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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수수수준준준과과과 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 및및및 만만만성성성폐폐폐쇄쇄쇄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배배배 경경경:::최근 수십 년 동안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표적
호흡기계질환으로서 향후 감염성 질환의 감소,인구의 고령화,그리고 흡연의 증
가로 인해 질병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병에 비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시행되지 못하였다.그리고 건강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
회경제 지표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하다.

목목목 적적적:::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
질환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상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방방 법법법:::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한 폐기능검사 자료를 이용하였고,40세
이상 총 4,448명 중 폐기능검사는 2,217명(49.8%)이 완료하였다.사회경제적 수준
은 교육,직업,소득의 세 가지 주요 지표를 이용하였고,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
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로 정의하였다.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결결 과과과:::교육,직업,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의 유병률에 차이가 있었다.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
고,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은 높았다.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관계는 교육,
직업,소득의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



쳤다.여성의 경우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 정도가 남성보다 컸다.

결결결 론론론:::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사회경제
적 불평등이 존재하였다.그리고 사회경제 지표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사회경제 지표들은 각 지표들 나
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대체적이지 않다.

------------------------------------------------------------------------------------------------------------------

핵심되는 말:사회경제 지표,주관적 건강수준,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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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수준은 양의 관계를 보인다.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
록 건강수준이 높고,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사망률,이환율,그리고 장애율
등은 증가한다(Liangetal,2001;ZimmerandAmornsirisomboon,2001;Jianget
al,2002;Kabiretal,2003).사회경제적 수준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와 주거
환경(Marmot,2002)에 영향을 주고,식습관,흡연,음주습관 등의 건강행위에도 영
향을 미친다.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고,건강행위의 실천력도 높기 때문에 건강수준
에도 차이가 발생한다(Lynchetal,1996;Kim etal,2003).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은 교육,직업,소득,자산,주택소유,그리고
물질결핍지수 등 다양한 사회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연구되어 왔다.미국에서는 사
회경제 지표로 주로 교육수준을 이용한 반면,유럽에서는 직업에 근거한 사회계급
(socialclass)을 이용하였다(Lahelma,2004).일반적으로 어떤 지표를 이용하여 사
회경제적 수준을 정의하였더라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이나 이환율
모두 증가하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Liang et al, 2001; Zimmer and
Amornsirisomboon,2001;Jiangetal,2002;Kabiretal,2003).그러나 이러한 일
관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연구할 때에는 항
상 사회경제 지표의 선정이 주요 논란이 되어왔다.

사회경제 지표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교육,직업,소득수준
이다.이 중 교육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 대한 기회와 잠재 소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된다(Lahelmaetal,2004).그리고 현재의 소득이나 직업과는
달리 성인기 초기에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과의 관계에서 역 인과(reverse



causality)관계를 가질 확률이 가장 적고,직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교육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Huismanetal,2005).반면 과거 성인기 초기에 결정된 교육수준은 현재
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GrundyandHolt,2001).

가장 적합한 사회경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들 지표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지표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Singh-Manouxetal,2002;Singh-Manoux,2005).그러나 최근까지는 사
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확인하고,세 가지의 지표 중 어떤 지표가 독
립적으로 건강불평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
었다(Lahelmaetal,2004).

최근 사회경제적 지표들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과
의 관계를 알아본 논문(Lahelmaetal,2004)에 의하면 교육,직업,그리고 소득은
각 지표가 직접 경로(directpathway)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다른 지표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즉 건강과의 관계에서 각 지표는 서로 다른 지표들의 매개자(mediator)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따라서 지표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무시하고 개별 지표들
과 건강과의 관계만을 해석한다면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Son
etal,2002;Khang,2003;Khangetal,2004;KhangandKim,2005),직업(Sonet
al,2002),그리고 소득(SongandByeon,2000)수준에 따라 사망률에 차이가 있었
다.그러나 이들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교육,소득,
직업 등의 지표들 중 일부만을 이용했다는 한계가 있다.이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교육,소득,직업의 세 가지 지표를 모
두 고려한 연구(KhangandKim,2005)에 의하면 세 가지 변수 모두 나머지 두 변



수를 보정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망률에 영향을 주었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표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상의 우리나라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직업이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과는 달리,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 사망률이나 이환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몇 십년간 매우 빠른 속도의 경
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과의 관계에서 교육이 직업이나 소득을 결정하는 강력한 선행변수로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가정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Son,2004;Singh-Manoux,2005).

동일한 사회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라도 그
결과는 나라마다 같지 않을 수 있다.또한 사회경제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지표들
간의 관계도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사회문화적 환경,경제발전 단계 및 속도에
따라 다양하다.역동적인 경제발전으로 구직의 기회가 많은 나라와 이미 경제성장
의 안정기에 접어들어 상대적으로 구직의 기회가 적은 나라를 비교한다면 같은
교육수준이라 해도 교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교육수준과 직업과의 관
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따라서 각 나라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
등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관계와 각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
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체적인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였으나,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특히 허혈성심질환,각종 암 질환,
호흡기계 질환,그리고 음주 및 폭력과 관련된 질환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Marmotetal,1984;MarmotandMcDowall,1986).그 동안 미국과 유
럽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허혈성심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다.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호흡기계질환은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Prescottetal,1999).특
히 호흡기계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흡연은 다른 건강행위 중 사회경제적
수준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사회경제적 수준과 호
흡기계질환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직업,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과
대표적 호흡기계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의 차이를 확인하여,사회경제
적 수준에 따른 일반적 건강과 호흡기계질환의 불평등을 확인하고,각 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에서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이 조사와 공동으로 시행된 폐
기능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사회경제적 지표들 간의 상호 관계와 각 지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교육,소득,직업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하여 각 지표의 사회경제적 수
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 차이를 알아보고,이를 통해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확인한다.

둘째,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경제 지표인 교육,소득,직업
들 간의 상호 관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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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 지지지표표표

건강불평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불평등이며,이러한 사
회경제적 수준은 전통적으로 교육,소득,그리고 직업을 이용하여 정의하여 왔다
(Figure1).사회경제 지표들은 건강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지표 간에도 서로
다양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각각의 지표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Lynch,2000;Zimmer,2001).

Figure1.KeyindicatorsofSocioeconomicStatus

111...111...교교교육육육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교육은 미래 직업의 선택에 대한 기회와
잠재 소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 중 가장 기본이 되며,건강관
련 정보를 포함한 건강증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부
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은 일정부분 자식의 교육의 기회에 영향을 주지만,다른 사
회경제적 지표보다는 건강과의 관계에서 역 인과관계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적고,
직업에 비해 여성과 남성에 비교적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
장 유익한 지표이다(Lahelmaetal,2004;Huismanetal,2005).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라도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인종,성별,시기에
따라 그 의미와 결과는 다를 수 있다.그 예로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이라도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을 수 있다(Berkman,2000).또한 역동적인 경제성장 단계
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선택과 신분상승의 기회가 많은 사회는 그렇
지 않은 사회와 비교할 때 같은 학력을 가진 경우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물
론 교육수준이 가지는 의미도 다르다(Lynchetal,1994).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
국에서는 교육을 사회경제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수준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Son etal,2002;
Khang,2003;Khangetal,2004;KhangandKim,2005)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사
망률의 불평등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였다.이는 유럽에서 직업이 가장 강한 예측
인자였던 연구결과와 다른 것으로,우리나라가 최근 몇 십년간 매우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Son,2004).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확인하는 것은 의료정책 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서도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Adler,2002).즉 교육기간을 증가시키거나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함으
로써 인적자본의 개발,생산성 향상 등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까지 향상시킬 수 있
다.

