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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1970년부터 증가하다가 1985

년 8.63년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는 

기대수명 남녀격차의 최근 추이가 어떠하고, 어느 소득 군에서 기대

수명의 남녀격차 변화가 가장 크며, 어떠한 사망원인이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가장 많이 기여하며, 소득수준별로는 기여하는 사망원인

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

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수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2004년부터 2015

년까지 국민건강정보DB와 통계청 사망자료가 결합된 자료를 활용하

여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의 추이와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에 기여하는 사망원인들에 대해 Arriaga 방법을 통한 분해분석을 시

행하였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남녀 기대수명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200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소득수준별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추이를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소득 분위인 소득 1분위에서의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감소가 

전체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감소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 2005, 2010, 

2015년 3개년도에서 15개와 60개의 사망원인으로 분류하여 기대수

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분해분석을 시행하였다. 15개 대

분류 사망원인별 분해분석의 결과, 암, 외적 원인, 심혈관질환, 호흡

기계질환이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기여하는 상위 4개의 사망원인

이었다. 60개 사망원인 소분류에 따라 기대수명 격차에 대한 사망원

인별 분해분석하였을 때, 기대수명의 남녀 차이 감소에 기여하는 상

위 10개 사망원인은 폐암, 자살, 간암, 뇌혈관사고, 폐렴, 허혈성 심



- iii -

질환, 불명확한 원인, 만성 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위암이었다. 2005

년과 2015년에서 기대수명 남녀격차의 사망원인별 기여도를 비교하

였을 때,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사망원인은 폐렴이었으며 자

살 또한 상승세를 보였다. 간암과 심혈관질환의 경우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소득수준별로 사암원인 15개 대

분류로 분해분석을 하였을 때, 모든 소득 분위에서 암이 가장 큰 기

여도를 보였다.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화기계 질환이 차지하는 분율

은 감소, 호흡기계 질환이 차지하는 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 60개의 사망원인으로 분해분석하였을 때, 소득수준별로 기여도 

순위가 달랐는데, 소득 1분위에서는 자살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

였고 소득 5분위에서는 폐암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소득 1

분위에서는 자살, 알코올성 간질환의 기여도가 다른 소득 분위에 비

해 높았다. 2005년과 2015년을 60개 사망원인으로 비교하였을 때, 

소득 1분위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의 감소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운수사고와 뇌혈관사고였으며, 남녀격차를 증가시키는 데에 가

장 많이 기여한 것은 폐렴이었다.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서 많은 기여도를 차지하는 것이 폐

암, 자살, 간암으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긴 것은 남성의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행태로 인해 폐암, 간암 등에 의한 사망률이 

남성에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소득 분위에서 기대수명의 남

녀 차이에 대한 자살 및 폐렴의 기여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이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기대수명, 남녀격차, 사망원인, 분해분석, 소득, 사회경제적 위치

학번 : 2017-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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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추이와 남녀격차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

존연수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우리나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7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2.27세였으며 남성이 58.74세, 여성이 65.81세였다. 이후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에는 82.36세를 기록하였다

(통계청, 2018). 

Figure 1 Trends in life expectancy in South Korea from 1970 to 2016 

(Sourc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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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급격한 증가에

는 영아 사망률의 감소와 심뇌혈관질환의 감소, 간 질환, 위암, 결

핵, 폐렴, 외적 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감소가 크게 기여하였다(Yang, 

et al. 2010). Kontis 등은 주요 선진국에서 1985년부터 2010년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베이지안 모델로 미래의 기대수명을 예측하였다

(Kontis et al. 2017). 2030년에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이 90세 이

상이 될 확률은 57%였으며, 2030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호주, 스위스

와 더불어 80세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기

대수명의 남녀격차는 멕시코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를 바탕으로 1970년부터 우리나라 

기대수명에서의 남녀격차를 보면,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1985년 8.63세로 정점을 이룬 뒤,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90

년대부터 빠르게 감소하며 2000년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Figure 2 Trends in life expectancy gender gap (GGLE) in South Korea from 1970 to 
2016 (Source: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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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긴 기대수명

을 지니며, 지난 25년간 고소득국가는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중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는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Tabutin & Masquelier, 

2017). 다른 고소득국가와 비슷하게(Conti et al., 2003; Trovato and 

Lalu, 2008) 우리나라에서도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Yang 등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를 연령군별, 사망원인별로 분해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Yang 

et al., 2012). 1970년부터 1979년까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증가하

였는데 이에는 남성에서 50-69세에서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 더

불어 20-44세의 여성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이 함께 작용하였다. 

1990년대부터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

는 남성에서 간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질환, 뇌졸중에 의한 사망이 

여성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설명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서의 사망률이 높

아서 나타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 생물학적인 접근과 비생

물학적인 접근이 있다. 생물학적인 접근에 따른 설명은 유전적 소인

에 대한 접근과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있다. 유전적 소인에 

대해서는 염색체X가 관여할 것이라는 연구가 있었다(Smith and 

Warner 1989).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선

택적으로 살아남음으로써 여성이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생물학적으

로 더 길다고 설명하는 틀이 있다(Rieker & Bird, 2005). 비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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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으로는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위치와 건강행태 등으로 설

명하려고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기대수명에서의 남녀격차가 나는 

것의 이유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교육수준, 소득, 

운동환경 등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Luy는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건강행태와 환경이 비슷한 성직자들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독일 성직자들의 25세 기대여명을 연구하

였다(Luy, 2003). 그 결과 성직자들에서는 다른 인구집단에서 관찰되

는 남성의 높은 사망률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로써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에 생물학적 원인은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장이 지지되었

고, 이후 건강행태와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주목받았다(Rochelle et 

al., 2015).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나는 것은 남성에서 흡연과 알코올 

섭취가 높기 때문이고(Anderson and Silver, 1986), 여성보다 남성에

서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Cashin et 

al., 2002). 미국에서 사망률의 남녀 차이에 대하여 사회적, 생물학적, 

행태적 요소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사망률의 남녀 차이는 사회적 

관계, 사회경제적 위치, 건강행태, 생물학적 요소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발생한다(Rogers et al., 2010). 남성성을 

강조하는 사회 안에서 남성성을 나타내는 건강행태들이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며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건강에 더 관심이 

많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격차가 나

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Courtenay, 2000). 그러나 최근 남성들에서 

흡연과 같은 불건강 행태가 줄어들어 사망률에서의 남녀 차이는 점

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Roger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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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들의 기대수명의 추이와 남녀격차를 본 연구에서 남

녀의 기대수명 격차에 대하여 건강행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흡연과 관련된 사망이 남녀 사망률의 차이의 40~60%를 차지하였다

(Leon, 2011). 음주와 관련된 사망이 동유럽에는 남녀 사망률의 차이

에서 20~30%, 그 외 유럽국가에서는 10~2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기대수명과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와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도 있었다(Kolip & Lange, 2018). 국가 

단위에서 성불평등지수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불평등지수가 낮을수록 남녀 기대수명의 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소득국가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감소

하는 경향에 대하여 한정되어 있던 성역할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고용 증가와 남성에서의 불건강행태의 감소로 설명하고 있다. 

(Kavanagh, Shelley, & Stevenson, 2017). 위 연구들은 여성의 기대수

명이 남성에 비해 긴 이유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

할이 다르고, 건강행태, 질병 행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틀이다. 

 재난도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141개의 국

가에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기대수명

의 남녀격차의 상호작용, 재난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재난은 남성

보다 여성의 기대수명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

난 또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Neumayer & Plumper, 2007). 재난의 규모가 클수록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를 더욱 감소시켰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남

녀격차의 감소폭은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별에 의한 취약

성으로 재난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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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경제적 위치와 기대수명

 사회경제적 위치와 기대수명, 사망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Houseet al., 1990; Feinstein., 1993; Mearaet al., 2008; Olshansky et 

al., 2012; Chetty et al., 2016).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중 소득, 교육

수준, 인종과 기대수명의 관계를 보았을 때,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가 낮을수록 기대수명이 낮았다. 

덴마크에서 1987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과 소득수준과 30세 

기대여명의 추이를 본 연구에서 낮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구

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30세 기대여명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Bronnum-Hansen & Baadsgaard, 2012). 남

성에서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30세 때의 기대여명의 차이는 

1987년 3.7세에서 2011년 6.4세로 그 격차가 벌어졌으며 여성에서는 

1987년 3.7세에서 2011년 4.7세로 벌어졌다. 또한 소득을 4분위로 나

누었을 때, 기대수명의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핀란드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35세 기대여명을 인구 11%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가장 낮은 소득 분위와 가장 높은 소득 분

위 간의 35세 기대여명은 증가하였다(Manderbacka et al., 2013). 이

는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률의 증가에 의한 것

이었다. 

대만에서 원주민과 그 외 인구를 비교하였을 때, 최근 30년간 

원주민은 그 외 인구에 비해 약 70% 가량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감염성질환, 간경화, 사고, 자살이 다른 인구에 비해 높았다. 기대수

명의 원주민과 그 외 인구의 격차는 1971년에서 1973년에는 8.5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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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98년부터 2000년에는 13.5세로 증가하였다. 기대수명의 격차 

증가에 간경화와 운수사고, 감염성 질환이 약 50% 기여하였다(Wen 

et al., 2004). 캐나다 또한 원주민과 그 외 인구에 대하여 25세의 기

대여명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원주민들의 25세 기대여

명이 그 외 인구에 비하여 3.3세에서 6.3세까지 더 짧은 것으로 나

타났다(Tjepkema et al., 2009).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소

득수준별 기대수명의 차이와 이를 연령과 사망원인으로 분해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의 격차는 여성에서보다는 

남성에서 더 컸다(Khang et al, 2010; Khang et al., 2016). 소득수준

별 기대수명의 차이가 남성에서는 자살, 뇌혈관사고, 알코올성 간질

환, 운수사고 등에 의한 것이었으며 여성에서는 뇌혈관 사고, 자살, 

당뇨, 폐암 등이었다. 낮은 소득수준에서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알코올 관련 사망이었다(Khang et al., 2016). 공무원 건강보

험 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대수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며 소득 4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의 기대수명 

차이는 남성에서 6.22세였으며 여성에서는 1.74세를 기록하였다. 남

성의 경우 암,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이 기대수명 격차에 많

이 기여했고 여성의 경우 불분명한 원인에 이어 심혈관계 질환과 

외부 원인이 기대수명 격차에 많이 기여하였다(Kha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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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

한 연구

 1980년부터 2005년까지 198개의 국가에서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의 증감률과 사회경제적 위치의 연관성을 본 연구에서 기대수

명의 남녀격차와 지니계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 불평등

이 클수록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Clark 

and Peck, 2012). Stephens 등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호주의 New 

South Wales주에서 기대수명을 비교하였다.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2001년에서 2012년 각각의 기대수명의 증가분을 보았을 때, 사회경

제적 위치의 격차가 클수록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또한 증가하였다

(Stephens et al., 2017).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연구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

른 기대수명의 연구는 앞서 말하였듯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사회경

제적 위치에 따른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기존의 소득과 기대수명에 관련된 논문들은 국가의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부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McIntosh et al., 2009; Manderbacka et al., 2013; Martikainen et al.,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며 거

의 대부분의 대상자에 대해 소득자료가 갖추어져 있는 완성도 있는 

자료로 분석하였다. 

