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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고령층의 소득격차 및 저소득 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건강
과 연결될 수 있는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소득과
건강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닌, 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근로소득이 증대되는 역인과의 특
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자산이 사
망 및 복합만성질환 이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원으
로는 45세 이상 중고령층의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
령화연구패널자료(KLoSA)의 1차년도부터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Kaplan-Meier 분석과 cox 비례위험모형을 바탕으로 사망과 복합만성
질환 이환에 대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Kaplan-Meier 분석결과 소득 및 자산 상위 50% 집단의 사망
과 복합만성질환 위험이 하위 50% 집단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cox 비례위험모형으로 생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균등화개인소득 및
공적이전소득과 같은 소득의 증가는 사망위험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망위험비를
일정하게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균등화개인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과 자산은 복합만성질환 이환위험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근로소득보다 외생적인 공적이전소득과 균
등화개인소득의 증가로 인해 중고령층의 건강 위험이 줄어드는 긍정적
인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소득과 건강의 관계를 분석하는 차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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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중고령층의 소득격차 및 저소득 문
제에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연금제도와 같은 공적
이전소득의 강화와 다양한 소득부양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표제어: 균등화개인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사망, 복합만성질환, 고령
화연구패널조사, Kaplan-Meier 분석, cox 비례위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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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경제는 IMF 이후 계속 성장하여 1인당 GDP는 2000년 1.2
만 달러에서 2018년 3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기대수명
또한 증가하여 2000년 76세에서 2017년 82.7세로 높아졌다(WORLD
BANK data 및 OECD stat1). 이처럼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의 전반적
인 기대수명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득계층에 따른 기대 수명과
건강기대수명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1에 정리한 보건사회연
구원 자료를 보면 소득 1분위는 소득 5분위 보다 기대 수명은 6.5년,
건강기대수명은 11.3년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명희, 2019).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데, 그 중 하나는 소득에
따른 건강수준과 그것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소득이
낮은 경우 영양 및 식습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부적절한 건강행태
문제를 야기시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건강문제의 발생
은 잦은 병원 이용과 그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초래하며, 이와 같은 과
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8년 한국
복지패널 자료로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
가구에서 자가건강수준이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외래 진료는 일반가구보다 11.54회, 입원 일수는 4.54
1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 및 OECD stat
「https://stats.oecd.org/」 참조. (2020 년 5 월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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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더 많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건강문제가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태완
et al, 2018).

그림 1 소득 5 분위별 기대 수명과 건강기대수명(포용 복지와 건강 정책의 방향 2019)

이러한 건강문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청년계층보다 중고령층에서 빈
번하게 나타나고, 중고령층에서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악화되어 나타
난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은 은퇴 전보다 소득이 적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 인구에서 저소득 혹은 빈곤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 전 연
령층에 비해 은퇴 후 연령층의 저소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과 퇴직연령층의 빈곤율 간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
2

해 5.4배가 더 높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유진, 2019).
자산 역시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고령층의 상위 10%
가 전체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상위 10%의 순자
산은 전체의 49.3%로 자산의 쏠림 현상이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남상호 and 권순현, 2008). 자산은 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은퇴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자산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적연금제
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이유로, 중고령층은 노후생활대비로 자산
축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산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
황이다. 따라서 자산이 중고령층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과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적이전소득 체계를 강화하
고 있으나, 제도의 성숙까지는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특히 중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제도의 효과나
만족도 및 우울과 관련된 연구가 있을 뿐, 소득 및 자산이 중고령층의
만성질환 및 사망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중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건강과 연
결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개인의 건강과 사
망, 삶의 질과 같은 요소들은 화폐가치로 추정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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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노년층을 포함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요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중고령층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의 척
도가 될 수 있는 사망과 복합만성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
관성을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중고령층의 소득 및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지만(정경희 et al, 2017), 국내의 연구
에서는 건강과 소득 간의 역인과성을 고려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소득의 과대 추정으로 이어지며, 정확한 소득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의 영향을 받는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 및 자산을 활용하여, 중고령층 집단에서 사망과 복합
만성질환 이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I. 중고령층에서 소득 및 자산에 따른 사망위험비의 차이가 존재
한다.
ii. 중고령층에서 소득 및 자산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이환위험비
의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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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소득 및 자산이 중고령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폐로 직접 건강을 살 순 없지만, 화폐를 사용해 평소 건강을 증대시
키는 활동을 하거나 몸이 아플 때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건
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낮으면 건강에 해로운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건강이 악
화될 수 있다(김동준, 2008).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소득 및 자산 계층에 따른 건강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낮은 소득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심장질환, 뇌졸중 발생의 위험이 높으며(Rawshani et al, 2015), 중고령
층에서 유병률이 높은 백내장의 유병 위험도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2011). 중고령층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
신건강도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구, 2011; 곽경화, 2017). 또한 노인군에서 자산이 적을수록 우울
감이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형하 et al, 2019; 원도연 et al, 2017; 이숙현 and 한창근, 2017).
이러한 결과는 잦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
과부담 의료비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이용재, 2010; 정연
and 정수경, 2017; 곽경화, 2017).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만성질환에서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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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져 나타나는데, 낮은 교육수준 및 저소득집단에서 만성질환 유병 위험
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Kim et al, 2016; 강상경 and 전해숙, 2013; 김
남순 and 송현종, 2004; 김혜련 and 김윤신, 2003). 경제적 요인을 비
롯한 사회계층요인이 건강행태 요인보다 영향이 크며(김혜련, 2005), 노
인의 삶의 질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남상권 and 심옥수,
2011). 만성질환을 보유한 집단은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에 부담이 크
기에(김도영, 2012; 박현춘 et al, 2016; 고숙자, 2011), 과부담 의료비
를 발생시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준다(박진영 et al, 2014).
소득수준은 건강과 마찬가지로 사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득 계층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하여 당뇨, 뇌졸중, 암,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영향이 크다(Rawshani et al,
2015; 강민진 and 손강주, 2018). 반대로 가구소득이 높아지고 생활비
가 높을수록 사망위험이 낮아지고 기대 여명 또한 높았다(김혜련 et al,
2014; 우해봉, 2011).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에서도 확인이 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소득에 따른 사망위험률에 차이
가 존재하였다(Fiscella and Franks, 1997).
마찬가지로 자산 수준도 사망과의 관련성을 보인다. 자산이 많은 집단
에 비해 적은 집단에서 사망률이 높았으며(Hajat et al, 2011), 영국의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Demakakos et al, 2016). 또한 초기의 건강상태를 보정하더라도 자산
정도에 따라 사망과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Attanasio and Emmerson, 2003). 자산의 한 형태인 주택소유 정도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도 있었는데, 특히 소유주보다 임차인의 사망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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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연구 결과는(Laaksonen et al, 2009) 노인계층의 주택 자산 비
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결과이다.

제 2 절 소득과 건강, 사망의 역인과성을 고려한 연구

하지만 Cutler(2006)는 높은 소득으로 인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소득이
낮아지며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경
제도 발전했지만, 소득과 부의 영향보다는 보건위생, 의학, 영양, 백신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다. Deaton &
Paxson(2004) 역시 영국과 미국의 소득 및 사망 간의 관계를 본 연구
에서 소득불평등과 사망률 사이에 관계가 없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는 소득보다는 기술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Frijters(2005)는 소득과 건강과의 연구에서 역인과에 대해 언급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건강한 식생활습관과 생활방식을 할 수 있지만, 반
대로 건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산적이고 높은 소득을 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패널연구에서는 건강하지 못하거나 죽는 이유로 건강
하지 못한 대상자가 패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영향들로
소득의 영향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역인과의 특성
으로 인해 건강과 사망에 대한 소득의 효과를 부정확하게 보여준다. 따
라서 이러한 역인과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행해야 소득 및 자산이 건강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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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역인과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논
의되었다. 먼저 소득 변수를 특정 시점의 소득이 아닌 생애소득 및 항상
소득을 활용하거나,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 소득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생애 소득은 특정시기의 소득이 아닌 경제활동에 처음 참여한 때
부터 은퇴할 때까지의 전체의 소득으로, 은퇴를 앞두고 소득이 줄어들거
나 건강악화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소득 변화로 인한 소득의 과소 추정
을 보완할 수 있다(Goda et al, 2011; Sullivan and Von Wachter,
2009). 또한 가구 소득을 통해 소득을 적절하게 추정하기 위한 노력들
도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총소득의 경우 은퇴와 같은 근
로소득의 변화가 개인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가구전체소득의
개념에서는 구성원 한 명이 은퇴하더라도 가구원 일부의 변동이므로, 가
구소득은 개인총소득보다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Martikainen et al, 2001; Economou and Theodossiou, 2011;
Backlund et al, 1999; Kuehnle, 2014).
변수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내생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외부의
영향(exogenous)을 고려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먼저 Frijters(2005)는
예상하지 못한 독일의 통일상황에서 오는 외생적 영향을 고려하였다. 통
일로 인해 서독은 소득이 일정하고 동독은 급격하게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속에서도 소득의 변화가 건강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권 당첨과 같은 외생적인 소득의 일시적 증가도 건강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ahl, 2005). 10만 크로나, 우리 돈
으로 1300만 원의 복권에 당첨된 경우 13년 후 건강상태가 3% 좋아졌
고, 그 후 5년 내 사망할 가능성도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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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높은 소득의 증가는 정신 문제와 비만관련 문제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금제도 변화나 중국의 새로운
연금 도입 같은 외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득의 증가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e, 2004; Cheng et al, 2018). 남아프리카
의 노령연금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상태 및
영양상태, 생활조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Case, 2004), 중국의 새
농촌지역연금은 농촌지역 노인들의 신체 건강, 인지기능,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고 사망률을 6%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Cheng et al, 2018).
한편, 소득 중단을 의미하는 실직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보이기 위해 비
정규직이나 소규모기업에서 예측 어려운 실직을 한 경우 소득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Salm, 2009).
더

