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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관적 건강은 보건학적으로 가치있는 지표이며, 역학, 보건학 및 

건강형평성 연구에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주로 쓰인다. 하지만 

주관적 건강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그 차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건강 상태 변수와 건강 행태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ii)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상이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원으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6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i)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 

변수를 주관적 건강으로, 독립 변수를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통제 변수를 

건강 상태 변수와 건강 행태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i)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변수는 주관적 건강으로, 종속 변수는 사망으로, 

통제 변수는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으로 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i)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ii)교육 수준이 높을 때, 일용직 및  



임시직일 때보다 상용 근로자일 때,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높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으며, 주관적 

건강과의 사망과 연관성 또한 낮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의 사망연관성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주관적 건강 변수를 사용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관적 

건강 변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표제어 : 주관적 건강, 사망연관성, 사회경제적 수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생존분석 

학번 : 2018-23172 



- 1 -

목 차

목 차..............................................................................................1

표 목차...........................................................................................3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절 연구의 목적 ·························································································· 3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주관적 건강 ························································································ 4

제 2절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  ··················································· 7

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자료원 및 연구대상

1) 자료원 ······································································································· 11

2) 연구대상 ··································································································· 12

제 2절 분석모형 및 변수

1) 분석모형 ································································································· 13

2) 변수 ········································································································ 15

제 4장 분석 결과 

제 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8



- 2 -

제 2절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평가 차이......................22

  제 3절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25 

제 5장 논의 및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고찰 ···················································································· 31

제 2절 연구의 한계와 함의 ··········································································· 38

참고문헌 ··············································································································· 40

부록...............................................................................................47

Abstract........................................................................................57



- 3 -

표 목차

[표 1] 변수의 정의....................................................................................17 

[표 2] 연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20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1

[표 4]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 ········································ 24

[표 5] 교육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 ······························ 28

[표 6]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29

[표 7]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 ······························ 30

[부표 1]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 차이 .......47

[부표2-1] 교육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1)...............................48 

[부표2-2] 교육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2)...................................48

[부표3-1]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1).............. ................49

[부표3-2]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2).............................49

[부표4-1]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1).......................... ......50 

[부표4-2]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2)..........................50 

[부표 5]  교육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 (model 1,2,3,4)...........51 

[부표 6]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model 1,2,3,4).......53

[부표 7]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model 1,2,3,4).........55



- 1 -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주관적 건강은 각 개인의 건강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을 보여주며, 상병과 

사망, 의료이용과 연관성이 높다(Fayers & Sprangers,2002;Macintyre, 

Der, & Norrie,2005). 따라서, 사회학, 역학, 보건학 분야에서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를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건강불평등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Jylhä, 2009;최요한, 2016). 또한 많은 건강 관련 조사에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되어져왔다. SF-36(36-Item Short From 

Health Survey), NHIS(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ANES(National Health and Nutrtion Examination survey), 

Euro-Qol 등지에서 주관적 건강 문항을 

사용하였다(Krause&Jay,1994;.Ware&Gandek,1998;Fayers & Sprangers, 

2002) 그러나, 주관적 건강은 개인마다 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관적 건강이 실제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최요한, 2016). 대표적으로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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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들이 있으며, 이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주관적 건강이 독립적으로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Jylhä, 2009;최요한, 2016). 

  하지만, 한 개인은 자신의 특성, 환경, 속한 집단에 따라 건강을 

다양하게 생각하기에(성기헌,2017),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Jylhä,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건강 상태 변수와 건강 행태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ii)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구 집단의 건강수준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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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 평가와 그 사망연관성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이한지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건강 상태 변수와 건강 행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 평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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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은,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4점 혹은 5점의 리커트 척도 응답으로 측정된다. 주관적 건강은 각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이며, 

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요약을 

보여준다(E. Ware, 1987;Jylhä, 2009). 

  이 주관적 건강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대한 대답은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Jylhä (2009)의 모델이다.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평가하는 과정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 사람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건강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건강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선별한다. 둘째, 선별한 정보들을 어떻게 

주관적 건강 평가에 반영할지 결정한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요약하여 4점 혹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나타낼지 결정한다.  이 연구에서 Jylhä는 주관적 건강이 사망과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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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유는, 주관적 건강이 건강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Jylhä, 2009).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Huisman & Deeg(2010)은 Jylhä (2009)의 

이론을 반박하며 주관적 건강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은 실제 건강상태를 

나타내기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Huisman 

& Deeg, 2010). 그 외에 주관적 건강의 평가에 대한 모델은 Knäuper & 

Turner(2003)가 제시하였다. 각 개인이 주관적 건강을 평가할 때 사망과 

관련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기에 주관적 건강이 사망과 관련 있는 

변수라고 설명하였다(Knäuper & Turner, 2003).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Fýlkesnes & Førde 

(1992)의 연구가 있다. 1987년-1988년 노르웨이의 8,909 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동적, 그리고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주관적 건강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성 질환도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주었으나, 각 개인의 감각적 상태인 통증과, 기능적 상태인 일을 할 수 

있는 유무가 주관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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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ýlkesnes & Førde, 1992) 

  또한, Singh-Manoux et al. (2006)은 프랑스의 Gazel cohort 와 영국의 

Whitehall II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령과 생애 초기 사건들, 가족력, 건강 상태와 질병, 건강 

관련 습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 평가에는 신체적인 건강 상태와 

정신적 건강 상태가 큰 영향을 주었고, 건강의 다차원적 요인들 – 연령, 

생애 초기 사건들, 가족력,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심리학적 요인, 

건강관련 행동- 도 주관적 건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화가 다른 프랑스와 영국에서 주관적 건강을 설명하는 요소들이 

달랐으며, 성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Singh-Manoux et al., 

2006). 

  Garbarski (2016) 는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문헌을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정 방법으로 나뉘어졌다. 이를 통해, 주관적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한 개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이 객관적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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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리 변수로 쓰일 때,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을 통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Garbarski, 2016).  

제 2절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 지표는, 질병과 사망, 

삶의 질과 관련 있는 변수이기에, 역학, 보건학, 건강형평성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져왔다(오영희,배화옥,김윤신,2006;Jylhä, 2009; 최요한, 2016). 

