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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소득층 여성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 으로 살펴보고, 그 사회 지지 자원이 소득층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건강 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지 악하 다. 본 연구를 하여 소득에 따라 소득

층 기 에 부합하고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내 성인 여성 23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기술통계, 상 분석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 다. 연구 결과 소득층 여성들이 평가하는 본인의

건강 수 은 간 수 이었고,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 ,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자원 등이 악되었다.

특히 사회 지지 자원은 교육수 과 주 건강 계에서 조 변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

해 소득층 여성의 건강 증진을 해서는 직 인 건강 련 측면뿐 아니라 자기 리 역량강화와 같은 심리 지원, 사회

지지 자원 확 를 한 안 망과 같은 제도 구축 등까지 포 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 을 도출하 다.

그리고 후속 으로 소득층 여성의 건강과 련된 변인들의 시간속성을 검증하거나 상을 세분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소득층 여성, 건강, 다차원 요인, 사회 지지 자원, 조 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factors influencing health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source 

between those factors and health of low income women in diverse spheres. The data of low income women were 

239 cases and were utilized SPSS ver. 21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health of 

low income women is identified medium level. Secondly, education leve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resource 

are related to the self-rated health of low income women. Especially, social support resource functions as moderators 

on between education and self-rated level of the health of low income women. Consequently,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xpand the social intervention range to promote health of low income women from cost benefit to 

psychological support such as capacity building for self-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safety-net to extend social 

support. And subsequently, the time attribute of the factors related to low-income women’s health and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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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건강은 개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으로서 신체

차원의 개념을 넘어 정신 , 사회 측면의 안녕까지

포함하며, 최근에는 삶의 질 차원에서 근이 이루어지

고 있다[41]. 건강의 복합 인 속성으로 인해 건강을 이

해하기 한 이 1980년 이후 개인 혹은 생물학

차원에서 사회 유형이나 구조 측면으로확장되어 왔다

[43]. 특히 국제사회는 건강에 한 사회구조 맥락을

건강에 한 사회 결정요인으로 개념화하 고 사회

결정요인은 건강과 련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에도 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개념 으로 건강불평등 결정요인과

정 측면의 건강 보호요인을 모두포함하고 있다[9, 53].

우선 건강불평등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소득, 교육수

, 고용, 물질 환경등의사회경제 요인이주로 제시

되고 있다[39].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 자체뿐 아니라 그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다양한 역에서의 기회박탈을 경

험하는 소득층은 사회․경제 수 이 취약하며 건강

수 이나 건강생활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보고되고 있

다[33, 58]. 특히 계층과 젠더의 교차를 통하여 이 인

압박을 경험하는 소득층 여성의 건강은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 자체만으로도 남성과 구

별되는 고유한 건강 요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라는 생활조건은 여성에게 물질 결핍의 차원을

넘어 자원 형성이나 통제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규

범, 사회 계망과 같은 비물질 차원이 결합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38, 40]. 실제로 소득 여

성 집단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악

되고 있으며 소득층 여성은 그 지 않은 여성과 비교

해 볼 때 상 으로 건강수명이 낮고 남성은 개인의 건

강 련 행태가 건강에 더 큰 향을 미치는 반면, 소

득층 여성의 건강에는 소득수 ,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 특성이 보다 요한 향 변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14].

다음으로 건강에 한 정 향요인, 즉 보호요인

으로 제시된 요인으로는 일, 이웃, 규칙 운동, 심리

자원,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가족 계만족도, 사회

계만족도, 종교활동 등이 있다[22, 24]. 이러한 요인들은

건강 련 연구에서 주목받아 온 사회 자본 에서

통합 으로 근이 가능하다[7]. 개인 간 계로부터 축

되는 사회 자본은 사회 네트워크, 신뢰, 참여, 규

범, 사회 지지 등으로 구성되는 실제 이고 잠재 인

자원 모두를 의미하고 건강과 같은 인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며 건강수 과 하게 연 된다[1, 33]. 구체

으로 소득층의 사회 계, 네트워크 사회자본 정도

는 사망률이나 심 질환, 뇌졸 , 염성 질환과 같은

보다 실질 인 건강 변수뿐 아니라 건강생활실천, 주

건강인식 등과 계가 있다는 것이 규명되고 있다[1,

33, 51]. 이와 같이 사회 자본이 개인의 건강증진에

한 향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는 이와 련된 구체 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연구에서 건강에 한 향요인들과 사회 자본 간의