나아가

역인과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구

변수(instrument

variable) 활용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Kuehnle(2014)는 경제활동을 하
지 않는 아동에게 외생적인 가구 소득을 주요 변수로 하고 지역 실업률
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역인과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구
소득과 아동의 건강과 작지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건강상태나,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영양, 약물, 부모의 흡연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을 해결하는데 한계
를 나타냈다. Economou and Theodossiou(2011)도 가구 소득과 건강
과의 연구에서 도구 변수를 활용하여 역인과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연구에서 미술품 수집, 아동교육, 복권당첨 등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였으
며, 그 결과 가구 소득과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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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도구 변수를 사용하기 전과 후 모두 소득이 건강에 영향을 미
쳤으나, 도구 변수를 사용한 모델에서 소득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eer(2003)는 건강과 가계자산간의 분석을 시행하였
다. 도구 변수 없이 건강과 자산을 분석한 경우 두 변수 간에 양의 관계
가 있다고 하였으나,‘최근 5년 이내의 재산상속’을 도구변수로 활용했
을 때는 추정치는 같으나 유의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제 3 절 공적이전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

이처럼 소득과 건강, 사망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보기에 어려
움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 근로소득은 건강해야지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건강과 역인과의 관계를 가진다(Cutler et al,
2006).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공적이
전소득은 개인의 근로와 상관없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득
으로 공적 연금과 사회보장소득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노령연금이나 특
수직역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일정기간 납입한 결과로 65세 이후에
받게 되는 이전소득으로, 수령하는 시기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다.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적용된 기초
노령연금(기초연금) 역시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
급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대상자의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된다(기
초연금 법령집 2017).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은 건강에 미치는 역인과성
의 영향이 근로소득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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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공적이전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
이

많다.

캐나다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Old

Age

Security(이하 OAS)는 우리나라의 기초 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연구에서 OAS가 사망률을 줄이는데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1927년부터

있었던

OAP(The Old Age Pension)와 1952년부터 있었던 OAA(Old Age
Assistance)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mery and
Matheson, 2008). 또한 OAS와 health care 정책을 비교한다면 health
care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효과도 더 크지만, OAS
역시 노인의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uling and
Yang, 2020). 전세계 93개국 국가간 연구에서도 연금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jöberg, 2014), 베트남과 같은 저소
득 국가 역시 연금이 자가건강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guyen, 2019). 칠레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금이 의료이용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낮추는데도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Riumallo-Herl, 2017).
국내연구에서도 공적이전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존
재한다. 공적이전소득은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 공적이전소득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정신건강, 자가건강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원경혜 and 이상혁, 2015; 이형하, 2018; 김재원
and 김정석, 2016; 김익한, 2017). 그 결과 공적연금소득 및 사회보장
급여 의존형 가구는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
졌다(황인욱 and 이태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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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경향에서 볼 수 있듯, 국내의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나 만족도 및 우울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으며, 공적이전소득이 만성질환 및 사망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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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자료원 및 연구대상

1) 자료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인 KLoSA(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령화 패널은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현상들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사회경
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축된 통계 데이터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는 처음 2006년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
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일반 가구 거주지를 대상으로 표집 및 조사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짝수 연도에 2년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2; 장지연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시
간의 흐름인 생존기간의 파악이 중요하므로, 1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
재 발표된 7차까지의 12년 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고령화 패널 전체 표본 10254명 중 사망 및 복합만성
질환 이환 여부와 소득 및 자산 변수의 응답 여부에 따라 분석 대상자

2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1.jsp」 참조.
(2020 년 5 월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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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리하였다. 연구 전체에서 생존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는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사망분석에서 균등화개인소득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자는 7169명, 개인총자산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는 5244
명, 공적이전소득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 2105명으로 이들
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은 만성질환 이환의 효
과를 명확히 나타내고자 분석시작시점에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진단되지 않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균등화개인소득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3181명, 개인총자산 데이
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2409명, 공적이전소득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539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 2 절 분석모형 및 변수

1) 분석 모형

ⅰ) 생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망 및 만성질환 이환에 소득 및 자산이 미치는 영향
을 생존 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생존분석이란 특정 사건이 발생
하기까지의 시간을 분석하고 사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박재빈, 2006). 사건이란 크게 사건이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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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
자체는 발생 확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 기간에 대한 고
려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기간과 복합만성질
환 이환에 이르는 기간에 미치는 소득과 자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생존 분석을 시행할 것이며, Kaplan-Meier 분석과 cox 비례위험모
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ⅱ) Kaplan-Meier 분석
생존분석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우선 Kaplan-Meier의 생존 함
수가 있다. Kaplan-Meier방법은 1958년 Kaplan과 Meier가 제안한 비
모수형인 생존 함수 추정으로, 관찰된 생존 시간을 생존 시간이 가장 짧
은 순서에서 긴 순서로 배열한 후 생존율을 계산한 방법이다. 확률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도 절단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표본의 크기에 상관
없이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Kaplan-Meier 생존 함수 분석은 대상그
룹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 있으나,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로그 순위 검정법
(Log-rank Test)법으로 두 집단의 관찰된 생존 확률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할 수 있다(박재빈, 2006; 장신철, 2014).

ⅲ) Cox 비례위험모형
Cox가 제시한 비례위험모형(1972)는 생존 분석의 다변수분석을 가능
하게 하여, 생존 함수에 미치는 요인의 효과를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
다. 생존기간 동안 위험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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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다루지 않고 비(ratio)를 이용하여 기준 집단과 비교 집단의 위
험도를 비교한다. 특히 생존 시간 분포에 가정이 없이 생존 기간에 대해
여러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비모수적인 분석이다(박재빈,
2006). Cox 비례위험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

0 )는 기저선 위험도, 즉 모든 x가 0의 값을 가질 경우의 t시점

에서의 위험도를 말한다. k개의 x는 독립 변수이며 공변량(covariate)이
라고 불리기도 한다. 는 에 관련된 회귀계수로서, 생존 회귀계수라고
불린다. 위 식을 변형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   22 +   

i / 는 위험비로 시점t에서 i번째 개체의 위험도인 i가 기

저선 위험도 0)에 비하여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수 값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시간이 변해도 위험도 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독립변수인 X,
즉 여러 변수가 통제되어도 위험도 비의 크기는 각 변수의 관찰 치의
차이에 비례하게 된다(박재빈 2006, 장신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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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ⅰ) 종속변수
사망은 보건학적으로 객관적이고 중요한 지표로 잘 알려져 있다. 복합
만성질환 역시 객관적 지표이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에서 높은 비율로
복합 만성질환이 나타나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정경희 et al,
2017). 또한 복합만성질환은 질환으로 인한 위험 증가와 복합 약물 처
방 및 부작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단순 만성질환에 비하여 위험이
높고 의료비 지출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영호, 2013). 따라서 소
득과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건강 지표로 사망과 복합만성질
환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는 사망에 이르는 생존 시간
과 복합만성질환에 이환되는 생존 시간이다.
생존 시간은 관찰시작시점부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종
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사망분석에서는 대상자들의 연구시작시점부터 사
망까지의 생존 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했다. 사망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존 시간은 연구시작시점부터 마지막 패널 설문의 응답 시점
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사망한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사망한 연도를 알지만 사망한 달을 알 수 없는 경우 중간
값인 7월로 대체하여 계산하였다.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에서는 만성질환에 이환 되지 않은 건강한 사
람을 대상자로 하여, 연구시작시점부터 만성질환을 두 개 이상 진단받은
시기까지의 생존 시간으로 월 단위로 계산했다.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거나, 복합만성질환이 이환 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존 시간은
연구시작시점부터 마지막 패널 설문의 응답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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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복합만성질환을 진단받은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진단받은 연도를 알지만 진단받은 달을 알 수 없는 경우
중간 값인 7월로 대체하여 계산하였다.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진단되지
않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복합만성질환 이
환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생존 시간이 짧다는 것은 사망 및 복합만성질환 이환이라는 사건이
빨리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생존 시간이 길다는 것은 사건이
늦게 일어나거나 연구종료까지 일어나지 않았음을 말한다.