따라서, 주관적 건강이 객관적 건강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최요한, 2016).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관계를 밝힌 첫 연구로는 캐나다에서 65세 이상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1982년 Mossey & Shapiro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주관적 건강은 객관적 건강(의사의 진단, 입원, 수술) 보다 더 

사망과 연관성이 높으며, 다른 요인들보다도 사망을 강력히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83년 미국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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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은 개인 특성, 사회경제적 상태, 신체적 상태를 

보정하고서도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Kaplan&Camacho,1983).  1997년 Idler & Benyamini 는 

12개국 27개의 연구를 분석하여 주관적 건강이 전세계적으로 사망과 연관 

있는 유용한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관적 건강은 지역과 

민족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요소와 신체적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사망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Idler&Benyamini,1997). 그 후 Desalvo et 

al(2005) 도 메타 분석을 통해 주관적 건강은 질병, 신체적 상태, 우울을 

보정하고서도 사망의 유효한 예측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의 연관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지선하 

외(1994)의 연구를 필두로 권순석,김상용,임정수,손석준,최진수(1999), 

우혜경&문옥륜(2008), Khang&Kim(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주관적 건강은 사망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평가하는데 그 사회와 문화, 

주변인들의 영향을 받기에, 건강에 대한 통일된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Jylhä, 2009). 이에 따라,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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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다양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2007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인구 집단을 교육 수준, 소득 수준으로 

나누어서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높았다(Dowd & Zajacova, 2007).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인구 집단을 성별과 교육 수준으로 

나눈 뒤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 상태를 4가지 영역의 모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질환,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 

건강 관련 습관(흡연, 음주)-으로 나누어 각각의 모델마다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교육 수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모델 

별로 주관적 건강의 사망연관성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 교육을 받은 

남자에게서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증가하였다(Huisman et al., 

2007). 

  2007년 프랑스의 국영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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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직업상 지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행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 이 

연구는, 대상자들이 국영 회사에 소속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직원들이기에 

제한이 있다(Singh-Manoux et al., 2006).

  한국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Khang&Kim(2010)의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한국의 상황에서도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각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에 따라 변화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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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자료원 및 연구대상

1) 자료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1~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45세 이상자(1961년 이전 출생) 중 10,254명을 원표본으로 

하여, 격년주기의 기본조사를 시행하였다. 모집단을 지역과 주거형태별로 

층화한 후, 조사구를 계통추출법을 활용하여 10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그 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명부를 활용하여 

단순무작위 방식으로 표본가구를 추출하였다. 설문 조사 내용은 인구, 

가족(자녀, 부모,형제자매), 건강상태,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등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는 중고령층 인구에 대표성이 있는 패널 자료이며, 건강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다. 또한 사망자 추적이 용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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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로 선정하였다1).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조사자 10,254명 중 사망 시점이 명확하고 

자료의 결측치가 없는 8593 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사망 시점을 확인할 때, 사망한 해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사망한 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7월로, 사망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15일로 대체하였다. 둘째, 자료의 결측치가 있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통제 변수로 쓰이는 소득, 교육 

변수가 결측치일 경우 본 연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주관적 건강이 

사망과 연관성이 있으나, 임종 시점에 있는 대상자들은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수 있어 역인과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망 180일 

이내에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경우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설문조사를 1차에 참여하고 그 후로 참여하지 않은 중도 탈락자를 본 

1)한국고용정보원「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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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설문조사에 2회 이상 참여한 

중도 탈락자는 첫 설문조사일과 마지막 설문조사일을 관찰 기간으로 하여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제 2절 분석모형 및 변수

1) 분석 모형 

①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i) 건강 상태 변수와 건강 행태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을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로짓을 종속변수(ln
 ), 사회경제적 수준(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을 독립 변수(), 성별, 연령, 건강 상태(만성질환 

개수, 우울 여부, ADL 점수, 장애 여부), 건강 관련 습관(음주 여부, 흡연 

여부, 운동 여부)를 통제 변수()로 하였을 때 회귀식은 (1)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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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1)

 Pr ,   (Y=주관적 건강 나쁨) 

    ② 생존 분석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콕스 

비례위험모델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를 주관적 건강()으로, 종속 변수를 

생존 기간()으로, 통제 변수를 사회경제적 수준( ) 및 개인 특성()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개인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 상태, 

거주 지역), 건강 관련 요인(만성 질환 개수, 우울 여부, ADL 점수, 장애 

여부), 건강 관련 습관(음주 여부, 흡연 여부, 운동 여부)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의 연관성이 사회경제적 수준(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 에 따라 변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과의 

상호작용항을 이용하였다. 한 개인 i 의 t 시점에서의 사망위험()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은 모든 변수가 기준선일 때의 사망위험이며,   은 주관적 

건강과 사회경제적 수준 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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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 변수

  

주관적 건강은 “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다섯 가지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을 좋음으로 구분하여 0으로 코딩하였고, 나쁨, 매우 나쁨을 나쁨으로 

구분하여 1로 코딩하였다(Dowd&Zajacova, 2007;Singh-Manoux et al., 

2006). 사회경제적 수준은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을 

이용하였다(Berkman et al., 2003). 본 연구에서 교육 수준을 중학교 졸업 

이하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Nishi et al., 2012).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주, 상용근로자, 일용직 및 임시직, 

무직 상태로 구분하였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로, 임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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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1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소득 수준은 가구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으며, 1분위에서 4분위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통제 변수로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거주 지역, 만성질환 개수, 우울 

여부, ADL 점수,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운동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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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정의

 독립 변수 주관적건강 0.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 나쁨, 매우 나쁨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고용주/상용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일용직 및 임시직/ 
무직

소득 수준 가구 균등화 소득 1,2,3,4 분위

사회인구학요인 

성별 남자 / 여자 

혼인 상태 
배우자 유/이혼,별거,사별,

결혼한적 없음. 

거주 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연령 연속변수 

건강상태 변수 만성질환개수 연속변수 

우울 여부 우울 있음/없음 

ADL 점수 연속변수(0~7점) 

장애 여부 장애 있음/장애 없음 

건강행태변수 음주 여부 과거 음주자/현재 음주자/비음주자

흡연 여부 과거 흡연자/현재 흡연자/비흡연자 

운동 여부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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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 결과

제 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고령화연구패널자료 1차 10254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8593명이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3과 

같다. 이중 교육 수준이 중등 이하인 집단은 64.1%, 고등 이상인 집단은 

35.9% 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 15.29%, 고용주 2.92%, 

상용근로자 12.8%, 임시직 및 일용직 6%, 무급가족 종사자 8.21%, 무직 

60.12% 로 무직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특성상 45세 

이상 인구집단이 대상이므로 은퇴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주관적 건강을 좋다(매우 좋음, 좋음, 보통)고 응답한 사람은 

5928명(68.99%), 나쁘다(나쁨, 매우 나쁨)고 응답한 사람은 

2665명(31.01%) 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 

종사자와 무직인 사람이, 가구 균등화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농촌에 사는 집단이, 우울이 있는 집단이, 장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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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과거 음주자와 흡연자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all p-value<0.001).

  관찰 기간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망자 수는 1436명(16.71%) 이다. 