111...222...직직직업업업

직업에 대한 인식은 각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직업의 수준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그리고 직업수준은 성별에 따라서도 의미하
는 바가 매우 다르다.여성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직업수준은 남성의 수준과는 성격과 영향이
많이 다르다(Lynch,2000).또한 직업과 건강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건강근로자효과



(healthyworkereffect)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법론상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다.

직업유무 외에도 직업의 성격이나 작업환경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직업이 있
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느끼는 고용불안이나 실업에 대한 불안은 건강에 나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MartikainenandValkonen,1998).Karasek에 의하면 정신적
부담,의사결정의 자율성,그리고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정신적 부담은 많을수록,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적을수록,직장 내 지지가 적을수록 건강수준이 낮았다.영국의 Whitehall연구에
의하면 직업수준에 따라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에 차이가 있었는데,특히 직장 내
자율성이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Adler,2002).이러한 정신
적 측면 외에도 화학물질,방사능,육체적 스트레스,소음,그리고 생물학적 위해
물질 노출 정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위해물질은 교육수준이 낮은 근
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에서 더 흔하다.

111...333...소소소득득득

소득은 의료서비스의 구매력,영양상태,주거환경,교육,그리고 여가활동에 까
지 영향을 미치고,스트레스 극복에도 영향을 미친다(Lynch,2000).소득은 절대적
의미와 상대적 의미가 모두 중요하다.일정 소득 이하의 집단에서는 절대적 소득
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에서는 상대적 수준이
더 중요하다(Backlund,1999).경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로는 소득 외에 소득의
누적을 의미하는 자산(wealth)이 있다.65세 이상에서는 소득보다는 자산이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Lynch,200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정책이나 소득보장 정책은 건강향상에 미치는 효
과가 매우 크다.소득재분배 정책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Adler,2002)
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소득재분배 정책 시행 후 3-8세 어린이들의 건강문제가 줄



어들고,인지기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즉 경제정책은 경제성장과 소득의
재분배는 물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경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소득의 보장성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영향
을 같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차
(timelag)가 크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국가 정책의 효과와 분리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이러한 정책의 영향 및 효과 평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다.

한 시점에서의 소득만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한계
가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Lynch(1996)는 소득을 1965년,1974
년,그리고 1983년에 반복 측정하여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이 연구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간과 신체,정신,그리고 인지기능 사이에는 용량반응
(dose-response)관계가 있었다.또한 소득의 누적 효과와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역 인과관계로 인한 영향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1...444...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 지지지표표표들들들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일반적으로 사회역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인과관계 모델은 Figure 2와 같다
(Singh-Manoux,2005).위험요인 노출(X,exposure)을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정의하
고,결과(Y,outcome)를 건강수준으로 정의할 때,X와 Y의 관계는 또 다른 인과관
계를 가지는 제 3의 변수 A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이 때 A는 하나 일 수도 있
고,여러 개의 연속된 변수(A,B,C...)일 수도 있다.그리고 X와 Y의 관계는 직접
효과(XY)와 A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XA+AY)로 구분할 수 있다.



Figure2.TherelationshipsbetweenX(exposure),
Y(outcome),andA(mediator)

X와 Y의 인과관계에서 A가 매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충
족해야 한다.첫째,X는 A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둘째,A는 Y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셋째,X는 Y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넷째,A를 보정한 후 X와 Y의 관련성의
크기는 보정하기 전 보다 약화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신적 건강과 주관적 건강(Lahelma,2004)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Singh-Manouxetal,2002)에 의하면 교육,소득,직업은 각각 독립적
으로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또한 이 때 사용된 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관
계를 알아본 결과 교육은 직업과 소득의 선행변수로 작용하였고,직업은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고,소득을 통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이들 사회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하나의 변수를 나머지 다른 변
수들을 통제한 후에 건강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만을 해석한다면 결과의 해석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놓칠 수 있다(Singh-Manoux,2005).

222...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수수수준준준이이이 건건건강강강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기기기전전전

교육,소득,직업은 모두 건강의 중요한 결정 인자들로,직접적 영향보다는 즉각
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준다
(Figure3).즉 건강에 대한 다른 결정인자들의 대리지표(proxy)로서 작용하여 영



향을 미친다(Angell,1993).

Figure3.Indirectpathways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위해물질,주거환경,소음,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등의
노출정도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영향을 준다.이러한 대표적인 질병인 소아 천식
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중증도도 높다
(Wiezman,1992).미국의 환경보건청(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에서
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위해물질 노출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환경개발 관
련 법,규제,정책 등을 모든 인종,문화,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
이 적용하는 것을 환경적 정의(environmentaljustice)라고 하고,이 환경적 정의의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Adler,2002).

사회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도 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사회 결집력
(socialcohesion)이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자살율
과 사망률이 모두 낮다(Sampsonetal,1997).따라서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기
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도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소득이 낮은 경우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



에 적절한 예방서비스나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캐나다의 연구(Adler,2002)에 의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일차의료 이용은 더 많았다.그러나 의학적 필요를 보정하고 난 후에는 오히려 의
학적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더 낮았다.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의 접근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HealthService,NHS)의 도입으로 전국민
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사회경제적 수준
에 따른 건강의 차이는 더욱 증가하였다(Adler,2002).이는 질병발생 단계 이전부
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위험요인 노출,건강행위실천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따라서 초기 단계에 대한 접근 없이 질병발생 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만
을 강화하는 정책은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건강행위는 미국 내 조기사망의 50%를 설명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건강결정 요
인이다.특히 흡연은 조기사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교육이나 소득이 낮
은 경우 흡연율이 높은데 이는 흡연을 시작할 확률은 높거나 같은 반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낮기 때문이다(Pierceetal,1989;Winklebyetal,1999).따라서 사
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금연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더
필요로 한다.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금연 프로그램
이나 정책 없이 담배가격만을 인상하는 정책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도 있다(Adler,2002).즉,사회경제적 수준과 관계없
이 동일한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높은 교육수준의 집단에서 금연 성공
률이 더욱 높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따라서 대
상 집단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333...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수수수준준준과과과 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수수수준준준

주관적 건강수준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일 뿐 아니라 객관적
평가에 의한 의학적 건강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LeeandShinkar,2003).예
를 들어 만성질병(Mulsantetal,1997;Wooetal,1998;Friedetal,1999;Bryant
etal,2000),입원율(Moretal,1994;Kennedyetal,2001),신체기능감소와 장애
정도(Moretal,1994;IdlerandKasl,1995;LawrenceandJette,1996,Lee,2000),
그리고 사망률(IdlerandKasl,1995;Scottetal,1997;Lee,2000)은 주관적 건강수
준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또한 주관적 건강수준은 측정-재측정 신뢰도
(test-retestreliability)도 높기 때문에 객관적 건강수준의 대리지표로 많이 이용된
다(Lahelmaetal,2004).