ⅱ) 설명변수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설명 변수는 소득과 자산이다. 먼저 소득의 역
인과성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가구 소득을 활용한 균등
화개인소득을 소득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균등화 개인소득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제곱근지수로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다(통계청 3 ). 개인의 은퇴 혹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개인소득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데, 가구
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가구원 1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 전체에서 일
부이므로, 개인소득변화는 가구 소득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친다. 고
령화패널에서의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
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개인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가구총소득을 의
미한다. 이를 활용하여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1/index.static」
참조. (2020 년 5 월 발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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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인소득 변수를 만들었다. 균등화 개인소득의 이상치를 보정하기 위
하여 log값을 취해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또 한가지 주요 변수인 자산은 개인총자산 변수를 활용하였다. 자산은
지금까지 축적된 소득의 결과일 수 있으며, 건강에 상관없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건강이 나빠진 경우 자산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및 치료에 활
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령화패널에서는 개인총자산이라는 변수를
통해 대상자의 자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총자산 역시 log값을
취한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역인과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
을 사용하였다.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 변수로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
금소득, 특수직역연금소득과 사회보장소득인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급
여, 보훈연금급여 및 기타 사회복지수당 등을 활용하였다. 단, 사회보장
소득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급여가 포함되지만, 국민기초생활대상자급여
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계되는 사회보장 소득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대상자급여를 제외한 공적이전소득만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공
적이전소득 중 지급받은 소득을 합하여 log를 취해 공적이전소득 변수
로 활용하였다.

ⅲ) 통제 변수
통제 변수로는, 먼저 나이와 장애 여부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나
이는 45-54세를 기준으로 55-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된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장애 여부는 장애를 갖고 있는지에 따른
더미 변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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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경제적 요소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선행 문헌고찰 결과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사망 및 만성질환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력,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 거주지
규모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중학교 졸
업 이하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배우자변
수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사별, 이혼, 미혼을 포함한 배우자가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경제활동 여부는 취업자 및 실직자를 포함
한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에서 떠난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다. 거
주지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를 포함한 도시와 읍면부로 구분하였다.
복합만성질환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행태를 고려하여
흡연과 음주 변수를 통제하였다. 흡연은 한번이라도 흡연 경험이 있는
흡연자와 한번도 흡연을 하지 않은 비흡연자로 구분하였다. 음주 변수는
단순한 음주경험으로 대상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음주 태도 문항 중 한
가지 이상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과음 집단과 그렇지 않은 정상
음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망 분석의 경우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질환 여부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고령화패널에서 조사
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암, 만성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정신과적 질환,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전립선 질환이 있다. 복합
만성질환 이환분석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기 설문에서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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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명 및 변수의 정의
변수명

변수의 정의

균등화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총액의 log값

개인총자산

개인총자산 총액의 log값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액의 log값

성별

0. 여

나이

0. 45-54

교육수준

0. 중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 졸업 이상

배우자 여부

0. 배우자 부재

1. 배우자 생존

장애 여부

0. 비장애

1. 장애

흡연 여부

0. 비흡연

1. 흡연

과음 여부

0. 비과음

1. 과음

경제활동 여부

0. 비경제활동

1. 경제활동

거주지역

0. 읍면부

1. 도시

만성질환 여부

0. 건강

1. 만성질환보유

1. 남
1. 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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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74

3. 75세 이상

제 3 절 연구윤리
본 연구는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
다(승인번호 IRB No. E2005/002-003).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연
구윤리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자료 소관 기관인 고용조사 분석시스템에
서(https://survey.keis.or.kr/)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고령화패
널 1-7차 및 사망자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개된 자
료인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 절차는 면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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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고령화 패널 전체 표본 10254명 중 사망 및 복합만성
질환 이환 여부와 소득 및 자산 변수의 응답 여부에 따라 분석 대상자
수에 차이가 존재한다. 사망 분석에 포함된 인원은 균등화개인소득 분석
7169명, 개인총자산 분석 5244명, 공적이전소득 분석 2105명이며, 복
합만성질환 이환분석에 포함된 인원은 균등화개인소득 분석 3181명, 개
인총자산 분석 2409명, 공적이전소득 분석 539명 이다. 분석 종류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2에 표시되었으며 사망 분석의 기초통
계량은 표3, 복합만성질환 이환 분석의 기초통계량은 표4와 같다. 기초
통계량에 표시된 소득 및 자산 항목은 균등화개인소득 범주에서는 균등
화개인소득을, 개인총자산 범주에서는 개인총자산을, 공적이전소득 범주
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표3과 표4에서는 각 변수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독립 t 검정 및 chi-square 검정을 시행하여 p값을 제
시하였다.
먼저 분석 종류에 따른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균등화개인소득을 기
준으로 한 사망 분석에서 생존자는 5404명으로 75%, 사망자는 1765
명으로 25%를 나타냈으며, 평균 균등화개인소득은 1118만 원을 나타
냈다. 개인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사망 분석의 생존자는 4046명으로
77%, 사망자는 1198명으로 23%이며 평균 개인총자산은 10100만 원
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망 분석에서는 생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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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명으로 60%, 사망자는 841명으로 40%를 차지해, 다른 분석에 비
해 사망자의 비율이 높았다. 공적이전소득의 평균 액수는 336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균등화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한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에
서 비이환자는 2564명으로 81%, 이환자는 617명으로 19%를 나타냈
으며, 평균 균등화개인소득은 1306만 원을 나타냈다. 개인총자산을 기
준으로 한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의 비이환자는 1928명으로 80%, 이
환자는 481명으로 20%이며 평균 개인총자산은 11035만 원으로 나타
났다. 공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에서는 비이환
자는 353명으로 65%, 이환자 186명으로 35%를 차지해, 다른 분석에
비해 이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공적이전소득의 평균 액수는 379만 원으
로 나타났다(표 2).
사망 분석을 정리한 표3를 보면, 생존 집단에서 균등화 개인소득, 개
인총자산, 공적이전소득이 사망 집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
등화개인소득 분석에서 생존자의 소득은 1196만 원, 사망자의 소득은
878만 원 이었으며, 개인총자산 분석에서 생존자의 자산은 10531만
원, 사망자의 자산은 8892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이전소득 분석
에서 생존자의 소득은 367만 원, 사망자의 소득은 206만 원으로 사망
자 소득에 비하여 생존자의 소득이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생존 집단에서 평균 소득 및 평균 자산이 사망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세가지 소득 및 자산 변수를 각각 다른 분석모형에서
분석하여 세 변수간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득 및 자산의 경
제적인 요소가 두 집단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사망 집단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또한 사망 집단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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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연령은 사망
집단에서 나이가 들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나이가 들수록 생존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단, 공적이전소득 분석은 다른 분석
과 달리 65세 이상 대상자가 65세 미만 대상자보다 많았는데, 이는 공
적 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의 수혜자가 65세 미만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망 집단에서 생존 집단보
다 배우자가 부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흡연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망집단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생존집단보다 적었으며, 읍면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사망자 집단에서 생존자 집단에서 보다 높았다(p<0.01).
표4로 정리한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을 보면, 비이환 집단에서 균등화
개인소득, 개인총자산, 공적이전소득이 이환집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균등화개인소득 분석에서 비이환자의 소득은 1362만 원, 이환
자의 소득은 1072만 원 이었으며, 개인총자산 분석에서 비이환자의 자
산은 11208만 원, 이환자의 자산은 10338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
적이전소득 분석에서 비이환자의 소득은 444만 원, 이환자의 소득은
255만 원으로 비이환자의 소득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복합만성
질환이 이환 되지 않은 집단이 질환이환 집단보다 균등화개인소득과 공
적이전소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02), 개인총자산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466). 사망 분석과 마
찬가지로 균등화개인소득 및 공적이전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두 집
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세가지 분석에서
복합만성질환 이환집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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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개인소득 분석에서는 복합만성질환 이환집단에서 교육수준이 낮
고 배우자가 부재하며, 장애가 있고 흡연을 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
지 않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개인총자산 분석에서는 복합
만성질환 이환집단에서 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부재하며, 장애가 있
고 흡연을 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공적이전소득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차이를 나타낸 나이 외
에는 장애여부와 흡연여부가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p<0.1). 성별은 균등화개인소득과 개인총자산 분석에서 복
합만성질환 이환 및 비이환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p<0.1), 공적이전소득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334).
사망 분석에 비해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에서는 나이를 제외하고 질
환 이환 집단과 비이환 집단간 차이 및 유의도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층에서 복합만성질환 이환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정영호, 2013; 정경희 et al, 2017),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이 비
슷한 양상을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표17을 통해, 연령에 따
른 만성질환의 개수를 1차년도(2008)와 7차년도(2018) 시점에서 비교
하였을 때, 복합만성질환자의 비율이 19%에서 42%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성질환 보유자 중 71%가 복합만성질환을 갖고 있으
며, 고령으로 갈수록 복합만성질환의 이환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정영호, 2013; 정경희 et al, 2017),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대
상자의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동질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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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종류에 따른 기초통계량
균등화개인소득을 사용한 그룹
변수

개인총자산을 사용한 그룹

공적이전소득을 사용한 그룹

사망분석

이환분석

사망분석

이환분석

사망분석

이환분석

(n=7169)

(n=3181)

(n=5244)

(n=2409)

(n=2105)

(n=539)

생존

5404 (75.38)

4046 (77.15)

1264 (60.05)

사망

1765 (24.62)

1198 (22.85)

841 (39.95)

복합만성질환 비이환

2564 (80.60)

1928 (80.03)

353 (65.49)

복합만성질환 이환

617 (19.40)

481 (19.97)

186 (34.51)

소득 및 자산(log)