남녀간 기대수명의 격차의 감소가 모든 사회계층에서 동일하

게 나타났을 것이라 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근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이 어떠한 계층에서의 기대수명의 남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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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소가 기여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계층별

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기여하는 원인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인 소득을 이용하여 

소득수준별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어느 사망원인에 의해서 발생

하는지 사망원인별 기여도를 분석하여 사회계층별로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하여 기대수명에 대한 소득

수준별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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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감소하는 데에 어

떠한 사회계층의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전체적인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 감소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는지 파악하고, 기대수명의 남녀격

차를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인 소득수준에 따라 추이를 관찰하며, 소

득수준별로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에 어떠한 사망원인이 기여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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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연구자료

본 연구는 기대수명 산출을 위해 국민건강정보DB의 자격/보

험료DB를 활용하여 2004~2015년까지 12년간의 건강보험 자격 자료

에 통계청 사망자료가 결합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정보DB

와 통계청 사망자료가 결합된 자료는 2004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사망자 수 산출에는 자격/보험료DB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자격DB의 

12월 31일 기준 생존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사망 여부를 추적하여 

인구수와 사망자수를 구축하였다. 국민건강정보DB를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연도별, 시군구별 인구수와 사망자 수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인구수에서는 98%~100%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사망자 수는 

97~99%의 일치율을 보여 국민건강정보DB는 우리나라 인구를 대표

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Bahk et al., 2017) 국민건강정보DB의 

자격/보험료DB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군인 및 군인의 피부양자는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소득수준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 수(본인과 피부양자 

수)를 고려한 가구균등화소득(equivalized income)을 계산하여 각 연

도 별로 성별에 따라 연령 구간별로 소득 5분위를 산출하였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최하위 소득 분위에 포함하였다. 2004년에서 2015

년까지 12년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582,471,870명, 사망자 2,963,068

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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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방법

1) 기대수명 산출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기대여명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를 말하

며 이때 연령이 0세이면 기대수명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0세일 때의 

정지인구 수를 0세 시의 생존자 수로 나누면 기대수명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대수명은 연령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연령별 사

망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연령별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를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8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사망률

은 Thatcher-Kannisto method를 이용하여 사망확률을 보정한 후 분

석하였다(Thatcher et al., 1998). 연령별 생존자 수를 토대로 연령별 

정지인구 수를 계산하고 특정 연령 이후 총 정지인구 수를 계산하

여 연령군에 따른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2) 기대수명 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분해 분석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의 기대수명 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기여도는 Arriaga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Arriaga, 1984). 여러 

분해분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Arriaga 방법은 모든 연령군을 고려하

며 생명표 자료를 이용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Preston 

et al., 2000) 다른 Pollard 방법이나 Andreev 방법과 비슷한 결과를 

가진다(Beltrán-Sánchez, H., & Preston, S.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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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aga 방법은 각 연령군에 대한 분해분석 후 연령군 내에

서 사망원인에 대한 분해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각 연령그룹에서의 

사망력에 따른 기대수명의 기여는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상호효과(interaction)로 나누어진다. 직접효과는 각 

연령그룹 자체의 사망력 변화에 따른 효과로 연령군 와  에서 

사망력의 변화가 있다면 생존년수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를 바탕

으로 생존자수 을 구하게 된다. 직접효과는 연령에서의 시점에서

의 사망자 수()와 연령군에서의 사망자 수( )의 비를 와  사

이에서의 기대수명 차이에 대하여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간접효과는 연령그룹 사이의 사망력 변화에 의한 효과이며  

간접효과는 연령이  연령군으로 되면서 생기는 사망력 변화에 

대한 효과로 생존자수의 변화(CS)는 아래과 같다. 

  



  

  
  

   


생존자는   이후에도 생존해 있으므로 연령 때의 기대수

명에 추가적으로 기여하게 되며 추가적인 생존자들은 사망력 변화 

전  때의 기대수명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연령 때의 생

존자들과 공유되어야 하므로 연령 때의 생존자()로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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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효과(I)의 경우 연령그룹의 생존자가 그 연령그룹 이상의 

연령일 때 새로운 사망력 수준에 폭로됨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

다. 특정 연령그룹에서 오는 것보다 모든 연령에서의 사망력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때는 간접효과 뿐만 아니라 추가된 생존자들이 새로

운 사망력에 폭로됨에 따라 생기는 생존년수로 인한 효과(OE)도 고

려되어야 한다. 이 둘의 차가 간접효과로 정의된다. 

  




  
   




  
   






  





  


  
 



    

성별 간의 기대수명의 차이는 각 특정 연령의 사망력의 차이

에서 오는 것으로 두 집단 간의 특정 연령그룹에서 사망력의 차이

로 인한 기대수명의 기여는 연령그룹의 기대수명 변화에 대한 각 

사망원인의 기여도가 전체 연령 별 사망률에서 각 사망원인의 기여

도에 비례한다는 가정으로 사망원인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통계 분

석 프로그램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orth Carolin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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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추이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5

년까지 인구수, 사망자수, 조사망률을 산출하였다. 2004년과 2015년 

사이 남성에서 인구수는 23,661,282명에서 24,976,814명으로 

1,315,532명(5.56%)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130,462명에서 146,185

명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에서 2004년 인구수는 23,414,225명이었으며 

2015년에는 1,558,654명(6.63%) 증가하여 25,073,879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104,480명에서 122,659명으로 증가하였다. 

Male Female

Year Population Deaths Rate Population Deaths Rate

2004 23,661,282 130,462 551.4 23,515,225 104,480 444.3

2005 23,766,361 129,766 546.0 23,632,816 105,300 445.6

2006 23,868,525 129,222 541.4 23,759,368 105,018 442.0

2007 23,952,367 130,432 544.5 23,825,338 106,068 445.2

2008 24,237,161 133,163 549.4 24,146,173 106,101 439.4

2009 24,359,235 133,947 549.9 24,288,740 106,225 437.3

2010 24,040,175 136,586 568.2 23,995,065 108,902 453.9

2011 24,557,434 139,232 567.0 24,529,375 111,095 452.9

2012 24,635,159 143,148 581.1 24,642,465 116,781 473.9

2013 24,717,446 142,187 575.2 24,750,191 116,515 470.8

2014 24,741,119 142,665 576.6 24,800,157 116,929 471.5

2015 24,976,814 146,185 585.3 25,073,879 122,659 489.2

all 291,513,078 1,636,995 561.6 290,958,792 1,326,073 455.8

Table 1 Populations, total deaths, and crude mortality rates (rate: per 100,000) for males and 

females, 20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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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와 사망자 수를 이용하여 연도별, 성별 기대수명과 기

대수명 격차를 2004년에서 2015년까지 산출하였다. 2004년 남성 

74.49세, 여성 81.44세였던 기대수명은 2015년에는 남성 79.07세, 여

성 85.32세로 남성에서 4.58세, 여성에서 3.88세 증가하였다. 2004년

부터 2015년까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인다. 

 

Figure 3 Trends in life expectancy in South Korea, 2004-2015 using Korean NHIS database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Figure 4에 나타내었다. 기대수명에

서의 남녀격차는 2004년 6.95세에서 2015년 6.25세로 0.7세 감소하였

다.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0.34세 감소하여 6.61세의 차이를 보

이고 2006과 2007년 각각 6.55세, 6.54세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8년 6.71세로 0.17세 증가하였고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9년 이후 매년 약 0.1-0.15세 감소하며 

2015년에는 6.25세의 남녀격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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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ends in life expectancy gender gap (GGLE) in South Korea from 2004 to 
2015 using Korean NHIS database

Figure 5 에서 제시한 대로 남성, 여성 각각에서 소득 5분위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모든 소득 분위에서 기대수명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남성의 기대수명의 증가세가 더 가파

른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에서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기대수명

의 격차는 여성에서의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기대수명의 격차

보다 크다. 남성에서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기대수명 격차는 

2004년에 7.81세였고, 2008년에 8.15세로 10년간 최대를 기록한 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15년 7.75세의 격차를 보인다. 여성에서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기대수명 격차는 2004년 3.65세로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5년 4.67세의 격차를 보였다. 남성에서는 소

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의 기대수명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에서는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기대수명의 격차는 점차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소득 1분위 여성과 소득 5분위 남성을 

비교하였을 때, 2004년 1.30세의 격차가 있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이후 2011년 1.03세로 벌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15년에는 0.13세의 차이로 근사한 차이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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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rends in life expectancy by gender and income quintile in South Korea from 
2004 to 2015 using NHIS database

소득별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

위에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Figure 6). 2004년에 소득 1분위

에서 남녀 기대수명의 격차는 9.11세였으나 2015년에는 7.88세로 

1.23세 감소하였다. 소득 2분위에서도 기대수명의 격차는 2004년 

7.17세에서 2015년 6.51세로 0.66세 감소하였고 소득 1분위보다는 작

은 폭이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다른 소득 분위에서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소득이 높은 소득 5분위의 경우 기

대수명의 격차가 2004년에는 4.95세였고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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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5년에는 4.81세의 격차를 보인다. 2004년과 2015년의 기대수

명의 남녀격차에서 각 소득 분위의 기여분율을 보면, 소득 1분위가 

38%, 소득 2분위가 20.3%, 소득 3분위가 25.6%, 소득 4분위가 11.8%, 

소득 5분위가 4.3%로, 소득 1분위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감소에 가

장 많이 기여했다. 

Figure 6 Trends in life expectancy gender gap (GGLE) by income quintile in South Korea 
from 2004 to 2015

나.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분해

분석

1)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분해분석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어떠한 사망원인이 기여하는지 



- 20 -

Arriaga 방법의 사망원인별 분해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Table 2에 

2005년, 2010년, 2015년 3개년도에서 각 소득 분위의 기대수명 남녀

격차에 기여하는 사망원인을 15개의 대분류와 60개의 소분류로 제

시하였다. 

Year 2005 (yr, %) 2010 (yr, %) 2015 (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total) 6.61 100.00 6.72 100.00 6.26 100.00

Cancers (C00-C97) 2.31 34.99 2.35 34.87 2.12 33.88

External causes (V00-Y99) 1.33 20.06 1.31 19.48 1.13 18.08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 1.01 15.30 0.95 14.08 0.90 14.40

Respiratory diseases (J00-J99) 0.53 7.98 0.65 9.60 0.82 13.13

Digestive disease (K00-K95) 0.57 8.58 0.44 6.49 0.37 5.99

Ill-defined causes (R00-R99) 0.29 4.33 0.42 6.26 0.33 5.27

Endocrine diseases (E00-E89) 0.23 3.49 0.21 3.17 0.19 3.07

Infectious diseases (A00-B99) 0.19 2.95 0.18 2.68 0.14 2.31

Mental and nervous diseases 
(F00-G99) 0.13 1.93 0.15 2.26 0.14 2.28

Urinary diseases (N00-N99) 0.05 0.81 0.07 1.06 0.08 1.30

Residual 0.01 0.18 0.02 0.30 0.04 0.58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0 -0.07 0.01 0.09 0.00 0.04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4 0.00 0.00 0.00 -0.06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0 -0.01 -0.15 -0.01 -0.09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3 -0.38 -0.01 -0.19 -0.01 -0.16

Table 2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with 15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기여하는 15개의 사망원인을 살펴보

았을 때,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암이며, 상위 4개의 사망원인

(cancers, external causes, cardiovascular disease, respiratory 

disease)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하였다. 암(cancers)은 2005년 6.61

세의 격차 중 2.31세(34.99%)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6.26세의 

격차 중 2.12세(33.88%)를 차지하였다. 외적 원인(external causes)은 

2005년 1.33세(20.06%)에서 2015년 1.13세(18.08%)로, 심혈관질환



- 21 -

(cardiovascular disease)은 2005년 1.01세(15.30%)에서 2015년 0.90세

(14.40%)로 기대수명의 격차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호흡기계 질환

(respiratory disease)의 경우 2005년 0.53세(7.98%)에서 2015년 0.82세

(13.13%)로 절대적으로는 기대수명의 격차가 0.29세 더 증가하였으며 

기여분율은 약 1.65배 증가하였다. 그 외 사망원인의 경우, 소화기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감염성 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

다. 신경정신계질환의 경우 2005년에 6.16세의 격차 중 0.13세

(1.93%)였으나 2015년에는 6.26세의 격차 중 0.14세(2.28%)로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기여하는 사망원인을 60개의 소분류