유럽에서 10개국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비교한 연구(Kunst etal,2005)에 의하면 10개국 모두에서 사
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관찰되었다.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 확률은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남자의 경우 1980년에 2.61배,
1990년에 2.54배였고,여성은 1980년과 1990년에 각각 2.47,2.70배이었다.소득은
소득을 5분위수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낮은 소득 집단이 가장 높은 소득 집단에
비해 1980년과 1990년에 남성은 3.13,3.37배,여성은 2.43,2.86배로 교육과 소득
수준에 따라 1980년과 1990년 모두 주관적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하였다.국가
별로는 북유럽 선진국은 경제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불평등이 1980년
에 비해 1990년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는 건강수준의 격차가 더욱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과 사망률과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고 사망률은 높았다
(Franksetal,2003).그리고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절대적 사회경제적 수준,주관
적으로 느끼는 사회경제적 수준,그리고 상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관



계를 연구한 결과,세 가지 모든 경우에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주관적 건강이 유의
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다(Dunnetal,2005).

444...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수수수준준준과과과 만만만성성성폐폐폐쇄쇄쇄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ObstructivePulmonaryDisease,COPD)은 만성적인
기침과 객담을 증상으로 하고,비가역적인 기류폐쇄를 유발하는 질병으로,향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염성 질환의 감소,인구의 고령화,흡연의 증가로 인해 사회
적 부담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Barnes,2004).2002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
하면,전 세계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990년에는 전체 사망원
인의 6위,2002년에는 4위였으며 2020년에는 3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WHO,
2002).

우리나라 국가차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역학조사는 2001년에 대한결핵 및 호흡
기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공등으로 처음 수행하
였다.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1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5세 이상 유병률은
17.2%로(Kim etal,2005)스페인의 9.1%,스웨덴의 14.0%,일본의 10.7%(Fukuchi,
2004)보다도 훨씬 높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40세 이상에서 진단을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만성폐쇄
성폐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할 때에는 이 시기의 폐기능에 누
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Table
1).중년의 폐기능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산전 위험요인 노출,아
동기의 잦은 하기도 감염,나쁜 생활환경,환경오염,흡연,그리고 불균형적인 식
습관 등이 있으며,이들 위험요인은 직․간접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
다.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위험요인 및 대표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 Table2와 같다.



․자궁 내 폐 발달
․아동기 환경 노출
․아동기 호흡기 감염
․아동기와 청소년기 흡연
․성인기 흡연
․직업
․거주환경
․보호 물질(protectorfactors)의 불균형

Table1.Factorsassociatedwithsocioeconomicstatusandlungfunction

일부 폐질환은 직업성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그러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여
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폐기능 또
는 폐질환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이러한 폐기능 및 폐질환 발
생률의 차이를 직업으로 인한 노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
한 직업적 노출이 일어나기 이전을 포함하여 전 연령에 걸쳐 이러한 차이가 관찰
되고(KoskinenandMartelin,1994;Rahkonenetal,1997),직업적 노출 보정 후에
도 낮은 교육 수준이 여전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이라는 결과도 사회경
제적 수준과 폐기능 및 폐질환과의 관련성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Bakke(1995)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적 노출과 흡연상태를 보정한 후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대학교인 경우에 비해 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이 2.9배,폐기능
에 제한이 있을 위험이 5.2배 높았다.그리고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입원할
확률도 3배 높았고(Prescottetal,1999),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2배 높았다(Huismanetal,2005).사회계급에 따른 폐기능의 차이는 일초간 노력
성호기량(Forcedexpiratoryvolumeinonesecond,FEV1)의 경우 예측값의 7-15%
정도 차이가 있었고,흡연을 보정한 후에도 이러한 차이는 그대로였다(Burrand
Holliday,1987).코펜하겐 심혈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을 보정한 후 사회경제
적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남자에서는 400ml,여자에서
는 259ml정도 일초간 노력성호기량 차이가 있었다.



Author/place Year Studypopulation IndexofSES

Burr(Caerphilly/Bath,Scotland) 1987 Populationsample(513men)* Manual,non-manual

Bakke(Bergen,Norway) 1995 Populationsample(714menandwomen)* Education(3levels)

Prescott(Copenhagen,Denmark) 1998 Populationsample(14223menandwomen)* Income,education

Koster(DutchGLBEstudy) 2004 Populationsample(465menandwomen)* Income,education,
occupation

Huisman(8Europeancountries) 2005 Populationsample(51,710,855menandwomen)* Education

Table2.Studiesofsocioeconomicstatus(SES)andindicesof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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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연연연구구구 내내내용용용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직업,그리고 소득 수
준별로 각각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을 분석하고,각 사회
경제적 지표별로 건강의 차이,즉 건강 불평등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표들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의 개념적 모
델(Figure4)을 가정하였다.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은 대부
분 성인기 초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은 성인이 된 후의 직업이나 소득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그리고 현재의 직업은 현재의 소득을 결정한
다(Singh-Manoux,2005).이 모델에 근거하여 교육,직업,그리고 소득 지표들이
선행(preceding)변수와 후행(succeeding)변수로서 상호관련성과 각 지표들 간의 의
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Figure4.Conceptualmodelofpathwaysbetweensocioeconomic
indicatorsofhealth



222...연연연구구구 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대대대상상상자자자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조사 자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한국보
건사회연구원,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한 폐기능 검사,흉부 X-
선 검사 자료를 이용하였다.연구대상의 범위는 교육,직업,그리고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40세 이상 4,4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의 관계는 4,448명 중 누락된 변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4,154(93.4%)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었다(Figure5).사회경제
적 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관계는 4,448명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폐기능 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모두 시행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폐기능 검사는 최선을 다하여 검사를 시행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흉부학
회(AmericanThoracicSociety,ATS)진단기준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2회 이상 시
행한 경우를 적절한 폐기능 검사자로 정의하였다.적절한 폐기능 검사자는
2,217(49.8%)명이었고,이들 중 누락된 변수가 없는 2,068(46.5%)명을 최종 분석대
상자였다(Figure5).

Figure5.Studypopulations



333...변변변수수수 정정정의의의

333...111...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사회경제 지표인 교육,직업,소득은 상,중,하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Table3).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이 중학교이하,고등학교,그리고 대학이상인 경우
로 구분하였다.직업은 고위임직원,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사무종사자,서비
스종사자,판매종사자를 비육체노동자로,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를 육체노동자로,그리고 군인,학생
및 재수생,주부,무직인 경우를 비경제활동 그룹으로 구분하였다.소득은 월 가구
소득이 120만원 미만,12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250만원 이상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명목변수인 교육이나 직업과는 달리 소득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그러나 소
득이라는 변수의 특성상 연구대상자들이 특정 소득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이 강하
였다.예를 들어 소득을 100만원,150만원,그리고 200만원 등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를 소득의 상,중,하 세 가지 그룹에 동일한 수의 대상
자가 포함되도록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전체 연구대상자를
소득의 상,중,하 세 그룹별로 가장 비슷하게 분류할 수 있는 지점인 120과 250
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의 상,중,하 그룹을 분류하였다.