6.40±1.3

6.65±1.2

8.02±1.8

8.19±1.7

4.26±1.7

4.63±1.7

1118.00±1334.0

1305.60±1510.3

10099.86±19731.9

11034.59±20214.7

302.68±617.6

378.61±684.0

여성

3962 (55.27)

1712 (53.82)

2551 (48.65)

1147 (47.61)

988 (46.94)

218 (40.45)

남성

3207 (44.73)

1469 (46.18)

2693 (51.35)

1262 (52.39)

1117 (53.06)

321 (59.55)

45-54

2241 (31.26)

1582 (49.73)

1762 (33.60)

1243 (51.60)

40 (1.90)

22 (4.08)

55-64

2114 (29.49)

964 (30.30)

1546 (29.48)

708 (29.39)

396 (18.81)

157 (29.13)

65-74

1809 (25.23)

513 (16.13)

1363 (25.99)

383 (15.90)

1068 (50.74)

284 (52.69)

75세 이상

1005 (14.02)

122 (3.84)

573 (10.93)

75 (3.11)

601 (28.55)

76 (14.10)

중졸이하

4658 (64.97)

1647 (51.78)

3193 (60.89)

1171 (48.61)

1613 (76.63)

372 (69.02)

고졸이상

2511 (35.03)

1534 (48.22)

2051 (39.11)

1238 (51.39)

492 (23.37)

167 (30.98)

소득 및 자산(만 원)
성별

나이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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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분석

이환분석

사망분석

이환분석

사망분석

이환분석

배우자부재

1450 (20.23)

359 (11.29)

997 (19.01)

271 (11.25)

684 (32.49)

126 (23.38)

배우자생존

5719 (79.77)

2822 (88.71)

4247 (80.99)

2138 (88.75)

1421 (67.51)

413 (76.62)

6697 (93.42)

3074 (96.64)

4886 (93.17)

2327 (96.60)

1885 (89.55)

508 (94.25)

472 (6.58)

107 (3.36)

358 (6.83)

82 (3.40)

220 (10.45)

31 (5.75)

비흡연

5045 (70.37)

2254 (70.86)

3501 (66.76)

1622 (67.33)

1368 (64.99)

353 (65.49)

흡연

2124 (29.63)

927 (29.14)

1743 (33.24)

787 (32.67)

737 (35.01)

186 (34.51)

6497 (90.63)

2890 (90.85)

4704 (89.70)

2166 (89.91)

1922 (91.31)

494 (91.65)

672 (9.37)

291 (9.15)

540 (10.30)

243 (10.09)

183 (8.69)

45 (8.35)

건강

3767 (52.55)

3181 (100.00)

2785 (53.11)

2409 (100.00)

758 (36.01)

539 (100.00)

만성질환

3402 (47.45)

0 (0

2459 (46.89)

0 (0)

1347 (63.99)

0 (0)

비경제활동

4054 (56.55)

1377 (43.29)

2818 (53.74)

973 (40.39)

1578 (74.96)

343 (63.64)

경제활동

3115 (43.45)

1804 (56.71)

2426 (46.26)

1436 (59.61)

527 (25.04)

196 (36.36)

읍면부

1938 (27.03)

772 (24.27)

1255 (23.93)

538 (22.33)

612 (29.07)

175 (32.47)

도시

5231 (72.97)

2409 (75.73)

3989 (76.01)

1871 (77.67)

1493 (70.93)

364 (67.53)

배우자 여부

장애진단
비장애
장애
흡연 여부

과음 여부
비과음
과음이상
만성질환 여부

경제활동참여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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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망분석 기초통계량

변수

소득 및 자산(log)
소득 및 자산(만 원)

균등화개인소득을 사용한 그룹
생존
사망
p-value
(n=5404)

(n=1765)

6.52±1.2

6.05±1.4

1196.28±1401.4

878.33±1067.7

성별

개인총자산을 사용한 그룹
생존
사망
(n=4046)

(n=1198)

<0.001***

8.04±1.8

7.93±1.7

<0.001***

10457.57±20153.7

8891.75±18191.6

<0.001***

p-value

공적이전소득을 사용한 그룹
생존
사망
p-value
(n=1264)

(n=841)

0.054*

4.55±1.7

3.82±1.6

<0.001***

0.016**

366.90±669.8

206.17±515.1

<0.001***

<0.001***

0.065*

여성

3095 (57.27)

867 (49.12)

2060 (50.91)

491 (40.98)

614 (48.58)

374 (44.47)

남성

2309 (42.73)

898 (50.88)

1986 (49.09)

707 (59.09)

650 (51.42)

467 (55.53)

<0.001***

나이

<0.001***

<0.001***

45-54

2059 (38.10)

182 (10.31)

1619 (40.01)

143 (11.94)

35 (2.77)

5 (0.59)

55-64

1838 (34.01)

276 (15.64)

1340 (33.12)

206 (17.20)

330 (26.11)

66 (7.85)

65-74

1213 (22.45)

596 (33.77)

902 (22.29)

461 (38.48)

719 (56.88)

349 (41.50)

294 (5.44)

711 (40.28)

185 (4.57)

388 (32.39)

180 (14.24)

421 (50.06)

75세 이상

<0.001***

교육수준

<0.001***

<0.001***

중졸이하

3245 (60.05)

1413 (80.06)

2297 (56.77)

896 (74.79)

919 (72.71)

694 (82.52)

고졸이상

2159 (39.95)

352 (19.94)

1749 (43.23)

302 (25.21)

345 (27.29)

147 (17.48)

<0.001***

배우자 여부

<0.001***

<0.001***

배우자부재

772 (14.29)

678 (38.41)

616 (15.22)

381 (31.80)

356 (28.16)

328 (39.00)

배우자생존

4632 (85.71)

1087 (61.59)

3430 (84.78)

817 (68.20)

908 (71.84)

513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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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생존

사망

생존

사망

5112 (94.60)

1585 (89.80)

장애

292 (5.40)

생존

사망

3818 (94.36)

1068 (89.15)

1156 (91.46)

729 (86.68)

180 (10.20)

228 (5.64)

130 (10.85)

108 (8.54)

112 (13.32)

<0.001***

장애진단
비장애

p-value

흡연 여부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비흡연

3929 (72.71)

1116 (63.23)

2791 (68.98)

710 (59.27)

862 (68.20)

506 (60.17)

흡연

1475 (27.29)

649 (36.77)

1255 (31.02)

488 (40.73)

402 (31.80)

335 (39.83)

과음 여부
비과음
과음이상

0.738

0.616

0.889

4901 (90.69)

1596 (90.42)

3634 (89.82)

1070 (89.32)

1155 (91.38)

767 (91.20)

503 (9.31)

169 (9.58)

412 (10.18)

128 (10.68)

109 (8.62)

74 (8.80)

<0.001***

만성질환 여부

<0.001***

0.002***

건강

3086 (57.11)

681 (38.58)

2338 (57.79)

447 (37.31)

489 (38.69)

269 (31.99)

만성질환

2318 (42.89)

1084 (61.42)

1708 (42.21)

751 (62.69)

775 (61.31)

572 (68.01)

경제활동참여

<0.001***

<0.001***

<0.001***

비경제활동

2721 (50.35)

1333 (75.52)

1940 (47.95)

878 (73.29)

887 (70.17)

691 (82.16)

경제활동

2683 (49.65)

432 (24.48)

2106 (52.05)

320 (26.71)

377 (29.83)

150 (17.84)

<0.001***

거주지역

0.002***

0.087*

읍면부

1398 (25.87)

540 (30.59)

928 (22.94)

327 (27.30)

350 (27.69)

262 31.15)

도시

4006 (74.13)

1225 (69.41)

3118 (77.06)

871 (72.70)

914 (72.31)

579 (68.85)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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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표 4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 기초통계량
균등화개인소득을 사용한 그룹
변수

비이환

이환

(n=2564)

(n=617)

소득 및 자산(log)

6.70±1.2

6.44±1.2

소득 및 자산(만 원)

1361.89±1575.7

1071.72±1173.9

성별

p-value

개인총자산을 사용한 그룹
비이환

이환

(n=1928)

(n=481)

<0.001***

8.21±1.7

8.14±1.8

<0.001***

11208.32±21108.9

10338.21±16141.2

0.086*

공적이전소득을 사용한 그룹
p-value

비이환

이환

(n=353)

(n=186)

0.466

4.77±1.8

4.38±1.6

0.013**

0.399

443.93±757.1

254.64±496.5

0.002***

0.066*

0.334

여성

1399 (54.56)

313 (50.73)

936 (48.55)

211 (43.87)

148 (41.93)

70 (37.63)

남성

1165 (45.44)

304 (49.27)

992 (51.45)

270 (56.13)

205 (58.07)

116 (62.37)

나이

<0.001***

0.013**

<0.001***

45-54

1417 (55.27)

165 (26.74)

1094 (56.74)

149 (30.98)

20 (5.67)

2 (1.08)

55-64

729 (28.43)

235 (38.09)

538 (27.90)

170 (35.34)

111 (31.44)

46 (24.73)

65-74

340 (13.26)

173 (28.04)

252 (13.07)

131 (27.23)

177 (50.14)

107 (57.53)

78 (3.04)

44 (7.13)