사망자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이(21.24%) 높은 

집단보다(8.62%)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로 비교하여 보면, 

사망자 비율은 종사상 지위가 무직(22.63%), 자영업자(10.11%), 

고용주(8.37%), 임시직 및 일용직(7.75%), 상용근로자(5.45%), 

무급가족종사자(5.32%) 순으로 높았다. 소득 분위가 4분위수에서 

1분위수로 낮아질수록 사망자 비율은 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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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특성 전체 주관적 건강 좋음 주관적 건강 나쁨 p-value 2006-2016 사망자 수(%) p-value

전체 8593 5928(68.99%) 2655(31.01%) 1436(16.71%) <0.001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5508(64.10%) 3223(58.51%) 2285(41.49%)
<0.001

1170(21.24%) <0.001
고등학교 졸업 이상 3085(35.90%) 2705(87.68%) 380(12.32%) 266(8.62%)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1314(15.29%) 1079(82.12%) 235(17.88%)

<0.001

133(10.11%)

<0.001

무급가족 종사자 282(8.21%) 191(67.73%) 91(32.27%) 15(5.32%)
고용주 251(2.92%) 223(88.84%) 28(11.16%) 21(8.37%)

상용근로자  1064(12.8%) 953(89.57%) 111(10.43%) 58(5.45%)
임시직 및 일용직 516(6%) 422(81.78%) 94(18.22%) 40(7.75%)

무직 5166(60.12%) 3060(59.23%) 2106(40.77%) 1169(22.63%)
가구 균등화 소득 

1사분위 1633(19.00%) 875(53.58%) 758(46.42%)

<0.001

400(24.49%)

<0.001
2사분위 2319(26.99%) 1369(59.03%) 950(40.97%) 486(20.96%)

3사분위 2329(27.10%) 1728(74.19%) 601(25.81%) 316(13.57%)

4사분위 2312(26.91%) 1956(84.60%) 356(15.40%) 234(10.12%)

표 2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re 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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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특성 전체 주관적 건강 좋음  주관적 건강 나쁨 p-value

전체 8593 5928(68.99%) 2655(31.01%)
성별 
남성 3780(43.99%) 2896(76.61%) 884(23.39%)

<0.001
여성  4813(56.02%) 3032(63.00%) 1781(37.00%)
연령

(평균±표준편차)
61.64(±10.99) 59.08(±10.31) 67.35(±10.28) <0.001

혼인 상태 
배우자 유 6,757(78.63%) 5,002(74.04%) 1,755(25.96%)

<0.001
배우자 무 1,836(21.37%) 926(50.44%) 910(49.56%)
거주 지역 

대도시  3642(41.38%) 2604(71.50%) 1038(28.50%)

<0.001중소 도시 2771(32.25%) 1973(71.20%) 798(28.80%)

농촌 2180(25.37%) 1351(61.97%) 829(38.03%)

만성질환 개수(0~7) 0.743(±0.95) 0.45(±0.7) 1.4(±1.11) <0.001
우울 여부 
우울 없음  7583(88.25%) 5574(73.51%) 2009(26.49%)

<0.001
우울 있음 1010(11.75%) 354(35.05%) 656(64.95%)

ADL 점수(0~7) 0.17(±0.93) 0.023(±0.30) 0.49(±1.56) <0.001
장애 여부 
장애 있음 579(6.74%) 175(30.22%) 404(69.78%)

<0.001
장애 없음 8014(93.26%) 5753(71.79%) 2261(28.21%)
음주 여부 
비음주자 4727(55.01%) 3076(65.07%) 1651(34.93%)

<0.001과거 음주자  588(6.84%) 264(44.90%) 324(55.10%)
현재 음주자  3278(38.15%) 2588(78.95%) 690(21.05%)

흡연 여부  

비흡연자 6079(70.74%) 4076(67.05%) 2003(32.95%)
<0.001과거 흡연자  859(10.00%) 582(67.75%) 277(32.25%)

현재 흡연자  1655(19.26%) 1270(76.74%) 385(23.26%)
운동 여부  

예 3245(37.76%) 2490(76.73%) 755(23.27%) <0.001아니오 5348(62.24%) 3438(64.29%) 1910(35.71%)

표 3 집단별 주관적 건강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는 독립 t 검정, 

범주형 변수는 Chi-squre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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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변수와 건강 행태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을 종속 변수로 하고 사회경제적 수준(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 을 독립 변수로, 연령과 성별(Model1), 건강 상태 변수와 건강 

행태 변수를 통제 변수(Model2)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4]에 정리하였으며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Model 1에서,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사람들이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오즈는 2.75배(95%CI:2.42-3.14) 상승하였다. 상용 근로자 집단에 비해, 

무급가족 종사자 집단이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오즈는 

2.28배(95%CI:1.64-3.17)증가하였다. 무직의 경우에는 2.37배(95% 

CI:1.89-2.96) 증가하였다. 가구 균등화 소득 4사분위에 비해, 가구 소득이 

1사분위인 사람이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오즈는 

3배(95%CI:2.56-3.52) 증가하였다.  2사분위의 경우 

2.76배(95%CI:2.38-3.21), 3사분위일 경우 1.64배(95%CI :1.41-1.92) 

증가하였다.   

   Model 2 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으면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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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가 2.38배(95%CI:2.04-2.77)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상용직일 때보다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표현할 오즈가 1.91배(95%CI:1.32-2.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일 경우, 오즈는 1.61배(95%CI:1.26-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일용 및 임시 근로자, 고용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4사분위에서 1사분위로 변하면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오즈가 2.48배(95%CI:2.07-2.98)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이 2사분위로 

변하면,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오즈가 2.39배(95%CI:2.02-2.83) 

증가하였다. 소득 3사분위일 때,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오즈는 

1.51배(95%CI:1.26-1.80) 증가하였다. 따라서, 건강 상태 변수와 건강 

행태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평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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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 
 Model 1 Model 2

Exp(Est) 95% CI Exp(Est) 95% CI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75*** 2.42 - 3.14   2.38*** 2.04 - 2.77

고등학교 졸업 이상 reference reference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1.32* 1.03 - 1.69     1.13 0.86 - 1.48
무급가족종사자   2.28*** 1.64 - 3.17 1.91*** 1.32 - 2.77

고용주 0.93 0.61 - 1.43     0.85 0.52 - 1.38
일용직 및 임시 근로자 1.44* 1.07 - 1.95     1.14 0.82 - 1.6

무직   2.37*** 1.89 - 2.96 1.61*** 1.26 - 2.06
상용 근로자 reference reference 

가구 균등화 소득
1사분위 3.00*** 2.56 - 3.52 2.48*** 2.07 - 2.98
2사분위 2.76*** 2.38 - 3.21 2.39*** 2.02 - 2.83
3사분위 1.64*** 1.41 - 1.92 1.51*** 1.26 - 1.80
4사분위 reference reference 

표 4 P-value<0.001 *** P-value<0.01 ** P-value <0.05 *

Model 1 : 연령, 성별 통제함. 

Model 2 : 연령,성별, 건강 상태 변수(만성질환 개수, 우울 여부, ADL 점수, 장애 여부) 건강 행태 변수(음주 , 흡연 , 운동 여부)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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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의 연관성 차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 연관성 차이는 [표5,6,7] 

에서 정리되어 있으며 각각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의 연관성 차이를 제시하였다. 

  [표 5] 에서는 교육 수준과 주관적 건강의 상호작용항을 이용하여, 교육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였다.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인구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의 경우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Model 1~4에서 

일관되게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주관적 건강 나쁨 상호작용항의 

사망위험비는 연령만 통제한  모델 1에서 1.77(95%CI:1.34-2.32), 성별, 

혼인 여부, 종사상 지위, 거주 지역, 소득 수준까지 통제한 모델 2에서 

1.57(95%CI :1.19-2.07), 만성질환, 우울증 여부, 장애 여부, ADL 점수를 

추가로 통제한 모델 3에서 1.56(95%CI:1.19-2.06), 모델 3외에 

흡연,음주,운동을 통제한 모델 4에서 1.54(95%CI:1.17-2.03)을 나타내었다. 

