표 1 사용된 변수의 구분

제 3 절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묻는 문항 중 건강 및 사회

생활 위험에 관한 문항만 선별하여 이에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다. 건강위험인식과 사회생활 위험인식의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건강위험인식

①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위험이 귀하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보는가?

② 먹거리 위험(유전자 변형식품, 식중독,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이 귀하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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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③ 정신건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위험이 귀하 본인에게 발

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보는가?

④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위험이 귀하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

성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보는가?

-사회생활위험인식

①사생활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위험이 귀하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보는가?

②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위험이 귀하 본인

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보는가?

③인적재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위험이

귀하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거나 낮다고 보는가?

④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

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위험이 귀하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

나 높거나 낮다고 보는가?

각 문항의 응답은 전적으로 높다(1), 상당히 높다(2), 다소 높다(3), 중

립(4), 별로 높지 않다(5), 거의 높지 않다(6), 전혀 높지 않다(7), 7가지

로 구성 되어 있다.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각 위험 요인별로 묻는 7점

척도의 문항들을 ‘전적으로 높다’를 ‘전적으로 취약하다’로 바꾸고 7점을

준다. ‘전혀 취약하지 않다’를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나도록 재조정한 후 집단별로 위험인식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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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객관적인 계층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방식을 따르고 있

다. 한국에서의 계층구성에 대한 탐색 또한 연구자마다 상이한데, 본 연

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지위집단(status group)관점에서 계층

을 분류한 홍두승의 계층연구에 기반하여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나아

가 변수를 재구성하는데 있어 홍두승의 개념을 기초로 계층논의를 한 조

동기의 객관적 계층구분을 활용하였다. 계층분류에 앞서 홍두승은 먼저

계급을 구분하였는데, 계급이 경제적요소를 중심으로 한 단일척도로 측

정되었다면 계층은 생활양식, 교육 등을 포함한 지위집단에 기초하여 측

정된 것이다. 즉, 계층은 계급적 고려와 함께 비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하

여 복합적인 척도로 측정된다.

홍두승(2005)은 계급분류를 시도하는데 있어 ‘부문’ 및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초기의 계급모형에서 조직부문은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근로계급’으로 구분하고 자영업부문은 ‘상류계

급’, ‘구중간계급’, ‘도시하류계급’으로 농업부문은 ‘독립자영농계급’과 ‘농

촌하류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개념을 분류한 뒤, 한국표준 직업분

류를 이용하여 직업을 종사상의 지위와 고려하여 파악하고 각 직업과 종

사상 지위에 따른 계급을 범주화하였다. 이후 홍두승은 농촌거주 및 영

농종사 인구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행정구역상 도시와 농촌의 구분

이 모호해졌기에 지역적 구분이 과거처럼 명료해지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사회구조적 변화를 반영, 모형을 수정하였다. 기존 명칭 중 ‘도시하류계

급’은 ‘하류계급’으로 수정하고 ‘농촌하류계급’은 농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중상계급’, ‘신중간

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 ‘하류계급’, ‘독립자영농계급’과 ‘농촌하류

계급’ 으로 분류하였다. 이하 중상, 신중간, 구중간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계급을 비중간 계급으로 명명한다.

홍두승(2005)에 따르면 상류계급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소수이기에

센서스류 자료에서는 이들이 의미 있게 파악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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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를 계급분류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류계급을 제외

한 7개의 계급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또한

일부 극소수의 월 평균 가구소득 측면에서 상층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

었으나 상류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류계급을 기본적으로 제외한 7개의 계급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각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계급의 분류는 표2 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4

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988)을 기초로 한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따라서 각 직업들을 분

류하였다. 홍두승의 계급분류는 1992년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데, 1992년에 개정된 4차 한국표준 직업분류는 기본적으로

1988년에 개정된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를 따른 것이다. 이에, 직업분류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하여, 본 연구 자료는 홍두승 계급분류 모형

이 적용가능하다.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피용/자영
자영업주

구분
계 급

1. 입법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1 피용 II. 중상

12, 13

121 피용/자영 II. 중상

122, 123, 131
피용 III. 신중간

자영 자영관리직 IV. 구중간

2. 전문가

21, 22
211-214, 221, 222 피용/자영 II. 중상

223 피용 III. 신중간

23
231 피용 II. 중상

232-235 피용/자영 III. 신중간

24
241, 242, 244, 245 피용/자영 II. 중상

243, 246 피용/자영 III. 신중간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1, 32 피용 III. 신중간

33, 34 자영 자영전문직 IV. 구중간

4. 사무직원 41, 42
피용 III. 신중간

자영 자영사무직 IV. 구중간

표 2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계급분류



- 22 -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피용/자영 자영업주 구분 계 급

5.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51

511-515
피용 V. 근로

자영 자영서비스직 IV. 구중간

516
피용 III. 신중간

자영 자영서비스직 IV. 구중간

52

521 피용/자영 III. 신중간

522, 523 피용 V. 근로

자영 자영상인 IV. 구중간

6.농업및

어업 숙련

근로자

61, 62

피용 VIII.농촌하류

자영 VII.독립자영농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71-74

피용 V. 근로

자영 자영기능인 IV. 구중간

8.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1-83

피용 V. 근로

자영 자영기능인 IV. 구중간

9.단순노무직

근로자

91, 93 911-916, 931-933 피용/자영 VI. 하류

92 921 피용/자영 VIII.농촌하류

0.군인 01 분류제외

출처: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 : 139～140.

홍두승은 이렇게 분류된 지위계급을 바탕으로 소득, 교육, 생활양식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계층을 분류하였다. 기본적으로 상류계급이

배제되었기에, 계층은 중산층과 비 중산층으로 되어있다. 단, 중산층 내

에서 핵심적 중산층과 주변적 중산층으로 나누어 중산층을 보다 세분화

시켜 파악하고 있다. 홍두승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중산층의 판별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객관적 기준에는 경제적(직업, 소득,

자산),사회문화적(교육년수 및 교육의 질, 문화)차원이 있고 주관적 기준

에는 계층의식이 있다. 조동기(2006)는 이 중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

화적 차원과 교육의 질 차원을 배재하여 분류기준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홍두승의 모형에서 ‘하층’에 해당되는 층을 ‘비중산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개념적으로 상층과 하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하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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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시켜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동기(2006)의

재분류된 기준을 바탕으로 계층을 분류하고자 하며 조동기의 재분류기준

은 다음과 같다.

기준 단위 판별기준 중산층점수

계급적지위 가구주

중상계급 2

신중간계급 1

구중간계급 1

교육수준 개인(응답자)
2년제 대학이상

(재학․중퇴포함)
1

소득 가구 월 평균소득:300만원 1

주택 가구 30평 이상 1

표 3 조동기-중산층 판별기준

자료: 조동기(2006:93)<표2> 재구성

중산층의 판별기준 점수는 홍두승의 계층 판별 기준 점수분포와 동일

하다. 홍두승은 각 변수 별로 기준을 충족시키면 1점을, 그렇지 못하면 0

점을 부여하였다. 한편, 가구주의 계급적 지위는 타 변수에 비해 중산층

판별에 있어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므로 중상계급의 경우, 가구소득이나

본인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점을 부여한다고 제시하였다. 도합 합산하여, 3점 이상이면 ‘핵심적 중

산층’, 2점이면 ‘주변적 중산층’, 1점 이하면 ‘비 중산층’ 즉 ‘하층’으로 분

류하였다. 적어도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될 때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한

가지 이하만 충족 되면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특성 상 계급적 지위와 교육 수준, 소득은 설문조사

시 조사되었기에 활용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항목은 설문 시 조

사되지 않아 측정할 수 없어, 분류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소득의 경우, 본

연구의 기반이 된 조동기의 기준 및 홍두승의 계급모형에서는 도시근로

자가구의 월평균소득 90%를 중산층 획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경제기

획원(1985)은 최저생계비의 2.5배를 중산층 최소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수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의 대략 90%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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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2014년 4인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1,630,820

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3호)이고 최저생계비의 2.5배는 4,077,050원

즉, 약 410만원이다. 이는 또한 2014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4,750,109원(통계청 가계조사연보)의 약 85-90%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이

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통용되고 있는 중산층의 OECD 기준은 중위소득

50-150%이며, 삼성경제연구소(양준호, 2006; 민승규 등, 2006)에서 또한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중위

소득 404만원이므로, 202만원-606만원이 중산층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