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폐암으로 2005년 0.75

세로 전체 6.61세의 11.31%였고, 2010년 0.78세로 11.58%, 2015년 

0.75세로 12.06%였다.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전체에서 폐암이 차지하

는 기여분율은 증가세를 보인다.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2005년 6.61세 중 0.11세로 1.73%의 기여도를 보였

으나 2010년에는 6.72세 중 0.21세(3.07%), 2015년에는 6.26세 중 

0.36세(5.81%)로 증가하였다. 자살 또한 10년에 걸쳐 상승하였는데, 

2005년에는 0.43세(6.44%)로 전체 60개의 사망원인 중 6번째를 차지

하였으나 2015년에는 0.53세(8.43%)로 많은 사망원인 2번째였다. 간

암과 뇌혈관사고의 경우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서의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Year 2005(yr, %) 2010(yr, %) 2015(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6.61 100.00 6.72 100.00 6.26 100.00

Lung and bronchus cancer (C33-C34) 0.75 11.31 0.78 11.58 0.75 12.06

Suicide (X60-X84) 0.43 6.44 0.50 7.48 0.53 8.43

Table 3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with 60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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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cancer (C22) 0.59 9.00 0.56 8.25 0.50 7.96

Cerebrovascular accidents (I60-I69) 0.52 7.80 0.46 6.79 0.37 5.92

Pneumonia (J12-J18) 0.11 1.73 0.21 3.07 0.36 5.81

Ischemic heart disease (I20-I25) 0.33 5.00 0.33 4.89 0.34 5.36

Other ill-defined causes 0.18 2.67 0.33 4.94 0.29 4.70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J40-J47) 0.30 4.58 0.31 4.57 0.29 4.63

Transport accidents (V01-V99) 0.44 6.67 0.38 5.60 0.28 4.53

Stomach cancer (C16) 0.43 6.54 0.36 5.40 0.27 4.33

Alcoholic liver disease (K70) 0.29 4.35 0.26 3.88 0.23 3.65

Other cardiovascular diseases 0.16 2.42 0.17 2.57 0.21 3.44

Diabetes (E10-E14) 0.22 3.27 0.20 2.90 0.17 2.70

Other respiratory disease 0.11 1.68 0.13 1.93 0.16 2.60

Other external causes 0.25 3.71 0.24 3.53 0.16 2.51

Other cancers 0.18 2.76 0.20 3.00 0.15 2.43

Prostatic cancer (C61) male** 0.09 1.37 0.13 1.92 0.15 2.35

Falls (W00-W19) 0.12 1.82 0.12 1.77 0.11 1.72

Esophageal cancer (C15) 0.12 1.82 0.11 1.61 0.11 1.68

Rectal cancer (C19-C21) 0.07 1.05 0.10 1.49 0.10 1.53

Colorectal cancer (C18) 0.07 1.03 0.09 1.33 0.09 1.42

Pancreatic cancer (C25) 0.08 1.21 0.08 1.23 0.09 1.40

Other digestive disease 0.08 1.25 0.08 1.19 0.08 1.30

Tuberculosis (A15-A19) 0.14 2.07 0.09 1.41 0.08 1.22

Chronic renal failure (N18) 0.04 0.61 0.06 0.82 0.08 1.21

Other infectious diseases 0.06 0.88 0.09 1.27 0.07 1.09

Other mental and nervous diseases 0.06 0.84 0.05 0.82 0.07 1.05

Liver cirrhosis (K74) 0.20 2.98 0.10 1.41 0.07 1.05

Urinary bladder cancer (C67) 0.06 0.84 0.06 0.92 0.07 1.04

Biliary tract/gall bladder cancer 
(C23-24) 0.06 0.90 0.06 0.82 0.06 0.98

Alcohol/substance abuse (F10-F19) 0.08 1.25 0.06 0.86 0.05 0.80

Non-Hodgkin's lymphoma (C82-C86) 0.04 0.56 0.03 0.47 0.04 0.65

Leukemia (C91-C95) 0.03 0.42 0.03 0.51 0.04 0.63

Kidney cancer (C64) 0.03 0.43 0.04 0.54 0.04 0.62

Parkinson's disease (G20) 0.02 0.27 0.03 0.42 0.04 0.62

Residual 0.01 0.18 0.02 0.30 0.04 0.58

Senility (R54) 0.11 1.66 0.09 1.32 0.04 0.57

Drowning (W65-W74) 0.07 1.05 0.04 0.63 0.03 0.53

Other endocrine diseases 0.01 0.22 0.02 0.27 0.02 0.36

Brain and CNS cancer (C70-C72) 0.02 0.30 0.02 0.37 0.0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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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or female specific diseases

2)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분해분석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소득수준별로 사망원인 15개의 대분

류, 60개의 소분류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사망원인 15개 대분

류로 보면 모든 소득 분위에서 남녀격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

은 암이었다. 소득 1분위에서 2005년 남녀격차의 8.64세 중 26.84%

인 2.32세가 암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소득 2분위에서는 6.90세 중 

34.8%인 2.40세, 소득 3분위에서는 6.37세 중 38.13%가 암으로 인한 

것이었다. 소득 4분위에서는 5.95세 중 39.96%인 2.38세가, 소득 5분

위에서는 4.53세 중 43.05%인 1.95세가 암으로 인한 것이었다. 소득 

Multiple myeloma (C90) 0.01 0.12 0.01 0.18 0.01 0.21

Exposure to fire (X00-X09) 0.01 0.23 0.01 0.19 0.01 0.18

Accidental poisoning (X40-X49) 0.01 0.18 0.01 0.18 0.01 0.12

Other urinary disease 0.01 0.19 0.02 0.24 0.01 0.09

Influenza (J09-J11) 0.00 0.00 0.00 0.04 0.01 0.08

Homicide (X85-Y09) 0.00 -0.05 0.01 0.10 0.00 0.05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0 -0.07 0.01 0.09 0.00 0.04

Meningitis (G00, G03) 0.00 -0.01 0.00 0.02 0.00 0.02

Septicemia (A40-A41) 0.00 0.00 0.00 0.00 0.00 0.00

Rheumatic heart disease (I00-I09) 0.00 -0.03 0.00 -0.03 0.00 -0.03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4 0.00 0.00 0.00 -0.06

Thyroid cancer (C73) -0.01 -0.12 -0.01 -0.11 0.00 -0.08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0 -0.01 -0.15 -0.01 -0.09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3 -0.38 -0.01 -0.19 -0.01 -0.16

Dementia (F00-F09, G30) -0.03 -0.42 0.01 0.14 -0.01 -0.21

Hypertensive disease (I10-I13) 0.01 0.10 -0.01 -0.13 -0.02 -0.29

Other and unspecified uterine cancer 
(C54-C55) female** -0.02 -0.30 -0.02 -0.35 -0.03 -0.44

Uterine cervix cancer (C53) female** -0.08 -1.24 -0.07 -1.02 -0.07 -1.09

Ovarian cancer (C56) female** -0.06 -0.90 -0.07 -1.00 -0.07 -1.16

Breast cancer (C50) female** -0.14 -2.11 -0.15 -2.27 -0.18 -2.85



- 24 -

1분위에서 소득 5분위로 갈수록 암이 차지하는 분율은 높아졌다. 

2015년에는 소득 1분위에서 27.35%, 소득 2분위에서 34.8%, 소득 3

분위에서 36.04%, 소득 4분위에서 36.87%, 소득 5분위에서 39.55%가 

암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2015년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사망원인에

서 암의 기여분율이 높았다. 소득 1분위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중 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고 소득 5분위에서는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2005년 43.05%였던 비율이 2015

년에는 39.55%로 약 4% 포인트(이하 %p) 감소하였다. 

소득 1분위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분해분석을 시

행하였을 때 2015년에는 암, 외적 원인,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

환 순으로 확인되었다. 2005년에 암은 전체 8.64세의 기대수명의 나

녀격차 중 2.32세로 26.84%를 차지하였고, 2010년에는 8.53세 중 

2.34세로 27.45%, 2016년에는 7.88세 중 2.15세로 27.35%를 차지하였

다. 외적 요인은 2005년 1.88세(21.77%)에서 2015년 1.49세(18.87%)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5개의 사망원인으로 보았을 때, 기여도가 

많은 순으로 보면 소화기계 질환은 2005년 1.06세(12.33%)로 4번째로 

많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고 소화기계 질환

의 기여도가 감소함에 따라 2015년에는 0.71세(9.06%)로 0.82세

(10.42%)인 호흡기계 질환보다 낮아 5번째로 많은 기여도를 차지하

였다.

 

소득 1분위에서 2015년과 2005년의 기대수명과 기대수명 남

녀격차의 사망원인별 기여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0.76세 줄어들었으며 외적 원인, 소화기계 질환, 암, 감염성 

질환에서 각각 0.39세. 0.35세, 0.16세, 0.14세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호흡기계 질환, 불명확한 원인에서 0.25세, 0.05세 절대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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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비율로 보자면, 외적 원인과 소화기계 질환은 2.91%p, 

3.27%p 감소하였으나 암은 0.16세의 절대적 감소에도 비율로는 

0.52%p 증가하였다. 호흡기계 질환은 3.7%p, 불명확한 원인에 대하

여서는 1.27%p 증가하였다. 

Year 2005 (yr, %) 2010 (yr, %) 2015 (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total) 8.64 100.00 8.53 100.00 7.88 100.00

Cancers (C00-C97) 2.32 26.84 2.34 27.45 2.15 27.35

External causes (V00-Y99) 1.88 21.77 1.74 20.39 1.49 18.87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 1.23 14.22 1.13 13.22 1.16 14.73

Respiratory diseases (J00-J99) 0.58 6.72 0.68 8.00 0.82 10.42

Digestive disease (K00-K95) 1.06 12.33 0.87 10.17 0.71 9.06

Ill-defined causes (R00-R99) 0.52 6.04 0.72 8.49 0.58 7.31

Endocrine diseases (E00-E89) 0.37 4.23 0.36 4.19 0.34 4.25

Mental and nervous diseases 
(F00-G99) 0.27 3.15 0.31 3.64 0.29 3.73

Infectious diseases (A00-B99) 0.34 3.94 0.30 3.56 0.20 2.58

Urinary diseases (N00-N99) 0.08 0.97 0.07 0.87 0.11 1.34

Residual 0.01 0.16 0.02 0.25 0.03 0.43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0 -0.04 0.01 0.10 0.00 0.02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2 -0.22 -0.01 -0.12 0.00 0.00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0 -0.01 -0.10 0.00 -0.02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1 -0.01 -0.12 -0.01 -0.07

Table 4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1st (lowest) quintile  
with 15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소득 2분위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의 사망원인별 기여도를 

살펴보았을 때, 2015년 상위 4개의 기여도는 소득 1분위와 동일하게 

암, 외적 원인,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이 차지하였다(Table 

5). 소득 1분위와 마찬가지로 소화기계 질환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호흡기계 질환의 기여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

다. 2005년과 2015년 사이의 기대수명 남녀격차의 사망원인별 기여

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대수명의 격차는 0.39세 감소하였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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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계 질환, 외적 원인이 절대적으로 0.22세, 0.14세 감소하였고 기

여도에 있어서는 각각 2.83%p, 0.93%p 감소하였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에 기여한 것은 호흡기계 질환으로 0.27세 증가하였으며 기여도

는 4.64%p 증가하였다.