44 (2.28)

31 (6.44)

45 (12.75)

31 (16.67)

75세 이상

<0.001***

교육수준

<0.001***

0.135

중졸이하

1244 (48.52)

403 (65.32)

876 (45.44)

295 (61.33)

236 (66.86)

136 (73.12)

고졸이상

1320 (51.48)

214 (34.68)

1052 (54.56)

186 (38.67)

117 (33.14)

50 (26.88)

<0.001***

배우자 여부

0.025**

0.911

배우자부재

263 (10.26)

96(15.56)

203 (10.53)

68 (14.14)

82 (23.23)

44 (23.66)

배우자생존

2301 (89.74)

521 (84.44)

1725 (89.47)

413 (85.86)

273 (76.77)

142 (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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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변수

비이환

이환

장애진단
비장애
장애

p-value

비이환

이환

0.002***

p-value

비이환

이환

0.032**

0.039**

2490 (97.11)

584 (94.65)

1870 (96.99)

457 (95.01)

338 (95.75)

170 (91.40)

74 (2.89)

33 (5.35)

58 (3.01)

24 (4.99)

15 (4.25)

16 (8.60)

흡연 여부

0.010***

0.007***

0.061*

비흡연

1843 (71.88)

411 (66.61)

1323 (68.62)

299 (62.16)

241 (68.27)

112 (60.22)

흡연

721 (28.12)

206 (33.39)

605 (31.38)

182 (37.84)

112 (31.73)

74 (39.78)

과음 여부
비과음
과음이상

0.308

0.206

0.256

2336 (91.11)

554 (89.79)

1741 (90.30)

425 (88.36)

327 (92.63)

167 (89.78)

228 (8.89)

63 (10.21)

187 (9.70)

56 (11.64)

26 (7.37)

19 (10.22)

경제활동참여

0.001***

0.001***

0.945

비경제활동

1072 (41.81)

305 (49.43)

748 (38.80)

225 (46.78)

225 (63.74)

118 (63.44)

경제활동

1492 (58.19)

312 (50.57)

1180 (61.20)

256 (53.22)

128 (36.26)

68 (36.56)

거주지역

0.239

0.752

0.613

읍면부

611 (23.83)

161 (26.09)

428 (22.20)

110 (22.87)

112 (31.73)

63 (33.87)

도시

1953 (76.17)

456 (73.91)

1500 (77.80)

371 (77.13)

241 (68.27)

123 (66.13)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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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제 2 절 소득과 자산에 대한 Kaplan-Meier 곡선

생존 분석에 앞서 Kaplan-Meier 방법으로 생존율을 살펴보고자 한
다. Kaplan-Meier 그래프를 쉽게 나타나기 위하여 소득과 자산 변수를
연속 변수가 아닌, 상위 50% 집단과 하위 50%인 두 집단으로 구분하
였다.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상위 50%와 하위 50%의 사망에 대한
생존율과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비이환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그래프의 X축은 생존시간으로 월 단위이며, Y축은 사건이 발생
한 사람을 제외한 생존자의 누적생존율을 의미한다. 2년마다 하위 50%
와 상위 50%의 집단의 사건이 발생한 사람을 제외한 해당 시기의 생존
자 수를 같이 표기하였다.
먼저 사망에 대한 생존율의 흐름을 보면, 균등화개인소득 상위 50%
집단에 비하여 하위 50% 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처음 시작시점에는 하위 50%의 생존
자는 3749명, 상위 50% 생존자가 3420명으로 하위 50%의 생존자가
많았으나, 10년 후 하위 50%의 생존자는 2853명, 상위 50%의 생존자
는 2934명으로 상위 50%의 생존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10년
이 지난 시점으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으며, 하위 50%의 생
존율은 7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개인총자산 상위 50% 집
단에 비하여 하위 50% 집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더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처음 시작시점에는 하위 50%의 생존
자와 상위 50% 생존자는 2622명으로 같았으나, 4년 후 하위 50%의
생존자는 2476명, 상위 50%의 생존자는 2510명으로 상위 50%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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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연구 종료시점에 하위 50%의 생존율은
75%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공적이전소득 하위 50% 집단
과 상위 50%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처음 시
작 시점에 하위 50%의 생존자는 1073명, 상위 50% 생존자는 1032명
으로 하위 50%의 생존자가 많았으나, 2년 후 하위 50%의 생존자는
1000명, 상위 50%의 생존자는 1010명으로 역전되었으며, 생존 분석
종료시점인 12년 후에는 하위 50%의 생존자는 358명, 상위 50%의 생
존자는 503명으로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연구종료시점에 상
위 50% 집단의 생존율은 75% 정도인 것에 비해, 하위 50% 집단의 생
존율은 50%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룹 간 생존율 차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Log-rank test를 시행하였으며, 세가지 분석에서
그 값은 유의하게 나타나 소득 및 자산 상위 50%집단과 하위 50% 집
단이 다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복합만성질환 이환 사건에 노출되지 않는 비이환율의 흐름도 살펴보
았다. 먼저 균등화개인소득 상위 50% 집단에 비하여 하위 50% 집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처음 시작시점에는 하위 50%의 비이환자는 1627명, 상위 50% 비이환
자는 1554명으로 하위 50%의 비이환자가 많았으나, 8년 뒤 하위 50%
의 비이환자는 1387명, 상위 50%의 비이환자는 1394명으로 상위
50%의 비이환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으며, 하위 50%의 비이환율은 75%에 근접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공적이전소득 하위 50% 집단과 상위 50% 집단
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7). 처음 시작시점에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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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비이환자는 273명, 상위 50% 비이환자는 266명으로 하위
50%의 비이환자가 많았으나, 2년 후 하위 50%의 비이환자는 256명,
상위 50%의 비이환자는 261명으로 역전되었다. 생존 분석 종료시점인
12년 후 하위 50%의 비이환자는 115명, 상위 50%의 비이환자는 126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의 비이환율은 75% 이하로 떨어지는 모
습을 보였다. 한편 개인총자산 상위 50% 집단과 하위 50% 집단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프가 우 하향하며 비이환율이 낮아지기는 하나,
두 집단의 그래프가 겹치며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생존 분
석 종료시점인 12년 후 두 집단의 비이환율은 75% 이상에서 비슷한 생
존율을 나타내었다(그림 6). 그룹 간 생존율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Log-rank test를 시행하였다. 균등화개인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두 집
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01), 개인총자산 하위 50% 집단
과 상위 50% 집단은 그래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67).
Kaplan-Meier 방법으로 소득 및 자산의 상위 50% 집단과 하위
50% 집단의 생존율을 살펴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위 50% 집
단의 사망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누적생존율이 하위 50%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망 및 복합만성질환 이환이,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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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균등화개인소득 집단 간 누적생존율에 대한 K-M 그래프

그림 3 개인총자산 집단 간 누적생존율에 대한 K-M 그래프

36

그림 4 공적이전소득 집단 간 누적생존율에 대한 K-M 그래프

그림 5 균등화개인소득 집단 간 누적비이환율에 대한 K-M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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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인총자산 집단 간 누적비이환율에 대한 K-M 그래프

그림 7 공적이전소득 집단 간 누적비이환율에 대한 K-M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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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득 및 자산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

소득 및 자산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cox 비례위험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위험비와 신뢰구간을 포함한 분석 결
과는 표5, 표7, 표9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망 분석의 비례위험가정을 만
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분석에 포함
된 변수에 따라 비례위험가정의 유의 수준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전
체 적합도 검정 결과값은 p>0.05 이상으로 비례 위험의 가정을 만족하
였다. 적합도 검정 결과값은 표6, 표8, 표10에 제시되었다. 성별, 경제
활동 여부, 거주지역 변수는 비례위험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분석모
형에 직접 포함하는 것이 아닌 층화를 통한 통제방법으로 분석에 포함
하였다. 단 경제활동으로 인한 건강과 소득의 연관성이 크다고 간주되
어, 부표4-6를 통해 경제활동여부의 독립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균등화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균등화개인소득의 사
망위험비는 0.97(95% CI: 0.93-1.00)을 나타냈다(p=0.052). 이는 균
등화개인소득이 1% 증가할수록 사망위험이 3%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
다. 분석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나이가 많을수
록 사망위험비가 높았다. 45-54세 대상자를 기준으로 55-64세 연령은
사망 위험비가 1.31(95% CI: 1.08-1.59)로 나타났으며 65-74세 연령
은 사망위험비가 2.96(95% CI: 2.46-3.57), 75세 이상 연령은 사망위
험비가 7.73(95% CI: 6.36-9.41)로 나타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사망위
험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또한 장애가 있
는 경우 사망위험비는 1.29(95% CI: 1.10-1.51)로 나타나고, 흡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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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경우 사망위험비는 1.26(95% CI: 1.12-1.43),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위험비는 1.14(95% CI: 1.03-1.26)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반대로 학력이 높은 경우 사망위험비는
0.75(95% CI: 0.66-0.86)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망
위험비가 0.53(95% CI: 0.47-0.59)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p<0.01).
다음으로 개인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분석결과 개인총자산
이 증가할수록 사망할 위험위험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HR 0.98, 95% CI: 0.94-1.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다(p=0.158). 분석결과에서 고졸 학력 이상인 경우 사망
위험비가 21% 감소했으며(HR 0.79, 95% CI: 0.69-0.92), 배우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사망위험률이 40% 감소(HR 0.60, 95% CI: 0.520.7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반대로 45-54세 대상자를 기준
으로 55-64세 연령은 사망 위험비가 1.30(95% CI: 1.04-1.63)으로
나타났으며, 65-74세 연령은 사망위험비가 3.09(95% CI: 2.49-3.83)
로 증가하고, 75세 이상 연령은 사망위험비가 7.23(95% CI: 5.759.14)로 크게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또한 장애가
있고(HR 1.34, 95% CI: 1.11-1.61) 만성질환이 있으며(HR 1.23, 95%
CI: 1.08-1.39)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HR 1.24, 95% CI: 1.081.43)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1% 증가할수록 사망할 위험위험비가 10%(HR 0.90, 95% CI: 0.860.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우리나라의 소득 1분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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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이전소득은 가구소득대비 39.6%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는 저소득층에서 사망
위험비를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 분석에서도 학력이 높고(HR 0.83, 95% CI: 0.68-1.01),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HR 0.66, 95% CI: 0.55-0.80) 사망위험비가
낮았다. 45-54세 대상자를 기준으로 55-64세 연령은 사망 위험비가
1.65(95% CI: 0.66-4.1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283). 65-74세 연령은 사망위험비가 3.08(95% CI: 1.26-7.53)
로 증가했으며, 75세 이상 연령은 사망위험비가 8.35(95% CI: 3.4020.47)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망위험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01). 또한 장애가 있으며(HR 1.44, 95% CI: 1.171.77)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HR 1.20, 95% CI: 1.02-1.43) 사망위험
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한편 부표에서 기존 모형과 같이 경제활동여부를 층화분석하지 않고
cox비례위험모델에 직접 포함한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에서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
과에서도 소득 및 자산의 사망위험비 값은 기존의 분석 결과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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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균등화개인소득 사망위험비
변수

