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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요

인 및 건강행태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난 수십년 간의 건강결

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생의학적 요인, 생활습관,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집단 건강모형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1].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건강과 관련된 사

회경제적 요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86년 발표된 오타와

(Ottawa) 헌장은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결정요인으로 보건의료부문 이

외의 요인으로 특히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2]. 이것은 사회경제적 상태가 건강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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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며,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

[3-5].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다룬 연구들에서 건강수준을 나타

내는 변수로 사망 ·상병지표, 만성질환 유병상태, 장애상태 및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많이 사용하였다. Belloc and Bres-

low [6]에 의하면 개인의 건강수준은 증상, 질병이환, 장애 등에 대한 

임상적인 검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스스

로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간편하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

태를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임상적인 검사를 통한 측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6.41.1.35&domain=pdf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6.41.1.35&domain=pdf


Byoung-Jun Yoon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36 | http://www.e-jhis.org

정보다 주관적인 면이 있으나 사망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데 있어 믿을 만한 지표로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7], 과거의 질병상태나 의료이용을 통해 평가된 상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미래의 보건의료 이용과 사망력을 예측

하는데 좋은 보건지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8]. 

Cairney and Arnold [9]는 건강수준과 사회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으로써 소득, 교육, 직업, 고용상태를 제시하였다. 소득은 구

매력 및 자본의 척도이고, 교육은 지식과 경제적 잠재력의 척도이며, 

직업은 공동체적 상태, 경제력, 직업적 경험을 나타내며, 고용상태는 

현재의 경제적 생활력과 불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과 교육은 사회계층의 차이와 건강수준의 관계를 

분석할 때 중요하며 경쟁적이라 하였다.

그 동안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결과 사회계층간 

사망과 질병수준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10-12].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계층간 건강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13-20]. 이들 연구들

은 대부분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패널조사, 서울시

민 보건지표조사, 인구주택 총조사의 표본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었으며,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사회계층 변수 활용의 어려움 등 

제약이 있었다.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1998년, 

2001년, 2005년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분석자료 중 소득수준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구 총소득을 임의구간으로 분류하여 사용함

으로써 개인적 건강수준에 과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로 보정한 균등화 개

인소득을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련성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파악하

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low data)를 이용하였

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3년을 주기로 시행

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국가 통계의 시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하

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

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단위의 대표성이 있는 조사이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 대상자는 10,113명이고 건강설문 ·

검진조사, 영양조사 중 1개 이상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8,018명이었다. 

이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교육, 소득, 직업, 결혼상태, 고용상태 등 사

회 ·경제적 계층별 분석을 위하여 25-64세에 해당하는 총 4,301명(남자 

1,875명, 여자 2,42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5-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원자료 검토 결과 

15-24세 대상자의 약 32.2%가 학생이거나 무직상태에 있음을 감안하

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도구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건강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과변

수로 개인이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선정하였다. 주관적 건

강상태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고 믿을 만한 건강수준

지표로서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7,21]. 주

관적 건강상태의 측정은 평소에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 라는 질문에 ‘매우 좋음’, ‘좋음’,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을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나쁨’, ‘매우 나쁨’에 속하는 

경우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불건강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

사회경제적 상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경제적 상태 변수로는 교육, 소득, 직업, 결

혼상태, 고용상태 등이다. 교육수준은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대상자가 응답한 졸업을 기준으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한 것을, 이 중 중졸과 고졸을 하나로 묶어서 ‘초졸 이하’, 

‘중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가구총소득을 개방형 질문으

로 조사한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각 가구원의 소득으로 전환한 균등

화 개인소득을 활용하였다. 균등화 개인소득의 산출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

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 OECD)의 제곱근지수 방법을 이

용하였다. 균등화 개인소득은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

로 나누어 계산한다. 소득계층은 균등화 개인소득을 5분위수로 구분

하여 월 82만 원 이하, 83-142만 원, 143-199만 원, 200-287만 원, 288만 

원 이상의 5단계로 분류하였다.

결혼상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결혼여부(기혼, 미혼), 결혼상태

(유배우자 ·동거, 유배우자 ·별거, 사별, 이혼)로 조사한 것을 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유배우자만을 ‘유배우자’로 하였고 나머지 미혼, 유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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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별거, 사별, 이혼 등은 ‘배우자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고용상태는 현재 하는 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하

는 일 있음’, ‘하는 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직업의 분류는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를 묶

어 Ⅰ그룹(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으로,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를 Ⅱ그

룹(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를 Ⅲ그룹(기능 및 단순노무직)으로, 주부, 무직, 기타를 Ⅳ그룹(무직, 

주부, 기타)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방법 

사회경제적 상태별, 연령군별 연구 대상자의 분포와 연령보정 전의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불건강 상태를 단순 교차표로 제시하였