산층의 최소 소득기준으로 제시된 202만원은 4인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

비와 38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500만원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2014)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괴리가 굉장

히 크다. 그 외, 중산층 소득기준으로 남준우(2007)는 중위소득의

75-150%로 제시하였다. 김유경 등(2011)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중위소득의 80-150%를 가장 많이 중산층 가족의 적절한 소

득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4년 중산층의 최소 소득

기준은 3,232,000원이다. 이처럼 중산층을 규정하는 소득방식에는 다양한

정의 방법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 판별의 최소 소득 기준으

로서, 체감 중산층 소득기준에 가장 가까우며, 본래의 연구 계급 모형 이

론에 근거한 홍두승, 조동기의 기준을 삼고자 한다. 따라서 중산층획정의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410만원을 놓고 계층을 분류하고자 한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홍두승, 조동기 모두 중산층 판별기준 점수에

는 활용하지는 않으나, 중산층 판별기준 중 주관적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계층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배제된 채 온전한 계층에 대한 이해가 힘

들기 때문이다(Jackman & Jackman, 1973; Vanneman & Cannon, 1987;,

Veenhoven, 2002; 조동기, 2006; 송한나, 이명진 & 최샛별, 2013).이에 본

연구에서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을 활용하되, 사회계층을 구분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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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류기준 점수

객관적 기준

계급적 지위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

중상계급 2

신 중간계급 1

구 중간계급 1

비중간 계급 0

교육수준

2년제 대학이상

(재학,중퇴포함)
1

2년제 대학 미만 0

소득
월 평균 410만원이상 1

월 평균 410만원미만 0

주관적 기준 주관적 계층의식

8-10점(상) 0.8

4-7점(중) 0.5

1-3점(하) 0

총계 개인의 사회계층 0-4.8점

표 4 독립변수의 측정방식

어 객관적 지표의 단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점수를 배정하

고자 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응답항목

을 최하층(1점)에서 최상층(10점)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

병조(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10점 분류를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6단계로 구분한다. 이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사례수가 적은 것을 고

려하여 9-10점을 ‘상상’, 8점을 ‘상하’, 6-7점을 ‘중상’, 4-5점을 ‘중하’, 3점

을 ‘하상’ 1-2점을 ‘하하’로 구분한다. 즉, 8-10점을 ‘상’으로 분류하고,

4-7점을 ‘중’, 1-3점을 ‘하’로 구분한다.

이상 해당 이론 및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본 연구의 계층분류를 도식

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최종 개인의 사회계층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점수를 모

두 합산한 값을 사용하여 0-2점미만은 하층, 2점 이상- 3점미만은 주변

적 중산층, 3점 이상은 핵심적 중산층으로 분류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 26 -

계층 점수

핵심적 중산층 3점이상

주변적 중산층 2점이상- 3점미만

하층 0-2점미만

표 5 개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최종 세 단계 계층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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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흐름을 간략하게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사회계층 측정요인별로 건강위험인식과 사회생활위험인

식을 살펴본다.

그림 1 사회계층 측정요인별 위험인식

둘째, 계급적 지위, 소득, 교육, 계층의식을 모두를 고려하여 사회계층

을 분류한다.

그림 2 사회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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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계층(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에 따른 건강위험인

식과 사회생활 위험인식을 살펴본다.

그림 3 개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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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1

사회위험

요인2

건강위험 신뢰도
건강관련 위험발생 가능성

성인병 .303 .745

.856
정신건강위해요소 .330 .763

전염병 .285 .770
먹거리위험 .198 .830
사회생활 관련 위험발생 가능성

사생활침해 .821 .218

.852폭력범죄 .812 .30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위험 .742 .349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758 .258

고유값 2.780 2.746

분산설명(%) 34.745 34.324
누적설명(%) 34.745 69.069

KMO= .883, Bartlett's test결과 Chi-Square= 2017.064 (df=28 . Sig.=.000)

표 6 위험인식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제 5 절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개인적 특성과 계층요인은 명목화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의

구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없으나,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건강위험인식은 7

점 척도로 되어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요인의 추출에는 주

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하였으며, 요인회전으로는 베

리멕스(varimax)를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요인별로 문항내적일관성을 제

시하는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cronbach’s 의 신뢰도 계수 알파 값이 .7이상이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요인에 있어서는 건강위험에서 성인병(.745), 정신건강위해요

소(.763), 전염병(.770), 먹거리위험(.830) 등 4개가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

으며 사회생활위험 요인에 있어서도 사생활침해(.821), 폭력범죄(.81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위험(.742),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758) 등

4개가 타당하게 구성이 되어있어 조사도구의 구성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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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0을 활용하였다. 대상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기술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의 변인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생성하였으

며,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크론바하 알파값을 확인하였다. 본 분석 이전에 독립변수인 최종 세

개의 계급과 종속변수인 위험인식이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콜모고로프-스미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최종 세 개의 계급 및 건강위험인식과 사회생활 관련 위험

인식 8개 모두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p<.05) 나

타났다. 따라서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정과 Kruskal Wallis 검정을 이용하였다. Kruskal

Wallis에서 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사후검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고 Bonferroni 수정값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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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명 % 누적%

인구학적요인

성별 남성 388 76.2 76.2
여성 121 23.8 100.0

만 연령대1) 18-29세 (청년층) 35 6.9 6.9
30-64세(중년층) 426 83.7 90.6
65세이상 (노년층) 48 9.4 100.0

혼인상태 기혼 353 69.4 69.4
미혼 101 19.8 89.2
그 외 55 10.8 100.0

사회경제학적 요인

표 7 대상자의 인구 사회경제학적 특성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개인적 특성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졌다. 총 509명 중

남성 388명, 여성 121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가구주가 본

인인 응답자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기에, 남성의 비율이 높아 진 것

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분포는 중년층이(83.7%)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

어 65세이상 노년층(9.4%)이 뒤를 이었고 청년층이 가장 적은 분포를 보

였다. 혼인여부는 기혼자가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미혼자는

약 20%를 차지하였다. 대학이상 교육받은 자는 응답자의 62.5%로 대상

자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대상자 66%의 월 평균 가구소득

은 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1)연령의 분류의 경우 발달단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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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명 % 누적%

교육수준 무학, 초등 28 5.5 5.5
중학교 32 6.3 11.8

고등학교 131 25.7 37.5

대학이상 318 62.5 100.0

소득 0-99만원 21 4.1 4.1

100-199만원 70 13.8 17.9

200-299만원 82 16.1 34.0

300-399만원 90 17.7 51.7

400-499만원 72 14.1 65.8

500만원이상 174 34.2 100.0

항목 분류 명 % 누적%

[종사상 지위] 피고용 여부
그렇다 358 70.3 70.3
아니다 151 29.7 100.0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8 조사대상자의 사회계층 특성

2. 조사대상자의 사회계층 측정요인 구성분포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요약한 결과표이

다. 다음 항목들은 홍두승의 계급모형(2005)에 기반 하였으며, 종사상의

지위는 피고용자(70.3%)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업은 서비스 근로자 및 상

점과 시장판매 근로자(20.2%)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술자 및 준전문

가(16.5%), 사무직원(16.1%)이 뒤를 이었다. 이 세 직군이 전체 조사자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상(52.8%)이었다.

발달단계 기준은 연령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인

정과 최해경(2006)에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정순둘(2007)이 연구에서

분류한 것을 참고로 한다. 30세 미만은 청년으로, 30-64세까지는 중년,

65세 이상은 노년으로 분류한다. 실제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

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도 청년의 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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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명 % 누적%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6 7.1 7.1

전문가 44 8.6 15.7
기술자 및 준전문가 84 16.5 32.2

사무직원 82 16.1 48.3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103 20.2 68.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22 4.3 7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44 8.6 81.5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3 8.4 90.0

단순노무직근로자 51 10.0 100.0

지위(직업 및 고용상태를 기준으로 재 분류)

중상 24 4.7 4.7
신중간 183 36.0 40.7
구중간 115 22.6 63.3
비중간(근로, 하류, 농촌하류, 독립자영농) 187 36.7 100.0

교육수준
2년제 대학 미만 191 37.5 37.5
2년제 대학 이상 318 62.5 100.0

소득
월 410만원 미만 304 59.7 59.7

월 410만원 이상 205 40.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하(1-3점) 109 21.4 21.4
중(4-7점) 367 72.1 93.5

상(8-10점) 33 6.5 100.0

최종3계급

하층 218 42.8 42.8
주변적중산층 147 28.9 71.7
핵심적중산층 144 28.3 100.0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종사상 지위를 모두 고려하여 계급적 지위를 분류

한 결과, 비중간(3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중간(36%), 구중간

(22.6%)으로 많았으며 가장 적은 분포를 이룬 것은 중상(4.7%)였다.