Year 2005 (yr, %) 2010 (yr, %) 2015 (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total) 6.90 100.00 6.92 100.00 6.51 100.00

Cancers (C00-C97) 2.40 34.80 2.40 34.75 2.26 34.80

External causes (V00-Y99) 1.43 20.75 1.46 21.10 1.29 19.82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 1.00 14.51 1.00 14.46 0.91 14.05

Respiratory diseases (J00-J99) 0.55 8.00 0.63 9.13 0.82 12.64

Digestive disease (K00-K95) 0.59 8.60 0.44 6.32 0.38 5.76

Ill-defined causes (R00-R99) 0.37 5.29 0.50 7.24 0.35 5.45

Endocrine diseases (E00-E89) 0.20 2.90 0.14 1.98 0.18 2.77

Infectious diseases (A00-B99) 0.21 3.06 0.17 2.43 0.16 2.42

Mental and nervous diseases 
(F00-G99)

0.12 1.81 0.12 1.67 0.12 1.89

Urinary diseases (N00-N99) 0.04 0.58 0.08 1.09 0.05 0.72

Residual 0.01 0.19 0.01 0.09 0.02 0.38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2 -0.01 -0.12 -0.01 -0.12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6 0.00 0.02 -0.01 -0.13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1 -0.12 0.00 0.04 -0.01 -0.18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2 -0.31 -0.01 -0.18 -0.02 -0.27

Table 5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2nd quintile income 
group with 15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Table 6에 제시된 대로 소득 3분위에서도 상위 4개 사망원인

의 순위는 동일하였으며 암, 외적 원인의 비율은 소득 1분위, 2분위

에 비해 작았다.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와 마찬가지로 소화기계 질

환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면서 호흡기계 질환의 기여도는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암과 외적 원인의 기여도는 2005, 2010, 

20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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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0.46세 감

소하였으며 암이 0.3세, 외적 원인이 0.28세, 소화기계 질환이 0.15세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해 호흡기계 질환이 0.29세, 불명확한 원인이 

0.1세 증가하였다. 사망원인별 기여도를 보았을 때, 암의 기여도는 

2.09%p, 외적 원인은 3.14%p, 소화기계 질환은 2.01%p 감소하였으나 

호흡기계 질환은 5.54%p나 증가하였다. 

Year 2005 (yr, %) 2010 (yr, %) 2015 (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total) 6.37 100.00 6.58 100.00 5.91 100.00

Cancers (C00-C97) 2.43 38.13 2.42 36.77 2.13 36.04

External causes (V00-Y99) 1.35 21.19 1.32 20.09 1.07 18.04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 1.01 15.93 0.96 14.58 0.87 14.77

Respiratory diseases (J00-J99) 0.51 8.00 0.64 9.67 0.80 13.55

Digestive disease (K00-K95) 0.46 7.25 0.34 5.22 0.31 5.24

Ill-defined causes (R00-R99) 0.18 2.86 0.31 4.78 0.28 4.82

Endocrine diseases (E00-E89) 0.18 2.86 0.20 3.07 0.15 2.52

Infectious diseases (A00-B99) 0.15 2.30 0.17 2.59 0.11 1.90

Urinary diseases (N00-N99) 0.04 0.64 0.07 1.03 0.10 1.62

Mental and nervous diseases 
(F00-G99)

0.08 1.33 0.13 2.02 0.09 1.49

Residual 0.00 0.00 0.02 0.31 0.04 0.62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0 -0.03 0.01 0.12 0.00 0.03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1 0.00 0.00 0.00 -0.08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3 -0.01 -0.15 -0.01 -0.10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2 -0.35 -0.01 -0.10 -0.03 -0.46

Table 6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3rd quintile income 
group with 15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소득 4분위에서 기대수명 남녀격차의 사망원인 15개에 대한 

분해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2015년에는 호흡기계 질환이 심혈관

계 질환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Table 7). 이는 호흡기계 질환

의 지속적인 가파른 상승과 심혈관계 질환의 감소가 함께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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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호흡기계 질환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득 분위와 비슷

한 양상으로 암, 외적 원인, 소화기계 질환에서는 기여도가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을 때,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0.18세 감소하였으며 암에서 0.25세, 소화기계 질환에서 

0.12세, 심혈관계 질환과 외적 원인에서 0.11세 감소하였고 호흡기계 

질환에서 0.31세 증가하며 기여도 또한 8.86%에서 14.48%로 5.62%p 

증가하였다.

Year 2005 (yr, %) 2010 (yr, %) 2015 (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total) 5.95 100.00 6.18 100.00 5.77 100.00

Cancers (C00-C97) 2.38 39.96 2.43 39.38 2.13 36.87

External causes (V00-Y99) 1.07 17.92 1.06 17.13 0.96 16.62

Respiratory diseases (J00-J99) 0.53 8.86 0.68 11.03 0.84 14.48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 0.94 15.88 0.92 14.92 0.83 14.46

Digestive disease (K00-K95) 0.39 6.52 0.29 4.74 0.27 4.70

Ill-defined causes (R00-R99) 0.20 3.41 0.25 4.06 0.22 3.76

Endocrine diseases (E00-E89) 0.20 3.41 0.18 2.99 0.16 2.74

Infectious diseases (A00-B99) 0.12 1.97 0.15 2.47 0.12 2.09

Mental and nervous diseases (F00-G99) 0.08 1.27 0.12 1.93 0.11 1.99

Urinary diseases (N00-N99) 0.06 1.06 0.07 1.12 0.08 1.46

Residual 0.02 0.38 0.02 0.40 0.05 0.82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1 -0.15 0.01 0.17 0.01 0.15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3 -0.42 -0.01 -0.17 0.00 0.06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3 0.00 0.06 0.00 -0.05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0 -0.04 -0.01 -0.23 -0.01 -0.14

Table 7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4th quintile income 
group with 15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는 소득 5분위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사망원인별로 분해분석하면 2015년에는 암, 호흡기계 질

환, 외적 원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나타나 소득 4분위와 비슷한 양

상으로 호흡기계 질환이 두 번째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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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연수는 다른 소득 분위보다 낮으나 기대수

명의 남녀격차가 적으므로 발생하며 기여도는 다른 소득 분위보다 

높아 2005년에는 43.05%, 2010년에는 42.90%, 2015년에는 39.55%로 

40.00%에 가까운 기여도를 보였다.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을 

때,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0.28세 증가하였으며 호흡기계 질환에서 

0.39세 증가하였고 기여도에 있어 2005년에는 8.88%의 기여도를 보

였으나 이후 급증하여 2015년에는 16.56%의 기여도를 보여 7.68%p 

증가하였다. 기대수명 남녀격차의 감소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0.12

세 감소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이후 소화기계 질환, 내분비계 질

환이 0.08세로 뒤를 이었다. 암은 0.05세 감소하였으나 기여도는 

3.5%p 감소하였다.

Year 2005 (yr, %) 2010 (yr, %) 2015 (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total) 4.53 100.00 4.79 100.00 4.81 100.00

Cancers (C00-C97) 1.95 43.05 2.05 42.90 1.90 39.55

Respiratory diseases (J00-J99) 0.40 8.88 0.53 11.06 0.80 16.56

External causes (V00-Y99) 0.77 16.91 0.86 18.04 0.78 16.19

Cardiovascular diseases (I00-I99) 0.78 17.22 0.65 13.61 0.66 13.66

Digestive disease (K00-K95) 0.22 4.81 0.15 3.08 0.14 2.86

Ill-defined causes (R00-R99) 0.08 1.70 0.19 3.91 0.12 2.54

Infectious diseases (A00-B99) 0.12 2.70 0.07 1.55 0.12 2.46

Endocrine diseases (E00-E89) 0.18 3.96 0.16 3.26 0.10 2.13

Urinary diseases (N00-N99) 0.03 0.68 0.07 1.37 0.08 1.71

Mental and nervous diseases (F00-G99) 0.05 1.19 0.06 1.23 0.08 1.59

Residual 0.01 0.19 0.03 0.61 0.04 0.82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0 -0.04 0.00 -0.04 0.01 0.23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1 -0.29 0.00 0.04 0.00 -0.05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2 -0.01 -0.13 0.00 -0.05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4 -0.84 -0.02 -0.48 -0.01 -0.19

Table 8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5th (highest) quintile 
with 15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 30 -

호흡기계 질환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의 사망원인별 기여도

에 있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의 증가, 감소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기대수명 남녀

격차를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사망원인이었다. 2005년 소득 1분위에

서의 격차가 6.72%, 소득 5분위에서 8.88%였다면 2015년에는 소득 1

분위에서 10.42%, 소득 5분위에서는 16.56%로 각각 1.55배, 1.86배 

증가한 수치였다. 

사망원인 60개의 소분류에 대하여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의 

기여도를 살펴보고 그 중 상위 10개에 대한 순위와 기여도를 Table 

9에서 Table 13까지 제시하였다. 소득 1분위에서 2015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망원인은 자살, 폐암, 

간암, 불명확한 원인 순이었다. 자살의 경우 2005년에는 8.64세 중 

0.65세로 7.48%의 기여분율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7.88세 중 0.71세

로 9.02%의 기여분율을 보였다. 2005년보다 2015년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줄었으나 자살은 0.65세에서 0.71세로 오히려 증가하였

다. 폐암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연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기대수명

의 남녀격차 감소 속도보다는 느려 기여분율은 증가하였다. 기대수

명의 남녀격차 감소에 운수사고가 0.23세, 뇌혈관사고가 0.22세, 위

암이 0.12세 기여하였으며 각각 2.26%, 1.96%p, 1.01%p 기여도의 감

소가 있었다. 폐렴과 불명확한 원인은 0.25세, 0.24세 증가하여 

3.37%p, 3.35%p의 기여도 증가를 보였다. 자살은 2005년에 비해 0.06

세 증가하였고 기여도로는 1.20%p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 1분

위에서 남녀격차의 감소에 운수사고, 뇌혈관사고, 위암, 알코올성 간

질환이 많이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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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5(yr, %) 2010(yr, %) 2015(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8.64 100.00 8.53 100.00 7.88 100.00

Suicide (X60-X84) 0.65 7.48 0.69 8.13 0.71 9.02

Lung and bronchus cancer (C33-C34) 0.74 8.51 0.73 8.55 0.70 8.84

Liver cancer (C22) 0.66 7.68 0.61 7.17 0.60 7.57

Other ill-defined causes 0.28 3.22 0.55 6.49 0.52 6.56

Cerebrovascular accidents (I60-I69) 0.70 8.10 0.57 6.66 0.48 6.14

Alcoholic liver disease (K70) 0.55 6.37 0.54 6.28 0.46 5.85

Ischemic heart disease (I20-I25) 0.33 3.78 0.34 4.04 0.39 4.99

Pneumonia (J12-J18) 0.13 1.52 0.21 2.51 0.38 4.89

Transport accidents (V01-V99) 0.57 6.59 0.44 5.10 0.34 4.33

Stomach cancer (C16) 0.42 4.91 0.39 4.61 0.31 3.90

Diabetes (E10-E14) 0.34 3.98 0.33 3.83 0.28 3.58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J40-J47) 0.33 3.77 0.34 4.01 0.28 3.57

Other cardiovascular diseases 0.20 2.31 0.21 2.50 0.28 3.54

Other external causes 0.37 4.32 0.34 3.95 0.23 2.94

Other cancers 0.22 2.54 0.24 2.80 0.18 2.30

Other respiratory disease 0.12 1.44 0.13 1.48 0.15 1.92

Falls (W00-W19) 0.16 1.90 0.17 1.95 0.14 1.73

Liver cirrhosis (K74) 0.40 4.65 0.19 2.28 0.13 1.63

Other digestive disease 0.11 1.31 0.14 1.61 0.12 1.57

Alcohol/substance abuse (F10-F19) 0.18 2.06 0.15 1.70 0.12 1.53

Other mental and nervous diseases 0.11 1.23 0.13 1.50 0.12 1.53

Rectal cancer (C19-C21) 0.06 0.73 0.11 1.30 0.12 1.48

Esophageal cancer (C15) 0.13 1.46 0.12 1.38 0.11 1.43

Tuberculosis (A15-A19) 0.24 2.78 0.16 1.85 0.11 1.39

Prostatic cancer (C61) male** 0.07 0.81 0.10 1.22 0.11 1.38

Colorectal cancer (C18) 0.07 0.79 0.10 1.15 0.11 1.35

Chronic renal failure (N18) 0.06 0.71 0.06 0.65 0.10 1.27

Pancreatic cancer (C25) 0.08 0.89 0.07 0.84 0.10 1.21

Other infectious diseases 0.10 1.17 0.15 1.71 0.09 1.19

Urinary bladder cancer (C67) 0.05 0.60 0.06 0.74 0.06 0.76

Senility (R54) 0.24 2.82 0.17 2.00 0.06 0.75

Other endocrine diseases 0.02 0.24 0.03 0.35 0.05 0.68

Drowning (W65-W74) 0.10 1.11 0.05 0.57 0.05 0.61

Non-Hodgkin's lymphoma (C82-C86) 0.04 0.45 0.03 0.35 0.04 0.51

Table 9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1st (lowest) quintile 

with 60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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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or female specific diseases