HR (95% CI)

P

0.97 (0.93-1.00)

0.052*

45-54

1.00

-

55-64

1.31 (1.08-1.59)

0.007***

65-74

2.96 (2.46-3.57)

<0.001***

75 세 이상

7.73 (6.36-9.41)

<0.001***

고졸학력 이상

0.75 (0.66-0.86)

<0.001***

배우자 존재

0.53 (0.47-0.59)

<0.001***

장애

1.29 (1.10-1.51)

0.002***

흡연

1.26 (1.12-1.43)

<0.001***

과음

1.05 (0.89-1.25)

0.530

만성질환 여부

1.14 (1.03-1.26)

0.009***

균등화개인소득
나이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표 6 균등화개인소득 사망 분석 비례위험가정 검정
변수

RHO

Chi2

Prob>Chi2

-0.024

1.12

0.29

45-54

-

-

-

55-64

-0.028

1.36

0.24

65-74

0.007

0.09

0.77

75 세 이상

-0.019

0.64

0.42

고졸학력 이상

0.000

0.00

0.99

배우자 존재

-0.005

0.04

0.84

장애

-0.051

4.62

0.03

흡연

0.005

0.04

0.84

과음

0.028

1.14

0.28

만성질환 여부

-0.004

0.02

0.88

12.89

0.23

균등화개인소득
나이

Glob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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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인총자산 사망위험비
변수

HR (95% CI)

P

0.98 (0.94-1.01)

0.158

45-54

1.00

-

55-64

1.30 (1.04-1.63)

0.020***

65-74

3.09 (2.49-3.83)

<0.001***

75 세 이상

7.23 (5.75-9.14)

<0.001***

고졸학력 이상

0.79 (0.69-0.92)

0.002***

배우자 존재

0.60 (0.52-0.70)

<0.001***

장애

1.34 (1.11-1.61)

0.002***

흡연

1.24 (1.08-1.43)

0.003***

과음

1.11 (0.92-1.35)

0.288

만성질환 여부

1.23 (1.08-1.39)

0.001***

개인총자산
나이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표 8 개인총자산 사망 분석 비례위험가정 검정
변수

RHO

Chi2

Prob>Chi2

개인총자산

0.008

0.08

0.78

45-54

-

-

-

55-64

-0.044

2.28

0.13

65-74

-0.031

1.14

0.29

75 세 이상

-0.017

0.38

0.54

고졸학력 이상

-0.007

0.06

0.81

배우자 존재

-0.004

0.02

0.89

장애

-0.069

5.75

0.02

흡연

-0.026

0.83

0.36

과음

0.033

1.28

0.26

만성질환 여부

-0.001

0.00

0.98

11.21

0.34

나이

Glob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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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적이전소득 사망위험비
변수

HR (95% CI)

P

0.90 (0.86-0.94)

<0.001***

45-54

1.00

-

55-64

1.65 (0.66-4.14)

0.283

65-74

3.08 (1.26-7.53)

0.014**

75 세 이상

8.35 (3.40-20.47)

<0.001***

고졸학력 이상

0.83 (0.68-1.01)

0.070**

배우자 존재

0.66 (0.55-0.80)

<0.001***

장애

1.44 (1.17-1.77)

<0.001***

흡연

1.20 (1.02-1.43)

0.033**

과음

1.13 (0.88-1.45)

0.339

만성질환 여부

1.12 (0.97-1.30)

0.125

공적이전소득
나이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표 10 공적이전소득 사망 분석 비례위험가정 검정
변수

RHO

Chi2

Prob>Chi2

공적이전소득

0.015

0.19

0.66

45-54

-

-

-

55-64

-0.011

0.10

0.75

65-74

0.004

0.01

0.91

75 세 이상

-0.004

0.01

0.91

고졸학력 이상

0.013

0.15

0.70

배우자 존재

-0.017

0.23

0.63

장애

-0.035

1.03

0.31

흡연

0.040

1.30

0.26

과음

0.015

0.19

0.66

만성질환 여부

0.002

0.00

0.95

6.24

0.80

나이

Glob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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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득 및 자산이 복합만성질환 이환에 미치는 영향

소득 및 자산이 복합만성질환 이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분석 결
과는 표11, 표13, 표15에 제시하였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의
비례 위험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검정을 시행
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따라 비례위험가정의 유의 수준에 차이
를 보이기는 하나 전체 적합도 검정 결과값은 p>0.05 이상으로 비례 위
험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적합도 검정 결과값은 표12, 표14, 표16에 제
시되었다. 경제활동 여부 변수는 비례위험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분
석모형에 직접 포함하는 것이 아닌 층화를 통한 통제방법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단 경제활동으로 인한 건강과 소득의 연관성이 크다고 간주
되어, 부표4-6를 통해 경제활동여부의 독립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균등화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균등화개인소득의 복
합만성질환 이환위험비는 0.95(95% CI: 0.89-1.02)를 나타냈다. 균등
화개인소득이 증가할수록 복합만성질환 이환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77). 분석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나이가 많을수록 이환위험비가 높았다.
45-54세

대상자를

기준으로

55-64세

연령은

이환위험비가

2.32(95% CI: 1.88-2.85)로 나타났으며, 65-74세 연령은 이환위험비
가

3.28(95% CI: 2.57-4.18), 75세 이상 연령은 이환위험비가

3.52(95% CI: 2.42-5.12)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환위험비가 단계적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
이환위험비는 1.68(95% CI: 1.17-2.40)로 나타나고(p<0.01), 흡연 경

45

험이 있는 경우 이환위험비는 1.23(95% CI: 0.99-1.54), 도시에 거주
하는 경우 이환위험비는 1.21(95% CI: 1.00-1.4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반대로 학력이 높은 경우 이환위험비는 0.75(95%
CI: 0.62-0.90)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환위험비는
0.91(95% CI: 0.72-1.1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며(p=0.423), 남성과 여성의 이환위험비는 1.01(95% CI: 0.80-1.27)
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933).
다음으로 개인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분석결과 역시 개인
총자산이 증가할수록 질환 이환위험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HR 0.97, 95% CI: 0.91-1.03)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다(p=0.282). 이 분석결과에서도 나이가 높아질
수록 질환 이환위험비가 높았다. 45-54세 대상자를 기준으로 55-64세
연령은 이환위험비가 1.95(95% CI: 1.56-2.48)로 나타났으며, 65-74
세 연령은 이환위험비가 2.94(95% CI: 2.24-3.85), 75세 이상 연령은
이환위험비가 3.97(95% CI: 2.57-6.14)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환위
험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고졸 학력 이상인 경
우 질환 이환위험비가 27% 감소하는 것(HR 0.73, 95% CI: 0.590.90)으로 나타났으며(p<0.01),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 이환위험비는
1.48(95% CI: 0.98-2.25)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1).
또한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이환위험비는 1.25(95% CI: 0.98-1.59)
로 나타났으며(p<0.1),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이환위험비는 1.30(95%
CI: 1.04-1.6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 외 다른
변수들은 질환 이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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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질환이환위험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HR 0.92, 95% CI: 0.83-1.02),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
내지 못했다(p=0.126). 다만 나이가 높아질수록 질환 이환위험비가 매
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5-54세 대상자를 기준으로 5564세 연령은 이환위험비가 5.66(95% CI: 1.33-24.10)으로 나타났으
며, 65-74세 연령은 이환위험비가 6.87(95% CI: 1.62-29.12), 75세
이상 연령은 이환위험비가 8.76(95% CI: 1.96-39.10)로 나이가 증가
할수록 이환위험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또한 장애 여부에(HR 2.78, 95% CI: 1.61-4.83) 따라 질환 이환위험
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 다른 변수들은 질
환 이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부표에서 기존 모형과 같이 경제활동여부를 층화분석하지 않고
cox비례위험모델에 직접 포함한 결과, 경제활동이 복합만성질환 이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에서도 소득 및 자산의 복합만성질환 이환위험비 값은 기존의 분석 결
과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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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균등화개인소득 복합만성질환 이환위험비
변수