모델 간 사망위험비의 크기 차이는 모델 1에서 모델 4로 갈수록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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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에서는 종사상 지위와 주관적 건강의 상호작용항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일용직 및 

임시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종사상 지위가 상용 근로자인 사람은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할 때 사망위험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 1에서 사망위험비 3.32(95%CI:1.20 - 9.13), 모델 2에서 

사망위험비 3.18(95%CI:1.15 - 8.77), 모델 3에서 사망위험비 3.24(95%CI 

:1.17 - 8.94), 모델 4에서 사망위험비 3.39(95%CI:1.23 - 9.36)로 

확인되었다. 무직 또한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을 

나쁘다고 했을 때 사망위험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 

1에서 사망위험비 2.80(95%CI:1.23 - 6.38), 모델 2에서 사망위험비 

2.34(95%CI :1.03 - 5.35) 로 확인되었다. 모델 3와 모델 4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모델 1에서 

4까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 연관성 차이는 [표 7] 에 

제시하였다. 소득 1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수준과 주관적 건강의 

상호작용항을 이용하였다. 모델 1에서, 4사분위일 때 사망위험비가 

1.33(95%CI :0.95-1.85) 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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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다. 모델 2부터는 주관적 건강의 사망예측력이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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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교육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Hazard ratio(95% CI) Hazard ratio(95% CI) Hazard ratio(95% CI) Hazard ratio(95% CI)

주관적 건강 나쁨 1.58***(1.40 - 1.77) 1.64***(1.46 - 1.86) 1.43***(1.26 - 1.64) 1.40***(1.23 - 1.60)

고등학교 졸업 이상 0.87(0.72 - 1.05) 0.68***(0.57 - 0.83) 0.68***(0.56 - 0.82) 0.71***(0.59- 0.87)

중학교 졸업 이하 reference 

interaction term:나쁨/고등 이상 1.77***(1.34 - 2.32) 1.57**(1.20 - 2.07) 1.56**(1.19 - 2.06) 1.54**(1.17 - 2.03)

표 5 P-value<0.001 *** P-value<0.01 ** P-value <0.05 * P-value<0.1 +

Model1: 연령 통제함 
Model2: Model 1+성별, 혼인여부, 거주 지역,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 통제함 
Model3: Model2+만성 질환 개수, 우울증 여부, ADL 점수, 장애 여부 통제함  
Model4: Model3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운동 여부 통제함  



- 29 -

표6.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Hazard ratio(95% CI) Hazard ratio(95% CI) Hazard ratio(95% CI) Hazard ratio(95% CI)
주관적 건강 나쁨 0.63(0.28 - 1.43) 0.78(0.34 - 1.76) 0.73(0.32 - 1.66) 0.72(0.32 - 1.63)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0.76(0.51 - 1.13) 0.70(0.47 - 1.05) 0.71(0.47 - 1.06) 0.72(0.48 - 1.08)

무급가족종사자 0.38*(0.17 - 0.86) 0.68(0.30 - 1.55) 0.67(0.29 - 1.51) 0.69(0.30 - 1.56)
고용주 0.92(0.49 - 1.72) 0.92(0.49 - 1.72) 0.93(0.49 - 1.74) 0.93(0.45 - 1.75)

상용 근로자  0.75(0.48 - 1.18) 0.70(0.45 - 1.11) 0.71(0.45 - 1.12) 0.73(0.46 - 1.15)
은퇴자, 무직, 기타 0.84(0.59 - 1.21) 1.09(0.76 - 1.57) 1.10(0.77 - 1.58) 1.14(0.80 - 1.65)

일용직 및 임시직(reference) 
interaction term:나쁨/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2.35(0.96 - 5.72) 2.03(0.83 - 4.95) 2.09(0.86 - 5.11) 2.02(0.83 - 4.93)
무급가족종사자 2.14(0.58 - 7.85) 1.94(0.53 - 7.12) 1.99(0.54 - 7.34) 1.99(0.54 - 7.33)

고용주 2.93(0.87 - 9.93) 2.40(0.71 - 8.19) 2.47(0.73 - 8.41) 2.61(0.77 - 8.9)
상용 근로자  3.32*(1.20 - 9.13) 3.18*(1.15 - 8.77) 3.24*(1.17 - 8.94) 3.39*(1.23 - 9.36)

은퇴자, 무직, 기타 2.80*(1.23 - 6.38) 2.34*(1.03 - 5.35) 2.12(0.93 - 4.85) 2.11(0.92 - 4.81)
일용직 및 임시직(reference) 

표 6 P-value<0.001 *** P-value<0.01 ** P-value <0.05 * P-value<0.1 +

Model1: 연령 통제함 
Model2: Model 1+성별, 혼인여부, 거주 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통제함 
Model3: Model2+만성 질환 개수, 우울 여부, ADL 점수, 장애 여부 통제함  
Model4: Model3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운동 여부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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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Hazard ratio(95% CI) Hazard ratio(95% CI) Hazard ratio(95% CI) Hazard ratio(95% CI)
주관적 건강 나쁨 1.55***(1.26 - 1.91)   1.67***(1.36 - 2.06) 1.49***(1.20 - 1.84) 1.45***(1.17 - 1.8)

소득 수준 
1사분위 (reference)

2사분위 0.92(0.74 - 1.14) 0.97(0.78 - 1.21) 0.97(0.78 - 1.22) 0.97(0.78 - 1.21)
3사분위 0.87(0.7 - 1.09) 0.91(0.73 - 1.14) 0.90(0.72 - 1.13) 0.89(0.71 - 1.11)
4사분위 0.78*(0.62 - 0.99) 0.86(0.68 - 1.09) 0.85(0.67 - 1.08) 0.86(0.68 - 1.09)

interaction term:나쁨/소득 수준 
1사분위 (reference)

2사분위 1.10(0.83 - 1.45) 1.06(0.80 - 1.39) 1.04(0.79 - 1.37) 1.03(0.78 - 1.36)
3사분위 1.01(0.75 - 1.37) 1.03(0.76 - 1.4) 1.04(0.76 - 1.40) 1.05(0.77 - 1.42)
4사분위 1.33(0.95 – 1.85)+ 1.24(0.9 - 1.73) 1.12(0.8 - 1.57) 1.13(0.81 - 1.58)

표 7 P-value<0.001 *** P-value<0.01 ** P-value <0.05 * P-value<0.1 +

Model1: 연령 통제함 
Model2: Model 1+ 성별, 혼인여부, 거주 지역,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통제함 
Model3: Model2+ 만성 질환 개수, 우울 여부, ADL 점수, 장애 여부 통제함  
Model4: Model3 +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운동 여부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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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의 및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고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2.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일용직 근로자보다 상용 근로자일 때 

증가하였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건강 상태 변수와 건강 행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대처 자원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우며, 심리적 박탈감이 있다는 

것이다(김창엽 2003;Dowd & Zajacova, 2007;Subramanyam, Kawachi, 

Berkman, Subramani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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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d & Zajacova (2007)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질병에 

대처할 자원이 부족하기에, 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Dowd & Zajacova, 2007).  김창엽(2003)은,  

의료서비스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주관적 건강을 

평가절하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자신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적 및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부족하기에 자신의 건강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Subramanyam et al.(2009)는 소득 

불평등이 주관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고, 불평등은 

상대적 박탈로 인한 심리적 효과 때문에 주관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주관적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박은옥&송효정,2003;김혜련, 

2005;김근회 외, 2010;김민경 외, 2010;김진영,송예리아,백은정 2013).