333...222...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종속변수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정의하였다(Table3).주관
적 건강수준은 ‘매우 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의 5단계로 조사한
후,‘나쁨’과 ‘매우 나쁨’을 건강수준이 ‘나쁘다’로 나머지를 건강수준이 ‘좋다’로 분



류하였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GlobalInitiative forObstructive Lung Disease
(GOLD)의 기준에 의해 일초간 노력성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in 1s,
FEV1)과 노력성폐활량(forcedvitalcapacity,FVC)의 비가 0.7미만인 경우 만성폐
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였다.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차이를 건강불평등지수(healthinequality
index)라고 정의하였다.



Variables Classification Definition

IIInnndddeeepppeeennndddeeennntttvvvaaarrriiiaaabbbllleeesss
Education(year) ≥13 universitylevelormore

10≤<13 highschool
<10 middleschoolorless

Occupation whitecollarworkermanager,professional,
semi-professional,
technician,officeworker,
orseller

laborworker workerinmanual,labor,
ornon-professionalsector

others unemployment,
retirement,orhousework

Income(1,000won/month) ≥2,500
1,200≤<2,500
<1,200

DDDeeepppeeennndddeeennntttvvvaaarrriiiaaabbbllleeesss
Self-ratedhealth healthy verygood,good,fair

unhealthy poor,verypoor
COPD no FEV1/FVC≥ 0.7

yes FEV1/FVC<0.7

Table3.Dependentandindependent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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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과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과 주관적 건강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3단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경향분석(trendtest)을 이용하여 교육,직업,그리고 소득의 사회경제적 수
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 차이를 분석하
여,건강의 차이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둘째,다변량 분석으로 교육,직업,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경제 지표별로 각각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종속변수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여부로,주관적 건강수준
이 낮을 확률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각각 분석하였다.교육,
직업,소득 모두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가변수 처리
하여 분석하였다.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나온 비차비(oddsratios,OR)는 곧 각
사회경제 지표별 단계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 측 건강의 불평등을 의미하며,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비차비를 건강 불평등지수로 해석하였다.그리고 혼란
변수는 주관적 건강수준의 경우 연령과 배우자 여부로 정의하였고,만성폐쇄성폐
질환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연령과 흡연으로 정의하였다.흡연을 보정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흡연여부와 현재 및 과거 흡연자의 흡연량(packyear)을 모두 고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표별로 다단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1단계는 주관적 건강수준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과의 관계를 사회경제 지표별로 분석하였다.2단계는 하나의 사회경제 지표에 나
머지 두개의 지표 중 하나씩을 추가하여 불평등지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마지막
3단계는 3가지 지표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3가지 단계 모두 주관적 건강수



준의 경우 연령과 배우자 여부를,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연령과 흡연을 보정하
하였고,교육,직업,소득 지표들을 가변수 처리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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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수수수준준준과과과 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수수수준준준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11...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는 총 4,154명이었고,남성은 1,879명,여성은 2,257명이었다(Table4).
연령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42.0%로 가장 많았고,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80.7%이었다.여성은 남성보다 연령이 높았고(P<0.0001),배우자가 없는 경
우가 많았다(P<0.0001).

　
　

Male
(n=1,879)　

Female
(n=2,257)　

Total
(n=4,154)　

Number % Number % Number %

AAAgggeee
<50 856 45.1 888 39.3 1744 42.0
<60 491 25.9 556 24.6 1047 25.2

<70 359 18.9 469 20.8 828 19.9
≥70 191 10.1 344 15.2 535 12.9
SSSpppooouuussseee
yes 1,756 92.6 1,595 70.7 3351 80.7
no 141 7.4 662 29.3 803 19.3

Table4.General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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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더 많았다.직업
은 여성의 상당수가 가정주부로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응답이 많았
다.소득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Table5).남성과 여성에서 교육,
직업,소득의 사회경제 지표 분포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1).

Male
(n=1,879)

Female
(n=2,257)

Total
(n=4,154)

Number % Number % Number %
EEEddduuucccaaatttiiiooonnn(((yyyeeeaaarrr)))
≥13 472 24.9 172 7.6 644 15.5
10≤<13 636 33.5 580 25.7 1,216 29.3
<10 789 41.6 1,505 66.7 2,294 55.2
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
whitecollarworker 738 38.9 458 20.3 1,196 28.8
laborworker 739 39.0 449 19.9 1,188 28.6
others 420 22.1 1,350 59.8 1,770 42.6
IIInnncccooommmeee(((111,,,000000000wwwooonnn///mmmooonnnttthhh)))
≥2,500 525 27.7 516 22.9 1,041 25.1

1,200≤<2,500 757 39.9 781 34.6 1,538 37.0
<1,200 615 32.4 960 42.5 1,575 37.9

Table5.Distributionofsocioeconomic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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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수준과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향 분석(trend
test)한 결과는 다음 Table6과 같다.교육이 가장 높은 집단은 7.3%,중간 집단은
13.8%,낮은 집단은 38.3%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응답하였다.즉,건강
수준이 ‘나쁘다’,‘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별 분석에서도 동일하였다.그리고 직업수준과 소득수준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이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사회경제적 지표별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가변수
처리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수준의 불평등 지수는 다음 Table7과 같다.여성의 직업에 따른 건강수준 외에
남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직업,소득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하지 않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남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중간 집단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할 확률이 2.35배 높았고,가장 낮은 집단은 3.84배 높았다.여성은 교육수준
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중간 집단이 1.58배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가장 낮은 집단은 4.16배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여성에서는
직업이 비육체노동에 비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할
확률이 1.72배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반면 비경제활동인 경우에
는 1.26배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교육,직업,그리고 소득
수준별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는 남성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3.84배,
여성에서 4.16배로,남녀 모두 직업이나 소득에 비해 교육의 단계에 따라 건강수
준의 차이가 가장 컸다.