HR (95% CI)

P

균등화개인소득

0.95 (0.89-1.02)

0.177

남성

1.01 (0.80-1.27)

0.933

나이
45-54

1.00

55-64

2.32 (1.88-2.85)

<0.001***

-

65-74

3.28 (2.57-4.18)

<0.001***

75 세 이상

3.52 (2.42-5.12)

<0.001***

고졸학력 이상

0.75 (0.62-0.90)

0.002***

배우자 존재

0.91 (0.71-1.15)

0.423

장애

1.68 (1.17-2.40)

0.005***

흡연

1.23 (0.99-1.54)

0.067*

과음

1.11 (0.84-1.46)

0.456

도시거주

1.21 (1.00-1.46)

0.044**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표 12 균등화개인소득 복합만성질환 분석 비례위험가정 검정
변수

RHO

Chi2

Prob>Chi2

균등화개인소득

0.011

0.07

0.80

남성

0.013

0.10

0.75

45-54

-

-

-

55-64

-0.017

0.17

0.68

65-74

-0.002

0.00

0.96

75 세 이상

-0.040

1.02

0.31

고졸학력 이상

-0.002

0.00

0.97

배우자 존재

0.051

1.61

0.20

장애

-0.085

4.50

0.03

흡연

-0.025

0.38

0.54

과음

-0.035

0.73

0.39

도시거주

0.027

0.48

0.49

11.24

0.42

나이

Glob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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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개인총자산 복합만성질환 이환위험비
변수

HR (95% CI)

개인총자산

0.97 (0.91-1.03)

0.282

1.02 (0.77-1.34)

0.907

남성

P

나이
45-54

1.00

55-64

1.95 (1.56-2.48)

<0.001***

-

65-74

2.94 (2.24-3.85)

<0.001***

75 세 이상

3.97 (2.57-6.14)

<0.001***

고졸학력 이상

0.73 (0.59-0.90)

0.003***

배우자 존재

0.99 (0.74-1.31)

0.930

장애

1.48 (0.98-2.25)

0.065*

흡연

1.25 (0.98-1.59)

0.068*

과음

1.14 (0.85-1.54)

0.370

도시거주

1.30 (1.04-1.63)

0.019**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표 14 개인총자산 복합만성질환 분석 비례위험가정 검정
변수

RHO

Chi2

Prob>Chi2

개인총자산

0.062

1.96

0.16

남성

-0.012

0.07

0.80

45-54

-

-

-

55-64

0.021

0.20

0.65

65-74

0.052

1.37

0.24

75 세 이상

-0.048

1.17

0.28

고졸학력 이상

0.010

0.04

0.83

배우자 존재

0.024

0.29

0.59

장애

-0.119

7.07

0.01

흡연

-0.006

0.01

0.90

과음

-0.027

0.36

0.55

도시거주

0.001

0.00

0.98

15.59

0.16

나이

Glob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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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공적이전소득 복합만성질환 이환위험비
변수

HR (95% CI)

공적이전소득

0.92 (0.83-1.02)

0.126

1.10 (0.72-1.68)

0.672

남성

P

나이
45-54

1.00

-

55-64

5.66 (1.33-24.10)

0.019**

65-74

6.87 (1.62-29.12)

0.009***

75 세 이상

8.76 (1.96-39.10)

0.004***

고졸학력 이상

0.97 (0.67-1.41)

0.876

배우자 존재

0.91 (0.61-1.36)

0.659

장애

2.78 (1.61-4.83)

<0.001***

흡연

1.26 (0.88-1.76)

0.217

과음

1.25 (0.76-2.06)

0.371

도시거주

1.03 (0.75-1.42)

0.848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표 16 공적이전소득 복합만성질환 분석 비례위험가정 검정
변수

RHO

Chi2

Prob>Chi2

공적이전소득

0.082

1.15

0.28

남성

0.010

0.01

0.90

45-54

-

-

-

55-64

-0.110

2.38

0.12

65-74

-0.086

1.43

0.23

75 세 이상

-0.131

3.36

0.07

고졸학력 이상

-0.063

0.78

0.38

배우자 존재

0.023

0.09

0.77

장애

-0.125

3.35

0.08

흡연

0.033

0.20

0.66

과음

-0.36

0.26

0.61

도시거주

0.013

0.03

0.86

12.62

0.32

나이

Glob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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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변수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의 결과는 사망분석과는
달리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의 위험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과 자산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이환 위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표17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만성질환의 개수
를 1차년도(2008)와 7차년도(2018) 시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2006년
에는 48%의 사람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던 것에 비해 2018년도에는 무
려 87%의 사람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복합만성질
환의 경우 2006년 19%에서 2018년 42%로 증가한다. 즉 이미 많은
사람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증가하여
패널 집단 전체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만
성질환 이환 효과를 명확히 보기 위해 만성질환 환자를 배제하고 건강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복합만성
질환이 많이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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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고령화패널 1 차년도 및 7 차년도 만성질환 개수
2006년(w1)
연령

0개

1개

(건강)

2개 이상

2018년(w7)
Total

(복합만성질환)

0개

1개

(건강)

2개 이상

Total

(복합만성질환)

55세 미만

2488(75.49)

607(18.42)

201(6.10)

3296(100)

-

-

-

-

55-64

1399(50.07)

876(31.35)

519(18.58)

2794(100)

886(48.92)

584(32.35)

341(18.83)

1811(100)

65-74

936(34.89)

963(35.89)

784(29.22)

2683(100)

520((25.60)

641(31.56)

870(42.84)

2031(100)

75세 이상

482(32.55)

535(36.12)

464(31.33)

1481(100)

306(13.34)

609(26.55)

1379(60.11)

2294(100)

Total

5305(51.74)

2981 (29.07)

1968(19.19)

10254(100)

1712(27.90)

1834(29.89)

2590(42.21)

61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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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사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기존의 소득 및 자산의 계층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고소득층
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건강하고 사망 위험도 적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
다(Rawshani et al, 2015; Attanasio and Emmerson, 2003). KaplanMeier 방법으로 소득 및 자산의 상위 50%집단과 하위 50%집단의 생
존율을 살펴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위 50% 집단의 사망 및 복
합만성질환에 대한 누적생존율이 하위 50% 집단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
났다. 즉 사망 및 복합만성질환 이환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 및 자
산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과 건강 사이에는 소득이 많이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닌,
건강하기 때문에 더 오래 근로하고 장기간 경제활동을 한 결과로 소득
이 높아지는 역인과의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인과를
줄일 수 있는 균등화 개인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자산 변수를 활용한 후
에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cox 비례위험모형으로 생존 분석을 시행
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망위험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으로 인한 소득의 변화나 은퇴와
같은 근로소득의 절단의 영향을 줄인 상황에서도 소득이 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선행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Martikainen et al, 2001; Economou Theodossiou, 2011). 또한 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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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보다
(Knox and Tomlin, 1997) 그 영향력을 더 적절히 추정했을 것으로 여
겨진다.
공적이전소득 역시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사망위험비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소득
으로, 역인과성을 배제하고서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효과로 이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Case, 2004; Cheng et al, 2018).
특히 공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은퇴 연령층이나, 사회보장소득을
받는 저소득층에서 가구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정책이 사망위험을 낮추는 유의미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개인총자산은 자산 액이 증가할수록 사망위험비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자산 중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율이 높은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제약이 있어, 소득보다 건강에
대한 영향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가구
에서 주택 자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율이 81%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을 고려할 때(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
화 패널에서는 자산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 분석에 이어 소득 및 자산이 사망 이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합만성질환 이환
에 대한 생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및 자산 변수들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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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이환위험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모두
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만성질환이 많이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7 노인실태조사 보고
서에서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비율이
89.5%, 복합만성질환자 진단을 받는 인구가 73%로 나타나고 있다. 45
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고령화 패널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할 때,
집단의 구분없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복합만성질환이 많이 증가하는 것
은 이러한 현상과 일치하는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복합만성질환 이환분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연구와 같이
연령 및 학력수준이 복합만성질환 이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Lacey, 2018; Nagel et al, 2008),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역시 복합만성질환 이환을 높이는 영향을 나타내었다(Ng et al, 2020;
Nagel et al, 2008). 또한 복합만성질환 이환에 도시거주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노인의 건강생활습관과 만
성질환관리를 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이
도시노인에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이지아 and 이예나,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도시로 볼 수 있는 광역시 및 서울, 세종에
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상지질혈증에 걸린 환자가 많았으며, 그 외
읍면부를 포함하고 있는 도 단위 지역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장숙랑, 2015). 거주지 차이에서 농어촌 지역이 서울에
비해 만성질환에 대한 취약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도 있지만(이미숙,
2005), 만성질환 관련 외래 이용에 지역 내 의원수 및 접근성과 약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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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행 정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이지아 and 이예
나, 2012; 윤희숙, 2014), 도시에 거주할수록 병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행태가 복합만성질환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여진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소득과 건강 간의 역인과성을
명확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역인과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균등
화 개인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활용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에는 여전히 많은 교란변수들이 존재한다. 균등화개인소득의
토대가 되는 가구소득의 경우,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건
강상태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외생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Kuehnle, 2014). 따라서 역인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
법보다 설명력은 높겠지만, 온전히 외생성을 줄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
다(Frijters et al, 2005; Adeline and Delattre, 2018). 또한 공적이전소
득 역시 다른 소득 및 자산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 다른 경제적요소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득에
연계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소득과 자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의 해석
에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학적으로 사망과 건강 지표는
중요한 바,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된 연구설계 및 방법으로 다양한 역인