6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을 받았으며 소

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2.5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대상자 절반이상의

가구소득은 월 평균 410만원미만(59.7%)이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대부

분은 중으로 분류되는 4-7점(72.1%)을 택하였다. 이어 계층의식 ‘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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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유효표본수(명) 핵심중산층(%) 주변중산층(%) 하층(%)

조사연구학회1) 993 20.7 25.6 53.7

서울대사발연2) 1,118 32.5 29.9 37.7

본 연구

-KGSS활용
509 28.3 28.9 42.8

표 9 주요 조사별 중산층 규모

선택한 응답자가 21.4%를 차지하였다. 객관적요인과 주관적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개인의 사회계층을 분류한 결과 하층(42.8%)이 가장 많았으며

핵심적 중산층(28.3%)과 주변적 중산층(28.9%)은 비교적 비슷하게 분포

하였다. 하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는데, 이렇게 추산한 계층적 분

포는 객관적 계층판별이 가능한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비

교적 비슷한 분포였다. 다소 시기적 차이가 있지만 전국 20세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02년 조사연구학회에서는 핵심적 중산층(20.7%), 주

변적 중산층(25.6%), 하층(53.7%)으로 분포하였다. 2003년 서울대 사회발

전연구소에서 전국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핵

심적 중산층(32.5%), 주변적 중산층(29.9%), 하층(37.7%)으로 분포하였

다. 이처럼 전국적 수준에서 조사된 연구에서 모두 하층이 다른 계층보

다 더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1)2) 홍두승(20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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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하층 주변적중산층 핵심적중산층 전체

x² (p값)
N % N % N % N %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남 163 74.8 112 76.2 113 78.5 388 76.2 .656

(.720)여 55 25.2 35 23.8 31 21.5 121 23.8

연령

18세-29세 10 4.6 22 15.0 3 2.1 35 6.9
43.296

(.000)
30-64세 172 78.9 121 82.3 133 92.4 426 83.7

65세이상 36 16.5 4 2.7 8 5.6 48 9.4

혼인상태

기혼 136 62.4 89 60.5 128 88.9 353 69.4
62.657

(.000)
미혼 39 17.9 49 33.3 13 9 101 19.8

그 외 43 19.7 9 6.1 3 2.1 55 10.8

지위

(직업)

중상 0 0 0 0 24 16.7 24 4.7

313.149

(.000)

신중간 25 11.5 84 57.1 74 51.4 183 36

구중간 26 11.9 43 29.3 46 31.9 115 22.6

비중간 167 76.6 20 13.6 0 0 187 36.7

교육수준
대학2년제 미만 163 74.8 28 19.0 0 0.0 191 37.5 236.898

(.000)대학2년제 이상 55 25.2 119 81.0 144 100.0 318 62.5

표 10 계층별 일반적 특성

3. 계층별 일반적 특성

개인의 사회계층(하층, 주변적 중산층, 핵심적 중산층)을 고려하여 계층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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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하층 주변적중산층 핵심적중산층 전체

x² (p값)
N % N % N % N %

소득
410만원 미만 201 92.2 99 67.3 4 2.8 304 59.7 293.280

(.000)410만원 이상 17 7.8 48 32.7 140 97.2 205 40.3

계층의식

하(1-3점) 77 35.3 23 15.6 9 6.2 109 21.4
61.471

(.000)
중(4-7점) 137 62.8 115 78.2 115 79.9 367 72.1

상(7-10점) 4 1.8 9 6.1 20 13.9 33 6.5

성별을 분포는 남,녀 모두 하층에 더 많이 분포하였으며 계층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18-29세는 하층과 주변적 중산층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었으며, 30-64세 인구 가운데 40%에 해

당하는 172명은 하층에 분포하였다. 65세이상 노인인구의 75%는 하층을 차지하였으며,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30-64세가 핵심적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 개의 계층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따른 계급분

류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만을 선정하

여, 65세이상 인구 중 은퇴하여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집단은 노인인구 중에서 제외되었

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계층 성향에 있어 다소 편중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혼인여부는 기혼자는 근소한 차이로 핵심적 중산층보다 하층에 더 많이 분포하였으며, 미혼자의 경우 주변적

중산층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뒤이어 하층에 많이 분포하였다. 직업적 지위계급의 분포는 개인의 직업적 지위

가 높을수록 상층 사회계층에 속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상의 지위계급을 가진 이 중 하층, 주변적중산층에 속

한 자는 없었으며 모두 핵심적중산층에 속하였다. 신중간은 주변적중산층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뒤이어 핵심적



- 37 -

중산층에 많이 분포하였다. 신중간 계급 인원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158명이 모두 주변적 중산층과 핵심적 중산층에 분포하였다. 하층에 가

장 많이 분포한 지위계급은 비 중간 집단이었으며 비중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원의 절대다수가 하층에 속하였다. 중상 계급 중 하층에 속한 이

는 없었으며 신중간과 구중간은 비교적 동일한 수치로 하층에 존재하였

다.

교육수준 또한 계층의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계층이 높아졌으며 이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핵심적 중산층

에 속하는 인구전체가 대학2년제 이상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 하층은

25.2%만이 대학 2년제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74.8%는 대학2년제 미만

의 교육을 받았다. 소득수준의 분포도 소득이 높을수록 상층계층에 집중

되었다. 하층의 경우, 92.2%가 41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핵심

적 중산층의 경우는 2.8%만이 월 평균 410만원미만이었으며 이를 제외

한 모든 이는 410만원 이상의 집단에 속하였다. 핵심적 중산층을 제외하

고 나머지 계층에서는 모두 월 평균 410만원미만이 가장 많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핵심적 중산층은 자신의 객관적계층보다 낮

게 인식하는 경향을 다소 보이는 반면, 하층의 경우 자신의 실제 객관적

계층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주관적 귀

속의식이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주관적 귀속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

다는 김유경 등(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층의 경우 동일하게

자신의 계층을 ‘하’라고 인식한 경우는 35.3%에 불과하였으며 62.8%에

해당하는 절반이상이 자신의 객관적 지위보다 높게 중(4-7점)으로 인식

하였다. 핵심적 중산층에 속하는 이도 자신의 계층을 ‘하’라고 인식한 이

들이 6.2%가 있어, 객관적계급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가 다수 존재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시, 조사자의 72.1%가 본인의

사회적 계층을 중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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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건강위험인식

전염병 3.91 .053 1.191

먹거리위험 4.22 .055 1.251

정신건강위해요소 4.17 .062 1.392

성인병 4.38 .058 1.314

사회생활 위험인식

사생활침해 4.09 .060 1.364

폭력범죄 3.95 .061 1.370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4.11 .060 1.35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4.27 .064 1.448

표 11 조사대상자의 위험인식도 평균

4. 조사대상자의 위험인식도 평균

조사 대상자의 건강위험인식과 사회생활위험인식은 다음과 같은 답변

경향을 갖는다.

전반적으로 위험인식의 평균은 중립을 의미하는 4점대 초에 머물러 있

다. 최하 3.91점에서 최고 4.38점에 이르며 위험인식별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장 위험인식이 높게 나온 것은 건강위험인식 중 성

인병(4.38)으로 나타났다. 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현대사회의 증가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람들은 성인병에 높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는 슬로빅(Slovic et al., 2004), 코벨

로와 샌드만(Covello & Sandman, 2001)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

되어 왔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비자발적이며, 위해요소에 대한 개인

의 통제가 블가한 경우, 친숙하지 않은 경우, 죽음이나 질병과 연관된 특

정한 공포를 자극하는 경우 사람의 위험인식은 증가한다. 성인병은 비교

적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매우 친숙한 주제이기는 하나 그 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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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모두 해당한다.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 성인병은 자신의 의지

와 상관없이 나타나며, 음식조절, 운동 등을 통해 조절하고자 하나 개인

의 통제로 확실한 조절은 불가하다. 이러한 성인병은 질병이자 나아가

죽음으로 연계될 수 있기에 그만큼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위험과 먹거리 위험인식이 각각

4.27, 4.22으로 뒤를 이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먹거리 위험 등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며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위험인식이 낮은 것은 전염병(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문항