  또한, 주관적 건강은 굉장히 다면적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모두 다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와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은 

주관적 건강 평가에는 큰 영향이 있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은 그보다 더 

떨어지는 편이다(Huisman et al, 2007).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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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 또한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할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심할 확률이 높다(김창엽, 2003).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만성 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혜련, 2005).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교육 수준, 

일용직-상용직 근로자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소득 수준에서는 그 

차이가 불명확하였다. 주관적 건강이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자신이 건강 상태에 대해 ‘안다’라는 근거에서 비롯되며,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취합할 수 있는 정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Jylhä, 2009). 본 연구 결과 교육 수준이 증가할 때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 증가하였으며, 소득 수준이나  종사상 지위를 

통제하였을 때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소득 수준이나 다른 종사상 

지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 차이는 교육 수준에 따른 인지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으로 얻게 된 지식과 기술은 

인지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보건교육의 메세지 및 의료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넓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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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의료 접근성이 비교적 

평등한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Dalen, 2012). 

그 외에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서도 교육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 차이가 확인되었다(Dowd & Zajacova, 2007 ;Huisman et 

al., 2007;Nishi et al., 2012). 

  종사상 지위로 비교하여 보면, 일용직 및 임시직 종사자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에게서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또한 교육 수준과 큰 연관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교육의 차이는 

고용안정성의 차이와 노동시장의 지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고용안정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김진영, 

2013). 그러나 본 연구는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를 통제한 Model 2,3,4에서도, 일용직 및 임시직과 정규직의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연관성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로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와 사망의 원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임도희(2015)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고, 

근로 조건이 위험하고 열악하며, 고용 불안정을 경험한다. 독일의 철강, 

금속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서 

죽상경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iegrist, Matschinger, Cr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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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del,1988). 김창엽(2003) 또한 노동조건은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예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으로 외상성 사망의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임시직 노동자들은 상용직 

노동자들보다 생명을 위협하지 않은 산재를 2.94배,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산재를 2.54배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별, 연령, 

직업, 근속 년수를 보정한 것이다(Benavides et al., 2006).

 핀란드에서 진행된, 임시직 노동자의 사망 위험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임시직 노동자들은 상용직 노동자에 비해 외상의 사망위험비가 

남성의 경우 1.86, 여성의 경우 1.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vimäki et 

al., 2003).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위험비는 1.88으로 

나타났다(Ahn,Cho,Kim,Myong,&Kang 2019). 따라서, 연구 자료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들은 상용근로자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이나 외상성 사망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뇌혈관 질환은 갑작스런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외상 사망의 경우 대부분 개인의 평소 건강 상태와 무관한 사망이므로, 

주관적 건강과의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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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의 연관성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McFadden et al. (2009)은 

의료이용이 평등한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의 

사망연관성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Sen(2002)은, 의료이용이 

불평등한 인도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적절한 의료 이용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의료 이용이 대체로 평등한 스웨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의 사망연관성 차이가 거의 없었다(Van 

Doorslaer&Gerdtham, 2003).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불평등한 미국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의 사망연관성 차이가 

컸다(Dowd & Zajacova, 2007).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의 불평등에 관하여는 연구자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라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 및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다 

확인된다(김창엽,이태진,김명희,손정인, 2015).  따라서, 한국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이 뚜렷하다 말하기 어려워, 소득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의 사망연관성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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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의 

연관성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주거, 고용, 영양, 

의료 등 질병과 건강 악화에 대처할 모든 자원이 부족하므로(김창엽, 

2003;Dowd & Zajacova, 2007), 건강 상태가 비슷하더라도 더 많이 

사망하기에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의 연관성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의 평가가 달리자고,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달라지더라도, 그 지표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닐수 있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평가는 신체적 증상의 

표현뿐만 아니라 안녕감, 삶의 질 등의 심리적, 사회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며, 가치있는 지표이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 

Kaplan & Baron-Epel(2003)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은 질병과 기능 

상태도 나타내지만, 사람들의 감정과 전반적인 느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Kaplan & Baron-Epel, 2003).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이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표현한 건강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Quesnel–Vallée, 2007). 쪽방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빈곤한 사람들은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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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며, 건강보다는 생존이 우선 순위였고, 가족 

등으로부터 사회적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였다(손정인,2014).  이렇듯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모든 자원이 부족하며 사회적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질병이 없다고 자신을 건강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질병이 없고 사망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더라도 건강에 대한 표현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와 함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건강은 실제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에 다층적으로 영향을 

받은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만 주관적 건강의 의미를 평가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주관적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 절하인지, 

아니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낮은 삶의 질과 고통이 반영된 

결과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 셋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역인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망전 180일 이내 주관적 건강을 

평가한 경우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사망전 1년 이내 주관적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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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경우에도 역인과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표본수의 문제로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넷째, 주관적 건강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연구로만 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고, 주관적 건강의 사망과 연관성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밝혔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의 변화를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 변수를 사용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관적 건강 변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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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1.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 (하위그룹 분석)

Hazard ratio    P>|z| [95% Conf. Interval]

전체 1.53*** 0.000 1.35 - 1.73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42*** 0.000 1.24 - 1.63

고등학교 졸업 이상 2.26*** 0.000 1.67 - 3.06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1.49 0.057 0.99 - 2.25
무급가족종사자 2.90 0.215 0.54 – 15.70

고용주 2.60 0.163 0.68 – 9.98

상용 근로자  3.54*** 0.000 1.74 - 7.18
일용직 및 임시직 0.59 0.297 0.22 – 1.59

무직 1.50*** 0.000 1.31 - 1.73
가구 균등화 소득

1사분위 1.55*** 0.000 1.23 – 1.96

2사분위 1.44*** 0.001 1.15 – 1.80

3사분위 1.53** 0.002 1.18 – 1.99
4사분위 1.76*** 0.001 1.26 – 2.46

부표 1.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여 각각의 
생존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혼인 상태, 거주 지역, 연령), 
건강상태 변수(만성질환 개수, 우울 여부, ADL 점수, 장애 여부), 건강 행태 변수(음주 여부, 
흡연 여부, 운동 여부)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항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상용 근로자일 때 주관적 건강의 사망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주관적 건강의 사망 예측력이 큰 차이가 
없었다.