다. 그리고 남녀별로 구분하여 사회경제적 상태별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로

지스틱 회귀분석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각각

의 변수만을 투입한 모델과 두 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델로 구분하여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하였다.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상태별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

람들의 비율을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 고용상태,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큰 차이를 보였다(Table 1).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이 인식

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불건강 상태는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 이상의 교육수

준을 가진 사람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

자 8.3%, 여자 10.3%이었으나, 초등학교 이하에서는 남자 27.8%, 여자 

31.6%로 남자는 3.3배, 여자는 3.1배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월평균 균등화 개인소득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불건강 상

태는 소득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상태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불건강 상태는 여자는 배

우자가 있는 경우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

지만, 남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용상태별 자

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불건강 상태는 남녀 모두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경우에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

히 남자(23.6%)가 여자(19.2%)보다도 더 높았다.

직업군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불건강 상태는 전문직관리

직 ·사무직인 상위 직업군 I에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2%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육체적 노동이 많은 농어업 종사자, 

기능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직업군 Ⅲ에서는 19.6%로 직업군 Ⅰ에 

비하여 2.1배나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중 실제로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25세부터 

64세까지를 10세 단위의 연령군별로 구분하여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불건강 상태의 비율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 연령군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신의 건

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연령군별 큰 차이가 없었지

Table 1. Unadjusted prevalence of self rated poor health (%) 

Classification
Men   

  
  

Women
  
  

% n % n

Total 12 1,875 17 2,426

Education           χ2 =17.45
   ≤Elementary 27.8 97   31.6 294 p<0.001
   Middle or high 14.4 667   18.4 1,024
   ≥College 8.3 812   10.3 861
   Missing value - 299   - 247
Income¹           χ2 =19.24
   ≤82 24.1 162   29.1 275 p<0.001
   83-142 12.0 267   17.1 433
   143-199 13.0 345   18.9 454
   200-287 10.4 365   13.3 466
   ≥288 7.5 426   12.3 537
   Missing value - 310   - 261
Marital status           χ2 =17.56
   Married 11.9 1,314   17.7 1,963 p<0.001
   No partner 12.9 264   10.1 217
   Missing value - 297   - 246
Employment           χ2 =17.49
   With job 10.2 1,357   15.2 1,210 p<0.001
   Without job 23.6 220   19.2 970
   Missing value - 298   - 246
Occupation²           χ2 =17.91
   I 8.1 542   9.2 499 p<0.001
   II 10.0 231   19.2 369
   III 12.0 576   19.6 342
   IV 23.3 227   19.2 970
   Missing value - 299   - 246

1Equivalenced personal income (unit: 10,000 won).
2I, professional and managerial position; II, service and sales workers; III, 
technical and unskilled workers; IV, unemployment, housewif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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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직업유무를 통제한 

후 교육, 소득, 직업군별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의 교차비와 95% 신뢰구

간을 구하였다.

남자의 경우 모델 1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 이상인 계층과 비

교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계층의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대한 교차비가 

3.86 (95% CI, 2.19-6.81)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력수준별 순차성을 보

였다. 한편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군에 비하여 무직 

및 기타 등의 직업군 교차비가 2.45 (95% CI, 1.53-3.90)로 높게 나타났

으나,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델 2에서는 소득

수준이 288만 원 이상의 계층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82만 원 이하인 

계층의 교차비는 2.69 (95% CI, 1.60-4.65)로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소득계층의 교차비는 1.37-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군에서는 

모델 1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모델 3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불건강 인식수준은 교육수준이 대학 이

상인 계층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계층의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대한 교차비는 3.61 (95% CI, 2.02-6.47)로 유의하게 높았다.

월평균 균등화 개인소득이 288만 원 이상인 계층에 비교하여 82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대한 교차비는 2.25 (95% 

CI, 1.29-3.95)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소득계층이 중하위계층, 중위

계층, 중상위계층의 교차비는 각각 1.27, 1.55, 1.30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직업군별로 볼 때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인 Ⅰ

만,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5-34세 연령군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별 건강수준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균등화 개인소득별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

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88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비해 82만 원 이

하의 저소득자에서 모두 유의하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결혼상태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

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상태별 주관적 건강

상태는 25-34세 연령군을 제외하는 모든 연령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군별로 각각의 계층별 차이가 주관적 건

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남녀

별로 실시한 결과는 Tables 3, 4와 같다.