Male Female Total

unhealthyhealthy Pfortrend unhealthyhealthy Pfortrend unhealthyhealthy Pfortrend

368
(19.4)

1,529
(80.6)

726
(32.2)

1,531
(67.8)

1,094
(26.3)

3,060
(73.7)

EEEddduuucccaaatttiiiooonnn(((yyyeeeaaarrr)))

≥13 32
(6.8)

440
(93.2)<.0001

15
(8.7)

157
(91.3)<.0001

47
(7.3)

597
(92.7)<.0001

10≤<13 91
(14.3)

545
(85.7)

77
(13.3)

503
(86.7)

168
(13.8)

1,048
(86.2)

<10 245
(31.1)

544
(69.0)

634
(42.1)

871
(57.9)

879
(38.3)

1,415
(61.7)

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

whitecollarworker
67

(9.1)
671
(90.9)<.0001

85
(18.6)

373
(81.4)<.0001

152
(12.7)

1,044
(87.3)<.0001

laborworker
126
(17.1)

613
(83.0)

154
(34.3)

295
(65.7)

280
(23.6)

908
(76.4)

others 175
(41.7)

245
(58.3)

487
(36.1)

863
(63.9)

662
(37.4)

1,108
(62.6)

IIInnncccooommmeee(((111,,,000000000wwwooonnn///mmmooonnnttthhh)))

≥2,500 48
(9.1)

477
(90.9)<.0001

77
(14.9)

439
(85.1)<.0001

125
(12.0)

916
(88.0)<.0001

1,200≤<2,500 107
(14.1)

650
(85.9)

198
(25.4)

583
(74.7)

305
(19.8)

1,233
(80.2)

<1,200 213
(34.6)

402
(65.4)

451
(47.0)

509
(53.0)

664
(42.2)

911
(57.8)

Table6.Self-ratedhealthbysocioeconomicindicators,unadjustedprevalence(%)



Male Female
OR 95% CI OR 95% CI

EEEddduuucccaaatttiiiooonnn(((yyyeeeaaarrr)))

≥13 1.00 1.00

10≤<13 2.35 1.52 3.61 1.58 0.88 2.84

<10 3.84 2.56 5.75 4.16 2.40 7.24

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

whitecollarworker 1.00 1.00

laborworker 1.69 1.22 2.33 1.72 1.25 2.36

others 3.16 2.17 4.62 1.26 0.95 1.67

IIInnncccooommmeee(((111,,,000000000wwwooonnn///mmmooonnnttthhh)))

≥2,500 1.00 1.00

1,200≤<2,500 1.48 1.02 2.14 1.73 1.28 2.34

<1,200 2.96 2.05 4.26 3.07 2.30 4.10

Table 7.Self-rated health by socioeconomic indicators,odds ratios(OR)
adjustedforage andmarital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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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직업, 소득 각각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의 전체 불평등 지수(gross
inequalityindex)는 Table8과 같다.교육의 경우 남성에서의 교육수준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1.87(CI1.56-2.24)배,여성은
2.34(CI1.88-2.29)배씩 증가하였고,세 가지의 지표 중 교육의 불평등 지수가 가장
컸다.

남성의 경우 하나의 지표와 나머지 다른 두 지표 중 하나씩 추가하여 두 지표
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교육의 불평등 지수는 1.87에서 직업과 소득을
보정한 경우 각각 1.76,1.66으로 불평등 지수가 감소하였다.이 연구에서 가정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과의 개념적 모델(Figure4)에 근거하여 해석하면,교육수
준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계의 12.5%((1.87-1.76)/(1.87-1)×100)가 직업을 매개로,
24.5% ((1.87-1.66)/(1.87-1)×100)가 소득을 매개(mediated)로 한 효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직업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관계에서는 교육이 직업에 따른 주관적 건강
불평등의 16.7%((1.78-1.65)/(1.78-1)×100)를 설명하였고 소득은 직업과 주관적 건강
과의 관계에서 매개자로서 총 효과의 24.1%((1.78-1.59)/(1.78-1)×100)를 설명하였다.
소득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계에서는 교육이 32.8%((1.77-1.52)/(1.77-1)×100),직업이
20.9%((1.77-1.59)/(1.61-1)×100)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남성의 경우 세 가지 지표를 모두 같이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지표
모두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가 있었고,이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리고 세 가지 사회경제 지표 중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 지
수가 가장 컸다(Figure6).



Grosseffect Education+Occupation Education+Income Occupation+Income Education+Occupation+Income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MMMaaallleee

Education 1.87 1.56 2.24 1.76 1.47 2.12 1.66 1.37 2.00 1.61 1.33 1.95

Occupation 1.78 1.47 2.15 1.65 1.35 2.01 1.59 1.31 1.94 1.54 1.26 1.89

Income 1.77 1.48 2.12 1.52 1.26 1.83 1.61 1.34 1.94 1.41 1.16 1.71

FFFeeemmmaaallleee

Education 2.34 1.88 2.90 2.36 1.90 2.93 1.97 1.58 2.47 1.99 1.59 2.49

Occupation 1.04 0.92 1.19 1.09 0.95 1.25 1.07 0.93 1.23 1.10 0.96 1.27

Income 1.76 1.53 2.02 1.56 1.35 1.80 1.76 1.54 2.02 1.56 1.35 1.80

Table8.Inequalityindexforself-ratedhealthbysocioeconomicindicatorsandgender

*allmodels:estimatedfrom differentlogisticregressionmodelsandadjustedbyageandmarital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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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는 총 2,068명이었고,남성은 943명,여성은 1,125명이었다(Table9).
연령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42.8%로 가장 많았다.전반적인 연령의 분포
는 남성과 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1796),현재흡연자와 흡
연량의 분포는 모두 남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Male
(n=943)　　

Female
(n=1,125)　

Total
(n=2,068)　

Number % Number % Number %
AAAgggeee(((yyyeeeaaarrr)))
<50 409 43.4 476 42.3 885 42.8
<60 256 27.2 331 29.4 587 28.4
<70 208 22.1 237 21.1 445 21.5
≥70 70 7.4 81 7.2 151 7.3
SSSmmmoookkkiiinnngggssstttaaatttuuusss
Current 503 53.3 51 4.5 554 26.8
Former 241 25.6 9 0.8 250 12.1
Never 199 21.1 1,065 94.7 1,264 61.1
SSSmmmoookkkiiinnngggaaammmooouuunnnttt(((pppaaaccckkk---yyyrrr)))
<10 390 52.4 11 18.3 401 49.9
<20 240 32.3 20 33.3 260 32.3
≥20 114 15.3 29 48.3 143 17.8

Table9.General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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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았고,직업은 많은 수의 여성이 가
정주부로 50% 이상이 비경제활동에 해당하였고(Table10),이러한 교육과 직업수
준의 분포는 남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소득은 전반적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475).

Male
(n=943)

Female
(n=1,125)

Total
(n=2,068)

Number % Number % Number %

EEEddduuucccaaatttiiiooonnn(((yyyeeeaaarrr)))

≥13 208 22.1 90 8.0 298 14.4

10≤<13 318 33.7 318 28.3 636 30.8

<10 417 44.2 717 63.7 1134 54.8

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

whitecollarworker 349 37.0 254 22.6 603 29.2

laborworker 394 41.8 232 20.6 626 30.3

others 200 21.2 639 56.8 839 40.6

IIInnncccooommmeee(((111,,,000000000wwwooonnn///mmmooonnnttthhh)))

≥2,500 247 26.2 277 24.6 524 25.3

1,200≤<2,500 378 40.1 422 37.5 800 38.7

<1,200 318 33.7 426 37.9 744 36.0

Table10.Distributionofsocioeconomic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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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수준과 흡연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44.9%,직업이 육체노동자인 경우 46.9%,그리고 소득은 중간에 해당
하는 경우가 42.5%로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여성은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낮았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흡연율이 높았다(Table11).