부표 1~7.P-value<0.001 *** P-value<0.01 ** P-value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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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2.교육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 2)  
변수 odds ratio[95% Conf. Interval]

교육 수준 (ref.고등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2.38***(2.04 - 2.77)

연령 1.04***(1.03 - 1.05)
성별  (ref.여성)

남성 0.49***(0.41 - 0.59)
장애 여부 (ref.아니오)

예 4.82***(3.77 - 6.15)
ADL 점수 1.57***(1.39 - 1.77)

만성질환 개수(0~7개) 2.53***(2.36 - 2.71)
운동 여부 (ref: 예)

아니오 1.48***(1.3 - 1.68)
흡연 여부 (ref :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1.19(0.87 - 1.17)
현재 흡연자 2.36***(1.86 – 3.0)

음주자(ref: 비음주자) 
현재 음주자 1.01(0.9 - 1.21)
과거 음주자 2.49***(1.97 - 3.16)

우울 여부(ref : 아니오)
예 3.36***(2.83 - 3.98)

부표 2-1. 교육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1) 

변수 odds ratio[95% Conf. Interval]
교육 수준(ref : 고등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2.75***(2.42 - 3.14)
연령 1.06***(1.06 - 1.07)

성별(ref: 여성)
남성 0.64***(0.58 -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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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2)
변수 odds ratio[95% Conf. Interval]

종사상 지위(ref :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1.13(0.86 - 1.48)

무급가족종사자 1.91***(1.32 - 2.77)
고용주 0.85(0.52 - 1.38)

일용직 및 임시근로자 1.14(0.82 - 1.6)
무직 1.61***(1.26 - 2.06)
연령 1.05***(1.04 - 1.05)

성별(ref : 여성)
남성 0.44***(0.37 - 0.53)

장애 여부(ref : 아니오)
예 4.76***(3.73 - 6.07)

ADL 점수 1.53***(1.37 - 1.72)
만성질환 개수(0~7개) 2.53***(2.45 - 2.81)

운동 여부(ref :예)
아니오 1.73***(1.52 – 1.96)

흡연 여부(ref :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1.19(0.94 - 1.51)
현재 흡연자 1.21(0.99 - 1.45)

음주 여부(ref : 비음주자)
현재 음주자 1.06(0.92 - 1.24)
과거 음주자 2.45***(1.93 - 3.12)

우울 여부(ref : 아니오)
예 3.55***(3.0 - 4.22)

부표 3-1.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1) 
변수 odds ratio[95% Conf. Interval]

종사상 지위(ref : 상용 근로자)
자영업자 1.32*(1.03 - 1.69)

무급가족 종사자 2.28***(1.64 - 3.17)
고용주 0.93(0.61 - 1.43)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 1.44*(1.07 - 1.95)
무직 2.37***(1.89 - 2.96)
연령 1.06***(1.06 - 1.07)

성별(ref : 여성)
남성 0.63***(0.56 - 0.71)



- 50 -

부표4-2.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2) 
변수 odds ratio[95%  Conf. Interval]

소득 수준(ref : 4 사분위)
1사분위 2.48***(2.07 - 2.98)
2사분위 2.39***(2.02 - 2.83)
3사분위 1.51***(1.26 - 1.80)

연령 1.04***(1.04 - 1.05)
성별(ref : 여성)

남성 0.40***(0.33 - 0.47)
장애 여부(ref :아니오)

예 4.72***(3.69 - 6.03)
ADL 점수 1.58***(1.41 - 1.77)

만성질환 개수(0~7개) 2.53***(2.36 - 2.72)
운동 여부(ref : 예)

아니오 1.57***(1.39 - 1.79)
흡연 여부(ref :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1.21(0.95 - 1.53)
현재 흡연자 1.16(0.95 - 1.4)

음주 여부(ref : 비음주자) 
현재 음주자 1.03(0.88 - 1.2)
과거 음주자 2.43***(1.9 - 3.09)

우울 여부(ref : 아니오)
예 3.29***(2.77 - 3.91)

부표 4-1.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평가 차이(Model1) 

변수 odds ratio[95% Conf. Interval]

소득 수준(ref : 4사분위) 
1사분위 3.00***(2.56 - 3.52)
2사분위 2.76***(2.38 - 3.21)
3사분위 1.64***(1.41 - 1.92)

연령 1.07***(1.06 - 1.07)
성별(ref:여성)

남성 0.52***(0.47 -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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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교육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 (model 1,2,3,4) 
model 1 model2 model3 model4

변수 
odds ratio

(95% Conf. Interval)
변수 

odds ratio
(95% Conf. Interval)

변수 
odds ratio

(95% Conf. Interval)
변수 

odds ratio
(95% Conf. Interval)

주관적 건강 1.58***(1.40 - 1.77) 주관적 건강 1.64***(1.46 - 1.86) 주관적 건강 1.43***(1.26 - 1.64) 주관적 건강 1.40***(1.23 - 1.60)
교육 수준(ref:고등학교 졸업 이상) 성별(ref:여성) 성별(ref:여성) 성별(ref:여성)
중학교 
졸업 이하 0.87(0.72 - 1.05) 남성 2.65***(2.34 - 3.02) 남성 2.55***(2.25 - 2.90) 남성 2.23***(1.91 - 2.61)

연령 1.10***(1.1 - 1.12) 교육 수준(ref : 고등학교 졸업 이상) 교육 수준(ref : 고등학교 졸업 이상) 교육 수준(ref : 고등학교 졸업 이상)
interaction term:
주관적 건강/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0.68***(0.57 - 0.83) 중학교 

졸업 이하 0.68***(0.56 - 0.82) 중학교 
졸업 이하 0.71***(0.59 - 0.87)

고등학교 졸업이상 1.77***(1.34 - 2.32) 연령 1.09***(1.08 - 1.1) 연령 1.08***(1.08 - 1.09) 연령 1.08***(1.08 - 1.09)
혼인상태(ref: 배우자 무) 혼인상태(ref: 배우자 무) 혼인상태(ref: 배우자 무)
배우자 유 1.58***(1.39 - 1.80) 배우자 유 1.54***(1.35 - 1.76) 배우자 유 1.51***(1.33 - 1.73)
종사상 지위(ref: 일용직 및 임시직) 종사상 지위(ref: 일용직 및 임시직) 종사상 지위(ref: 일용직 및 임시직) 
자영업자 0.84(0.58 - 1.2) 자영업자 0.85(0.6 - 1.22) 자영업자 0.85(0.6 - 1.22)
무급가족종사자 0.77(0.42 - 1.40) 무급가족종사자 0.77(0.42 - 1.42) 무급가족종사자 0.8(0.44 - 1.46)
고용주 1.2(0.71 - 2.05) 고용주 1.23(0.72 - 2.09) 고용주 1.25(0.74 - 2.14)
상용근로자 0.96(0.64 - 1.44) 상용근로자 0.96(0.64 - 1.44) 상용근로자 0.99(0.66 - 1.49)
무직 1.37(0.99 - 1.89) 무직 1.33(0.96 - 1.84) 무직 1.37(0.99 - 1.90)
거주 지역(ref :농촌) 거주 지역(ref :농촌) 거주 지역(ref :농촌)
대도시 1.05(0.92 - 1.19) 대도시 1.02(0.9 - 1.16) 대도시 1.05(0.92 - 1.19)
중소 도시 1.03(0.89 - 1.18) 중소 도시 1.02(0.884- 1.17) 중소 도시 1.04(0.90 - 1.19)
소득 수준(ref : 4사분위) 소득 수준(ref : 4사분위) 소득 수준(ref : 4사분위) 
2사분위 1.01(0.88 - 1.15) 2사분위 1(0.88 - 1.15) 2사분위 1(0.87 - 1.14)
3사분위 0.93(0.80 - 1.09) 3사분위 0.92(0.79 - 1.07) 3사분위 0.91(0.78 - 1.06)
4사분위 0.95(0.80 - 1.12) 4사분위 0.9(0.76 - 1.07) 4사분위 0.91(0.77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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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term:
주관적 건강/교육 수준 만성질환개수 1.02(0.97 - 1.08) 만성질환개수 1.03(0.98 - 1.08)
고등학교졸업이상 1.57**(1.2- 2.07) 우울 여부(ref:아니오 ) 우울 여부(ref: 아니오 ) 

