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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55세 이상 성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결핵의 관련성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결핵이 크게 증가했다. 성

공적인 결핵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 연령에서는 당시 감염의 재활성화

로 인한 결핵 유병률이 높은 실정이다. 노인 결핵은 저 연령에 비해 임상 증

상과 방사선학적 소견이 비전형적·비특이적이어서 주의를 요한다. 국내외에

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되어 왔으나,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의 연령에 폐

결핵을 진단 받은 대상자들의 특성을 확인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08년~2016년 9개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 당시 55세 이상 연령인 대상자 중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과 

폐결핵 경험이 있는 군으로 나누고, 폐결핵 경험이 있는 군을 55세 미만에 경

험한 군과 55세 이상에 경험한 군으로 구분하였다. 세 군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건강행태 및 질환 특성에 대해 확인하고, 그 중 특히 55세 이상에 폐결

핵을 경험한 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 대비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 55-64

세보다 65-74세(OR 5.61, 95% CI 1.64-19.18)와 75세이상(OR 17.60, 95% CI 

4.91-63.09)의 연령, 본인교육수준 대졸이상에 비해 초졸 이하(OR 7.2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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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2.11-24.66)의 결핵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유년기 사회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아버지 교육수준 변수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거주

지, 본인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총소득 변수를 분석한 결과, 55세 이상의 결핵

은 아버지 교육수준 변수는 관련이 없고 본인교육수준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유년기가 아닌 현재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장기적인 결핵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핵 유병이 가지는 특징과 위

험요인을 파악하여 타겟 집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결핵은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낮은 사회계층, 저학력의 고령 

노인을 고위험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결핵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결핵 관리 체계 수립 이후 

인구가 고령화 되는 경우의 노인 결핵 연구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핵심어 : 노인결핵, 사회경제적 요인, 본인교육수준, 월평균가구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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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결핵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다(CDC, 2017). WHO(2017)에 따르면 2016년 총 1,040만 

명의 결핵 신환자가 발생했고, 17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가결핵관리체계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한 결과, 

2011년을 정점으로 결핵 신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1년 신환자수는 

39,557명(10만 명당 78.9명)이었고, 2016년 신환자수는 30,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신환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그러나 결핵의 3대 지표(발생률, 유병률, 사망률)는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1위로 상당한 질병 부담을 가지고 있어 국가적 관리가 필수적이다(질병관리본

부, 2017).

  연령대별 우리나라의 2016년 결핵 신환자는 25-29세에 10만 명당 55.7명 

대비, 60-64세에서 10만 명당 75.1명, 65세 이상에서는 10만 명당 181.8명으

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7). 

  결핵은 결핵균(M.tuberculosis)으로만 유발되는 전염병으로, 활동성 폐결

핵 환자가 결핵균의 유일한 전염원이다(박재석, 2008). 결핵이 발생하는 경로

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째는 결핵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결핵균에 초기에 

노출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염자의 체내에 잠복 중이던 결핵균이 면역 상

태에 따라 활성화 되는 것이다(박은경, 2010). 성인에서의 결핵은 감염된 후 

바로 발병하지 않고, 오랜 잠복기(latent tuberculosis) 상태를 유지하다가, 

여러 원인들로 면역력이 약화됐을 때 증식하며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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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활성화된 결핵(Reactivation of tuberculosis)이다(Stead, 1967). 

  우리나라와 같이 결핵환자가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활동성 폐결핵 환자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어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감

소한다. 그러나 노인은 과거 결핵 유병률이 높을 때 감염되어 잠복기인 경우

가 많으므로, 노인 결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Tocque, 1998).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결핵이 크게 증가했고, 그 시기의 감염자

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쳐 노인 결핵이 많다(김희진, 2012).

  결핵 유병률은 감소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층 결핵 유병률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결핵 관리에 대한 특별한 도전이다(Kwon et 

al., 2013). 노인 결핵은 만성소모성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임상 

양상과 검사 소견이 비 전형, 비 특이적이어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기 쉽고 

따라서 사망률도 증가하기 때문이다(유지연, 2005).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5년 약 654만 명으로, 전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1995년에는 5.9%, 2005년에는 9.0%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보면, 2025년 고령인구는 20% 이상을 넘

을 것으로 예상된다(국가통계포털, 2017).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현재 50대가 

노년층으로 유입되었을 때, 결핵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일부에서 결핵피부반응검사를 조사한 결과, 

2016년 평균 감염률은 33.2%로, 10대에서 6.5%, 20대 10.9%, 30대 36.4%, 40

대 46.1%, 50대 48.7%, 60대 45.0%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염률이 

점차 증가하지만 60대 이후에 감소하는 양상이다(질병관리본부, 2016). 이는 

노년층에서는 어린 시절에 BCG(Bacillus Calmette-Guerin) 예방접종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Li et al., 2017), 위양성 반응이 적게 나타난 현상으

로 생각된다(질병관리본부, 2016).

  우리나라에서 노인 결핵에 관한 연구는, 노인 폐결핵의 치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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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2008), 저 연령 대비 고 연령의 폐결핵 임상 특성을 확인한 연구(박

재근, 2010), 노인 결핵환자의 자가 간호 경로모형에 관한 연구(박영숙 등, 

2015) 등 임상 양상과 치료, 관리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일반적인 결핵에 대한 연구 역시 생의학적 요인에 편중되었으며, 사회적 요

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최홍조 등, 2014). 결핵의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로, 의료급여 결핵 환자에서 사망률이 높았다는 연구(나백주, 2006), 취

약계층에 결핵 유병률이 높았다는 연구(조승희, 2012), 결핵유병경험이 현재 

가구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결과를 확인한 연구(최홍조 등, 2014) 등이 있

었다. 

  한편 외국의 사례에서 Buskin(1994)은 공중 보건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타겟 집단을 목표로 한 결핵 관리 정책이 효율적이라 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1988년에서 1990년까지 시애틀의 킹카

운티 결핵클리닉에서 시행되었는데, 사회경제적 요인과 HIV, 연령, 성, 음주, 

흡연 등과 결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고

소득, 높은 학력, 보다 안정적인 삶)의 사람들에 비해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의 사람들에서 결핵과의 관련성이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서는 

18-29세보다 50-64세의 관련성이 약 2배 높았고, 70세 이상인 경우 3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도 성인 전체였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결핵 감염 당시인 유년

기 사회경제적 요인과 현재 사회경제적 요인 중 어느 쪽이 결핵과 관련이 있

는지 알기 어려웠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생애 과정에서 축적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조성일(2009)은 부모, 배우자, 자녀

의 교육수준을 본인 교육수준 대비 간접 영향력으로 설정하여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본인 교육수준의 영향이 가장 컸다. 한편 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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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2013)은 노인의 건강은 노인의 생애에 영향을 준 다양한 사건들의 결과로,  

생애 초기의 환경은 아버지 교육 수준이나 유년기의 가옥 구조, 질식 경험 유

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유년기 사회경제적 요인을 아버지 교

육수준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한국 노인의 결핵 중 상당수는 최근이 아닌 약 60여 년 전 즉 유년

기·청년기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결핵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감염 당시인 유년기와 발병 시점인 현

재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구분하여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불특정 노

인에 대한 결핵 검진은 중요하지만, 특히 결핵 위험요인을 가진 노인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더욱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이다(Verma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폐결핵을 진단 받았던 시기를 

확인하여, 55세 이상에 폐결핵 진단을 받은 대상자들의 특성을 확인하고, 유

년기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국내 

및 결핵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결핵 관리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인 

결핵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5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7기 9

개연도(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55세 이상 인구 중 폐결핵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결핵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부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55세 이상 인구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태, 질환 여부에 대

해 알아본다.