Male
(n=503)

Female
(n=51)

Total
(n=554)

Number % Number % Number %
EEEddduuucccaaatttiiiooonnn(((yyyeeeaaarrr)))
≥13 98 19.5 - - 98 17.7
10≤<13 179 35.6 3 5.9 182 32.9
<10 226 44.9 48 94.1 274 49.5

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
whitecollarworker 184 36.6 6 11.8 190 34.3
laborworker 236 46.9 13 25.5 249 45.0
others 83 16.5 32 62.8 115 20.8

IIInnncccooommmeee(((111,,,000000000wwwooonnn///mmmooonnnttthhh)))
≥2,500 115 22.9 5 9.8 120 21.7
1,200≤<2,500 214 42.5 7 13.7 221 39.9
<1,200 174 34.6 39 76.5 213 38.5

Table11.Prevalenceofcurrentsmokingbysocioeconomicindicators



과거흡연자와 현재흡연자들의 흡연량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직
업,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량이 많았다(Table12).

Male
(n=744)

Female
(n=60)

Total
(n=804)

mean SD mean SD mean SD
EEEddduuucccaaatttiiiooonnn(((yyyeeeaaarrr)))

≥13 13.5 13.0 - - 9.4 12.5

10≤<13 17.6 15.9 0.1 0.9 8.8 14.3

<10 23.1 21.2 1.0 5.1 9.1 17.2

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

whitecollarworker 14.8 14.4 0.2 1.3 8.6 13.2

laborworker 20.1 17.9 0.6 3.8 12.9 17.2

others 24.7 23.0 0.9 4.9 6.6 15.7

IIInnncccooommmeee(((111,,,000000000wwwooonnn///mmmooonnnttthhh)))

≥2,500 14.8 15.0 0.2 1.7 7.1 12.7

1,200≤<2,500 18.0 16.6 0.4 3.7 8.7 14.7

<1,200 23.8 21.4 1.3 5.4 10.9 18.3

Table12.Smokingamountbysocioeconomicindicators(packyear)



222...444...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수수수준준준과과과 만만만성성성폐폐폐쇄쇄쇄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사회경제적 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향 분석(trend
test)한 결과는 다음 Table13과 같다.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중간 집단은 13.4%,낮은 집단은 36.4%로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유병률이 높았다.이러한 경향은 남녀별 분석에서도 동일하였다.직업수준
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이 높았으며,이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비육체노동의 경우
18.5%,육체노동의 경우 31.9%,비경제활동 대상자의 경우에는 29.5%로 직업이 육
체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각 사회경제적 지표별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가변수
처리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만성폐쇄성폐
질환의 유병률의 불평등은 다음 Table14와 같다.여성의 직업 외에는 교육,직업,
소득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
률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중간 집단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의 유병률은 2.27배 높았고,가장 낮은 집단은 4.36배 높았다.여성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중간 집단이 2.47배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가장 낮은 집단은 6.82배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여성에서는
직업이 비육체노동에 비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1.79배 높았고 이는 통계적
으로 의미가 있었다.반면 비경제활동인 경우에는 1.20배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각 교육,직업,소득 수준별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의 차이
는 남성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4.36배,여성에서 6.82배로 남녀 모두
직업이나 소득에 비해 교육의 단계에 따라 건강수준의 차이가 가장 컸다.



Male Female Total

yes no Pfor
trend yes no Pfor

trend yes no Pfor
trend

184
(19.5)

759
(80.5)

332
(29.5)

793
(70.5)

516
(25.0)

1,552
(75.1)

EEEddduuucccaaatttiiiooonnn(((yyyeeeaaarrr)))

≥13 13
(6.3)

195
(93.8) <.0001 5

(5.6)
85

(94.4) <.0001
18
(6.0)

280
(94.0) <.0001

10≤<13 43
(13.5)

275
(86.5)

42
(13.2)

276
(86.8)

85
(13.4)

551
(86.6)

<10 128
(30.7)

289
(69.3)

285
(39.8)

432
(60.3)

413
(36.4)

721
(63.6)

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

whitecollarworker 34
(9.7)

315
(90.3) <.0001 47

(18.5)
207
(81.5) 0.0003 81

(13.4)
522
(86.6) <.0001

laborworker 72
(18.3)

322
(81.7)

81
(34.9)

151
(65.1)

153
(24.4)

473
(75.6)

others 78
(39.0)

122
(61.0)

204
(31.9)

435
(68.1)

282
(33.6)

557
(66.4)

IIInnncccooommmeee(((111,,,000000000wwwooonnn///mmmooonnnttthhh)))

≥2,500 24
(9.7)

223
(90.3) <.0001 36

(13.0)
241
(87.0) <.0001

60
(11.5)

464
(88.6) <.0001

1,200≤<2,500 55
(14.6)

323
(85.5)

108
(25.6)

314
(74.4)

163
(20.4)

637
(79.6)

<1,200 105
(33.0)

213
(67.0)

188
(44.1)

238
(55.9)

293
(39.4)

451
(60.6)

Table13.COPD bysocioeconomicindicators,unadjustedprevalence(%)



Male Female

OR 95% CI OR 95% CI

EEEddduuucccaaatttiiiooonnn(((yyyeeeaaarrr)))

≥13 1.00 1.00

10≤<13 2.27 1.17 4.41 2.47 0.94 6.48

<10 4.36 2.35 8.10 6.82 2.70 17.23

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

whitecollarworker 1.00 1.00

laborworker 1.60 1.02 2.51 1.79 1.16 2.77

others 2.40 1.41 4.09 1.20 0.82 1.77

IIInnncccooommmeee(((111,,,000000000wwwooonnn///mmmooonnnttthhh)))

≥2,500 1.00 1.00

1,200≤<2,500 1.35 0.80 2.27 2.04 1.34 3.13

<1,200 2.39 1.41 4.02 3.39 2.23 5.15

Table14.COPD bysocioeconomicindicators,oddsratios(OR)adjusted for
age,smokingstatusandamount



222...555...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 지지지표표표들들들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교육,직업,소득 각각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의 전체 불평등
지수(grossinequalityindex)는 Table15과 같다.교육의 경우 남성에서의 교육수
준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일 확률이 2.03(CI1.56-2.65)배,여
성은 2.7(CI1.98-3.69)배씩 증가하였고,세 가지의 지표 중 교육의 불평등 지수가
가장 컸다.

남성의 경우 각 지표와 나머지 다른 두 지표 중 하나를 차례대로 추가하여 두
지표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교육의 불평등 지수는 2.03에서 직업과 소득을
보정한 경우 각각 1.98,1.88로 불평등 지수가 감소하였다.이 연구에서 가정한 사
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과의 개념적 모델(Figure4)에 근거하여 해석하면,교육수준
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의 5.4%((2.03-1.98)/(2.03-1)×100)가 직업을 매개
로,15.1%((2.03-1.88)/(2.03-1)×100)가 소득을 매개로 한 효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은 직업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의 관계에서 전체 불평등의 14.9%
((1.55-1.47)/(1.55-1)×100)를 설명하였고,소득은 직업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관계의
매개자로 총 효과의 21.0%((1.55-1.43)/(1.55-1)×100)를 설명하였다.소득과 만성폐쇄
성폐질환의 관계에서 교육이 46.9%((1.595-1.31)/(1.59-1)×100), 직업이 16.5%
((1.59-1.49)/(1.59-1)×100)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경우 세 가지 지표를 모두 같이 분석한 결과 세 지표 모두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그리고 세 가지 사회경제 지표 중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 지수가
가장 컸다(Figure7).