으로 평균 3.91을 나타내었다. 해당 자료는 2014년에 실시된 설문으로,

2015년 5월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에 조사되었다. 메르스를

겪고 나서 1년이 지난 현재 위험인식에 대해 조사할 경우, 전염병 항목

에 대한 위험인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위험인

식에 대한 평균 수치는 사회적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유동적인 위험인식의 성격 때문에 객

관적으로 어느 것에 대한 위험인식이 다른 것 보다 높다고 일반화시키기

에는 무리가 있으나, 본 연구가 조사된 2014년 시점에서는 가장 높은 위

험인식은 성인병으로 나타났다. 단, 데이터가 정규성을 안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균만으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모수 검

정으로 재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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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x² (p값)

전염병
중상 24 3.63 1.279 222.65

x² = 1.416

(.702)

신중간 183 3.90 1.134 253.95
구중간 115 3.94 1.110 258.70
비중간 187 3.94 1.283 257.90

먹거리위험

x² = .880

(.830)

중상 24 4.25 1.260 260.35
신중간 183 4.28 1.243 261.67
구중간 115 4.23 1.229 254.51
비중간 187 4.15 1.278 248.09

정신건강위해요소

x² = .417

(.937)

중상 24 4.00 1.615 243.04
신중간 183 4.17 1.368 255.33
구중간 115 4.12 1.285 250.60
비중간 187 4.20 1.456 258.92

성인병

x² =2.217

(.529)

중상 24 4.58 1.412 284.79
신중간 183 4.32 1.318 246.65
구중간 115 4.37 1.245 250.75
비중간 187 4.41 1.347 261.96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표 12 지위에 따른 건강위험인식 비교분석

제 2 절 사회계층 측정요인과 위험인식 분석

1. 사회계층 측정요인과 건강위험인식과의 관련성

가설 1-1. 계급적 지위(직업)는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회적 계층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으로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고려하여 하나의 계급적 지위 척도로 건강위험인식을 살펴본 결과 지위

에서는 건강위험인식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결

과에 비추어 유추했을 때, 이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취업상태가 취약한 집단일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일수록,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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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Z (p값)

전염병

2년제 대학 미만 191 3.95 1.287 259.31 Z=-.531

(.595)2년제 대학 이상 318 3.89 1.132 252.41

먹거리위험
Z=2.090

(.037*)
2년제 대학 미만 191 4.09 1.257 238.01
2년제 대학 이상 318 4.30 1.244 265.21

정신건강위해요소
Z=-.303

(.762)
2년제 대학 미만 191 4.20 1.408 257.48
2년제 대학 이상 318 4.14 1.384 253.51

성인병
Z=-.455

(.649)
2년제 대학 미만 191 4.41 1.358 258.71
2년제 대학 이상 318 4.36 1.290 252.77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p<.05

표 13 교육에 따른 건강위험인식 비교분석

위계가 낮을수록 위험경험이 높다고 사람들은 응답하였다.(안정옥, 2010;

김영란, 2011) 또한 김영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비스판매직, 자영업의

집단이 평균보다 높은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상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직업구조를

가진 비중간 집단에서 더 많은 위험불안을 호소하고 위험인식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본 결과에서는 지위계급 상에서 아무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사상의 지위(피용, 자영)을 고려하지 않고 아

홉 가지의 직업분류만을 상대로 건강위험인식을 살펴본 결과 또한 유의

하지 않았다.

가설 1-2. 교육수준은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회적 계층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세부 요인인 교육수준에서

는 먹거리 위험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년제 대학이상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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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Z (p값)

전염병

410만원미만 304 3.98 1.177 264.18 Z=-1.779

(.075)410만원 이상 205 3.81 1.208 241.38

표 14 소득에 따른 건강위험인식 비교분석

육을 받은 집단, 즉 교육수준이 더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위험인식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먹거리 불안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두드

러졌으며 하층보다 중층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김선업, 김철규, &

이해진(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내용이다. 교육수준은 먹거리와

관련된 행동양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사회요인으로 언급되어 왔

다.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먹거리 유해성이나 위험성에 높은 관심을 두며,

관련 정보에 대한 높은 이해능력을 바탕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유전자 조작식품을 비롯하

여 많은 기술관련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능력은 교육수준과 높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Gaskell et al, 2004; 황윤제, 연구영, & 한

재환, 2009).

김선업, 김철규 & 이해진(2012)에 따르면 높은 교육수준은 개인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위험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위험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객관적 위험을 정확

히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이 자신을 피해 갈 것이라고 믿는 비합리적인 '

낙관주의' 성향을 지닌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객관적인 위험상황을 덜 위협적으로 인식하기에 위험불안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

단에서보다 위험인식이 높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같은 해석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3. 소득은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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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Z (p값)

먹거리위험
Z=.428

(.668)
410만원미만 304 4.20 1.220 252.78

410만원 이상 205 4.25 1.299 258.29

정신건강위해요소
Z=-.178

(.859)
410만원미만 304 4.18 1.404 255.93

410만원 이상 205 4.14 1.377 253.62

성인병
Z=.050

(.960)
410만원미만 304 4.39 1.335 254.74

410만원 이상 205 4.36 1.286 255.39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41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소득

과 어떠한 위험인식의 차이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월수입이

높을수록 질병과 관련된 왜곡된 위험인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Schapira, Davis, McAuliffe, & Nattinger, 2004)결과와 소득이 낮을수록

위험경험 정도가 높고,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집단일수록 높은 위험불

안을 호소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영란, 2011; 구혜란, 2010), 낮은 소득수

준의 사람들 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다는 연구결과(양동욱, 2014)

등을 통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인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

떠한 유의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표집설계나

소득의 금액 기준 차이로 인한 것인지 확인 할 수 없으나, 410만원이 아

닌 100만원을 단위로 소득을 구분하였을 때도 본 연구 결과에서는 소득

과 건강위험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월 소득별 위험사회 인식정도는 성, 세대, 학력 집단 간 유의한

영역이 거의 없었다는 김미숙, 김상욱 & 신승배(2014) 연구와는 일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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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계층의식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x² (p값)

전염병

하(1-3점) 109 4.03 1.213 267.19
x² = 7.296

(.026
*
)

중4-7점) 367 3.92 1.159 257.00
상(8-10점) 33 3.39 1.368 192.47

먹거리위험

x² = 5.154

(.076)

하(1-3점) 109 4.27 1.296 256.28
중4-7점) 367 4.26 1.206 259.48
상(8-10점) 33 3.67 1.493 200.91

정신건강위해요소

x² = 3.244

(.198)

하(1-3점) 109 4.13 1.479 248.00
중4-7점) 367 4.21 1.344 260.57
상(8-10점) 33 3.76 1.582 216.18

성인병

x² = 1.610

(.447)

하(1-3점) 109 4.44 1.350 261.66
중4-7점) 367 4.39 1.271 255.63
상(8-10점) 33 4.06 1.638 225.95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p<.05

표 15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건강위험인식 비교분석

가설 1-4. 주관적 계층의식은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건강위험인식에서는 전염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Mann-Whitney 검정 결과 계층의식 ‘상’과 ‘중’, ‘상’과 ‘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계층의식 ‘상’은 평균 3.39로 가장 낮은 위험인식

을 보였고 계층의식 ‘하’가 평균 4.03으로 가장 높은 위험인식을 보였다.