  둘째, 55세 이상 인구에서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과 폐결핵 경험이 있는 군

으로 나누고, 폐결핵 경험이 있는 경우 55세 미만에 경험한 군과 55

세 이상에 경험한 군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

태, 질환 의사진단 여부를 비교한다.

  셋째, 55세 이상 인구에서 55세 미만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 대비 55세 이상

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 관련 요인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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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노인 결핵

  신체적 노화에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칭하지만, 노인을 한마디로 정

의하기는 어렵다(차화진, 2009).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정의는 다양하며, 복합

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홍희석, 2015).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65세 이

상으로 규정하며,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는 55 세)

을 노령연금 수급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기업근로자의 퇴직정년은 55-60세 수준이며, 사회 관습상으로는 회갑을 기준

으로 60세인 시점부터 노인으로 인정한다(박재우 등, 2015).

  Schiffman과 Sherman(1984)은 55-64세를 연소실버(mature-adults)로, 

65-74세를 중년실버(young-elderly), 75세 이상을 연장실버(old-elderly)로 

구분하였으며,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55-64세를 연소노인, 65-74세를 노

인, 75-84세를 고령노인(older-old), 85세 이상을 초 고령 노인으로 구분하

였다(박재우 등, 2015).

  한편 노인의 건강문제는 개인, 가족, 사회적 비용 및 부양부담과 맞물려 고

령화 사회의 주요 이슈이다(천희란 등, 2016). 그 중 노인에서 발생하는 폐결

핵은 저 연령에 비해 임상 증상과 방사선학적 소견이 비 전형·비 특이적이어

서, 다른 질환과 구별이 어려워 사망률이 높다(박재근, 2010). 

  신지영 등(2010)의 연구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병원에 내원한 폐결핵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노인 결핵은 치료 실패의 빈도가 젊은 연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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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은 신체의 노화로 인한 약제 대사·배설 장애로 약제 

부작용이 빈번하고 심각한 경우가 많아 결핵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는 합병증

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Dutt & Stead, 1993). 특히 약제 부작용 중 간독성·

피부독성은 고령일수록 증가하여 노인 결핵환자 중 약 40%에서 약제 변경이 

필요했다는 연구도 있었다(Mackay & Cole, 1984). 따라서 치료 실패율이 높

은 노인 폐결핵은 그 임상양상과 진단 및 치료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나, 발병 및 감염 이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

다. 

2. 결핵의 위험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폐 조직에 침범하는 ‘폐결

핵’이 대부분(성인 85~90%, 소아 65~75%)이지만, 림프절, 흉막, 위장관, 골

관절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침범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 2016).

  결핵균에 노출되면 접촉자의 30% 정도가 감염되고, 이 중 개인의 면역 방어

체계에 따라 90%는 체내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발병하지 않는 잠복결핵감염 

상태가 되며, 나머지 10%에서만 결핵이 발병한다. 그 10% 중 절반이 2년 이내

에, 나머지 절반은 평생 살아가는 중에 발병하게 된다(Styblo et al., 1980).

  결핵의 위험요인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단지 결핵균만이 아닌 여러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하게 발병하게 된다. 결핵이 발생하는 경로는 두 가지

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 밀집 지역 즉 결핵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결핵균

에 노출되는 것이며(박은경 등, 2010), 두 번째는 환자의 체내에 잠복해 있던 

결핵균이 활성화되어 발병하는 것이다. 결핵의 위험요인들로 알려진 대부분의 

인자들은 숙주의 면역반응을 약화시켜 잠복 상태였던 결핵균을 재활성화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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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관여한다(WHO, 2010). 구체적으로 HIV 감염(Getahun et al., 2010; 

Kim HY, 2005), 영양부족(Lonnroth et al., 2010), 당뇨병(Dooley et al., 

2009), 흡연(Lin et al., 2007), 음주(Lonnroth et al., 2008), 규폐증

(Barboza et al., 2008),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Oh et al., 2017), 

여러 전신질환 및 면역억제제(Rieder et al., 1999) 사용 등이 있다. 

  생의학적 요인은 개인이 가진 특정 질환, 영양상태, 면역체계를 포함한다.  

특정 질환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는 

결핵 감염과 상관관계가 깊다(Getahun et al., 2010).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인에서 가장 흔한 기회감염의 하나이다(Kim, 2005). 

  영양부족은 결핵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며, 진행, 예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Cegielski and McMurray, 2004).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결핵 

발생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연구 결과, BMI 18.5~30kg/m2 내에서 BMI

와 결핵 발병률이 역 선형 관계임을 확인하여 체질량 지수가 낮을수록 결핵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Lonnroth et al., 2010).

  당뇨병은 결핵 감염 및 발병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결핵의 임

상양상 및 치료에도 영향을 준다(Dooley et al., 2009). 박은경 등(2010)의 연

구에서 당뇨병군과 비당뇨병 고혈압군을 선정하여 6년간 결핵 발생률을 조사

하였는데 당뇨병군에서 고혈압군 대비 2.22배의 상대위험도(p=0.028, 95% CI 

1.090-4.523)를 확인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군에 비해, 안 되는 군에서 결핵 발생률이 더욱 높은데, 홍콩의 한 연구에서 

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군이 이하인 군보다 결

핵 발생 위험이 3배 높은 결과(HR 3.11, 95% CI 1.63~5.92)를 확인했다

(Leung et al., 2008).

  흡연과 결핵 발생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 대비 잠

복결핵 양성, 활동성 결핵,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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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에 노출된 아이들에게도 나타났다(Lin et al., 2007). 하루 40g 이

상의 음주를 하거나 알코올 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활동성 결핵의 위험이 증가

했다는 연구(Lonnroth et al., 2008)는 알코올 섭취 또한 결핵 발병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세포매개 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핵 발

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Prince et al., 2007). Oh 등(2017)의 연구에

서 우울증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결핵 발생 위험이 2.63배 높았다.