Table 2. Distributions of unadjusted self rated poor health status by socioeconomic levels in different age groups

  
25-34 35-44 45-54 55-64 Missing 

value% n % n % n % n

Sex                 543
   Male 9.3 312 7.9 457 11.4 428 19.9 381
   Female 9.7 431 12.0 623 18.0 595 27.5 531
Education                 546
   ≤Elementary 0.0 1 16.7 6 29.7 27 31.4 92
   Middle or high 10.1 169 11.8 433 16.1 610 24.6 479
   ≥College 9.4 573 9.2 641 9.7 321 8.7 138
Income¹                 571
   ≤82 8.0 49 22.1 77 27.2 125 34.4 186
   83-142 9.5 137 10.4 192 15.7 178 23.3 193
   143-199 10.2 176 12.2 254 17.2 180 26.9 189
   200-287 9.9 181 10.6 283 11.7 222 17.9 145
   ≥288 8.8 194 4.9 265 11.1 314 17.4 190
Marital status                 543
   Married 9.5 400 10.2 994 15.0 982 24.2 901
   No partner 9.6 343 11.6 86 22.0 41 36.4 11
Employment                 544
   With job 10.2 509 9.2 779 12.5 758 19.8 521
   Without job 8.1 234 13.0 301 23.0 265 30.5 390

1Equivalenced personal income (unit: 10,000 won).
p<0.001: statistical test of difference in each in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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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비하여 무직, 주부, 기타인 Ⅳ그룹의 교차비는 1.94 (95% CI, 

1.18-3.19)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서비스 및 판매직인 Ⅱ그룹과 기능 및 

단순노무직인 Ⅲ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여자의 경우 모델 1에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은 대

학 이상인 계층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계층의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대한 교차비가 3.55 (95% CI, 2.47-5.11)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

력수준별 순차성을 보였다. 한편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 관리직, 사

무직군에 비하여 주부, 무직 및 기타 등의 직업군 교차비가 1.63 (95% 

CI, 1.13-2.36)으로 나타났으며, 기능 및 단순노무직의 교차비는 1.30이

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모델 2에서는 소득수준이 288만 원 

Table 3. Adjusted odds ratio of self rated health as below fair for men by socioeconomic indicators 

Classifi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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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Elementary 3.86 2.19, 6.81     3.61 2.02, 6.47
   Middle or high 1.89 1.30, 2.74     1.80 1.23, 2.63

   ≥College* 1.00       1.00   
Income1             
   ≤82     2.69 1.60, 4.65 2.25 1.29, 3.95
   83-142     1.45 0.85, 2.47 1.27 0.74, 2.19
   143-199     1.69 1.04, 2.75 1.55 0.95, 2.54
   200-287     1.37 0.82, 2.25 1.30 0.79, 2.15
   ≥288*     1.00   1.00   
Occupation             
   I* 1.00   1.00   1.00   
   II 1.01 0.59, 1.75 1.14 0.67, 1.95 0.96 0.55, 1.66
   III 0.95 0.60, 1.50 1.31 0.87, 1.99 0.86 0.53, 1.38
   IV 2.45 1.53, 3.90 2.55 1.59, 4.09 1.94 1.18, 3.1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erence category.
1Equivalenced personal income (unit: 10,000 won).

Table 4. Adjusted odds ratio of self rated health as below fair for women by socioeconomic indicators 

Classifi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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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Elementary 3.55 2.47, 5.11     3.07 2.10, 4.48
   Middle or high 1.74 1.30, 2.33     1.65 1.23, 2.22
   ≥College* 1.00       1.00   
Income1             
   ≤82     2.48 1.70, 3.60 1.92 1.30, 2.83
   83-142     1.30 0.90, 1.87 1.14 0.78, 1.65
   143-199     1.53 1.07, 2.17 1.47 1.03, 2.10
   200-287     1.03 0.71, 1.50 1.03 0.71, 1.50
   ≥288*     1.00   1.00   
Occupation             
   I* 1.00   1.00   1.00   
   II 1.57 1.02, 2.41 2.10 1.41, 3.15 1.51 0.98, 2.33
   III 1.30 0.83, 2.04 1.97 1.30, 2.99 1.20 0.76, 1.89
   IV 1.63 1.13, 2.36 1.99 1.40, 2.82 1.51 1.04, 2.1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erence category.
1Equivalenced personal income (unit: 1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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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계층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82만 원 이하인 계층의 교차비는 

2.48 (95% CI, 1.70-3.60)로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소득계층의 교차비

는 1.03-1.53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군에서는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군에 비하여 나머지 직업군의 교차비가 2.00수준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계층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계층의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대한 교차비는 3.07 (95% CI, 

2.10-4.48)로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월평균 균등

화 개인소득이 288만 원 이상이 계층에 비교하여 82만 원 이하인 계층

의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대한 교차비는 1.92 (95% CI, 1.30-2.83)이었

다.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군인 Ⅰ그룹에 비하여 무직, 주부, 

기타군인 Ⅳ그룹의 교차비는 1.51 (95% CI, 1.04-2.19)이었다.