즉,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높은 위험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

적 계층이 낮을수록 위험인식이 높게 나온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

다. 하나는 다양한 계층의식 연구결과를 통해,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갈등

의식 및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 귀속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국사회를 안정적으로 보는데 비해, 하층 귀속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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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불안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김병조, 2000), 사회에 대한 신

뢰 및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높다는 결과(서광민, 2009; 송

한나, 이명진 & 최샛별, 2013)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일수록 계급 갈

등을 크게 인지한다는 결과(안광일, 1993)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와 더

불어, 정해식(2016)의 결과에 따르면 하층 계층의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미래의 불안을 내재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빈

곤 위험성이나, 실직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한 빈곤 위험성에 대해서 계

층의식이 낮은 집단일수록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

다. 따라서 낮은 계층의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불안이 더 높기에 위험을

수용하는 측면에서도 더 크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 위험인식이 높게 나

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괴리감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상층 계층의식을 가진 이들 중,

자신의 객관적 계층보다 계층의식을 높게 인식한 집단의 경우, 예를 들

어 실제 객관적 계층은 ‘하’이지만 계층의식은 ‘중’ 또는 ‘상’인 경우 낙관

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런 상향불일치 집단에서 주관

적 건강수준이 더 양호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신건강측면에

서도 우울증 유병가능성도 낮게 나왔다(박지은 & 권순만, 2015). 이렇듯

자신의 계층을 타인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보다 긍정적으로 상향 인식하는 경향은 타인과 비교하여 위험이 자신을

피해 갈 것이라고 믿는 ‘비합리적인 낙관주의' 성향과도 일정부분 일치

된다. 앞서, 하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낮고 이러한 ‘비현실적 낙관주의

(unrealistic optimism)’가 높아 위험인식이 낮다고 밝힌바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하층집단의 64.6%가 본인의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을 높

게 평가하였다. 상층 계층의식이 위험인식이 낮게 나온 결과 또한 이러

한 결과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해석은, 객관적 계층이 ‘하’이면서 계층의식 또한 ‘하’인 경우이

다. 상층에 비해 하층일수록 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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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1)

객관적 계층 하향 불일치 일치 상향불일치

하층 0(0.0) 77 (35.3) 141 (64.6)

주변적중산층 23 (15.6) 115 (78.2) 9 (6.1)

핵심적중산층 124 (86.1) 20 (13.8) 0
1)%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16 계층 일치여부에 따른 분포-객관적 계층 기준

료적 접근이 떨어진다. 이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이전에 예방접종이나 물

품구입 등을 통해 예방적 환경조성이 힘들다. 따라서 위험요소에 대해

하층 계층일수록 상층에 비해 위험 통제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대

부분의 연구에서 위험에 대해 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위험을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schhoff & Lichtenstein,

1980). 이에, 객관적 계층이 낮으면서 계층의식도 이와 비례해서 낮은 경

우, 본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위험을 통제 할 수 있지 못하다고 여겨 보

다 위험의 심각도를 높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혜란(2010)의 결과

에서 또한 계층의식이 낮은 집단이 상층에 비해 전염병의 위험인식이 높

게 나왔다. 그러나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지위계급에서 위험인

식과 아무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상층계층이 높은 통제성

을 바탕으로 위험인식이 낮게 나왔다는 인과적 해석은 할 수 없다.

이에, 좀 더 세부적으로 계층 불일치에 따른 위험인식을 살펴보기 위

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적 중산층은 주관적 계층의식 ‘상’, 주변

적 중산층은 계층의식 ‘중’, 하층은 ‘하’로 1:1로 매칭한 후 동일 군에 속

할 경우 계층 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계층이 객관적 계층보

다 높은 경우에는 상향 불일치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예, 객관적 계층

은 ‘하층’인데 주관적 계층의식은 ‘중’또는 ‘상’인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

이 객관적 계층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향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예,

객관적 계층은 ‘핵심적 중산층’인데 주관적 계층은 ‘중’또는 ‘하’)

계층 불일치에 따른 위험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염병에서는 막상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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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x² (p값)

전염병
하층 218 4.00 1.257 265.50

x² = 2.156

(.340)
주변적중산층 147 3.87 1.081 249.22
핵심적중산층 144 3.83 1.196 245

표 18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위험인식 비교분석

주관적 계층의식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x² (p값)

먹거리위험인식

하향불일치 147 4.46 1.234 282.09
x² = 7.569

(.023
*
)

일치 212 4.12 1.263 242.47
상향불일치 150 4.13 1.228 246.16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p<.05

표 17 계층일치여부에 따른 건강위험인식 비교분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먹거리 위험인식에서는 .023수준에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Mann-Whitney 검정 결과 하향불일치 집단이

일치집단보다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하향불일치를 구성하는 인원의 147명중 124명의 객관적인 계층은 핵심

적 중산층으로 이루어져있다. 앞서, 계층별 일반적 특성에서 핵심적 중산

층으로 분류된 이는 모두 대학 2년제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이는 위험의 심각도를 정확

하게 파악하여 위험인식이 높다고도 확인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하향불일치 구성원의 특성 상, 이들의 교육수준이 높기에 구성원의 특성

이 반영되어 위험인식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가설 1-5. 개인의 사회계층은 건강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48 -

먹거리위험

x² = 3.594

(.166)

하층 218 4.16 1.265 248.14
주변적중산층 147 4.17 1.167 246.57
핵심적중산층 144 4.36 1.310 273.99

정신건강위해요소

x² = .191

(.909)

하층 218 4.19 1.411 256.83
주변적중산층 147 4.13 1.411 250.65
핵심적중산층 144 4.16 1.352 256.68

성인병

x² = 1.657

(.437)

하층 218 4.40 1.341 258.75
주변적중산층 147 4.29 1.289 242.41
핵심적중산층

144 4.42 1.304 262.18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의 사회계층을 분류

하여 건강위험인식과 살펴본 결과 아무것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하층일수록 위험을 대비하고 저항 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기에

또 위험에 노출 된 이후 회복하는 능력이 더디기에 더 높은 불안을 호소

하고 위험인식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구조적 요인보다는 이에 반응

하는 개인의 개별적 심리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해당 건강위험요인에만 결과가 안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또

는 실업, 빈곤 등의 구조적 특성에 비해 질병 발발 등의 다소 예측이

모호한 성격의 위험요인이기에, 계급 구조적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2. 사회계층 측정요인과 사회생활위험인식과의 관련성

가설 2-1. 계급적 지위(직업)는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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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x² (p값)

사생활침해
중산 24 4.00 1.180 239.02

x² = 4.877

(.181)

신중간 183 4.27 1.249 273.50
구중간 115 4.02 1.433 248.08
비중간 187 3.98 1.442 243.20

폭력범죄

x² = 2.948

(.400)

중산 24 4.29 1.197 287.17
신중간 183 4.04 1.281 264.22
구중간 115 3.92 1.464 247.75
비중간 187 3.85 1.414 246.31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x² = 3.417

(.332)

중산 24 4.33 1.494 278.77
신중간 183 4.21 1.280 265.49

구중간 115 3.95 1.323 237.47
비중간 187 4.07 1.416 252.4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x² = 2.866

(.413)

중산 24 4.29 1.574 262.42
신중간 183 4.39 1.296 268.31
구중간 115 4.24 1.502 250.42
비중간 187 4.15 1.538 243.84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

음

표 19 지위에 따른 사회생활위험인식 비교분석

앞선, 건강위험인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고려

하여 하나의 계급적 지위 척도로 사회생활 위험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사현장 및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집단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보다 위험노출이 빈번하고 실제 근골격계 질환

산업재해 승인 또한 단순노무직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원 순으로 많이

받았다는 연구결과(김경하, 황라일 & 석민현, 2009)가 있었다. 이에, 비

중간 지위를 가진 집단의 위험인식이 적어도 인재 또는 산재 위험인식에

있어서는 타 집단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이 또한 예상과 다른

결과였다.

계급 분류가 아닌 오직 아홉 개의 직업분류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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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Z (p값)

사생활침해

2년제 대학 미만 191 3.81 1.446 226.91 Z=3.425

(.001**)2년제 대학 이상 318 4.26 1.285 271.87

표 20 교육에 따른 사회생활위험인식 비교분석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생활침해(CCTV, 도청,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위험과 폭력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위험에

서 각각 .008 과 .007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Mann Whitney 검정을 통해

살펴보니 사생활 침해 위험에 있어서는 입법고위관리자, 사무직원 및 서

비스업 종사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가 농업․어업숙련자 보다 위

험인식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생활지역적 특성 및 회사 또는 상가 등의

건물에 근무하며 근무시간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농업․어업근

로자 보다 많다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판단된다. 폭력범죄

의 경우, 농업․어업숙련자 집단이 입법고위관리자, 전문가, 사무직원, 서

비스판매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등 타 직종보다 일반적인 유의수준에서

는 유의하게 위험인식이 낮았으나 Bonferroni 조절된 유의수준에서는 해

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

와 같은 강력범죄 발생은 도심에 비해 농촌이 매우 낮으며 농촌주민들은

범죄피해에 대해 도시민들보다 두려움이 낮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화 & 한경혜, 2010)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이처럼 직종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일부 위험인식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볼 수 있었으나 종사상 지위를 고려하여 지위계급으로 나누었

을 때는 유의한 위험인식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가설 2-2. 교육수준은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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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Z=2.676

(.007**)
2년제 대학 미만 191 3.74 1.416 233.06
2년제 대학 이상 318 4.08 1.328 268.18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Z=2.285