  전신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은 활막염으로 시작하여 만성으로 진행

되는 다발성 관절염으로, 수년간 개발된 다양한 약물 중 TNF(Tumor Necrosis 

Factor) 길항제가 치료력이 탁월하여 사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곽

승기 등, 2007). 그러나 TNF 길항제는 잠복결핵의 재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지안 등, 2006). 

  한편 결핵 위험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조명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요인은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발전 단계 및 속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마다 교육, 직업, 소득, 

자산, 주택소유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다(이후연, 2005). 사회경제적 수준

이 낮은 사람들은 영양결핍, 실내 공기오염, 음주 등의 다른 결핵 발병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Narasimhan et al., 2013). 국내의 2001년도 

결핵사망자의 의료보장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사망률이 건강

보험 가입자에 비해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나백주 등, 2006). Spence 

등(1993)은 주거, 고용, 소득과 관련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결핵 발생 증

가와 관련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Lönnroth 등(2009)은 장기적인 결핵 타켓 

집단 관리를 위한 틀을 제시했는데, 그 중 빈곤, 낮은 교육수준, 질 낮은 주

거 환경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Harling 등

(2007)의 연구에서 남아프리카의 인구통계 및 건강조사(Demograph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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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urvey, DHS)를 이용하여 사회적결정요인과 결핵 발생의 관련성을 파

악하였는데, 낮은 교육수준, 비 고용상태, 낮은 가구 자산 등이 결핵 발생의 

상대 위험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조성일(2009)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사회경

제적 위치의 영향을 강조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교육수준을 본인 교육수

준 대비 간접 영향력으로 보고,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본인 교육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고 연령에 진단받는 결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유년기와 현재의 사회경제

적 수준 중 어떤 요인이 더 고령의 결핵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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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본 연구는 국내 55세 이상 대상자 중 폐결핵 경험이 없는 대상자와 폐결핵 

경험이 있는 대상자로 나눈 후, 폐결핵 경험이 있는 경우 55세 미만에 폐결핵

을 진단받은 군과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진단받은 군으로 구분하여 세 군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특히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한 연구이다.

그림 1. 연구모형(틀).

인구학적 변수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변수

-유년기) 아버지 교육수준 

-현재)

 거주지(동/읍면)

 본인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총소득

건강행태·만성질환 변수

-흡연행태

-음주행태

-체질량지수(BMI)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 

-우울증 의사진단 여부

종속변수

Ÿ 폐결핵경험 없음

Ÿ 폐결핵경험 있음

  -55세 미만에 진단받음

  -55세 이상에 진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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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201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원

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상태 및 행태를 파악하

고 만성질환 유병 현황 등에 관한 조사로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근거하

여 시행된다. 이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부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7002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8년(제1기)부터 2005년(제3기)까지 

3년 주기로 실시하였고, 제4기부터는 국가통계 시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

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 국민의 

건강상태 및 행태, 식품·영양섭취 실태와 같은 지표를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

춘 통계로 산출한다. 표본 추출은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사용하며, 목표 모집단인 만 1세 이상 국민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

할 수 있도록 한다(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2018)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에서 제7기(2008년~2016년) 자료를 취

합하여 55세 이상인 대상자 중 보고자 하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 대상자는 16,978명으로 폐결핵 경험이 없는 대상자 

15,250명, 55세 미만에 폐결핵을 경험한 대상자 1,462명, 55세 이상에 폐결

핵을 경험한 대상자 2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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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문항으로는 성별, 나이, 아

버지교육수준, 거주지(동, 읍면), 본인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총소득, 흡연행태, 

음주행태, 체질량지수(BMI), 당뇨병·우울증 의사진단여부, 폐결핵 진단여부와 

폐결핵 진단시기이다<표 1>.

 ·  폐결핵 경험 유무와 시기에 따른 그룹

     55세 이상 대상자 중 ‘폐결핵 의사진단 여부’에서 ‘없음’을 선택한 

경우, ‘폐결핵 경험 없는 군’으로, ‘있음’을 선택한 경우는 폐결핵 

진단 시기가 55세 미만인 경우를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으로, 55

세 이상인 경우는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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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수

분석차원 변수명 내용

독

립

변

수

인

구

학

적

성별 남성, 여성

나이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사

회

경

제

적

아버지 교육수준

(유년기요인)
무학/서당/한학/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거주지 동, 읍면

본인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건

강

행

태

흡연행태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

음주행태
비음주, 음주(최근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월 2-4회

이하 음주, 주 2-3회 이상 음주)

체질량지수

(BMI,kg/m²)

저체중(BMI<18.5), 정상(18.5≤BMI<23),

과체중(23≤BMI<25), 비만(BMI≥25)

질

환

여

부

당뇨병 의사진단 받은 적 없음, 있음

우울증 의사진단 받은 적 없음, 있음

종

속

변

수

폐결핵 경험

유무 및 시기

폐결핵 경험 없음

폐결핵 경험 있음(55세미만에 폐결핵 경험/ 55세

이상에 폐결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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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4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조사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 폐결

핵 경험이 없는 군과 폐결핵 경험이 있는 군으로 구분한 후, 55세 미만

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과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으로 나누었

다. 

     ․ 폐결핵 경험 없음 : 90.7%

     ․ 폐결핵 경험 있음 : 9.3%

      - 55세미만 폐결핵 경험 : 8.0%

      - 55세이상 폐결핵 경험 : 1.3%

2) 폐결핵 경험 유무와 시기에 따라 세 개의 군별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행태와 질환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3) 폐결핵 경험 없는 군 대비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의, 폐결핵 경험 없

는 군 대비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의,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 대비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의 결핵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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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연령≥55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12,166명(43.2%), 여성이 16,130명(56.8%)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는 55-64세가 11,822명(49.2%)로 가장 많았고, 65-74세가 10,445명(30.5%), 

75세이상이 6,029명(20.3%)이었다. 거주지는 동에 거주하는 경우가 20,122명

(74.8%)이었으며,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는 8,174명(25.2%)이었다<표 2>.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1,688명(8.0%), 고졸

이하가 1,474명(7.6%), 중졸이하는 1,771명(8.8%)이었고, 무학/서당/한학/초

졸이하가 16,398명(75.6%)으로 가장 많았다<표 2>.

  현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본인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2,808명(11.6%), 

고졸이하가 5,093명(21.1%), 중졸이하 4,236명(16.8%)이었고, 초졸이하가 

14,085명(50.5%)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8,097

명(33.1%),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이 10,001명(35.9%), 100만원 미만은 

9,793명(31.0%)이었다<표 2>.