상호작용 계를 확인할 필요가있음을 제안하고 있다[1,

51]. 특히 소득층 여성의 사회 자본은 체로 다른

집단보다 낮은 수 으로 알려져 있고 계망의 범 도

일 이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심리 복지수 의 향

상, 우울 스트 스 감소 등에 향을 미칠 수 있어 건

강에 한 보호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25]. 이에 본 연구는 건강에 한 사회 결정요인

을 활용하여 소득층 여성의 건강에 한 향요인

을 사회경제 요인과 보호요인 등으로 다차원 으로

근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건강을 신체 , 정신 건강에

한 본인의 주 인식 정도로 정의하 다. 주 건

강인식은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가장 보편 으로 활용

되는 지표로서, 의학 인 근으로는 측정하기 힘든 개

인의 신체 , 생리 , 사회심리 측면까지 포 하는 건

강에 한 본인의 평가를 의미한다[1]. 이러한 주 건

강인식은 반 인 건강수 을 반 하며 건강에 미치는

건강행동 선택과 계가 있고 객 차원의 건강 상태

와 거의 일치하며 방 건강행 와 우울 자살과 같

은 정신건강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3, 18].

특히 최근에는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주 건강인식과

사회 자본의 계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1,

4], 다양한 건강의 개념을 포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층 여성의 건강에 한 향

요인과 요인 간 계 규명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소득

층 여성을 상으로 그들의 건강상태에 한 향요인을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건강에 한 표

인 보호요인인 사회 지지 자원이 소득층 여성 건

강의 다양한 향요인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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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즉 조 효과를 악하 다. 사회 자본 자원

자본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사회 건강자원으로 주목받

고 있는[33] 사회 지지 자원의 조 효과 탐색은 소득

여성의 건강을 한 실천 개입의 근거 자료를 확 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

구체 으로 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득층 여성의 건강 건강에 한

향 요인의 일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득층 여성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소득층여성의 건강과 향요인의 계

에서 사회 지지 자원이 조 효과를 갖

는가?

2. 행연  고찰

2.1 저 득층 여  건강

건강 련 연구에서 건강의개념은 비만, 질환 등의 신

체 련 건강에서부터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건강

증진행 , 주 건강수 , 삶의 질까지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18, 44, 56]. 다양한 건강의 개념을활용한 연구

여성의 건강과 련된 연구들을살펴보면 사회경제

요인과 건강의 계를 직 규명하거나 여성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호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제시하 고[11, 16, 18, 54], 사회 결정요인과 건강 계

에서 효과를 갖는 변수를 검증하기도 하 다[15, 51].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여성의 건강은 여성

개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건강, 미래 세 에도 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략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40]. 최근에는 고령자 성별 격차에 따른 여성 고령 인구

의 증가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으

며, 특히 소득층 여성은 빈곤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문

제를 복합 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건강을 포함한 삶의

역 반이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11, 17]. 실질

으로 소득층 여성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질병에

한 응도 미비하며, 건강상태에 한 주 인지 역

시 부정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한 사망과 상

병을 모두 고려하는 건강수명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색한 강은정·조 태[5]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

보다 건강수명이 길고 교육수 이 낮을수록 건강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늘어난 기 여명

에 비해건강의질은 좋지 않다는 것을의미하며 특히소

득수 과 교육수 의 비례정도를 고려하 을 때 소득

층 여성의 건강의 질은더욱 낮을 수있다는것을 측하

게 하 다.

그러나 소득층 건강에 한 부분의 연구들은 성

별 구분 없이 근하거나노인, 아동 등에 을 맞추었

고 객 건강수 , 건강행태, 건강 련 제도 등에주목

해 왔다. 취약계층 여성들의 건강과 그 건강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사회환경 차원에서 근한 연구가 이루

어지기는 하 지만, 건강을 포 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신체 혹은 심리 건강 일부를 활용하 고 주로 부

정 인 건강 결과에 한 향요인을 탐색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이라는 공통 인 환경

특성을 갖는 여성들의 다양한 생활요구 건강에 주목

하여 그들의 건강 상태를 보다 포 개념인 주 건

강 인식으로 이해하고 건강에 미치는 향 요인을 규명

함으로써 소득층 여성을 한 건강 정책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 다.