소득 1분위에서 2005년, 2010년, 2015년의 60개 사망원인 중 

상위 10개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기여분율의 변화를 Figure 7에 제시

하였다. 자살과 허혈성심질환, 폐렴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자살은 

2005년 네 번째로 많이 기여하는 사망원인이었으나 2015년에는 가

장 많이 기여하는 사망원인이 되었으며 뇌혈관사고는 2005년 두 번

째에서 2015년 다섯 번째로 기여도가 많이 감소하였다. 알코올성 간

Kidney cancer (C64) 0.03 0.31 0.03 0.34 0.04 0.49

Biliary tract/gall bladder cancer 
(C23-24) 0.04 0.45 0.05 0.59 0.04 0.48

Residual 0.01 0.16 0.02 0.25 0.03 0.43

Parkinson's disease (G20) 0.02 0.18 0.02 0.20 0.03 0.38

Brain and CNS cancer (C70-C72) 0.03 0.40 0.04 0.46 0.03 0.36

Leukemia (C91-C95) 0.07 0.75 0.05 0.53 0.03 0.33

Dementia (F00-F09, G30) -0.03 -0.32 0.02 0.22 0.02 0.22

Multiple myeloma (C90) 0.01 0.08 0.02 0.19 0.01 0.13

Exposure to fire (X00-X09) 0.02 0.18 0.02 0.29 0.01 0.13

Accidental poisoning (X40-X49) 0.01 0.10 0.01 0.16 0.01 0.11

Hypertensive disease (I10-I13) 0.00 0.05 0.00 0.03 0.01 0.10

Other urinary disease 0.02 0.26 0.02 0.23 0.01 0.07

Meningitis (G00, G03) 0.00 0.00 0.00 0.02 0.00 0.06

Influenza (J09-J11) 0.00 -0.01 0.00 0.01 0.00 0.04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0 -0.04 0.01 0.10 0.00 0.02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2 -0.22 -0.01 -0.12 0.00 0.00

Septicemia (A40-A41) 0.00 0.00 0.00 0.00 0.00 0.00

Homicide (X85-Y09) 0.01 0.09 0.02 0.24 0.00 0.00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0 -0.01 -0.10 0.00 -0.02

Rheumatic heart disease (I00-I09) 0.00 -0.02 0.00 -0.01 0.00 -0.03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1 -0.01 -0.12 -0.01 -0.07

Thyroid cancer (C73) -0.01 -0.10 -0.01 -0.12 -0.01 -0.08

Other and unspecified uterine cancer 
(C54-C55) female** -0.03 -0.30 -0.03 -0.33 -0.03 -0.37

Ovarian cancer (C56) female** -0.07 -0.75 -0.07 -0.77 -0.08 -0.99

Uterine cervix cancer (C53) female** -0.12 -1.37 -0.10 -1.15 -0.09 -1.16

Breast cancer (C50) female** -0.17 -2.02 -0.20 -2.39 -0.20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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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은 다른 소득 분위와 다르게 소득 1분위에서만 상위 10개 항목

에 들어갔으며 기여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6위

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뇌혈관사고, 운수사고, 위암은 기대

수명의 남녀격차에서 차지하는 기여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Ten largest contributions among sixty causes of death(%) i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1st (lowest) income quintile in year 2005, 2010, and 2015 

소득 2분위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사망원인별로 분해분

석하였을 때, 폐암이 가장 많이 기여하였다. 2005년에는 6.90세 중 

0.77세로 11.09%의 기여분율을 보였고, 2015년에는 6.51세 중 0.8세

로 12.3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기여하는 것이 자살로, 소

득 1분위보다 절대적인 년수는 낮았으나 2015년 기여분율은 9.39%

로 소득 1분위보다 높았다. 간암, 뇌혈관사고, 운수사고, 위암은 기

여분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 2분위에서도 폐렴은 

2005년 0.12세로 1.75% 였으나 2015년에는 0.35세로 5.42%의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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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여 0.23세 증가하였고 기여분율은 3.67%p 증가하였다. 

Year 2005(yr, %) 2010(yr, %) 2015(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6.90 100.00 6.92 100.00 6.51 100.00

Lung and bronchus cancer (C33-C34) 0.77 11.09 0.80 11.62 0.80 12.37

Suicide (X60-X84) 0.47 6.76 0.57 8.29 0.61 9.39

Liver cancer (C22) 0.61 8.89 0.56 8.09 0.50 7.69

Cerebrovascular accidents (I60-I69) 0.54 7.88 0.45 6.57 0.37 5.67

Pneumonia (J12-J18) 0.12 1.75 0.21 3.08 0.35 5.42

Ischemic heart disease (I20-I25) 0.31 4.52 0.36 5.24 0.35 5.33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J40-J47) 0.32 4.58 0.29 4.14 0.31 4.79

Transport accidents (V01-V99) 0.48 6.89 0.43 6.18 0.31 4.71

Other ill-defined causes 0.19 2.71 0.36 5.23 0.29 4.50

Stomach cancer (C16) 0.45 6.47 0.38 5.43 0.28 4.35

Alcoholic liver disease (K70) 0.30 4.31 0.26 3.73 0.23 3.55

Other cardiovascular diseases 0.15 2.15 0.19 2.73 0.22 3.36

Other external causes 0.27 3.85 0.26 3.79 0.18 2.79

Diabetes (E10-E14) 0.18 2.67 0.13 1.88 0.16 2.49

Other cancers 0.16 2.39 0.20 2.86 0.16 2.48

Other respiratory disease 0.12 1.67 0.13 1.85 0.16 2.39

Falls (W00-W19) 0.13 1.94 0.12 1.68 0.14 2.12

Prostatic cancer (C61) male** 0.08 1.17 0.11 1.57 0.14 2.10

Rectal cancer (C19-C21) 0.06 0.91 0.10 1.46 0.11 1.76

Colorectal cancer (C18) 0.06 0.92 0.08 1.20 0.11 1.75

Esophageal cancer (C15) 0.13 1.89 0.11 1.55 0.10 1.55

Pancreatic cancer (C25) 0.07 1.08 0.08 1.11 0.10 1.52

Tuberculosis (A15-A19) 0.14 2.03 0.10 1.46 0.09 1.35

Other digestive disease 0.11 1.57 0.09 1.29 0.07 1.11

Liver cirrhosis (K74) 0.19 2.71 0.09 1.31 0.07 1.10

Other infectious diseases 0.07 1.03 0.07 0.96 0.07 1.08

Biliary tract/gall bladder cancer 
(C23-24) 0.08 1.21 0.07 0.94 0.07 1.07

Senility (R54) 0.18 2.59 0.14 2.01 0.06 0.95

Urinary bladder cancer (C67) 0.06 0.80 0.06 0.85 0.06 0.91

Other mental and nervous diseases 0.05 0.73 0.03 0.47 0.05 0.79

Alcohol/substance abuse (F10-F19) 0.08 1.19 0.06 0.81 0.05 0.77

Table 10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2nd quintile with 60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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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or female specific diseases

Table 11에서는 소득 3분위에서의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

한 사망원인별 분해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득 3분위에서 기대수

명의 남녀격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폐암이었으며, 간암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자살은 3위를 차지하였다. 폐암의 경우 2005년에 

Chronic renal failure (N18) 0.02 0.32 0.05 0.74 0.05 0.69

Non-Hodgkin's lymphoma (C82-C86) 0.04 0.54 0.03 0.44 0.04 0.55

Leukemia (C91-C95) 0.02 0.31 0.02 0.32 0.03 0.52

Kidney cancer (C64) 0.03 0.42 0.04 0.63 0.03 0.50

Drowning (W65-W74) 0.06 0.93 0.05 0.67 0.03 0.48

Parkinson's disease (G20) 0.01 0.18 0.02 0.36 0.03 0.43

Residual 0.01 0.19 0.01 0.09 0.02 0.38

Other endocrine diseases 0.02 0.23 0.01 0.11 0.02 0.29

Multiple myeloma (C90) 0.01 0.13 0.01 0.10 0.02 0.24

Brain and CNS cancer (C70-C72) 0.02 0.26 0.03 0.38 0.01 0.21

Exposure to fire (X00-X09) 0.01 0.12 0.01 0.16 0.01 0.14

Accidental poisoning (X40-X49) 0.01 0.20 0.02 0.27 0.01 0.12

Homicide (X85-Y09) 0.00 0.05 0.00 0.06 0.00 0.06

Influenza (J09-J11) 0.00 0.00 0.00 0.07 0.00 0.03

Other urinary disease 0.02 0.27 0.02 0.35 0.00 0.02

Septicemia (A40-A41) 0.00 0.00 0.00 0.00 0.00 0.00

Rheumatic heart disease (I00-I09) -0.01 -0.08 0.00 0.01 0.00 -0.01

Meningitis (G00, G03) 0.00 -0.06 0.00 0.01 0.00 -0.03

Thyroid cancer (C73) -0.01 -0.09 -0.01 -0.07 0.00 -0.04

Dementia (F00-F09, G30) -0.02 -0.23 0.00 0.02 0.00 -0.07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2 -0.01 -0.12 -0.01 -0.12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6 0.00 0.02 -0.01 -0.13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1 -0.12 0.00 0.04 -0.01 -0.18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2 -0.31 -0.01 -0.18 -0.02 -0.27

Hypertensive disease (I10-I13) 0.00 0.04 -0.01 -0.11 -0.02 -0.30

Other and unspecified uterine cancer 
(C54-C55) female** -0.02 -0.28 -0.02 -0.30 -0.02 -0.36

Ovarian cancer (C56) female** -0.05 -0.69 -0.05 -0.75 -0.05 -0.82

Uterine cervix cancer (C53) female** -0.07 -0.99 -0.06 -0.90 -0.07 -1.04

Breast cancer (C50) female** -0.11 -1.65 -0.12 -1.80 -0.1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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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7세의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중 0.81세로 12.76% 기여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0.80세로 13.50% 기여하였다. 간암의 경우에는 2005

년에 0.57세였으나 2015년 0.50세로 0.07세 감소하였으며 기여분율의 

경우 8.99%에서 8.46%로 0.53%p 감소하였다. 자살의 경우, 다른 소

득 분위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 

0.43세의 격차로 6.71% 의 기여분율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0.49세

로 8.27%의 기여분율을 보였다. 폐렴 또한 2005년 0.1세의 격차였으

나 2010년에는 0.19세, 2015년에는 0.33세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뇌혈관사고, 위암, 운수사고는 그 기여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Year 2005(yr, %) 2010(yr, %) 2015(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6.37 100.00 6.58 100.00 5.91 100.00