  건강행태에서 흡연행태는 비흡연이 16,380명(59.4%)로 가장 많았고, 음주

행태는 비음주자가 6,308명(20.5%), 음주자 중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이 5,578명(19.0%), 월 2-4회 이하 음주가 9,806명(35.1%), 주2-3회 이상 음

주가 6,604명(25.4%)였다<표 2>.

  체질량지수(BMI, kg/m²)는 저체중(BMI<18.5)이 857명(2.9%), 정상(18.5≤

BMI<23)이 9,771명(34.4%), 과체중(23≤BMI<25)이 7,382명(26.2%), 비만(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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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 10,179명(36.5%)이었다<표 2>.

  질환 여부는 의사진단 여부로 확인하였으며, 당뇨병은 없음이 13,483명

(76.8%)으로 더 많았고, 우울증은 없음이 16,437명(92.3%)로 더 많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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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 특성(55 세 이상 대상자 전체)

　 　 N=28,296

특성 분류  N weighted
%

인구
학적

성별 남 12,166 43.2

여 16,130 56.8

나이 55-64 세 11,822 49.2

65-74 세 10,445 30.5

75 세 이상 6,029 20.3

사회

경제적

거주지 동 20,122 74.8 

읍면 8,174 25.2 

아버지 교육수준 대졸 이상 1,688 8.0 

고졸 이하 1,474 7.6 

중졸 이하 1,771 8.8 

무학/서당/한학/초졸이하 16,398 75.6 

본인 교육수준 대졸이상 2,808 11.6 

고졸이하 5,093 21.1 

중졸이하 4,236 16.8 

초졸이하 14,085 50.5 

월평균 가구
총소득(만원) 300 이상 8,097 33.1 

100 이상 300 미만 10,001 35.9 

100 미만 9,793 31.0 

건강

행태

흡연행태 비흡연 16,380 59.4 

과거흡연 6,581 25.0 

현재흡연 3,725 15.6 

음주행태 비음주 6,308 20.5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음 5,578 19.0 

월 2-4회 이하 음주 9,806 35.1 

주 2-3회 이상 음주 6,604 25.4 

BMI(kg/m²) 18.5 미만(저체중) 857 2.9 

23미만(정상) 9,771 34.4 

23 이상 25 미만(과체중) 7,382 26.2 

25이상(비만) 10,179 36.5 

질환 당뇨병 없음 13,483 76.8 

있음 4,550 23.2 

우울증 없음 16,437 92,3

있음 1,58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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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결핵 경험 및 진단 시기

  55세 이상(조사 당시 연령 55세 이상)의 폐결핵 경험 유무와 시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폐결핵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5,250명(90.7%)이었으며, 55세 

미만에 폐결핵을 경험한 대상자는 1,462명(8.0%),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

험한 대상자는 266명(1.3%)이었다<표 3>.

  남성의 경우에는 6,377명(87.1%)이 폐결핵 경험이 없었고, 906명(11.3%)이 

55세 미만에 폐결핵을 경험하였으며,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은 154

명(1.6%)이었다<표 3>.

  여성의 경우는 8,873명(93.7%)이 폐결핵 경험이 없었고, 556명(5.2%)이 55

세 미만에 폐결핵을 경험하였으며, 112명(1.0%)이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

험했다<표 3>.

표 3. 폐결핵 경험 및 진단 시기 : 55 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단계

전체 (n=16,978) 남성 (n=7,437) 여성 (n=9,541)

p-
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폐결핵경험 
없음** 15,250 90.7 6,377 87.1 8,873 93.7 <.0001

55 세 미만 
폐결핵 경험§ 1,462 8.0 906 11.3 556 5.2

55 세 이상
폐결핵 경험¶ 266 1.3 154 1.6 112 1.0

* p-value : Chi-square test

** 폐결핵경험 없음 : 55 세 이상 대상자 중 폐결핵 경험 없음

§ 55 세 미만 폐결핵 경험 : 55 세 이상 대상자 중 55 세 미만에 폐결핵 경험

¶ 55 세 이상 폐결핵 경험 : 55 세 이상 대상자 중 55 세 이상에 폐결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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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상(조사 당시 연령 55세 이상) 중 폐결핵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폐결핵 진단 연령을 분석한 결과, 20-24세가 15.3%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

가 15.0%, 30-34세가 11.2%였다.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에서는 

55-59세가 4.8%로 가장 많았고, 60-64세가 2.8%였으며, 55세 이상이 차지하

는 비율은 14.2%였다<그림2>.  

그림 2. 폐결핵 진단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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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핵 경험 유무와 시기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폐결핵 경험과 시기(폐결핵 경험 없

음,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로 분석한 결과, 연령의 

평균은 폐결핵경험이 없는 군은 65.8±0.13세,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은 

65.0±0.30세, 55세 이상 폐결핵경험군은 73.0±0.60세였다. 폐결핵 진단 연

령의 평균은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은 30.5±0.46세, 55세 이상 폐결핵 경

험군은 64.5±0.66세였다. BMI 평균은 폐결핵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24.2±0.04kg/㎡,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은 23.1±0.10kg/㎡,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은 22.3±0.31kg/㎡였다<표 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으로 폐결핵경험이 없는 군과 55세 미

만 폐결핵 경험 군은 55-64세가 각각 50.3%, 54.4%로 가장 많았고, 55세 이

상 폐결핵 경험 군은 75세 이상인 경우가 51.5%로 가장 많았다<표 5>.

  아버지 교육수준은 서당/한학/무학/초졸이하인 경우가 세 군 모두에서 각각 

75.6%, 74.1%, 86.2%로 가장 많았다<표 5>.

  거주지는 동에 사는 경우가 세군 모두에서 각각 77.1%, 79.0%, 73.8%로 가

장 많았으며, 본인 교육수준은 초졸이하가 각각 46.9%, 39.9%, 80.0%로 모든 

군에서 많았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35.7%로 

300만원 이상이 많았고,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37.8%로 100만원 이

상 300만원 미만이 많았으며,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49.0%로 가장 많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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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폐결핵 경험 유무와 시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

　(N=16,978)

분류

폐결핵경험 없음
(n=15,250)

55 세미만에 
폐결핵 경험
(n=1,462)

55 세이상에 
폐결핵 경험
(n=266)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연령(세) 65.8 0.13 65.0 0.30 73.0 0.60

진단연령(세) . . 30.5 0.46 64.5 0.66

체중(kg) 61.4 0.14 61.2 0.37 55.9 0.98

BMI(kg/m²) 24.2 0.04 23.1 0.10 22.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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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폐결핵 경험 유무와 시기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N=16,978)

특성 분류

폐결핵경험 없음
(n=15,250)