Grosseffect Education+Occupation Education+Income Occupation+Income Education+Occupation+Income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MMMaaallleee

Education 2.03 1.56 2.65 1.98 1.51 2.59 1.88 1.42 2.48 1.86 1.40 2.46

Occupation 1.55 1.19 2.02 1.47 1.11 1.94 1.43 1.09 1.88 1.42 1.07 1.87

Income 1.59 1.23 2.05 1.31 1.00 1.72 1.49 1.15 1.93 1.24 0.95 1.63

FFFeeemmmaaallleee

Education 2.70 1.98 3.69 2.72 1.99 3.71 2.27 1.65 3.13 2.29 1.66 3.15

Occupation 1.02 0.85 1.22 1.06 0.88 1.28 1.04 0.87 1.26 1.07 0.88 1.29

Income 1.80 1.48 2.19 1.53 1.24 1.88 1.80 1.48 2.20 1.53 1.25 1.88

Table15.InequalityindexforCOPD bysocioeconomicindicatorsandgender

*allmodels:estimatedfrom differentlogisticregressionmodelsandadjustedbyage,smokingstatusand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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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InequalityindexforCOPD bysocioeconomicindicatorsand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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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 자료를 이용
하여 우리나라에서 교육,직업,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
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 지표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설명
할 수 없고,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역인과
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불평등의
관계에서 이러한 역인과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기존 연구(Stronks
etal,1997;EcobandSmith,1999;MartikainenandValkonen,1999;Basaganaet
al,2003)들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도 역인과관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
이다.

교육,직업,소득의 사회경제 지표 중 교육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
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의 차이가 가장 컸다.즉,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의 불평등지수가 가장 컸다.이러한 결
과는 나머지 두 사회경제 지표를 모두 통계적으로 보정한 경우와 보정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동일하였다.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회경제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의 특성과 건강수준은 달라진다.특히 명목변수인 교육이나 직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개념적 분류가 가능한 반면에,소득은 연속형 변수로 사회경



제적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점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따라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지표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의 절대적 크기를
비교하거나,이를 해석하는 데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
득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였다.그 결과
소득의 구분 시점에 따라 주관적 건강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에는 약간의 차
이는 있었으나,여전히 나머지 두 지표보다는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지수의 크기
가 가장 컸다.

마지막으로,40세 이상 연구대상자 중 ATS기준에 의한 적절한 폐기능 검사자
는 49.8%로 높지 않았으며,검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
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었다.따라서 연구대상자를 고려할
때 대표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폐기
능 검사를 통하여 대표적인 호흡기계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하고,이 자
료에 근거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직업,소득 수준에 따
른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을 알아본 결과,전체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
은 높았다.단,여성에서는 남성과 동일한 직업 분류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직업수
준에 따른 건강수준은 남성과 다른 결과를 보였고,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남성보다 더욱 컸다.그리고 남녀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
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의 불평등은 다른 두 지표보다 교육수
준에 따른 불평등 정도가 가장 컸다.이러한 불평등지수 크기의 순서는 사회경제



지표들을 각각 하나씩 분석한 경우와 서로 다른 두 지표를 모두 보정하여 분석한
경우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전 연구들 중에서
Bakke(1995)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적 노출과 흡연상태를 보정한 후 최종학력이 초
등학교인 경우에는 대학교인 경우에 비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이 2.9배,폐기
능에 제한이 있을 위험이 5.2배 높았다.그리고 교육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11년
이상인 그룹에 비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입원할 확률은 3배 높았고
(Prescottetal,1999),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가 2배 높았다(Huisman etal,
2005).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
진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 3.8배,여성의 경우 4.2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이 높
았다.

그러나 외국의 선행 연구들과 이 연구의 결과를 절대적 수치만을 이용하여 비
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라도 그 나라의 경
제발전 단계,인종,성별,시대에 따라 의미하는 바와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
다.그 예로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이라도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을 수 있으
며(Berkman,2000),역동적인 경제성장 단계로 직업선택과 신분상승의 기회가 많
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와 비교할 때 같은 학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물
론 교육수준이 가지는 의미도 다르다(Lynchetal,1994).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국내 다른 연구와 비교를
위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요 질병의 사망률에 대한 연구(Sonetal,2002;
Khang,2003;Khangetal,2004;KhangandKim,2005)와 비교한 결과,이들 연
구에서도 교육수준이 사망률의 불평등에 있어 가장 강한 예측인자였다.이러한 결
과는 직업이 가장 강한 예측인자였던 유럽의 연구결과와 다른 것으로,우리나라는
유럽과는 달리 최근 몇 십년간 매우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Son,2004).

남성은 교육,직업,그리고 소득 순으로 건강 불평등 지수가 큰 반면,여성은 교
육,소득,직업 순이었고 직업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직업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분류할 때 남성의 경우 상근
(full-time)근로자이거나 실업자인 반면,여성은 시간제(part-time)근무이거나 전업
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직업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수준
의 구분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Martikainenetal,1999).

우리나라는 20-30대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아직
까지 여성의 사회진출 정도와 진출 분야는 남성과 많은 차이가 있다.그리고 우리
나라의 40대 이상 여성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경제활동자보
다 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남성과 달리 비경제활
동자의 대부분이 가정주부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여성에서 남성과
동일한 직업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류기준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면밀
한 검토와 함께 결과 해석 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직업을 사회경제 지표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 지표로 교육수준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지적하였다(Martikainenetal,1995).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 본인의 직
업보다는 배우자의 직업을 이용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구분하기도 하였
다.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과 비슷한 일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배
우자의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 여성 본인의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
보다 건강의 불평등 정도가 과다 추계되었다(Stronksetal,1995;Martikainenet
al,1995;Lahelmaetal,2004).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인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경제 지
표들 간의 관계모형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남성의 경우 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관계에서 교육과 직업 모두 각각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
병률과 관계가 있었고,직업을 분석 모형에 추가하였을 때에는 교육과 건강과의



관련성의 크기가 감소하였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정한 모델(Figure4)에 따르면
직업은 교육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매개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남성
에서 직업은 교육과 소득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즉,교육,직업,소득은 각각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교육,직업,
그리고 소득 순서의 경로모델에 따라 서로 다른 지표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남성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의 불평등의 약 38%가
직업과 소득을 매개로 한 효과였고,직업에 의한 주관적 건강수준의 약 24%는 소
득이 매개한 효과였다.그리고 교육과 직업은 소득과 주관적 건강수준 관계의
50%이상을 설명하였다.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결과도 위의 주관적 건강수준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경로모형은 적개심(hostility),절망(hopelessness),
정신적 스트레스(psychologicaldistress),또는 주관적 건강수준(self-ratedhealth)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Singh-Manouxet
al,2002)와 만성 활동장애 및 질병과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Lahelmaetal,2004)의 결과와 동일하다.반면 여성에서 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과 소득의 상호 관계는 남성과 유사하였으나,직업은 남성과
달리 교육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매개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이는 여
성의 경우 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상호 영향이 남성과는 다름을 의미한다.이에 반
해 대표적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핀란드 여성
은 남성과 사회진출 정도나 진출 분야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고,따라서 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관계도 남성과 동일하였다 (Lahelmaetal,2004).