Lung and bronchus cancer (C33-C34) 0.81 12.76 0.84 12.71 0.80 13.50

Liver cancer (C22) 0.57 8.99 0.57 8.64 0.50 8.46

Suicide (X60-X84) 0.43 6.71 0.51 7.71 0.49 8.27

Ischemic heart disease (I20-I25) 0.35 5.42 0.33 5.05 0.34 5.76

Cerebrovascular accidents (I60-I69) 0.49 7.64 0.45 6.89 0.33 5.64

Pneumonia (J12-J18) 0.10 1.62 0.19 2.88 0.33 5.56

Transport accidents (V01-V99) 0.48 7.50 0.38 5.83 0.29 4.92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J40-J47) 0.31 4.84 0.31 4.69 0.29 4.92

Stomach cancer (C16) 0.46 7.19 0.36 5.53 0.26 4.45

Other ill-defined causes 0.15 2.37 0.25 3.84 0.24 4.13

Other cardiovascular diseases 0.17 2.75 0.18 2.69 0.22 3.69

Alcoholic liver disease (K70) 0.24 3.70 0.19 2.87 0.18 3.05

Other respiratory disease 0.10 1.54 0.13 2.02 0.17 2.90

Prostatic cancer (C61) male** 0.08 1.29 0.11 1.74 0.15 2.55

Other cancers 0.18 2.91 0.18 2.81 0.15 2.48

Other external causes 0.23 3.54 0.23 3.49 0.13 2.25

Diabetes (E10-E14) 0.17 2.59 0.19 2.82 0.13 2.22

Esophageal cancer (C15) 0.14 2.23 0.11 1.64 0.11 1.83

Table 11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3rd quintile with 60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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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s (W00-W19) 0.13 2.03 0.12 1.90 0.09 1.54

Pancreatic cancer (C25) 0.09 1.40 0.09 1.43 0.09 1.48

Colorectal cancer (C18) 0.06 1.00 0.07 1.10 0.08 1.34

Rectal cancer (C19-C21) 0.08 1.25 0.10 1.51 0.07 1.24

Other digestive disease 0.06 0.96 0.07 1.10 0.07 1.23

Chronic renal failure (N18) 0.03 0.54 0.04 0.68 0.07 1.17

Biliary tract/gall bladder cancer 
(C23-24) 0.07 1.04 0.07 1.01 0.06 1.02

Liver cirrhosis (K74) 0.17 2.60 0.08 1.26 0.06 0.96

Tuberculosis (A15-A19) 0.11 1.68 0.09 1.31 0.06 0.96

Other infectious diseases 0.04 0.63 0.08 1.29 0.06 0.94

Urinary bladder cancer (C67) 0.06 1.01 0.06 0.97 0.05 0.90

Leukemia (C91-C95) 0.01 0.16 0.04 0.62 0.05 0.80

Kidney cancer (C64) 0.02 0.31 0.04 0.57 0.04 0.75

Senility (R54) 0.03 0.49 0.06 0.94 0.04 0.69

Other mental and nervous diseases 0.05 0.82 0.06 0.88 0.04 0.68

Residual 0.00 0.00 0.02 0.31 0.04 0.62

Drowning (W65-W74) 0.07 1.13 0.05 0.70 0.04 0.60

Parkinson's disease (G20) 0.01 0.18 0.04 0.60 0.04 0.59

Non-Hodgkin's lymphoma (C82-C86) 0.04 0.55 0.02 0.34 0.03 0.55

Other urinary disease 0.01 0.11 0.02 0.35 0.03 0.45

Alcohol/substance abuse (F10-F19) 0.06 0.89 0.03 0.48 0.02 0.39

Other endocrine diseases 0.02 0.27 0.02 0.25 0.02 0.31

Accidental poisoning (X40-X49) 0.01 0.22 0.01 0.15 0.01 0.21

Brain and CNS cancer (C70-C72) 0.01 0.14 0.02 0.32 0.01 0.19

Exposure to fire (X00-X09) 0.01 0.21 0.01 0.21 0.01 0.19

Influenza (J09-J11) 0.00 0.00 0.01 0.08 0.01 0.17

Multiple myeloma (C90) 0.01 0.11 0.02 0.25 0.01 0.12

Homicide (X85-Y09) -0.01 -0.15 0.01 0.09 0.00 0.08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0 -0.03 0.01 0.12 0.00 0.03

Meningitis (G00, G03) 0.00 0.01 0.00 0.05 0.00 0.02

Septicemia (A40-A41) 0.00 0.00 0.00 0.00 0.00 0.00

Rheumatic heart disease (I00-I09) 0.00 0.01 0.00 -0.01 0.00 -0.02

Thyroid cancer (C73) -0.01 -0.09 0.00 -0.05 0.00 -0.05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1 0.00 0.00 0.00 -0.08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3 -0.01 -0.15 -0.01 -0.10

Dementia (F00-F09, G30) -0.04 -0.57 0.00 0.01 -0.01 -0.20

Hypertensive disease (I10-I13) 0.01 0.12 0.00 -0.03 -0.02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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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or female specific diseases

소득 4분위에서는 폐암, 간암, 자살, 폐렴, 뇌혈관사고가 기대

수명의 남녀격차에 기여하는 상위 5개의 사망원인이다(Table 12). 폐

암은 2005년 0.75세로 12.58% 기여하였는데 2015년에는 0.81세로 

14.08% 기여하였다. 간암은 2005년 0.60세에서 2015년 0.47세로 0.13

세 감소하였으며 기여분율 또한 2.01%p 감소하였다. 폐렴은 2005년 

0.12세로 1.96% 기여하였으나 2015년 0.39세로 6.72% 기여분율을 나

타냈다. 폐암, 자살, 폐렴의 기여분율은 증가하였고 그에 반해 간암, 

뇌혈관 사고, 운수사고, 위암은 그 기여분율이 감소하였다. 

Year 2005(yr, %) 2010(yr, %) 2015(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5.95 100.00 6.18 100.00 5.77 100.00

Lung and bronchus cancer (C33-C34) 0.75 12.58 0.84 13.61 0.81 14.08

Liver cancer (C22) 0.60 10.13 0.52 8.45 0.47 8.12

Suicide (X60-X84) 0.31 5.28 0.37 6.04 0.41 7.11

Pneumonia (J12-J18) 0.12 1.96 0.21 3.46 0.39 6.72

Cerebrovascular accidents (I60-I69) 0.44 7.47 0.46 7.38 0.36 6.28

Ischemic heart disease (I20-I25) 0.35 5.95 0.32 5.20 0.30 5.24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J40-J47) 0.29 4.87 0.32 5.20 0.27 4.71

Transport accidents (V01-V99) 0.38 6.36 0.36 5.78 0.27 4.60

Stomach cancer (C16) 0.44 7.47 0.37 6.00 0.25 4.37

Other ill-defined causes 0.15 2.51 0.23 3.67 0.22 3.76

Other cardiovascular diseases 0.14 2.27 0.16 2.54 0.20 3.43

Other respiratory disease 0.12 2.03 0.15 2.37 0.17 2.91

Prostatic cancer (C61) male** 0.11 1.83 0.16 2.57 0.15 2.68

Diabetes (E10-E14) 0.19 3.26 0.16 2.56 0.15 2.53

Table 12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4th quintile with 60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Other and unspecified uterine cancer 
(C54-C55) female** -0.01 -0.18 -0.02 -0.33 -0.03 -0.44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2 -0.35 -0.01 -0.10 -0.03 -0.46

Ovarian cancer (C56) female** -0.06 -0.88 -0.06 -0.96 -0.07 -1.14

Uterine cervix cancer (C53) female** -0.07 -1.04 -0.06 -0.89 -0.07 -1.20

Breast cancer (C50) female** -0.13 -2.05 -0.14 -2.18 -0.16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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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ancers 0.19 3.22 0.19 3.11 0.14 2.41

Other external causes 0.20 3.43 0.18 2.94 0.14 2.35

Alcoholic liver disease (K70) 0.19 3.16 0.16 2.65 0.13 2.33

Esophageal cancer (C15) 0.11 1.80 0.12 1.96 0.12 2.02

Other digestive disease 0.08 1.26 0.07 1.12 0.09 1.64

Falls (W00-W19) 0.08 1.38 0.10 1.57 0.09 1.59

Rectal cancer (C19-C21) 0.08 1.31 0.10 1.55 0.09 1.53

Biliary tract/gall bladder cancer 
(C23-24) 0.06 0.96 0.06 0.98 0.08 1.44

Chronic renal failure (N18) 0.05 0.88 0.06 0.98 0.08 1.42

Tuberculosis (A15-A19) 0.09 1.58 0.07 1.10 0.08 1.30

Pancreatic cancer (C25) 0.08 1.30 0.08 1.34 0.07 1.25

Colorectal cancer (C18) 0.08 1.32 0.10 1.57 0.07 1.24

Urinary bladder cancer (C67) 0.05 0.89 0.06 0.97 0.07 1.21

Non-Hodgkin's lymphoma (C82-C86) 0.04 0.62 0.04 0.72 0.05 0.90

Other mental and nervous diseases 0.02 0.40 0.03 0.54 0.05 0.90

Residual 0.02 0.38 0.02 0.40 0.05 0.82

Leukemia (C91-C95) 0.03 0.58 0.03 0.46 0.05 0.81

Other infectious diseases 0.02 0.39 0.08 1.37 0.05 0.79

Parkinson's disease (G20) 0.02 0.35 0.03 0.56 0.04 0.74

Liver cirrhosis (K74) 0.12 2.09 0.06 0.98 0.04 0.73

Kidney cancer (C64) 0.04 0.61 0.04 0.63 0.03 0.57

Alcohol/substance abuse (F10-F19) 0.05 0.88 0.03 0.44 0.02 0.42

Drowning (W65-W74) 0.06 1.01 0.03 0.52 0.02 0.41

Multiple myeloma (C90) 0.01 0.18 0.01 0.14 0.01 0.24

Homicide (X85-Y09) -0.01 -0.22 0.00 -0.01 0.01 0.24

Exposure to fire (X00-X09) 0.03 0.45 0.01 0.12 0.01 0.23

Other endocrine diseases 0.01 0.16 0.03 0.42 0.01 0.21

Brain and CNS cancer (C70-C72) 0.02 0.42 0.01 0.20 0.01 0.18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1 -0.15 0.01 0.17 0.01 0.15

Influenza (J09-J11) 0.00 0.00 0.00 -0.01 0.01 0.13

Accidental poisoning (X40-X49) 0.01 0.23 0.01 0.17 0.00 0.09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3 -0.42 -0.01 -0.17 0.00 0.06

Other urinary disease 0.01 0.17 0.01 0.14 0.00 0.04

Meningitis (G00, G03) 0.00 0.01 0.00 0.02 0.00 0.00

Septicemia (A40-A41) 0.00 0.00 0.00 0.00 0.00 0.00

Senility (R54) 0.05 0.90 0.02 0.39 0.00 0.00

Rheumatic heart disease (I00-I09) 0.00 -0.01 -0.01 -0.13 0.00 -0.04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0 -0.03 0.00 0.06 0.0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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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or female specific diseases

Table 13은 소득 5분위에서의 기대수명 남녀격차의 사망원인

별 분해분석 결과이다. 소득 5분위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상위 5개 

항목을 보면 폐암, 간암, 자살, 폐렴, 뇌혈관사고 순이었다.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을 때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는 0.28세 증가하였는

데 폐렴이 0.26세, 자살이 0.16세 증가하였고 각각 5.34%p, 3.03%p의 

기여도 변화를 보였다. 격차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는 위암, 간암

이 각각 0.14세, 0.10세 감소하였고 기여도로는 3.3%p, 2.63%p의 변

화를 보였다. 소득 5분위에서는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큰 변화없이 이루어져 있어 2005년과 2015년만을 비교

하였을 때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소득 5분위에서 2005년, 

2010년, 2015년 3개년도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폐암과 간암은 상

위 1, 2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간암에서는 2.63%p의 감소가 있었

다. 또한, 위암도 기여도가 많이 감소하여 3.30%p의 기여도 감소를 

보여 간암과 위암에서 많은 감소를 볼 수 있었으며 운수사고에서도 

1.74%p의 감소를 볼 수 있었다. 소득 5분위에서도 소득 1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살과 폐렴의 기여도 증가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폐렴

은 2005년 1.84%이던 기여도가 7.91%까지 증가하면서 5.34%p의 증

가를 보였다. 소득 5분위에서는 상위 10개 항목에 전립선암이 포함

되었다. 