예 1.12(0.97 - 1.29) 예 1.1(0.95 - 1.27)
장애 여부(ref : 아니오) 장애 여부(ref : 아니오) 
예 1.1(0.93 - 1.31) 예 1.07(0.9 - 1.27)
ADL 점수 1.15***(1.11 - 1.18) ADL 점수 1.14***(1.11 - 1.18)
interaction term:
주관적 건강/교육 수준  음주 여부(ref : 비음주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1.56**(1.19 - 2.06) 현재 음주자 0.91(0.79 - 1.05)

과거 음주자 1.12(0.94 - 1.34)
흡연여부(ref :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1.26**(1.06 - 1.5)
현재 흡연자 1.41***(1.21 - 1.64)
운동 여부(ref : 아니오)
예 1.16*(1.02 - 1.31)
interaction term:
주관적 건강/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            1.54**(1.17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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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종사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model 1,2,3,4) 

model1 model2 model3 model4
변수 odds ratio 변수 odds ratio 변수 odds ratio 변수 odds ratio
주관적 
건강 0.63(0.28 - 1.43) 주관적 건강 0.78(0.34 - 1.76) 주관적 건강 0.73(0.32 - 1.66) 주관적 건강 0.72(0.32 - 1.63)
종사상 지위(ref : 일용직 및 임시직) 성별(ref : 여성) 성별(ref : 여성) 성별(ref : 여성)
무직 0.84(0.59 - 1.21) 남성 2.67***(2.35 - 3.04) 남성 2.58***(2.27 - 2.93) 남성 2.24***(1.92 - 2.62)
자영업자 0.76(0.51 - 1.13) 교육 수준(ref : 중학교 졸업 이하 ) 교육 수준(ref : 중학교 졸업 이하 ) 교육 수준(ref : 중학교 졸업 이하 )
고용주 0.92(0.49 - 1.72) 고등학교 

졸업 이상  0.82**(0.71 - 0.95) 고등학교 
졸업 이상 0.82**(0.70 - 0.95) 고등학교 

졸업 이상 0.85*(0.73 - 0.99)
상용근로자 0.75(0.48 - 1.18) 연령 1.09***(1.08 - 1.1) 연령 1.09***(1.08 - 1.09) 연령 1.08***(1.08 - 1.09)
무급가족종
사자 0.38*(0.17 - 0.86) 결혼 여부(ref:배우자 유) 결혼 여부(ref:배우자 유) 결혼 여부(ref:배우자 유) 
연령 1.10***(1.09 - 1.10) 배우자 무 1.57***(1.38 - 1.8) 배우자 무 1.54***(1.35 - 1.76) 배우자 무 1.52***(1.33 - 1.73)

종사상 지위(ref : 일용직 및 임시직) 종사상 지위(ref : 일용직 및 임시직) 종사상 지위(ref : 일용직 및 임시직)
interaction term 
종사상 지위*주관적 건강 자영업자 0.7(0.47 - 1.05) 자영업자 0.71(0.47 - 1.06) 자영업자 0.72(0.48 - 1.08)

무직 2.80*(1.23 - 6.38) 무급가족종
사자 0.68(0.30 - 1.55) 무급가족종사

자 0.67(0.29 - 1.51) 무급가족종사
자 0.69(0.30 - 1.56)

자영업자 2.35(0.96 - 5.72) 고용주 0.92(0.49 - 1.72) 고용주 0.93(0.49 - 1.74) 고용주 0.93(0.5 - 1.75)
고용주 2.93(0.87 - 9.93) 상용근로자 0.7(0.45 - 1.11) 상용근로자 0.71(0.45 - 1.12) 상용근로자 0.73(0.46 - 1.15)
상용근로자 3.32*(1.20 - 9.13) 무직 1.09(0.76 - 1.57) 무직 1.1(0.77 - 1.58) 무직 1.14(0.8 - 1.65)
무급가족종
사자 2.14(0.58 - 7.85) 거주 지역(ref : 농촌) 거주 지역(ref : 농촌) 거주 지역(ref : 농촌) 

대도시 1.05(0.93 - 1.2) 대도시 1.03(0.90 - 1.17) 대도시 1.05(0.92 - 1.20)
중소도시 1.03(0.90 - 1.19) 중소도시 1.02(0.89 - 1.17) 중소도시 1.04(0.91 - 1.20)
소득 수준(ref : 1사분위) 소득 수준(ref : 1사분위) 소득 수준(ref : 1사분위)
2사분위 1.01(0.89 - 1.16) 2사분위 1(0.88 – 1.14) 2사분위 0.99(0.87 - 1.14)
3사분위 0.94(0.81 - 1.09) 3사분위 0.92(0.79 - 1.07) 3사분위 0.91(0.78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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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분위 0.95(0.80 - 1.12) 4사분위 0.9(0.76 - 1.07) 4사분위 0.91(0.77 - 1.08)
interaction 
term:종사상지위/주관적건강 만성질환개수 1.03(0.97 - 1.08) 만성질환개수 1.03(0.98 - 1.09)
자영업자 2.03(0.83 - 4.95) 우울 여부(ref : 아니오) 우울 여부(ref: 아니오)
무급가족종
사자 1.94(0.53 - 7.12) 예 1.11(0.96 - 1.29) 예 1.09(0.94 - 1.27)

고용주 2.4(0.71 - 8.19) 장애 여부(ref : 아니오) 장애 여부(ref : 아니오)
상용근로자 3.18*(1.15 - 8.77) 예 1.11(0.94 - 1.32) 예 1.08(0.90 - 1.28)
무직 2.34*(1.03 - 5.35) ADL 점수 1.15***(1.11 - 1.18) ADL 점수 1.14***(1.11 - 1.18)

interaction 
term:종사상지위/주관적건강 음주 여부(ref:비음주자)