56

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복합만성질환의 이환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 만성질환 이환을 생
존 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이환 기간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진
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소득과 자산에 따라 만성질환
의 위험이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해외에서 만
성질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년기 혹은 20대의 영향을
본 연구들(McCrory et al, 2015; Barker et al, 2009)과 비교해보면, 12
년의 경과기간을 살펴본 본 연구는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계가
있다. 또한 유년기 혹은 20대 시절보다 45세 이후 중고령층은 이미 만
성질환 이환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실제 고
령화패널에서도 대상자 중 만성질환에 걸린 인구가 절반가량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따라서 만성질환 이환연구에는 조금 더 넓은 연령대의 인
구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연구를 시행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위와 같은 한계들 속에서도 본 연구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고령화패널을 활용해 소득과 자산과 같은 경제학적 요소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공적이전
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제도의 효과나 만족도 및 우울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로, 만성질환 및 사망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소득과 자산이 사
망과 복합만성질환과 같은 객관적 건강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소득과 건강 사이의 역인과를 고려한 분석
을 시행하였고,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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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가 사망위험비를 유의하게 낮추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공적이전
소득은 공적 연금과 사회보장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에서 고령
층 혹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과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인층에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
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지원액이 적어 상대 빈곤의 해소나
생활비 지출의 개선 등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권혁진
and 류재린, 2015; 김연명 and 한신실, 2017; 이채정 and 권혁주,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공적이전소득액의 증액과 관련된
논의에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차
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제도까지 논의되고
있는 등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아닌 국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
는 보건학적 의의를 확인한 바, 차후 이어질 관련 제도들의 수립에 바탕
이 될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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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균등화개인소득 사망위험비(경제활동여부변수 포함)
변수

HR (95% CI)

P

0.97 (0.93-1.00)

0.049*

45-54

1.00

-

55-64

1.30 (1.07-1.57)

0.008***

65-74

2.92 (2.43-3.51)

<0.001***

균등화개인소득
나이

75 세 이상

7.68 (6.33-9.34)

<0.001***

고졸학력 이상

0.75 (0.66-0.86)

<0.001***

배우자 존재

0.52 (0.47-0.59)

<0.001***

장애

1.29 (1.10-1.51)

0.002***

흡연

1.27 (1.12-1.43)

<0.001***

과음

1.06 (0.89-1.24)

0.533

만성질환 여부

1.14 (1.03-1.26)

0.010***

경제활동여부

0.63 (0.56-0.72)

<0.001***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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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개인총자산 사망위험비(경제활동여부변수 포함)
변수

HR (95% CI)

P

0.98 (0.94-1.01)

0.166

45-54

1.00

-

55-64

1.29 (1.03-1.60)

0.027*

65-74

3.02 (2.44-3.73)

<0.001***

75 세 이상

7.14 (5.67-8.98)

<0.001***

고졸학력 이상

0.80 (0.69-0.92)

0.002***

배우자 존재

0.60 (0.51-0.69)

<0.001***

장애

1.34 (1.11-1.61)

0.002***

흡연

1.24 (1.08-1.43)

0.003***

과음

1.12 (0.92-1.35)

0.267

만성질환 여부

1.22 (1.08-1.39)

0.001***

경제활동여부

0.61 (0.53-0.71)

<0.001***

개인총자산
나이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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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공적이전소득 사망위험비(경제활동여부변수 포함)
변수

HR (95% CI)

P

0.90 (0.85-0.94)

<0.001***

45-54

1.00

-

55-64

1.65 (0.66-4.13)

0.285

65-74

3.01 (1.23-7.36)

0.016**

75 세 이상

8.22 (3.36-20.14)

<0.001***

고졸학력 이상

0.84 (0.69-1.02)

0.084*

배우자 존재

0.66 (0.55-0.79)

<0.001***

장애

1.45 (1.18-1.78)

<0.001***

흡연

1.20 (1.02-1.43)

0.033**

과음

1.14 (0.89-1.46)

0.303

만성질환 여부

1.12 (0.97-1.30)

0.128

경제활동여부

0.72 (0.59-0.87)

0.001***

공적이전소득
나이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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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균등화개인소득 복합만성질환 이환위험비(경제활동여부변수 포함)
변수

HR (95% CI)

P

균등화개인소득

0.95 (0.89-1.02)

0.172

남자

1.01 (0.80-1.27)

0.934

나이
45-54

1.00

-

55-64

2.32 (1.88-2.85)

<0.001***

65-74

3.28 (2.57-4.19)

<0.001***

75 세 이상

3.52 (2.42-5.11)

<0.001***

고졸학력 이상

0.75 (0.62-0.90)

0.002***

배우자 존재

0.90 (0.71-1.15)

0.412

장애

1.68 (1.18-2.40)

0.004***

흡연

1.23 (0.99-1.54)

0.063*

과음

1.11 (0.84-1.46)

0.461

도시거주

1.21 (1.01-1.47)

0.042**

경제활동여부

0.98 (0.81-1.18)

0.814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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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개인총자산 복합만성질환 이환위험비(경제활동여부변수 포함)
변수

HR (95% CI)

P

개인총자산

0.97 (0.91-1.03)

0.277

남자

1.02 (0.77-1.34)

0.913

45-54

1.00

-

55-64

1.96 (1.56-2.48)

<0.001***

65-74

2.94 (2.25-3.86)

<0.001***

75 세 이상

3.98 (2.57-6.14)

<0.001***

고졸학력 이상

0.73 (0.59-0.90)

0.003***

배우자 존재

0.99 (0.74-1.31)

0.920

장애

1.48 (0.98-2.26)

0.064*

흡연

1.25 (0.99-1.59)

0.064*

과음

1.14 (0.85-1.54)

0.369

도시거주

1.31 (1.05-1.64)

0.018**

경제활동여부

0.96 (0.78-1.19)

0.738

나이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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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공적이전소득 복합만성질환 이환위험비(경제활동여부변수 포함)
변수

HR (95% CI)

P

공적이전소득

0.92 (0.83-1.02)

0.117

남자

1.10 (0.72-1.68)

0.669

45-54

1.00

-

55-64

5.70 (1.34-24.25)

0.019**

65-74

6.92 (1.63-29.31)

0.009***

75 세 이상

8.79 (1.97-39.20)

0.004***

고졸학력 이상

0.97 (0.67-1.42)

0.892

배우자 존재

0.91 (0.61-1.36)

0.657

장애

2.81 (1.62-4.88)

<0.001***

흡연

1.24 (0.88-1.76)

0.219

과음

1.25 (0.77-2.06)

0.368

도시거주

1.03 (0.75-1.42)

0.844

경제활동여부

1.09 (0.79-1.52)

0.595

나이

***은 p<0.01, **은 p<0.05, *은 p<0.1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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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come and Asset
of Middle-Aged and Older on
Death and Health
Chiil Song
Division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d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ssue of income gap and low income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is not a simple economic problem but a significant
issue in terms of public health that is related to their health. There is
reverse caus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as
one does not become healthy because the income increases by time;
rather, a person who is already healthy is able to work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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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cordingly, the amount of income increases. This study
considered this aspect to analyze the effect of income and asset on
death and incidence of multiple chronic conditions. The study used
wave 1 through wave 7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on economic and health status of Korean population of age
over 45, and the survival analysis on death and incidence of multiple
chronic conditions was conducted using the Kaplan-Meier method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First, the outcomes of the Kaplan-Meier analysis showed that the
mortality and the risk of multiple chronic conditions were lower for
the people in the top 50% in terms of income and asset compared to
the bottom 50%. The result of survival analysis carried out through
Cox regression showed that the increase in income due to
equivalised income and public transfer pay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the hazard ratio. The effect of asse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asset was also found to lower the
hazard ratio. On the other hand, equivalised income, public transfer
payment and asset reduced the risk of multiple chronic conditions,
yet their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verified that the increase in
equivalised income and the increase in income due to external
sources including public transfer payment have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health risks. And this will help with the future research
72

assessing the income-health relationship. With the extending role of
government in solving the income gap and low income problems of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used
as base data for reinforcing the public transfer payment system
including basic pension and establishing various support policies.

Keywords: Equivalised income, Public transfer payment, Asset,
Dea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Kaplan-Meier method,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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