55 세미만에 
폐결핵 경험
(n=1,462)

55 세이상에 
폐결핵 경험
(n=266) p-

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연령
(세) 55-64 6,524 50.3 647 54.4 22 9.4 <.0001

65-74 5,578 30.2 568 31.0 106 39.1 

75 이상 3,148 19.5 247 14.6 138 51.5 

아버지
교육
수준

서당/한학/
무학/초졸

이하
9,062 75.6 903 74.1 181 86.2 0.0480

중졸이하 1,117 9.6 101 8.6 6 4.7 

고졸이하 913 8.3 112 9.4 4 1.3 

대졸이상 699 6.5 100 7.9 17 7.8 

거주지 동 11,458 77.1 1,110 79.0 175 73.8 0.3768

읍면 3,792 22.9 352 21.0 91 26.2 

본인
교육수준 초졸이하 7,497 46.9 623 39.9 209 80.0 <.0001

중졸이하 2,549 17.3 269 19.4 22 8.6 

고졸이하 3,216 22.8 338 24.3 19 7.2 

대졸이상 1,823 13.0 220 16.3 12 4.1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 미만 4,817 28.7 463 26.4 143 49.0 <.0001

(만원) 100 이상
300 미만 5,492 35.6 547 37.8 85 33.1 

300 이상 4,865 35.7 433 35.8 38 17.9 

* p-value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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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핵 경험 유무와 시기에 따른 건강행태와 질환 특성

  연구대상자의 건강행태와 질환 의사진단 여부를 폐결핵 경험과 시기(폐결핵 

경험 없음,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흡연행태는 모든 군에서 비흡연이 각각 61.0%, 44.8%, 51.4%로 많

았고, 음주행태는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과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각각 37.8%, 41.0%로 월 2-4회 이하 음주가 많았으며, 55세 이상 폐결핵 경

험군에서는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다<표 6>. 

  체질량지수(BMI)는 폐결핵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37.5%로 비만이, 55세 미

만 폐결핵 경험군과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각각 45.4%, 43.7%로 정

상이 많았다<표 6>. 

  질환 의사진단 여부에서 당뇨병은 세 군에서 각각 82.9%, 74.7%, 74.6%로 

없음이 많았으며, 우울증은 세 군 모두에서 94.1%, 91.5%, 93.8%로 없음이 

많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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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폐결핵 경험 유무와 시기에 따른 건강행태와 질환 특성  

　 (N=16,978)

특성 분류

폐결핵경험 없음
(n=15,250)

55 세미만에 
폐결핵 경험
(n=1,462)

55 세이상에 
폐결핵 경험
(n=266)

p-value*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흡연

행태
비흡연 9,365 61.0 687 44.8 121 51.4 <.0001

과거흡연 3,604 24.4 516 35.8 100 37.9 

현재흡연 1,945 14.6 242 19.4 37 10.7 

음주
행태 비음주 3,310 20.3 227 13.9 64 20.8 <.0001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음
3,207 20.3 300 19.1 67 28.8 

월 2-4 회 
이하 음주 5,692 37.8 578 41.0 63 27.2 

주 2-3 회 
이상 음주 3,041 21.6 357 26.1 72 23.2 

BMI 저체중 373 2.4 86 5.0 37 13.3 <.0001

정상 5,097 33.4 667 45.4 127 43.7 

과체중 4,082 26.7 318 22.9 62 24.0 

비만 5,683 37.5 384 26.6 40 19.0 

당뇨병 없음 12,487 82.9 673 74.7 126 74.6 <.0001

있음 2,678 17.1 235 25.3 51 25.4 

우울증 없음 14207 94.1 855 91.5 161 93.8 0.0421

있음 966 5.9 100 8.5 11 6.1

* p-value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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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결핵 경험 유무에 따른 결핵 관련 요인

1) 폐결핵 경험 없는 군 대비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 대비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여성보다 남성

(OR 1.65, 95% CI 1.10-2.45)이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은 55-64세에 비해 

65-74세(OR 1.02, 95% CI 0.75-1.38)가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7>.

  유년기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하

(OR 1.55, 95% CI 0.88-2.71)가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현재 사회경제

적 수준으로 거주지는 동보다 읍면(OR 1.05, 95% CI 0.77-1.43)이 높았고, 

월평균가구총소득은 300만원 이상에 비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OR 

1.16, 95% CI 0.85-1.58)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7>.

  흡연행태는 비흡연에 비해 과거흡연(OR 1.17, 95% CI 0.78-1.74)이 높았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음주행태는 비음주보다 음주 중 최근 1년간 전혀 마

시지 않음(OR 1.54, 95% CI 1.04-2.28)과 월2-4회 이하 음주(OR 1.57, 95% 

CI 1.08-2.28)가 유의하게 높았다. 체질량지수(BMI)는 정상인 경우보다 저체

중(OR 1.71, 95% CI 0.98-2.97)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7>.

  질환 의사진단여부는 당뇨병은 ‘없음’에 비해 ‘있음’(OR 1.31, 95% CI 

0.94-1.83)이, 우울증도 ‘있음’(OR 1.15, 95% CI 0.72-1.84)이 높았으나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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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폐결핵 경험 없는 군 대비) 55 세미만 폐결핵 경험군의 결핵 관련 요인§

모형 1¶ 모형 2¶¶

OR (95%, CI) OR (95%, CI)

인구

학적

성별 여 1.00 1.00

남 1.99 1.50 2.65 1.65 1.10 2.45 

연령
(세) 55-64 1.00 1.00

65-74 1.03 0.82 1.28 1.02 0.75 1.38 

75 이상 0.75 0.55 1.01 0.82 0.55 1.23 

유년기

사회

경제

아버지 대졸이상 1.00 1.00

교육수준 고졸이하 1.01 0.66 1.53 1.55 0.88 2.71 

중졸이하 0.79 0.51 1.22 1.20 0.67 2.17 

무학/서당/한학
/초졸이하 0.83 0.58 1.18 1.24 0.76 2.02 

현재 

사회

경제

거주지 동 1.00 1.00

읍면 0.98 0.77 1.26 1.05 0.77 1.43 

본인교육 대졸이상 1.00 1.00

고졸이하 0.95 0.70 1.29 0.92 0.62 1.38 

중졸이하 0.99 0.71 1.39 0.77 0.48 1.22 

초졸이하 1.02 0.72 1.44 0.81 0.51 1.29 

월평균 300 이상 1.00 1.00

가구
총소득 100이상300미만 1.15 0.91 1.45 1.16 0.85 1.58 

(만원) 100 미만 1.19 0.91 1.55 1.05 0.72 1.52 

건강

행태

흡연행태 비흡연 1.00 1.00

과거흡연 1.16 0.87 1.55 1.17 0.78 1.74 

현재흡연 0.95 0.69 1.29 0.92 0.59 1.43 

음주행태 비음주 1.00 1.00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음 1.05 0.79 1.40 1.54 1.04 2.28 