(.022*)
2년제 대학미만 191 3.92 1.418 236.26
2년제 대학 이상 318 4.22 1.300 266.25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Z=3.266

(.001**)
2년제 대학미만 191 3.98 1.453 228.09
2년제 대학 이상 318 4.43 1.421 271.16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
p<.05, p

**
<.01

교육수준은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재 및 산재, 정보통신 기술의 위

험 등 모든 사회생활 위험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위험인식

중 먹거리 위험인식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더

높았다. 이는 대졸 및 고졸이 중졸이하보다 사회생활 영역 위험인식이

높았다는 김미숙, 김상욱 & 신승배(201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육수

준이 위험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까지는 학자들마다 연구

결과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결과는 높은 교육수준 집단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객관적 위험판단이 이루어지는 반면, 낮은 교육수

준 집단에서는 객관적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위험이 자

신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낙관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김

선업, 김철규 & 이해진(2012)의 결과 관점에서 보면 일치한다. 한편으로

는 하층집단으로 갈수록 ‘운이 없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기 마련’이라는

운명론적 위험관을 가지며 상층일수록 운명론적 위험관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는 점, 또 상층일수록 개인이 노력하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진다는 연구결과(안정옥, 2010)와도 합리적인 사고 측면에

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 낮을수록 왜

곡된 위험인식을 가지며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연구(홍경진 등,

2012) 위험인식은 교육, 성별, 연령 등의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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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Z (p값)

사생활침해

410만원미만 304 4.07 1.385 253.14 Z=.356

(.722)410만원 이상 205 4.13 1.335 257.76

폭력범죄
Z=.708

(.479)
410만원미만 304 3.91 1.389 251.31
410만원 이상 205 4.02 1.343 260.48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Z=-.422

(.673)
410만원미만 304 4.13 1.361 257.20
410만원 이상 205 4.08 1.341 251.73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Z=1.971

(.049*)
410만원미만 304 4.16 1.411 244.67
410만원 이상 205 4.42 1.492 270.32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p<.05

표 21 소득에 따른 사회생활위험인식 비교분석

차이가 없다는 결과(차동필, 2010)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처럼 기존 선

행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교육수준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하며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다. Baird(1986)는 이에 대

해 실제 지식의 정도가 위험인식과 수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김영욱(2008)은 사람들은 단순히 위험에 대한 지식정보를 알고

있는 것보다 스스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가설 2-3. 소득은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위험인식에서 소득은 정보통신기술 부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 41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410만원미만인 집단보

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유전자 복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인식이 높았다. 송은영 & 박정현(2015)에 따르

면 고소득일수록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대금결제 서비스 이용비율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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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사회계층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x² (p값)

사생활침해

하(1-3점) 109 4.01 1.555 245.42
x² = 4.156

(.125)

중(4-7점) 367 4.16 1.286 261.65
상(8-10점) 33 3.67 1.493 212.64

폭력범죄

x² = 5.860

(.053)

하(1-3점) 109 3.81 1.437 237.96
중(4-7점) 367 4.04 1.327 263.89
상(8-10점) 33 3.55 1.543 212.45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x² = 9.810

(.007**)

하(1-3점) 109 4.05 1.455 245.79
중(4-7점) 367 4.18 1.281 264.04
상(8-10점) 33 3.45 1.603 184.83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x² = 5.509

(.064)

하(1-3점) 109 4.10 1.503 234.13
중(4-7점) 367 4.35 1.388 264.17
상(8-10점) 33 3.88 1.816 221.98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

용하였음. p**<.01

표 22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사회생활위험인식 비교분석

체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410만원 이상의 집

단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와 비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

한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 사업

자와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충분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

다고 인식한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는 온

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높은 우려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정보보

호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2-4.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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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계층의식은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

질 유출 등)위험인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Mann-Whitney 검

정을 한 결과, 전염병 위험인식과 마찬가지로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위험

인식이 높게, 주관적 계층의식 ‘중’인 집단이 ‘상’보다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교육, 직업

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소양, 생활양식, 소비양상 등의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Yoon & Seok, 1996; 이병훈 & 윤

정향, 2006; 조동기, 2006; 남은영 & 최유정, 2008; 송한나, 이명진 & 최

샛별, 2013). 이로 미루어볼 때, 사회경제적인 객관적 요인과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정도의 주관적 요인이 모두 만족스러울수록 계층의식을 높게

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적으로 객관적 사회계층과 계층귀속의

식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Vannenman & Cannon, 1987)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 계층이 낮은 사람일수록 계층의식을 낮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 지위가 낮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

으며 육체노동군 직종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층의식을 낮게

답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육체노동군의 경우 노동환경자체가 위해요인

및 사고 노출에 더 빈번하기에, 비 육체 노동군에 비해 건강수준이 낮다.

또 그만큼 산재 신청율 또한 높다. 비록 다른 항목의 계층의식에서는 유

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인재 및 산재 위험인식에서 낮은 계층의

이들이 위험인식이 높게 나온 것은 이들의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본인에게 잠재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은지 묻는 문항에 계층의식이 하층일수록 높은 불안을 호소했다

는 안정옥(201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계층의식이 ‘상’

과 ‘하’의 차이가 아닌 ‘상’과 ‘중’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계층

별 일반적 특성에서 객관적 계급이 ‘하’ 인 집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계

층의식은 ‘중’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계층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 간

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건강위험인식에서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

층의식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인식을 살펴본 것처럼 사회생활위험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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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x² (p값)

사생활침해

하층 218 3.96 1.474 242.34
x² = 3.048

(.218)
주변적중산층 147 4.16 1.200 262.21
핵심적중산층 144 4.22 1.340 266.81

표 24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위험인식 비교분석

주관적 계층의식 N 평균 표준편차
Mean

Rank
x² (p값)

정보통신기술 위험

하향불일치 147 4.54 1.376 281.81
x² =7.163

(.028*)
일치 212 4.17 1.467 244.23
상향불일치 150 4.13 1.462 243.95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
p<.05

표 23 계층일치여부에 따른 사회위험인식 비교분석

서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정보통신기술 위험에서 .028수준에서 유의하게 하향불일치

집단이 일치집단보다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하향불일치 집단의 86%는 핵심적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적

중산층의 97%는 월 가구 소득이 410만원 이상이다. 앞서, 월 가구 소득

410만원 이상인 집단이 410만원미만인 집단보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

술의 위험인식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하향불일치 구성원의 소득 특성을

고려해볼 때, 해당 결과는 소득-위험인식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5. 개인의 사회계층은 사회생활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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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x² = 2.303

(.316)

하층 218 3.83 1.427 244.05
주변적중산층 147 4.02 1.290 260.88
핵심중산층 144 4.07 1.357 265.57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x² = .265

(.876)

하층 218 4.06 1.423 251.60
주변적중산층 147 4.13 1.273 255.66
핵심적중산층 144 4.15 1.327 259.47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x² = 6.202

(.045*)

하층 218 4.09 1.486 237.61
주변적중산층 147 4.34 1.342 261.30
핵심적중산층 144 4.46 1.472 274.89

㈜모든 분석은 비모수방법인 Mann-Whitney test 과 Kruskal –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음. *p<.05

개인의 사회계층을 분류하여 사회생활 위험인식과 살펴본 결과 정보통

신기술의 위험인식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Mann Whitney 검정을

통해 살펴보니 핵심적 중산층이 하층보다 유의하게 큰 위험인식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 중산층의 97.2%가 41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고, 하층의 경우 410만원 이상은 7.8%만이 해당되었

다.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고소득일수록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대금결

제 서비스 이용비율이 높고 이에 비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정

보통신기술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앞선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맥

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계층

일수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에 그만큼

해당 위험에 대해서 하층계층보다 크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폭력범죄나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의 경우 하층일수록 상

대적으로 위험노출정도가 빈번하고 위험을 대비하고 저항 할 수 있는 능

력이 취약하기에 상위계층보다 위험인식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결과

와는 달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57 -

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논의

지위, 소득, 교육, 주관적 계층의식 등 각각의 계층별 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본 건강 및 사회생활 위험인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4 사회계층에 따른 위험인식평균

첫째,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고려하여 하나의 계급적 지위 척도로 건

강 및 사회생활 위험인식을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가 취약한 집단일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일수록, 직업의 위계가 낮을수록 위험경험이 높다고

응답한 선행연구 결과(안정옥, 2010; 김영란, 2011)와는 달리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용 및 자영 등의 종사상 지위를 고려하지 않