자영업자 2.09(0.86 - 5.11) 현재 음주자 0.91(0.79 - 1.05)
무급가족종사자 1.99(0.54 - 7.34) 과거 음주자 1.13(0.94 - 1.35)
고용주 2.47(0.73 - 8.41) 흡연 여부(ref : 비흡연자) 
상용근로자 3.24*(1.17 - 8.94) 과거 흡연자 1.27**(1.07 - 1.51)
무직 2.12(0.93 - 4.85) 현재 흡연자 1.42***(1.22 - 1.65)

운동 여부(ref : 예)
아니오 1.16*(1.02 - 1.32)
interaction 
term:종사상지위/주관적건강
자영업자 2.02(0.83 – 4.93)
무급가족종사자 1.99(0.54 - 7.33)
고용주 2.61(0.77 - 8.9)
상용근로자 3.39*(1.23 - 9.36)
무직 2.11(0.92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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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사망의 연관성 차이 (model 1,2,3,4) 

model1 model2 model3 model4
변수 odds ratio 변수 odds ratio 변수 odds ratio 변수 odds ratio
주관적 건강 1.55***(1.26 - 1.91) 주관적 건강 1.67***(1.36 - 2.06) 주관적 건강 1.49***(1.20 - 1.84) 주관적 건강 1.45***(1.17 - 1.8)
소득 수준(ref: 1사분위) 성별(ref:여성) 성별(ref:여성) 성별(ref:여성)
2사분위 0.92(0.74 - 1.14) 남성 2.68***(2.36 - 3.04) 남성 2.58***(2.27 - 2.93) 남성 2.25***(1.93 - 2.63)
3사분위 0.87(0.7 - 1.09) 교육 수준(ref : 중학교 졸업 이하) 교육 수준(ref : 중학교 졸업 이하) 교육 수준(ref : 중학교 졸업 이하)
4사분위 0.78*(0.62 - 0.99) 고등학교 졸업

이상 0.82**(0.71 - 0.95) 고등학교 졸업
이상 0.81**(0.70 - 0.95) 고등학교 졸업 

이상 0.85*(0.73 - 0.99)

연령 1.10***(1.09 - 1.11) 연령 1.09***(1.08 - 1.1) 연령 1.09***(1.08 - 1.09) 연령 1.08***(1.08 - 1.09)
interaction term
주관적 건강 * 소득 수준 혼인 상태(배우자 유) 혼인 상태(배우자 유) 혼인 상태(배우자 유) 

2사분위 1.1(0.83 - 1.45) 배우자 무 1.58***(1.39 - 1.80) 배우자 무 1.54***(1.35 - 1.76) 배우자 무 1.52***(1.33 - 1.73)
3사분위 1.01(0.75 - 1.37) 종사상 지위(ref : 일용직 및 임시직) 종사상 지위(ref : 일용직 및 임시직) 종사상 지위(ref : 일용직 및 임시직)
4사분위 1.33(0.95 - 1.85) 자영업자 0.83(0.58 - 1.18) 자영업자 0.84(0.59 - 1.21) 자영업자 0.85(0.59 - 1.21)

무급가족종사자 0.76(0.42 - 1.4) 무급가족종사
자 0.77(0.42 - 1.41) 무급가족종사

자 0.8(0.44 - 1.46)

고용주 1.16(0.68 - 1.97) 고용주 1.17(0.69 - 1.99) 고용주 1.2(0.70 - 2.04)
상용근로자 0.94(0.62 - 1.41) 상용근로자 0.93(0.62 - 1.4) 상용근로자 0.96(0.64 - 1.44)
무직 1.36(0.99 - 1.89) 무직 1.32(0.96 - 1.83) 무직 1.37(1.0 - 1.9)
거주 지역(ref : 농촌) 거주지역(ref:농촌) 거주지역(ref : 농촌) 
대도시 1.05(0.92 - 1.2) 대도시 1.03(0.90 - 1.17) 대도시 1.05(0.92 - 1.20)
중소 도시 1.03(0.894 - 1.179) 중소 도시 1.01(0.88 - 1.17) 중소도시 1.04(0.90 - 1.19)
소득 수준(ref : 1사분위) 소득 수준(ref : 1사분위) 소득 수준(ref : 1사분위)
2사분위 0.97(0.78 - 1.21) 2사분위 0.97(0.78 - 1.22) 2사분위 0.97(0.78 - 1.21)
3사분위 0.91(0.73 - 1.14) 3사분위 0.9(0.72 - 1.13) 3사분위 0.89(0.71 - 1.11)
4사분위 0.86(0.68 - 1.09) 4사분위 0.85(0.67 - 1.08) 4사분위 0.86(0.68 - 1.09)
interaction term 만성질환개수 1.03(0.97 - 1.08) 만성질환개수 1.03(0.98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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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 * 소득 수준 
2사분위 1.06(0.80 - 1.39) 우울 여부(ref : 아니오) 우울 여부(ref : 아니오) 
3사분위 1.03(0.76 - 1.4) 예 1.11(0.96 - 1.28) 예 1.09(0.94 - 1.26)
4사분위 1.24(0.9 - 1.73) 장애 여부(ref : 아니오) 장애 여부(ref : 아니오)

예 1.11(0.94 - 1.32) 예 1.07(0.90 - 1.28)
ADL 점수 1.15***(1.11 - 1.18) ADL 점수 1.14***(1.10 - 1.18)
interaction term
주관적 건강 * 소득 수준 음주 여부(ref : 비음주자)

2사분위 1.04(0.79 - 1.37) 현재 음주자 0.91(0.79 - 1.04)
3사분위 1.03(0.76 - 1.40) 과거 음주자 1.12(0.94 - 1.35)
4사분위 1.12(0.80 – 1.57) 흡연 여부(ref :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1.26**(1.06 - 1.51)
현재 흡연자 1.41***(1.21 - 1.65)
운동 여부(ref ; 아니오)
예 1.16*(1.02 – 1.32)
interaction term
주관적 건강 * 소득 수준 
2사분위 1.03(0.78 - 1.36)
3사분위 1.05(0.77 - 1.42)
4사분위 1.13(0.81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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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Goun Park

Graduated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f-rated health is a widely used measure of health status in public 
health and epidemiology and as a measure of inequalities in health. 
However, self-rated health needs to be checked for heterogeneity 
because individuals will report self-rated health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 the self-rated health 
evaluation and ii)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ath vari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level when controlling 
for health status variables and health behavior variables. 

 We used the data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2006-2016. We used logistic regression and a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djusting for health status variables and health 
behavior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tended to assess their health negatively. The association of self rated 
health and mortality was higher for highly educated individuals and 
regular workers compared to lower educated individuals and 
temporary workers. According to income level,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ssociation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This study is important because it analyzed, for the first time, the 
association of mortality in self-rated health according to 
occupational status in Korea.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help 
researchers who use self-rated health variables and policymakers 
who use those variables to write policies to help them understand 
self-rated health variables and establish relevant policies.

.........................................................................................................

Keywords : Self-rated health, Mortality, Socioeconomic status ,        

KLoSA, Surviv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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