월 2-4 회 이하 음주 1.17 0.89 1.52 1.57 1.08 2.28 

주 2-3 회 이상 음주 1.04 0.78 1.38 1.41 0.93 2.13 

BMI 정상 1.00 1.00

저체중 1.62 1.07 2.45 1.71 0.98 2.97 

과체중 0.57 0.45 0.72 0.55 0.39 0.78 

비만 0.53 0.43 0.66 0.56 0.42 0.76 

질환

여부

당뇨병 없음 1.00

있음 1.31 0.94 1.83 

우울증 없음 1.00

있음 1.15 0.72 1.84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1 : 인구학적·사회경제적·건강행태변수 보정한 모델

¶¶모형 2 : 모든 변수를 보정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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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결핵 경험 없는 군 대비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 대비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여성보다 남성

(OR 2.94, 95% CI 1.03-8.44)이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은 55-64세에 비해 

65-74세(OR 4.40, 95% CI 1.52-12.78)와 75세 이상(OR 10.08, 95% CI 

3.52-28.89)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8>.

  유년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하

(OR 0.56, 95% CI 0.09-3.45)가 낮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사회경

제적 수준으로 본인교육수준은 대졸이상에 비해 초졸이하(OR 7.06, 95% CI 

2.09-23.85)가 유의하게 높았다.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300만원 이상에 비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OR 1.12, 95% CI 0.46-2.74)이 높았으나 유의하

지는 않았다<표 8>.

  흡연행태는 비흡연에 비해 과거흡연(OR 0.83, 95% CI 0.28-2.45)이 작았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음주행태는 비음주보다 음주 중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음(OR 1.71, 95% CI 0.67-4.36)과 월2-4회 이하 음주(OR 1.77, 95% 

CI 0.72-4.39)가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체질량지수(BMI)는 정상인 경

우보다 저체중(OR 1.50, 95% CI 0.50-4.52)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8>.

  질환 의사진단여부에서 의사진단여부는 당뇨병은 ‘없음’에 비해 ‘있

음’(OR 1.15, 95% CI 0.59-2.27)이 높았고, 우울증은 ‘없음’에 비해 ‘있

음’(OR 0.43, 95% CI 0.09-1.95)이 작았으나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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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폐결핵 경험 없는 군 대비) 55 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의 결핵 관련 요인§

모형 1¶ 모형 2¶¶

OR (95%, CI) OR (95%, CI)

인구

학적

성별 여 1.00 1.00

남 2.27 0.94 5.49 2.94 1.03 8.44 

연령
(세) 55-64 1.00 1.00

65-74 5.31 2.39 11.79 4.40 1.52 12.78 

75 이상 9.30 4.07 21.26 10.08 3.52 28.89 

유년기

사회

경제

아버지 대졸이상 1.00 1.00

교육수준 고졸이하 0.10 0.03 0.36 <0.001 <0.001 <0.001

중졸이하 0.24 0.06 0.93 0.56 0.09 3.45 

무학/서당/한학
/초졸이하 0.24 0.11 0.50 0.49 0.14 1.73 

현재 

사회

경제

거주지 동 1.00 1.00

읍면 0.74 0.46 1.19 0.58 0.30 1.12 

본인교육 대졸이상 1.00 1.00

고졸이하 1.31 0.48 3.59 1.54 0.36 6.60 

중졸이하 2.07 0.74 5.77 2.42 0.59 9.89 

초졸이하 5.73 2.27 14.47 7.06 2.09 23.85 

월평균 300 이상 1.00 1.00

가구
총소득 100이상300미만 1.49 0.71 3.14 1.12 0.46 2.74 

(만원) 100 미만 1.38 0.62 3.07 0.94 0.36 2.45 

건강

행태

흡연행태 비흡연 1.00

과거흡연 1.25 0.51 3.04 0.83 0.28 2.45 

현재흡연 0.70 0.29 1.70 0.48 0.15 1.47 

음주행태 비음주 1.00 1.00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음 1.53 0.78 2.97 1.71 0.67 4.36 

월 2-4회 이하 
음주 1.36 0.70 2.61 1.77 0.72 4.39 

주 2-3회 이상 
음주 1.12 0.55 2.30 0.98 0.35 2.73 

BMI 정상 1.00 1.00

저체중 2.32 1.20 4.49 1.50 0.50 4.52 

과체중 0.73 0.44 1.23 0.73 0.36 1.48 

비만 0.48 0.27 0.84 0.56 0.28 1.13 

질환

여부

당뇨병 없음 1.00

있음 1.15 0.59 2.27 

우울증 없음 1.00

있음 0.43 0.09 1.95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1 : 인구학적·사회경제적·건강행태변수 보정한 모델

¶¶모형 2 : 모든 변수를 보정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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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결핵 경험 시기에 따른 결핵 관련 요인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 대비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의 사회경제적 요인

과 결핵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표9>. 모형 1과 같이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과의 관련성만을 본 경우(unadjusted model), 

본인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하(OR 1.13, 95% CI 0.41-3.12)와 

중졸이하(OR 1.59, 95% CI 0.59-4.29)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성이 높았

으며, 초졸이하(OR 5.18, 95% CI 2.16-12.41)는 유의하게 관련성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월평균가구총소득은 300만원 이상 대비 100만원 미만(OR 2.43, 

95% CI 1.14-5.16)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9>. 

  모형 1에 추가로 인구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모형 2), 

조사 당시 연령이 55-64세 대비 65-74세(OR 6.37, 95% CI 2.75-14.72)와 75

세 이상(OR 14.41, 95% CI 6.15-33.75)이 유의하게 관련성이 높았고, 본인교

육수준은 대졸이상에 비해 초졸이하(OR 4.44, 95% CI 1.76-11.22)인 경우 유

의하게 관련성이 높았다. 한편 월평균가구총소득은 300만원 이상에 비해 100

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OR 1.37, 95% CI 0.68-2.75), 100만원 미만(OR 

1.33, 95% CI 0.66-2.68)인 경우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

다<표 9>.

  모형 2에 추가로 당뇨병과 우울증 질환 여부를 보정하였을 때(모형 3), 조

사 당시 연령이 55-64세 대비 65-74세(OR 5.61, 95% CI 1.64-19.18)와 75세

이상(OR 17.60, 95% CI 4.91-63.09)이 모형 2와 같이 관련성이 높았고 유의했

다<표 9>.