이와 같이 남자, 여자 모두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불건강 인식이 높아지는 거의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직업군별

로 볼 때 남자는 직업계층이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감에 따라 주관적 

불건강 인식정도에 일관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

녀 모두 Ⅳ그룹인 무직, 주부, 기타군에서 주관적 불건강 인식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교육수준의 차이가 소득수준의 차이에 비하여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

준의 차이가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에 비하여 남

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교육, 소득, 직업 등 사회경제적 계층의 차이가 주관적 건

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건강상태의 측정은 일반

적으로 인구집단의 건강상태 파악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신이 인식

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이용하였다. 

Pijls et al. [22]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인식은 건강조사에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며, 여러 가지 장기적인 추적조사 결과를 보더

라도 다른 임상적인 지표보다는 사망률에 대한 위험도를 강력하게 예

측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Idler and Benyamini [21]의 사망추적조사 결

과에서도 주관적 건강인식은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수준과 질병의 중증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의료기관의 임상기록과 비교하더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설문조사의 질문이나 응답의 형태

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간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국제간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23]. 

본 연구결과 남녀 모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신

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차비도 큰 차

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여자에 비하

여 남자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교육수

준별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 대학 이상의 계층에 비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계층의 교차비는 남자 3.61, 여자 3.07로 유의하게 높

았다. 한편 소득수준별 차이를 보면, 상위계층에 비하여 하위계층의 

교차비는 남자 2.25, 여자 1.92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상태별로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을 분석한 결과[15]에서는 교육수준이 대학 이

상의 계층에 비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계층의 교차비가 남자는 2.62이

었고, 여자는 3.12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별로는 상위 20%에 해당

하는 계층에 비하여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주관적 불건강 인

식률에 대한 남자의 교차비는 3.23이었고, 여자는 2.24로 나타났다. 그

리고 2005년 서울시민의 만성질환 유병과 주관적 건강수준과 관련된 

사회계층별 차이 분석 결과[25]에서는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계층

에 비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계층의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 교차비가 

남자는 2.70이었고, 여자는 2.22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상

위계층에 비하여 하위계층에서 교차비가 남자는 1.79이었고, 여자는 

1.44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남자의 

교육수준별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의 교차비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이나 직업계층별 교차비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물론 건강조사의 시점이 다르고, 소득수준 및 직업군별 

구분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도 있다.

Kim [24] 및 Sorlie et al. [25]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상태의 차이가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게서 높게 나왔던 것과는 달

리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보다도 남자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위험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 및 교육

수준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높

다는 국내외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6,26]. 한편 

Kim et al. [27]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계층별 외래 

및 입원의료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낮은 계

층일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만성질환 유병률과 주관적 불건

강 상태가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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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 [23]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료 활용이 가능한 15개

국의 교육수준별 평균수명을 분석한 결과, 30세에서 대학 이상의 학

력을 지닌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보다 약 6년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남자 30세에

서 교육수준별 차이가 7.7년이었고, 여자는 4.2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수준

이 높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환경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보

다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양식 및 보건의료의 접근성이 용이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에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가 좋거

나 매우 좋다고 보고한 비율이 평균 약 69%로 높게 나타났고, 남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자보다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소득계층

별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소득 5분위수를 

기준으로 상위 소득계층에서는 약 80%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였으나,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약 60%정도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여 소득계층 간 건강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생활환경 및 작업환경의 차이, 생활양식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

한 보건의료의 접근성 차이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불건강 상태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이나 소득의 저하를 가져

오는 것으로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경제적 상태는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다[28].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교육수준은 고정적인 변수라면 소득수준은 

보다 현재의 경제상태를 반영하는 유동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수준이 소득수준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차이를 더 

크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nkleby et al. [29]은 건강을 설명하

는데 가장 타당성 있는 사회경제적 지표는 교육수준으로 보았다. 

Bossuyt et al. [30]은 벨기에(Belgium)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상

태와 건강수명 간의 실증 연구를 통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도 건강수명이 훨씬 짧고, 주관적 건강상

태도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Sorlie et al. [25]은 교육수준

과 소득수준은 질병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모두 중요한 변수이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률의 차이, 건강지

식의 습득 및 건강관리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소득, 직

업 등 사회경제적 계층의 차이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정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계층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이하

인 계층에서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자가 여자

보다도 훨씬 높았다. 그리고 소득수준별 차이에서도 남녀 모두 상위 

소득계층에 비교하여 하위 소득계층에서의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녀 모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

적 불건강 인식률이 높아지는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직업군별 차이에서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의 상위 직업계층과 

비교하여 무직, 주부, 기타 등 하위 직업계층의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

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계층 서열간의 일관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전반

적인 건강수준를 향상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사

회경제적으로 불이익 집단들에 대한 공중보건 및 질병예방사업에 중

점을 두어야 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계층간의 건강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보

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사회정책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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