사회경제 지표들은 상호 대체관계(interchangeable)가 아니다.부분적으로는 서로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할 때에는 여러 가
지 지표를 서로 통제하고,하나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건강과의 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ahelmaetal,2004).건강불평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표들의 상호 관계를 통한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경제 지



표들의 경로는 물론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전 위험요인 노출,아동기의 잦은 하기도 감염,나쁜 생
활환경,환경오염,그리고 흡연 등이 중요한 위험요인이다.이러한 위험요인은 모
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물론 사회경제적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특히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흡연율이 더 높은 반면,사회경제적 수
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금연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흡
연율의 차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Backlundetal,1999;Cavelaarsetal,2000;
Huismanetal,2005).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대
상으로 맞춤식 금연운동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전반적인 흡연율의 감소는
물론,사회경제 수준에 따른 흡연율의 차이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Laaksonenetal,2005).또한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만
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한 주요 질병의 선별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한다면,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불평등의 감소는 물론 이를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을 꾀할 수
있고,사회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990년대부터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왔다.일부 나라에서는 실제 많
은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또 다른 나라에
서는 건강의 불평등 감소를 위해 객관적인 이론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의 개발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Heymann,2000).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고,사회경제적 접근방법을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Heymann,2000),효과적인 전략을 수립을 위해 여러
나라의 연구와 정책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ackenbach
andBakker,2003).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생의학적(biomedical)연구 분야에서 사회과학 및 행동과
학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더욱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Lee,1999).이러한 경향
과 맞물려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에서도
불평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현상과 원인을 설명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MackenbachandBakker,
2003).또한 임상적,치료적 관점에서의 건강증진 접근법보다는 건강의 결정요인
및 위험요인의 분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건강행위,사회적
지지,교육,거주환경,사회자본을 대상으로 한 접근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사회경제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의 불평등을 확인하고,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
강과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표들 간의 상호 관계 및 인과적 경로를 설명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건강의 불평등 감
소를 위한 정책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거나,정책 실행 후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따라서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수준과의 관
계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
과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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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상호 관계를 알아보았
다.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교육,직업,그리고 소득 모두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에 차이가 있었다.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고,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이 높았다.

둘째,주관적 건강수준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모두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 정도
가 가장 컸고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지수가 더 컸다.

셋째,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관계에서 남성은 직업이 교육과 소득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역할로서 의미가 있었다.반면 여성에서는 교육과 소득의 관계는 남성
과 유사하였으나,직업은 그렇지 않았다.이는 여성의 경우 사회경제 지표들 간의
관계에서의 역할이 남성과는 다름을 의미한다.

넷째,사회경제 지표들은 상호 대체적(interchangeable)이지 않다.각 지표들 나
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지표들 간에도 부분적으로는 서로 의
존적 관계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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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erformers performers
pvalue

Number % Number %
GGGeeennndddeeerrr
male 988 44.3 1,032 46.6 0.1294
female 1,243 55.7 1,185 53.5
AAAgggeee(((yyyeeeaaarrr)))
<50 916 41.1 956 43.1 <.0001
<60 489 21.9 628 28.3
<70 405 18.2 473 21.3
≥70 421 18.9 160 7.2

SSSpppooouuussseee
yes 1,684 75.5 1,893 85.4 <.0001
no 547 24.5 324 14.6

SSSmmmoookkkiiinnngggssstttaaatttuuusss

currentsmoking 680 30.5 611 27.6 0.0319

nonsmoking 1,551 69.5 1,606 72.4

SSSmmmoookkkiiinnngggaaammmooouuunnnttt(((pppaaaccckkk---yyyrrr)))

<10 1,520 68.1 1,512 68.2 0.8519

<20 230 10.3 238 10.7

≥20 481 21.6 467 21.1

Table16.Comparisonbetweenperformersandnonperformersofspirometry(I)



nonperformers
(n=2,231)

performers
nonperformers
(n=2,217) pvalue

Number % Number %

EEEddduuucccaaatttiiiooonnn(((yyyeeeaaarrr)))

≥13 369 16.5 329 14.8 0.0228

10≤<13 612 27.4 687 31.0

<10 1,250 56.0 1,201 54.2

OOOccccccuuupppaaatttiiiooonnn

whitecollar
worker 640 28.7 648 29.2 0.0011

laborworker 581 26.0 673 30.4

others 1,010 45.3 896 40.4

IIInnncccooommmeee(((111,,,000000000wwwooonnn///mmmooonnnttthhh)))

≥2,500 510 22.9 531 24.0 0.0007

1,200≤<2,500 723 32.4 815 36.8

<1,200 998 44.7 871 39.3

Table17.Comparisonbetweenperformersandnonperformersofspirometry(II)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rated 

health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Lee, Hooyeon

Dep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Context: Socioeconomic differences have been shown to exist for a number of 

diseases including ischemic heart disease, many types of cancer, respiratory diseases. In 

addition, despite a general fall in mortality during recent decades, the relative 

disadvantage of low socioeconomic status continues to increase.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on socioeconomic factors and mortality is increasing sharply in Korea but, 

although there are indicators that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respiratory diseases are 

greater still, very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is disease entity. Many previous 

studies o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have neglected the causal 

interdependencies between different socioeconomic indicators.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ducation, occupation, and income on 

development of health inequality assessing self-rated health and chronic pulmonary 

obstructive disease(COPD) and the pathways between thre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ill health.

Design, setting, and participants: Cross sectional survey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and prevalence study of COPD in 2001 were 



used.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4,448 adults over the age of 40 years. The 

participation rate was 49.8% for spirometry. Socioeconomic indicators were education, 

occupational class, and household income. Health indicators were self-rated health and 

prevalence of COPD. Inequality indices were calculated based 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ain results: Each socioeconomic indicator showed a clear gradient with self-rated 

health and COPD except occupation indicator among women. Among men a large part 

of inequalities in self-rated health by education were mediated through occupational 

class and household income. Inequalities by occupational class were largely explained 

by education. Half of inequalities for income were explained by education and 

occupational class. The pathways for COPD were broadly similar. 

Conclusions: Socioeconomic differences have been shown to exist for self-rated health 

and COPD. Parts of the effects of each socioeconomic indicator on health are either 

explained by or mediated through other socioeconomic indicators. Analyses of the 

predictive power of socioeconomic indicators on health run the risk of being fruitless, 

if interrelations between various indicators are neglected.

Key words : Socioeconomic indicators, Self-rated health,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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