  유년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에 비해 무학/서당

/한학/초졸이하(OR 0.46, 95% CI 0.07-2.90)가 작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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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본인교육수준은 대졸이상에 비해 고졸이하(OR 

1.71, 95% CI 0.33-8.99)와 중졸이하(OR 2.20, 95% CI 0.51-9.48)일 때 관련

성이 높았고, 초졸이하(OR 7.21, 95% CI 2.11-24.66)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표 9>.

  흡연행태는 비흡연에 비해 현재흡연(OR 0.77, 95% CI 0.19-3.10)이 작았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음주행태는 비음주보다 월2-4회 이하 음주(OR 

1.11, 95% CI 0.37-3.35)하는 경우가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9>.

  체질량지수(BMI)는 정상인 경우보다 과체중(OR 1.61, 95% CI 0.64-4.02)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질환 의사진단여부는 당뇨병은 ‘없음’에 비해 

‘있음’(OR 0.77, 95% CI 0.34-1.71)이 작았고, 우울증도 ‘없음’에 비해 

‘있음’(OR 0.41, 95% CI 0.06-2.62)이 작았으나 두 변수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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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5 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 대비) 55 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 관련 요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인구

학적

성별 여 1.00 1.00

남 1.13 0.47 2.75 1.49 0.49 4.52 

연령(세) 55-64 1.00 1.00

65-74 6.37 2.75 14.72 5.61 1.64 19.18 

75 이상 14.41 6.15 33.75 17.60 4.91 63.09 

유년기

사회

경제

아버지 대졸이상 1.00 1.00 1.00

교육수준 고졸이하 0.20 0.05 0.75 0.18 0.04 0.76 <0.001 <0.001 <0.001

중졸이하 0.68 0.17 2.76 0.53 0.13 2.15 0.28 0.03 2.62 

무학/서당/한학
/초졸이하 0.98 0.47 2.05 0.70 0.30 1.62 0.46 0.07 2.90 

현재 

사회

경제

거주지 동 1.00 1.00 1.00

읍면 0.79 0.48 1.30 0.68 0.40 1.14 0.55 0.24 1.25 

본인교육 대졸이상 1.00 1.00 1.00

고졸이하 1.13 0.41 3.12 1.26 0.41 3.86 1.71 0.33 8.99 

중졸이하 1.59 0.59 4.29 1.36 0.48 3.92 2.20 0.51 9.48 

초졸이하 5.18 2.16 12.41 4.44 1.76 11.22 7.21 2.11 24.66 

월평균 300 이상 1.00 1.00 1.00

가구
총소득 100이상300미만 1.51 0.72 3.16 1.37 0.68 2.75 0.88 0.37 2.12 

(만원) 100 미만 2.43 1.14 5.16 1.33 0.66 2.68 0.90 0.3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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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5 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 대비) 55 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 관련 요인§

건강

행태

흡연행태 비흡연 1.00 1.00

과거흡연 1.00 0.43 2.32 0.77 0.27 2.21 

현재흡연 0.79 0.30 2.07 0.77 0.19 3.10 

음주행태 비음주 1.00 1.00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음 1.22 0.59 2.54 1.04 0.38 2.87 

월 2-4 회 이하 음주 1.06 0.51 2.18 1.11 0.37 3.35 

주 2-3 회 이상 음주 1.20 0.52 2.81 0.97 0.26 3.59 

BMI 정상 1.00 1.00

저체중 1.93 0.91 4.08 1.03 0.25 4.15 

과체중 1.61 0.87 2.98 1.61 0.64 4.02 

비만 1.06 0.57 1.95 1.20 0.52 2.79 

질환

여부

당뇨병 없음 1.00

있음 0.77 0.34 1.71 

우울증 없음 1.00

있음 0.41 0.06 2.62 

§로지스틱 회귀분석 

* 모형 1 :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 관련 요인(unadjusted model)

¶모형 2 : 인구학적·사회경제적·건강행태변수 보정한 모델

¶¶모형 3 : 모든 변수를 보정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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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본 연구는 조사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인 대상자 중 폐결핵 경험을 하지 않

은 군과 폐결핵 경험을 한 군으로 구분하고, 폐결핵 경험을 한 군을 55세 미

만에 경험한 군과 55세 이상에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태 및 질환 특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 중 특히 55세 이상에 폐결핵

을 경험한 군의 폐결핵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유년기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55세 이상인 대상자 중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이 15,250명(90.7%)이었고, 

55세 미만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이 1,462명(8.0%),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

험한 군이 266명(1.3%)이었다.

폐결핵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폐결핵을 진단받은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

면,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진단받은 경우는 55-59세가 4.8%, 60-64세가 

2.8%, 65세 이상이 6.6%로 전체적인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데 반하여, 고령층의 신환

자수는 여전히 높고(질병관리본부, 2017),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결핵 치료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노인 결핵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Dutt & 

Stead, 1993).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으로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과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조사 당시 연령이 55-64세가 가장 많았으나,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75세 이상 연령이 많았다. 결핵 역학에 대한 인구의 

고령화 영향은 복잡하며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홍콩과 같은 일부 고소득 

및 중위 소득의 국가에서는 결핵이 급격히 감소한 이후 크게 감소하지 않는 추

세이다. 홍콩의 연구에서 60세 이하의 사람들에서는 결핵이 감소하나, 60~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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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7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노인 결핵 발생률은 일관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Li, 2017). 

유년기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아버지 교육수준은 세 군 모두에서 서당/한학/

무학/초졸이하인 경우가 많았고, 그 중 55세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86.2%

로 다른 군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거주지는 동에 사는 경우가 세 군 모두에서 많

아 도시에 사는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본인 교육수준은 세 군 

모두에서 초졸이하가 많았다.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에

서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55세미만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5세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건강행태에서 흡연행태는 비흡연이 모든 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다.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 대비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흡연 대비 현재흡연의 OR이 0.92배로 나타났고, 55세 이상 폐결

핵 경험군에서도 현재흡연일 경우 OR이 0.48배로 현재흡연일 경우 결핵과의 

관련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흡연은 폐결핵 발생 위험을 2배가량 증가시키

고, 결핵에 의한 사망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Gajalakshmi 

et al., 2003). 본 연구에서 흡연과 결핵의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단면연구로써 명확한 인과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

다.