2.1 저 득층 여  건강에 향  미치는 

건강은 태생 인 것뿐만 아니라 상을 둘러싼 사회

환경 요인의 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그러한 에

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소득층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

상태에 따른 부정 인 건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 정한 건강 개념인 주 건강수 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사회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 차원의 요인으로 연령, 소득, 교육수 ,

직업, 주거형태,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령과 사회경제 계층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본 신계 ·김은경[8]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연령주기

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을 이해하 고, 후기고령노인

일수록 일반 건강, 신체 기능, 사회 기능, 정신건강

등을 포 하는 건강 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 연령과 건강의 계를 측하게 하 다. 연령과 건

강의 유의미한 계는 건강에 한 생애주기 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생애주기별에 따른 건강 불평등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강상경·권태연[47]은 건강 정

책에 있어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개입의 필

요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 다음으로 소득은 사회경제

요인 건강에 향을 미치는 가장 표 인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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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수 이 낮아진다는 결과가많은 연

구를 통해 확인되었다[15, 16, 47]. 장혜정·박 [11]은

여성과 남성의 건강수명에 향을 미치는변인을 비교하

는데 여성 건강에 한 사회경제 요인의 향력이

더 유의하 고, 그 소득수 이 가장 요한 향 요인

임을 제시하여 소득과 젠더의 건강에 한 교차효과를

지지하 다. 교육수 역시 건강과 유의미한 향 계를

갖는 요인으로서 체 으로 소득이 건강에 향을 미치

는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김주 ·한

경혜[23]는 베이비붐 세 의 건강을 신체건강과 정신건

강을 기 으로 분류하여 두 역의 건강이 모두 취약한

고 험집단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악하 는데 여성

과 함께 낮은 교육수 이 포함되었다. 직업 련 변인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단순노무직과 같은

낮은 직업계층,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불안정성, 실업상

태, 직장환경의 취약성, 일에 한불만족등이건강에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16, 19]. 주거

환경은 거주하는 주택에서부터 지역특성까지 범 하

게 근이 이루어졌고,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김승연 등[49]과 허종호 등[19]의 연구에서는 주

거환경에 물리 취약성이 있는 경우 건강 수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지만 장혜정·박 [11]의 연

구에서는 거주환경과 건강수명의 계가 유의하지 않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회인구학 특성과 함께 자기효

능감과 같은 개인의 인지 특성도 건강과 유의미한

계를 가지고 있음이 제시되었는데 이 경 등[12]의 연구

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 련 삶의질이 높게

나타났고 이를 토 로 인간 행동의 동기와 성취의 바탕

이 되는 자기효능감에 을 둔 로그램 개발을 제안

하 다.

다음으로 가족특성 변인도 건강수 과 계있음이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으며,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도, 가족 계만족도 등의 요인

이 악되었다. 구체 으로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 상태

이거나 가족구성원 수가 을수록 건강의질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이나 정신건강 수 이 낮았고, 결혼기간이 짧을

수록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남편의가사노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건강 련삶의 질이높았다[11, 16, 55]. 가족간

의 계에 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가족 계만족도

역시건강과유의미한 계를갖는다고보고되었다[19, 24].

건강과 계있는 사회 측면의 변인으로는 사회

지지 계망, 교육 로그램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

하는 사회서비스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 으로 김진 ·

송이은[22]은 건강한 소득층 여성노인의 주요 건강보

호요인으로 이웃공동체를 제시하면서 이웃공동체의 지

지 활성화를 정책 과제로 제안하 다. 성 모[24] 역시

소득층 년여성의 사회 계 만족이 우울 변화와

의미있는 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 고, 여성의 정

신건강을 한 계 증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건강의 계를 살펴본 안양희 외

[54] 연구에서 소득층 여성가구주의 역량 구축을 한

임 워링 로그램이 건강 련 삶의 질이나 합리 의

료이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

회 계망, 사회 참여, 사회서비스 등을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 자원으로 개념화하 고, 이러한 사회 지

지 자원이 건강과 련된 변수와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6]. 이에 정책 장에서 소

득 여성의 건강은 생물학 이고 의료 인 근뿐만 아니

라 건강취약계층이라는 사회 요인에 주목해야 하며

소득여성의 미미한 사회 지지는 그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건강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한 정부 차원의 복합 인 지지체계 마련이 강

조되고 있다[14, 57].

이상과 같이 건강에 한 개념에서부터 유의미한

향요인 등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문제 기반의

방안 마련과 동시에 강 근으로 도출되는 요인들도

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을 한 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3. 연

3.1 연 상  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소득층 가구의 성인 여성이

다. 본 연구에서 정한 소득층의 기 은 국민기 생활

수 자, 차상 복지 여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여 상자, 최 생계비 150%에 부합하는 자등으로 서

울 수도권 내 종합사회복지 , 지역자활센터의 로

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건강에 한 향요인으

로 가족 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으로 구성

된 가구 내 성인여성으로 선정하 다. 설문조사는 임의

표집방법을 통해 소득층 상의 로그램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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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 수도권의 사회복지 과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2년 9월 약 한 달에 걸쳐 이