고 오직 직업분류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사회생활 위험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다소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사생활 침해 위험인식에서 입

법고위관리자, 사무직원 및 서비스업 종사자,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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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숙련자 보다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도시

의 지역적 특성 및 근무환경의 특성상, 농업․어업근로자 보다 입법고위

관리자, 사무직원 및 서비스업 종사자,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가

CCTV, 도청, 몰래카메라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에 이에 비례하여 높은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육수준은 변인 중 위험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건

강위험인식은 먹거리 위험인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생활

위험 인식에서는 모든 항목(사생활 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재,

정보통신기술 위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두 대학 2년제 이상

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위험인식이 높았

다. 이는 국내 및 해외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교육수준은 먹거리와 관련된 행동양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사

회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또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관련 정보에 대한

높은 이해능력을 바탕으로 먹거리 유해성이나 위험성에 높은 관심을 가

지며, GMO를 비롯한 기술 위해요소에 대한인지는 교육수준과 깊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skell et al, 2004; 황윤제, 연구영, &

한재환, 2009). 건강위험인식 중 신종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의 전염병

위험의 경우 먹거리 위험보다 친숙도가 떨어지며 치명성이 크고 통제하

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 아닌 특수한 질

병의 성격이기에, 질병 대처 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보급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당 전염병에 관한 지식은 일반

인이 갖기 힘들며 다 같이 잘 모르는 상태로 평준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친숙도, 치명성, 통제가능성, 특수성 등의 이유로 전염병에

대한 위험은 다른 요인보다 위험지각이 크게 나타나며, 지식적인 측면보

다 공포심 및 불안감이 위험인식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신건강위해요소의 경우 지식적 측면보다는 스트레스, 우울 등의 개

인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동하며 성인병의 경우도 운동 등의 생활습관

에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암, 고혈압, 치매 등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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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질환이다. 이에, 지식적 측면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가장 크게 개인

의 선택의 폭을 반영하여 위험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은 먹거리 영역이라

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먹거리 위

험인식이 건강위험인식 중 유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 진다.

나아가, 높은 교육수준은 개인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위험을 합리적으

로 판단하게 하고 위험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김선업,

김철규, & 이해진, 2012), 위험이 자신을 피해 갈 것이라고 믿는 비합리

적인 '낙관주의 편견‘을 지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instein &

Klein, 1996). 교육수준에 따른 지식의 정도는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론화 되어 왔다. 이에 상대적으로

지위나 소득 등의 다른 구조적 요인에 비해 본 연구에서 또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렇듯, 교육수준이 위험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인식 수용성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단

순히 교육수준만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 위험인식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람들은 위험정보 수용 시 전달하는 기관의 신

뢰를 더 높이 평가하였으며 신뢰가 높을수록 불안을 적게 호소하였다(조

병희, 2009; 박희제, 2009; 홍성훈, 2004). 따라서 위험에 대한 정확한 내

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때, 전달 주체자의 신뢰성

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의 경우 건강위험인식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사회생활 위험인식에서는 월 가구 소득 41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41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유전자 복

제, 컴퓨터 바이러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인식이 높았

다. 건강위험인식의 경우, 월수입이 높을수록 질병과 관련된 왜곡된 위험

인식이 적고 (Schapira, Davids, McAuliffe, & Nattinger, 2004) 월 소득

이 적을수록 높은 위험불안을 호소하며(김영란, 2011; 구혜란, 2010), 주

관적 건강상태가 낮다는 선행연구결과(양동욱, 2014)와는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월 소득별 위험사회 인식정도는 성, 세대, 학력 집단 간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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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거의 없었다는 김미숙, 김승욱 & 신승배(2014) 연구와는 일치하

였다. 한편으로 사회생활 위험인식의 경우, 고소득일수록 인터넷 뱅킹이

나 온라인대금결제 서비스 이용비율이 높아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크다는 결과(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와는 일치하였다.

소득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표

집설계나 소득의 금액 기준 차이로 인한 것인지 확인 할 수 없으나, 가

구주의 위험인식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소득은 한 가지 위험인식을

제외하고는 크게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주관적 계층의식은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하층 계층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회를 불안정

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김병조, 2000), 계급 갈등을 크게 인지하고

(안광일, 1993),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결과(서광민, 2009; 송한나,

이명진 & 최샛별, 2013)와, 나아가 하층 계층의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미

래에 대한 불안을 내재화하고 있다(정해식, 2016)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한편으로 상층 계층일수록 충분한 경제적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기에 위험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 불안호소가 적고 위험 수용

에 긍정적이다(Fischhoff & Lichtenstein, 1980)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였다.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불일치한 경우를 포함하여 계층

의식에 따른 건강위험인식에서는 전염병과 먹거리 위험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생활위험인식에서는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와 정보통신기

술의 위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해당 위험인식들은 모두 다른 항

목의 위험인식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따라서 이 점은, 하층계층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사

회경제적 취약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개인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계급 또는 계층에 속한

다고 느끼는 일종의 귀속의식이다(박지은 & 권순만, 2015). 이러한 계층

의식은 최근 생산관계의 구조에 의해서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의해 단

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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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Giddens, 1973; Bourdieu, 1984; 신광영,

1997). 일례로, 문화소양, 생활양식, 소비양상 등의 문화자본이 주관적 계

층의식의 설명요인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며(Yoon & Seok, 1996; 이병훈

& 윤정향, 2006; 조동기,2006; 남은영 & 최유정, 2008; 송한나, 이명진 &

최샛별, 2013) 계층의식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

는 가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안치민, 1992; 장상수, 1996). 문

화적 접근에서 위험인식을 살펴보면 위험인식 또한 문화적 가치와 신념

에 의해 영향 받으며 사회적 맥락 아래 재구성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또한 계층의식처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인식으로 개인

의 경험, 상황적, 환경적, 상황적 여건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속성을 지

닌다. 본 연구 결과에서 구조적 요인보다 계층의식이 위험인식에 민감하

게 반응한 것은 이러한 속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계층의식과

위험인식 모두 주관적인 요인이며, 사회적 맥락아래 구성원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재구성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되어 왔

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산층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병훈 & 윤정향, 2006; 조동기, 2006; 송한나, 이명진 & 최샛별,

2013; 김병조, 2000). 본 연구에서 또한 상층 계층의식을 가진 사람일수

록 대학 2년제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받았다. 앞서,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위험인식이 또한 높게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계층의식의 경우

상층 계층의식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위험인식이 낮고 하층계층의식을

가진 집단에서 위험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교육수준에 따른

위험인식과 계층의식에 따른 위험인식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위험인식을

수용하는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계층의식은 교육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그 외 소득, 직업, 문화적 요인, 생활양식 등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이에, 정보 이해습득 능

력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위험지각과 자신의 경험, 신념, 구성원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느끼는 주관적인 위험지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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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할수록, 현재의 준비나

사회적 안전망으로는 충분히 위험에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할

때 계층의식은 낮게 나타난다. 계층의식은 그 성격 자체가 주관적이며

불안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구조적 변수보다 민감하게 위험인식에 반

응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위험인식 보다 사회생활 위험인식에서 계층요인에

의해 크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재열(2005)에 따르면 한국인은 앞

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으로 취업난, 사이버 범죄, 자동차 사고,

컴퓨터 바이러스, 몰래카메라와 도청, 대기오염, 먹거리 사고 등을 꼽았

으며 상대적으로 마약, 알코올 중독, 지진, 전염병 등은 향후 발생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피해의 심각성에서도 전염병,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크지 않다고 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건강위험인

식보다는 사회생활 위험인식 요인들이 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각

도가 더 크다고 인식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 결과 또한

사회생활위험인식이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왔기에 건강

위험인식보다 위험인식 영향요인에 있어서도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

로 유추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건강위험인식과 구조적 요인에

대해 연구가 더 진행되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인식에 있어 개인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많은 사고의 성격이 개

인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성격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

를 희석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폭

행사건, 중국산 수입식품 먹거리 문제 등은 개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특히 2014년 본 연구

자료 조사 당시 사회적 대형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 여수앞바다 기름 유

출사고,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성격의 사고들은

개인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하더라도 대비

를 전혀 할 수 없는 유형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발하는 사



- 63 -

고의 성격 대부분은 사회적 계층 수준에서 대비가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위험에 대한 노출이 계층화 되어있으며