음주행태는 폐결핵 경험이 없음이거나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에서 월 2-4

회 이하 음주가 가장 많았으나,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체질량지수(BMI)는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은 비만인 경우가 많았고,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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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과 55세 이상에 폐결핵 경험군은 정상인 경우가 많았다.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 대비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에서는 정상 대비 저체중의 OR이 1.62

배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도 정상 대비 저

체중일 때 OR이 2.32배로 높게 나타났다. 결핵은 대표적인 소모성 질환 중 

하나로(유현재, 2009), 영양결핍이 되는 기전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

았으나, 음식섭취의 감소와 호흡을 위한 열량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5). 따라서 저체중은 결핵으로 인한 결과일 개연성이 크나 이 

또한 단면연구로써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은 어렵다.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군 대비 55세 이상 폐결핵 경험군에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초졸이하의 본인학력, 100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구총소

득이 유의하게 높았다. 추가로 인구학적·건강행태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 

65-74세의 연령, 75세 이상의 연령과 초졸이하의 본인 학력이 유의하게 높았

으며,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변수를 보정한 모형에서 남성, 65-74세의 연령과 75세 이상의 연령, 

초졸 이하의 본인 학력이 유의하게 높았고, 고졸 이하와 중졸 이하의 본인 

학력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높게 나타났다. 즉, 55세 미만에 폐결핵을 경험

한 군보다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에서는 높은 연령과 저학력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고 연령에서의 결핵 관련 요인으로 본인의 낮은 교육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콩의 연구에서 결핵의 재활성화율이 1968~2008년에 46%에서 70%로 증가

했는데, 65-74세 연령에서는 2000년까지 거의 100%인 것으로 추정했다. 초기 

성인 시절 감염된 후 노년기에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결핵의 재활성화(TB 

reactivation)가 증가한다. 그런데 고령화로 노년층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

에, 노년층에서의 결핵의 재활성화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한 도전 과제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도 남성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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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더 많았는데 흡연이나 과다 음주와 같은 고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Li, 2017). 

반면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에서 월평균 가구총소득과 결핵의 관

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Acciai(2018)는 노인은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지만 

자산(assets)은 최고조에 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노인의 사

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노인의 일생 동안의 경

제적인 누적 효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을 현재의 소득으로 파악하기는 어

렵다는 것이다.

한편 유년기 사회경제적요인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교한 결과, 유

년기 사회경제적요인과 결핵과의 관련성은 미비하였으며, 현재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천희란(2016)은 한국의 60-70

대 노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유년

기 사회경제적 요인은 본인 교육수준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즉, 본

인 교육수준으로 아버지 교육수준의 효과가 상실된 것으로, 노인의 유년기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핵 관련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도 유년기 환경보다 본인 교육수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55세 이상 성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핵과의 관련성에 대해 횡

단적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요인과 결과간의 명확한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

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결핵 경험 여부가 검사 결과 혹은 의사 진단 코드 

및 결핵 약제사용 여부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조사대상자의 회상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과대(엑스선상 결핵이 지나간 흔적 혹은 잠복결핵감염검

사 양성 등을 결핵으로 알고 있는 경우) 혹은 과소(의도적으로 답변을 안했

거나, 어릴 때 치료하여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 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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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여러 연구에서 이미 결핵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HIV, TNF길항제 사용 등의 요인을 충분히 보정하지 못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55세 이상 연령을 대상자로 한정하여 폐결핵 경험 유무와 55세 기

준으로 폐결핵 경험 시기를 구분하여 각 군별 대상자들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행태와 질환에 대해 분석하고 결핵 관련 요인들의 크기를 검정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및 결핵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결핵관리 체계 수립 이후 인구가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노인 결핵 연구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9 -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조사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인 대상자의 폐결핵 경험 유무와 시

기에 따라 폐결핵 경험이 없는 군과 폐결핵 경험이 있는 군으로 구분한 후, 

폐결핵 경험이 있는 경우를 55세 미만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 행태, 결핵과 

관련된 질환 여부를 규명하여, 55세 이상 성인에서 결핵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55세 미만 폐결핵 경험 군 대비, 55세 이상에 폐결핵을 경험한 군

에서 남성, 65-74세의 연령과 75세 이상의 연령, 초졸 이하의 본인 학력에서 

관련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와 중졸 이하의 본인 학력에서

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성인의 결핵은 유년기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현재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크며, 그 중 낮은 본인 학력과

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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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전국 55세 이상 대상자 중 폐결핵 경험에 대해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55세 이상 성인의 결핵과 본인 학력 수준의 관련성

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핵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핵 유병이 

가지는 특징과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타겟 집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의 결핵은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예방하기 위

해 낮은 사회계층의, 낮은 학력 수준의 고령층을 고위험군으로 인식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써 관련 요인과 결핵 발생간의 명확한 선후

관계 파악이 어려우므로, 결핵을 진단받은 고령층 대상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관련 요인의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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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oeconomic Status and Tuberculosis in Korean adults 

aged 55 and older

                                       Noeul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Ph.D)

Background and purpose: Tuberculosi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in the 1950s. Currently, the prevalence rate 

of tuberculosis is high in the elderly group by reactivation of 

infection of the time despite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uberculosis. Tuberculosis of the elderly requires attention because 

clinical manifestation and radiographic finding are atypical·nonspecific 

compare to the younger age group. The correlation of socioeconomic 

factor and tuberculosis have been reported at home and abroad, but 

there were very few studies conducted on senior citizen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ho were 

diagnosed with tuberculosis at the age of 55 and older,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socioeconomic factor and tuberculosis. 

Research method: This study used primitive data of Korea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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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f 9 years from 2008 to 

2016. Subjects over the age of 55 at the time of investigation were 

classified into a group without the experience of tuberculosis and a 

group with the experience of tuberculosis, and classified the group 

with the experience of tuberculosis into the group who experienced 

tuberculosis at under age of 55 and a group who experienced at  over 55 

years old. This study verifi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 and diseas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groups, and 

specially, this study identified a connection between socioeconomic 

factor of the group who experienced pulmonary tuberculosis at over 55 

years of age and tuberculosis. 

Research result: Risk of tuberculosi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group of over 55 years of age who experienced pulmonary tuberculosis 

than the group under 55 years of age, 65-74 years old(OR 5.61, 95% CI 

1.64-19.18) and over the age of 75(OR 17.60, 95% CI 4.91-63.09) than 

55-64 , and people with below elementary school education(OR 7.21, 95% 

CI 2.11-24.66) than higher than college graduat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variables of education level of father, residence 

that reflects the current socio-economic level, one’s own education 

level, and monthly average household gross income that correspond to 

the socioeconomic factors of childhood, it was identified that the 

current social economic factor is important, not the childhood, as 

tuberculosis at over 55 years of age is not associated with f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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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level but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ne’s own 

education level.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target group b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tuberculosis for efficiency of a 

long-term tuberculosis project. Specially, tuberculosis of the elderly 

is on the rise in Korea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erceive low 

social class and advanced aged men as a high risk group and prepare 

management solutions.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research data of 

tuberculosis of the elderly of a case of aging popul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uberculosis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countries 

with high incidence of tuberculosis. 

Keywords: tuberculosis of the elderly, socioeconomic factor, one’s own 

education level, monthly average household gross in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