Thyroid cancer (C73) -0.01 -0.15 -0.01 -0.18 0.00 -0.07

Dementia (F00-F09, G30) -0.02 -0.36 0.02 0.37 0.00 -0.07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0 -0.04 -0.01 -0.23 -0.01 -0.14

Hypertensive disease (I10-I13) 0.01 0.21 0.00 -0.07 -0.03 -0.44

Other and unspecified uterine cancer 
(C54-C55) female** -0.02 -0.37 -0.02 -0.37 -0.03 -0.49

Uterine cervix cancer (C53) female** -0.07 -1.24 -0.06 -0.94 -0.06 -1.03

Ovarian cancer (C56) female** -0.07 -1.11 -0.07 -1.16 -0.08 -1.47

Breast cancer (C50) female** -0.14 -2.39 -0.14 -2.23 -0.1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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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5(yr, %) 2010(yr, %) 2015(yr, %)

Life expectancy gender gap 4.53 100.00 4.79 100.00 4.81 100.00

Lung and bronchus cancer (C33-C34) 0.64 14.16 0.65 13.64 0.66 13.70

Liver cancer (C22) 0.50 11.03 0.50 10.46 0.40 8.39

Suicide (X60-X84) 0.22 4.88 0.32 6.66 0.38 7.91

Pneumonia (J12-J18) 0.08 1.84 0.19 3.91 0.35 7.18

Cerebrovascular accidents (I60-I69) 0.32 7.17 0.30 6.31 0.28 5.88

Ischemic heart disease (I20-I25) 0.31 6.90 0.27 5.59 0.28 5.77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J40-J47) 0.23 5.13 0.23 4.85 0.27 5.67

Stomach cancer (C16) 0.37 8.16 0.29 6.05 0.23 4.86

Prostatic cancer (C61) male** 0.11 2.50 0.16 3.40 0.21 4.33

Transport accidents (V01-V99) 0.27 6.01 0.26 5.48 0.21 4.27

Other respiratory disease 0.09 1.90 0.11 2.26 0.17 3.62

Other ill-defined causes 0.09 2.06 0.21 4.32 0.15 3.06

Other cardiovascular diseases 0.13 2.94 0.12 2.43 0.14 2.88

Other cancers 0.14 3.16 0.19 3.87 0.12 2.48

Diabetes (E10-E14) 0.17 3.82 0.15 3.09 0.10 2.02

Urinary bladder cancer (C67) 0.05 1.05 0.06 1.23 0.09 1.90

Chronic renal failure (N18) 0.03 0.65 0.07 1.37 0.09 1.89

Alcoholic liver disease (K70) 0.11 2.51 0.11 2.20 0.09 1.81

Esophageal cancer (C15) 0.08 1.86 0.08 1.61 0.08 1.72

Other external causes 0.13 2.82 0.15 3.21 0.08 1.67

Falls (W00-W19) 0.08 1.79 0.08 1.74 0.08 1.63

Other infectious diseases 0.05 1.09 0.03 0.72 0.08 1.61

Pancreatic cancer (C25) 0.08 1.78 0.09 1.92 0.08 1.58

Parkinson's disease (G20) 0.03 0.68 0.03 0.65 0.07 1.56

Rectal cancer (C19-C21) 0.06 1.42 0.09 1.82 0.07 1.51

Biliary tract/gall bladder cancer 
(C23-24) 0.05 1.17 0.03 0.61 0.07 1.46

Colorectal cancer (C18) 0.06 1.36 0.09 1.98 0.06 1.31

Other mental and nervous diseases 0.03 0.77 0.01 0.18 0.06 1.26

Non-Hodgkin's lymphoma (C82-C86) 0.04 0.84 0.03 0.70 0.05 1.02

Kidney cancer (C64) 0.03 0.71 0.03 0.67 0.05 0.98

Leukemia (C91-C95) 0.00 0.08 0.03 0.72 0.04 0.90

Tuberculosis (A15-A19) 0.07 1.62 0.04 0.83 0.04 0.85

Table 13 Decomposition analysis o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the 5th (highest) quintile 

with 60 causes of death in year 2005, 2010, 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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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or female specific diseases

소득 5분위에서 2005년, 2010년, 2015년의 60개 사망원인 중 

상위 10개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기여분율의 변화를 Figure 8에 제시

하였다. 자살과 폐렴, 전립선암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자살은 2005년 

8번째로 많이 기여하는 사망원인이었으나 2015년에는 3번째로 많이 

기여하는 사망원인이 되었다. 기여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을 

Residual 0.01 0.19 0.03 0.61 0.04 0.82

Other digestive disease 0.04 0.95 0.02 0.33 0.04 0.81

Drowning (W65-W74) 0.05 1.15 0.03 0.72 0.03 0.56

Multiple myeloma (C90) 0.01 0.18 0.01 0.28 0.02 0.46

Alcohol/substance abuse (F10-F19) 0.02 0.53 0.01 0.26 0.02 0.37

Exposure to fire (X00-X09) 0.01 0.23 0.00 0.10 0.01 0.25

Liver cirrhosis (K74) 0.06 1.35 0.03 0.54 0.01 0.24

Congenital malformation (Q00-Q99) 0.00 -0.04 0.00 -0.04 0.01 0.23

Other endocrine diseases 0.01 0.14 0.01 0.17 0.00 0.10

Influenza (J09-J11) 0.00 0.00 0.00 0.03 0.00 0.09

Brain and CNS cancer (C70-C72) 0.01 0.22 0.02 0.48 0.00 0.06

Accidental poisoning (X40-X49) 0.01 0.19 0.01 0.12 0.00 0.03

Meningitis (G00, G03) 0.00 -0.01 0.00 0.02 0.00 0.02

Septicemia (A40-A41) 0.00 0.00 0.00 0.00 0.00 0.00

Perinatal conditions (P00-P96) -0.01 -0.29 0.00 0.04 0.00 -0.05

Condition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O00-O99) 

-0.01 -0.12 -0.01 -0.13 0.00 -0.05

Rheumatic heart disease (I00-I09) 0.00 -0.06 0.00 -0.04 0.00 -0.05

Homicide (X85-Y09) -0.01 -0.16 0.00 0.02 -0.01 -0.12

Thyroid cancer (C73) -0.01 -0.23 0.00 -0.08 -0.01 -0.16

Other urinary disease 0.00 0.04 0.00 0.00 -0.01 -0.18

Musculoskeletal disease (M00-M99)
-0.04 -0.84 -0.02 -0.48 -0.01 -0.19

Senility (R54) -0.02 -0.36 -0.02 -0.41 -0.02 -0.51

Other and unspecified uterine cancer 
(C54-C55) female** -0.02 -0.45 -0.02 -0.50 -0.03 -0.67

Hypertensive disease (I10-I13) 0.01 0.26 -0.03 -0.68 -0.04 -0.83

Uterine cervix cancer (C53) female** -0.08 -1.69 -0.06 -1.23 -0.05 -0.97

Dementia (F00-F09, G30) -0.03 -0.77 0.01 0.13 -0.08 -1.62

Ovarian cancer (C56) female** -0.06 -1.37 -0.08 -1.75 -0.08 -1.65

Breast cancer (C50) female** -0.13 -2.88 -0.14 -2.99 -0.18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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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6위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간암, 뇌혈관사고, 위

암, 운수사고는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서 차지하는 기여분율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8 Ten largest contributions among sixty causes of death(%) in life expectancy 

gender gap of 5th income quintile in year 2005, 2010, and 2015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에 사망원인의 기여도에 대한 

순위의 차이가 존재했다.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에서 공통적으로 

폐암, 자살, 간암, 심혈관사고, 허혈성심질환, 위암, 폐렴이 높으나, 

소득 1분위에서는 알코올성 간질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소득 5분위의 경우 전립선암이 상위 10개 안에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소득 분위에 걸쳐 가파른 증가세와 높은 기여도를 보

이는 자살의 경우, 소득 1분위에서는 2015년 남녀 기대수명의 격차

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망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1분위와 소

득 2분위에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망원

인으로 자살이 제시되어 저소득층에서 자살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폐렴의 기여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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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폐렴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약 0.23세 정도의 차이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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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가.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의 추이와 소득수준별 남녀격차 감소의 기여도, 소득수준별 기대수

명의 남녀격차에 기여하는 사망원인들에 대해 Arriaga 방법를 통한 

분해분석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대수명에서의 남녀격차는 2004년 6.95세에서 2015

년 6.25세로 0.7세 감소하였다. 소득수준별 남녀 기대수명을 살펴보

면 여성보다 남성에서 소득수준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컸으나 2004

년부터 2015년까지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고, 반면에 여성은 소득

수준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남녀 

기대수명의 격차에서 각 소득 분위의 기여분율을 보면, 소득 1분위

가 38.0%, 소득 2분위가 20.3%, 소득 3분위가 25.6%, 소득 4분위가 

11.8%, 소득 5분위가 4.3%로, 소득 1분위에서의 기대수명 남녀격차

의 감소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감소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기여하는 사망원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2005, 2010, 2015년 3개년도에서 사망원인을 15개 대분류와 60개 

소분류로 분류하여 사망원인별 분해분석을 시행하였다. 사망원인별 

분해분석을 15개 대분류 사망원인으로 시행한 결과,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암이었으며 외적 원인, 심혈관질

환, 호흡기계 질환이 상위 4개의 사망원인이었으며 전체의 70~80%

를 차지하였다. 암, 심혈관질환 및 외적 원인에 의한 것은 2015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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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수록 감소한 반면, 호흡기계 질환은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기

대수명의 남녀격차를 60개 사망원인 소분류로 분해분석하였을 때 

상위 10개 사망원인은 폐암, 자살, 간암, 뇌혈관사고, 폐렴, 허혈성심

질환, 불명확한 원인,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위암이었다. 기대수

명의 남녀격차에서 폐암이 차지하는 분율은 2005년에 비해 2010년, 

2015년으로 오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사망원인은 폐렴이었다. 

소득수준별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소득수준별로 15개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기대수

명의 남녀격차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에서 암이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다. 소득 1분위에서 소득 5분위로 갈수록 암이 차

지하는 분율은 높아졌다.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화기계 질환이 차지

하는 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호흡기계 질환이 차지하는 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망원인을 60개 소분류로 분해분석하였을 

때, 소득 1분위에서는 자살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고 소득 5분

위에서는 폐암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소득 1분위에서는 자

살과 허혈성심질환, 폐렴의 기여도 증가를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자

살은 2005년 4번째로 많이 기여하는 사망원인이었으나 2015년에는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망원인이었다. 알코올성 간질환 또한 다른 소

득 분위에서와는 다르게 소득 1분위에서만 유일하게 상위 10개 사

망원인에 포함되었다. 소득 5분위에서는 폐암의 기여도가 가장 컸으

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뒤이은 간암 또한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었으며 자살은 소득 5분위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남녀 기대수명의 격차의 증가와 감소에 기여

하는 원인과 정도가 달랐는데, 소득 1분위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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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운수사고와 뇌혈관사고였으며 남

녀격차를 증가시키는 데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폐렴이었다. 소득 

5분위에서는 2005년 대비 2015년에는 남녀 기대수명의 격차가 0.28

세 증가하였고 폐렴이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으며 위암, 간암이 

감소에 많이 기여하였다. 