상위계층일수록 하층에 비해 위험대비에 안정적이다. 상위 계층은 하층

에 비해 사회적 자원 활용 또한 높기에, 위험발생 이후 회복능력도 뛰어

나다.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의 사

고유형들이 다양화되고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개인의 사회적 계층을 넘어

서는 위험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이러한 위험을 겪

은 사회구성원들의 경험 축적이 개인의 위험인식에 반영되면서 계층 간

위험인식을 희석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위험의 감수성이란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한국인 특유의

상황인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안정옥(2010)은 위험에 대한 감수성

을 국제비교한 결과를 통해, 한국인은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고 밝힌 바 있다. 그 예로, 한국은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환경지속성 지수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하

지만, ‘내게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응답에서 한국은 오히

려 선진국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낮은 한국인의 위험감수성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정도

가 높은 한국사회에 대한 내면화의 결과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

과에서 대부분의 위험인식에 대해 평균 4점 초반대인 ‘중립’이 나타난 것

도 이러한 위험감수성이 내면화된 결과라고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워낙

많은 위험상황에 노출되다보니 위험에 대한 역치가 높아져 정말 큰 위험

이 아니고서는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기에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응답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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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위험인식을 지닌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수준에 상응한 정확한 판

단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신에게는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

‘비현실적인 낙관론’이 적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

회구성원들의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위

험 관리 정책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위험에 대

한 보건학적, 정책적 권고행위는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의 협조에 달려

있으며 시민들의 협조는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판단 및 인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위험인식 수용을 위

해 사회구성원들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구주로, 대부분 학교교

육 정규과정이 이미 끝나 학생으로서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령

대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수준을 높인다 했을 때, 그들에 대한 ‘교육 내

용’과 ‘상향 정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된다. 이 때의 접근 방법은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 중 어

느 계층에 속하는지에 따라서도 구성원간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를 고

려한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

서 가장 뛰어난 전달체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따라서 식품안전정보를

비롯하여 각종 위험에 대한 피해 시 대처방법 등을 공식 정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용이하고 효

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상수, 조희숙 & 이혜진(2010)에 따르

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40세미만이 가장 많으며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인 사람들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학력수준

이 낮고 월 소득이 낮으며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문가 및 방송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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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습득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볼 때, 전자는

핵심적 중산층으로 후자는 하층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파악가능하다. 기

본적으로 계층에 따라서 주된 정보습득의 경로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지식정보를 전달할 때 각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경로(인터넷, 전문가, TV, 유인물 등)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위험정보 수용 시 이를 전달하는 주

체자의 신뢰가 강조된 만큼 정보전달에 앞서, 정부는 사회적 위험관리의

주체로서 신뢰확보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정보

의 신뢰가 뒷받침 될 때, 사회구성원들의 위험에 대한 합리적 수용이 가

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위험인식 차이가 존재했던 것에

주목 해야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계층의식

이 낮을수록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물로써

위험인식이 높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당 위험에 대

응하기가 힘들다고 여겨 상대적으로 위험의 심각도를 높게 인식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즉, 해당 계층의식을 가진 이들의 불안의식과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잠재적 불안의식

과 스트레스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위험인식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회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정신건강측면에서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불일치한 경우에서도 위험인식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박지은 & 권순만(2015)에 따르면 (하향) 계층 불

일치의 사회적 규모는 사회구조적 불평등 및 불건강과도 연관되어있다.

이에,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불일치한 경우가 위험인식의 영

향요인으로써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사회구조의 불평등과

위험인식을 연계해서 고려하는 측면도 논의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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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분류 모형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65세 이상 인구 중

은퇴하여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집단은 노인인구

중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계층을 반영하는데 있어 다소 편

중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 일치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아

직까지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누는 분류방법은 연구자 마다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김병조(2000)의 연구를 참조하여 10점 분류를 상상(9-10

점), 상하(8점), 중상(6-7점), 중하(4-5점), 하상(3점), 하하(1-2점) 6단계

로 구분한 뒤, 다시 상(8-10점), 중(4-7점), 하(1-3점)로 조작적으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계층의식의 절사점을 연구자마다 어떻게 선정하

느냐에 따라 객관적 계층 일치 여부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계층을 측정하는 요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또 해당 요

인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험인식의 결과는 달라질 가능

성이 농후하다. 객관적인 계층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방식

을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지위집단(status

group)관점에서 계층을 분류한 홍두승의 계층연구에 기반하여 독립변수

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의 계층구성이론을 적용하였을 경우,

위험인식 결과는 해당 연구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

제, 본 연구에서도 소득의 기준을 100만원 단위기준으로 변경하여 위험

인식을 살펴보면 건강위험인식에서는 여전히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으나 사회생활 위험인식의 경우 사생활 위험인식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교육에서도 ‘초등학교(무학포함)’ 부터 ‘대학교 이상’으로

네 분류를 해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나

지만 유의한 위험인식의 종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처럼, 동일한 자

료원 내에서도 계층분류의 기준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층구성에 대한 탐색이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이루어져온 만큼, 다양

한 계층적 이론 적용을 통한 위험인식 비교분석이 지속적으로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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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는 개인의 위험인식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직

업적 지위, 소득, 교육, 계층의식을 모두 통합하여 계층으로 분류하여 이

에 따른 위험인식을 살펴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고

자 한다. 사회 위험에 대한 불안의식이 계층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계층별로 상이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며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내재된 불안이 삶

의 질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안감을 저감할

수 있는 사회전반의 측면에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다. 나아가 위

험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의 이해는 위험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며, 다수의 위험 거버넌스 정책대안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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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class on

health and social risk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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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standing how individuals think and feel about risk is very

important in risk management. As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grows, risk perception is also becoming a hot issue in the Korean

society. Previous studies on risk perception were limited to

psychological and cultural aspects. There has been very little

attention devoted to social structural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risk

perception among social classes and (b) how risk perception varies

depending on social class factor.

In this study, social class is determined by three objective factors

and one subjective factor. The three objective factors are occupational

status of the main breadwinner, family income,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respondents. The subjective factor refers to respondents'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This research integrated all factors and

used them as criteria for three strata(Core Joongsancheung, Peripheral

Joongsancheung and Low class) classified in Hong Doo-Se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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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um theory (2005)2) 'Joongsancheung(JSC)', is a unique term for

the middle class in Korea. This class can be described as rather

heterogeneous and complex. It is defined as a stratum sharing

common lifestyle and a certain level of opportunities in life.

In this study, there were two major categories of risk perception.

One is health and the other is social risk perception, each of which

consists of four risk perceptions. Health risk includes epidemic, food

risk, mental-health threatening, and geriatric diseases. Social risk

includes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ivacy, violent crime, man-made

accidents and industrial accidents, and risk from scientific and/or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nalyzed the 2014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and 509 respondents, who could be categorized

into a certain social clas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ith regard to the

occupational status and also to family income with the exception of

the risk perception of scientif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high

risk perception of scientif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mong high

earners seems to be a result of their frequent exposure to possible

cyber crimes and personal data leaks, arising out of active use of

ICT.

People who are highly educated showed a much higher level of all

four social risks and food risk perception compared to those with a

low level of education. High level of education makes it possible for

individuals to judge risk situations accurately. Furthermore, education

enables people to stay away from "unrealistic optimism," a bias that

2) Hong Doo-Seung utilized classification schemes of Goldthorpe and made a

best-fitting model for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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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 people believe that they are at a lower risk of experiencing

negative events.

Regarding the risk perception according to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ncluding cases where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objective class and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the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the risk perception, the lower the level of class

identification. In health risk percep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pidemics and food risk perception. In social

risk perception, man-made accidents and industrial accidents and risk

from scientific and/or information technology were significant. All of

these risk perceptions are risks that can be somewhat avoided if

people have sufficient economic resources, compared to other risk

perceptions. Therefore, this is a result reflecting the socio-economic

vulnerability of people with low-level class identification.

The reason why risk perception reacted more sensitively in regards

to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than to objective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level of education, can be derived from the fact that

class identification and risk perception are both based on subjective

judgements. The two also share the fact that they are both

reconstructed through interactions among people within the social

context.

In the case of risk perception according to individual social class,

respondents who are stratified as core JSC had significantly higher

scientif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risk perception than those

categorized as low class.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 except

scientif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risk perception. This is because

the majority of accidents that take place in today's society are

beyond individual control, which seems to have reduc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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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class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analyze the risk

perception in the aspect of "class" in a social structural context.

Furthermor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s on risk

perception based 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since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risk perception can be used as an effective reference

for future risk management policies.

keywords : risk, risk perception, social class, Joongsancheung,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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