나. 연구결과의 해석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이전 Yang 등

의 연구에서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본 것에 이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에서의 남녀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ang et al., 2010). 다른 고소득국가와 비슷하게(Conti et al., 2003; 

Trovato and Lalu, 2008) 우리나라에서도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줄

어들고 있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최근 200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천천히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증가는 남성에서 만

성 기관지염과 폐기종, 간질환, 자살 및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최근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의 감소는 여성에서 

건강하지 못한 행태의 증가로 보았다(Liu et al., 2013).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소득 1분위

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전체 감소의 38%의 기여분

율을 보였다. 이는 소득 1분위의 기대수명에서의 남녀격차의 감소가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감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의 연구에서 소득이 낮은 군에서 남녀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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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Tarkiainen et al., 

2010). 소득수준별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을 보았을 때, 2004년에

서 2015년까지 남성에서는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에서는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의 격차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1분위의 여성이 소득 5분위의 남성보다 기

대수명이 항상 높았는데 그 간격은 줄어들어 2015년에는 0.13세 밖

에 나지 않아 이후 어떠한 추세를 보일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

가 있다.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기여하는 사망원인을 보는 15개 대

분류로 보았을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암이었으며, 상위4개의 사

망원인(암, 외적 원인, 심혈관질환, 호흡기계 질환)이 약 70~80%를 

설명하였다. 암, 외적 원인, 심혈관질환은 그 기여도가 감소한 반면, 

호흡기계 질환의 경우 2005년 7.98%였으나 2015년 13.13%로 약 1.65

배 증가하였다. 또한, 소화기계 질환의 경우 2005년 8.58%였으나 

2015년에는 5.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나

라에서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감소하고 호흡기계 질환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망원인을 60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분해분석한 결과, 폐렴과 자살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폐암이었으며 상위 10개로는 뒤

이어 자살, 간암, 뇌혈관사고, 폐렴, 허혈성심질환, 불명확한 원인,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위암이었다. 상위 10개의 사망원인이 전

체의 약 60%가량을 차지하였다.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서 폐암과 

자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간암과 뇌혈관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이 기여도가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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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폐렴으로 2004년 1.73%였으나 2015년에는 5.81%로 4.08%p 상

승하였다. 

최근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Figure 9에 제시한 대로 2004년부터 2015년 폐렴의 연령표준화사망

률(십만 명 당)을 살펴보면 2005년 10만 명 당 8.6명이었으나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10만 명 당 16.3명으로 2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9 Trends in age-standardized pneumonia mortality (rate: per 
100,000) from 2004 to 2015 (Sourc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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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2004년 10위에서 꾸

준히 순위가 상승하여 2015년부터 4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통계청, 

2018) 또한, 남성과 여성의 폐렴 사망률의 격차는 점점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다. 2004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은 십만명당 

12.0명에서 24.8명으로 약 2.1배 증가하였으며, 여성 또한 십만명당 

5.1에서 11.4로 약 2.2배 증가하였다. 절대적으로는 남성이 십만명당 

12.8명 증가하였다. 

폐렴의 사망률 증가와 관련하여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65세 미만, 65세부터 74세, 75세 이상

으로 연령 구간을 나눈 사망률을 Figure 10에 제시하였다. 75세 이

상에서의 폐렴 사망률의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75세 이상에서의 폐렴에 의한 사망이 전체 폐렴 사망률을 주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폐렴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 전 소득 분위에 걸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폐렴

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폐렴의 높

은 기여도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폐렴의 사망률 증가에는 생애 말 치료의 시설화 및 사

망 및 이환의 양상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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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rends pneumonia mortality (rate: per 100,000) in age under 65, 65-74, 
and over 75 years from 2004 to 2015 (Sourc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자살 또한 기여도가 증가한 사망원인인데, 자살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증가와 연관이 되어있다. 2005년 연령표준화자살률(십만명

당)은 24.8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31.2명, 2015년에는 26.5명이었다. 

2010년대에 들어 자살률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남성과 여성의 자살

률에서의 격차는 2005년, 2010년, 2015년으로 점점 커졌기 때문에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설명하는데 있어 자살의 기여도가 점차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15년에 걸친 기간 동안 자살의 

기여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가적으로 보면서 자살의 연령표준

화사망률과 추이가 비슷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자살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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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향을 지속할 경우 기대

수명에서 자살의 기여도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은 많은 서양 국가들과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Moller-Leimkuhler 2003; Murphy, 1998).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서 자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이다(Liu et al., 2012). 

Figure 11 Trends in age-standardized suicide mortality (rate: per 100,000) 
from 2004 to 2015 (Sourc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소득수준별로 각각 기여하는 사망원

인을 15개의 사망원인으로 분해분석하여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

에서 암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고 호흡기계 질환은 기여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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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60개의 사망원인으로 분해분석하였을 때, 소

득 1분위 남성과 여성에서의 격차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으며 폐암, 간암이 뒤를 이었고 알코올성 간질환 또

한 6번째로 많은 기여도를 보였다. 이는 다른 소득 분위와는 다른 

순위로 자살이 가장 많이 기여하며 2005년 2010년보다 상승하여 

2015년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자살의 기여도는 더 상승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소득 5분위에서는 폐암이 가장 기여

도가 높은 사망원인이었으며 이어 간암, 자살, 폐렴이 뒤를 이었다. 

모든 소득 분위에서 폐암, 간암은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

으며 이는 남성에서의 높은 흡연,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대

수명의 남녀격차에서 자살과 폐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소득 1분위

와 2분위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격차가 더욱 크므로 이

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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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한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불명확한 

원인(ill-defined cause)에 대한 재분류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다. 2004

년부터 2015년 60개 사망원인에서 약 연도별로 2.5%에서 약 5.0%까

지가 불명확한 원인으로써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전 연구에 따라 많은 부분이 뇌졸중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도 있을 것이다(Khang et al., 2010).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위치 지

표로 소득만을 사용한 점이다. 사회계층별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기여하는 사망원인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한 연구이므로 소

득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기여

하는 사망원인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폐렴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는 폐렴 사망률의 증가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

한 연구도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자살과 폐렴의 사망률에서 남녀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분해분석

에서 기여도가 증가하는 사망원인이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과 여성 안에서 소득수준간 기대수명

의 격차가 남성에서는 작게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여성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를 향후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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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전체 인구에 대

한 소득수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의 남녀격

차에 대한 분석을 한 것에 그 강점이 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남녀 기대수명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소득수준별 남녀 기대수명을 살펴

보면 여성보다 남성에서 소득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컸으나 2004년

부터 2015년까지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고 반면에 여성은 소득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2004년과 2015년의 기

대수명의 남녀격차에서 각 소득 분위의 기여분율을 보면, 소득 1분

위가 38%, 소득 2분위가 20.3%, 소득 3분위가 25.6%, 소득 4분위가 

11.8%, 소득 5분위가 4.3%로, 소득 1분위가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감

소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 

2005, 2010, 2015년 3개년도에서 15개의 사망원인 대분류와 

60개 사망원인 소분류로 분류하여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대한 사

망원인별 분해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을 때, 15개 대분류 사망원인으

로 시행한 결과,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암이었으며 외적 원인, 심혈관질환, 호흡기계 질환이 상위 4개의 사

망원인이었으며 전체의 70~80%를 차지하였다. 기대수명의 남녀격차

를 60개 사망원인 소분류로 분해분석하였을 때,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폐암이었으며 자살, 간암, 뇌혈관사고, 폐렴, 허혈성심질환, 불

명확한 원인,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위암이 상위 10개 사망원인

이었다.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사망원인은 폐렴이었으며 자살 또한 상승세를 보였다. 간암

과 심혈관질환의 경우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에서의 기여도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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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기대수명의 남녀격차를 소득수준별로 사망원인 15개의 대분

류, 60개의 소분류로 살펴보면 15개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소

득 분위에서 암이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다. 소득 1분위에서 소득 5

분위로 갈수록 암이 차지하는 분율은 높아졌다.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화기계 질환이 차지하는 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호흡기계 질

환이 차지하는 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남녀 

기대수명의 격차의 증가와 감소에 기여하는 원인과 정도가 달랐는

데, 2005년과 2015년을 60개 소분류의 사망원인으로 비교하였을 때, 

소득 1분위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의 감소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운수사고와 심혈관사고였으며 남녀격차를 증가시키는 데에 가

장 많이 기여한 것은 폐렴이었다. 소득 5분위에서는 기대수명의 남

녀격차에 위암, 간암이 감소에 많이 기여하였으며 폐렴이 기대수명

의 남녀격차의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다. 소득 1분위에서는 자

살, 알코올성 간질환의 기여도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높았다. 모

든 소득 분위에서 폐렴과 자살의 기여분율 증가 또한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대수명의 남녀격차가 감소한 것은 소득 1분

위에서의 남녀격차 감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에서 많은 기여도를 차지하는 것이 폐암, 자살, 간암으로 여성

의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긴 것은 남성의 흡연과 음주 등의 행태

로 인한 폐암, 간암 등에 의한 사망이 많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한, 모든 소득 분위에서 자살 및 폐렴의 기여도가 급격하게 증가하

였으므로 증가한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폐렴 사망

률의 증가에 대해서는 생애 말 치료의 시설화나 사망의 생태학적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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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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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expectancy (LE) i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In Korea, the 

LE gap between men and women has increased since 1970, peaked 

at 8.63 years in 1985 and tended to decrease thereaf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specific 

contribution of the LE gender gap, to determine which income 

group contributed the most to the decrease in LE gender gap in 

last 10 years, and to explore causes of death contributing to the 

gender gap in LE by income level using Arriaga‘s method.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as used to conduct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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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2004 and 2015, LE gap between men and women 

kept rising and has steadily decreased since 2004. The LE gap 

between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come groups has decreased 

in men but increased in women. The lowest quintile income group 

contributed the most to the decrease in the gender LE gap. 

Decomposit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5 broad causes of 

death and 60 specific causes of death in 2005, 2010, and 2015. The 

leading contributors to the gender gap in LE were cancer, external 

causes, cardiovascular disease, and respiratory disease. Analyzing 

with 60 causes of death, lung cancer wa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 to the gender gap in LE. Suicide, liver cancer, 

cerebrovascular accident, pneumonia, ischemic heart disease, 

transportation accidents, and gastric cancer were the top 10 causes 

of death contributing to the LE gender gap. Comparing the 

cause-specific contribution to the gender gap between 2005 and 

2015, the fastest-rising cause of death contributing to the gender 

gap in LE was pneumonia and suicide was also on the rise. In the 

case of liver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the contribution of 

gender LE gap was gradually decreasing. The cause-specific 

contribution to the gender LE gap in each income level was 

examined with 15 and 60 causes of death. Cancer wa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 to the gender LE gap among 15 causes of 

death in all income quintiles. The percent contribution of digestive 

disease in all income quintiles has decreased and the percent 

contribution of respiratory disease has increased. Suicide was the 

leading contributor to the0 LE gender gap in the lowest income 

quintile group, and lung cancer was the leading contributo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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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income quintile group. In the lowest income quintile group, 

suicide and alcoholic liver disease contributed more compared to 

other income quintiles. When comparing the cause-specific 

contributions between 2005 and 2015 with the 60 causes of death, 

transportation, and cerebrovascular accidents were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reduction of the gender gap in LE 

among the lowest income quintile group while pneumonia was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gender gap. In the highest income 

quintile group, gastric cancer and liver cancer contributed the most 

to the reduction of the gender LE gap, and pneumonia contributed 

the most to the increase in gender LE gap. A sharp increase in 

pneumonia and suicide was observed in all income quintiles.

The decrease in gender LE gap in Korea can be explained 

by the decrease in the gender LE gap in the lowest income group. 

Lung cancer, suicide, and liver cancer were accounted for a large 

share of the gender LE gap, which might be attributed to high 

mortality caused by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Korean men. In addition, the contribution of suicide and pneumonia 

to LE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all income quintiles, so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tribution 

of causes of death to the gender gap in LE. 

Keywords: life expectancy, gender gap, cause of death, decomposition 

analysis, income, socioeconomic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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