루어졌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설문

지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조사 상이부 합했던 것

들을 제외한 23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239)

Variable n %

Age
(M=44.7,
SD=9.88)

21 ~ 30 17 7.1

31 ~ 40 65 27.2

41 ~ 50 91 38.1

51 ~ 60 52 21.8

Over age 61 14 5.9

Education

Uneducated 2 0.8

Elementary-school-graduate 9 3.8

Middle-school-graduate 21 8.8

High-school-graduate 116 48.5

More than a college-graduate 91 38.1

Marital
status

Married 133 55.6

Divorced or Separated 62 26

Bereaved 25 10.5

Others 19 7.9

Family
composition

Couple 7 2.9

Couple and Child 108 45.2

Mother-Child 89 37.2

Aged Parents, Couple and Child 19 7.9

Others 16 6.7

Housing

Homeowner 46 19.2

Rental 77 32.2

Monthly Rental 63 26.4

Permanent Rental 29 12.1

Others 24 10.0

Employment
status

Regular Employee 64 26.8

Contract Employee 47 19.6

Temporary Employee 18 7.5

Daily Employee 21 8.8

Self-ownership 9 3.8

Unemployed 24 10.0

Others 56 23.4

Social security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28 11.7

Recipients in the 2nd Lowest Class 53 22.2

Conditional Recipients 30 12.6

Others 128 53.5

본 연구 상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조사 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약 44.7세

(범 : 21세∼68세)로 40 가 약 38%로 가장 많았고, 30

가 약 27%, 50 가 약 22%, 20 가 약 7%, 60 가 약

6% 순이었다. 응답자의 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이 약

49%로가장 많았고, 학교 이상이약 38%, 학교 졸업

이 약 9%, 등학교 무학이 약 4%로 나타났다. 응답

자의 혼인상태는 기혼이 약 5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혼 별거가 약 25%, 사별이 약 11%, 기타가 약 8%

순이었다. 이들의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

족 비율이 약 45%로 가장 높았고, 모자가정이 약 37%,

노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확 가족이 약 8%, 기타 약 7%,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정이 약 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거형태는 세인 경우가 약 32%로 가장

많았고, 월세 약 27%, 자가가 약 19%, 구임 주택

12%, 기타 약 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지 는

상용근로자가 약 27%로 가장 많았고, 단기계약근로자 약

20%, 임시 일용직근로자 약 16%, 자 업자약 4%, 무

직 기타가 약 33%로 나타나 조사 상자들의 고용형

태가 불안정한 것을 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

자들의 사회보장형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가구를 포함한 기타가 약 54%로 가장 많았

고, 차상 복지 여가구가 약 22%, 조건부수 가구가 약

13%, 기 생활수 가구가 약 12%로 나타났다.

3.2 연 도

3.2.1 저 득층 여  건강 변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건강상태에 한 주

인식 정도가 갖는 척도로서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소득

층 여성의 건강을 측정하기 하여 소득층 여성이 본

인들의 건강에 해 가지고 있는 주 인식 정도를

악하 다. 주 건강 척도를 활용한 부분의 연구에

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한 평가를 묻는 단일척도를

사용하 는데 특히 이성은[45]은 주 으로 인지된 건

강상태는 객 신체상태보다 신체 , 정신 결과를

설명하는데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 건강 인식의

속성을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기도 하 다. 이에 본 연

구는 소득층 여성들이 본인의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악하기 하여 신체 측면과 심리 측면 두 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

문항에 한 내 일 성은 .75로 신뢰할만한 수 이었다

(1-5 ).

3.2.2 저 득층 여  건강에 한 향  

본 연구에서는 소득층 여성의 건강수 에 향을

미칠 수있는 요인을 개인 가족 측면으로구분하여살

펴보았는데 개인 요인에는 연령, 교육수 , 직업형태,

주거형태 주거환경인식, 자기효능감 등을포함하 다.

그 직업형태는 정규직을 1, 그 밖의 형태를 0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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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형태는 자가를 1, 그 밖의 형태를 0으로 재코딩하 다.

주거환경인식은 김교성·노혜진[36]과 권신 등[50]이 제

시한 공간의 충분성, 치안 안정성, 주거환경만족도 등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 다(1-4 ). 이 세 문항의 내 일

성은 .68로 신뢰할만하 고, 수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해 정 인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을 둘

러싼 고 험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으로[20],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일곱 개 문항의 내 일 성은 .76으로 신뢰할만하 고,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요인으로는혼인형태, 가족응집성 등을포함하

고, 혼인형태는 기혼을 1, 그밖의 형태를 0으로 재코딩하

다. 가족응집성은 Olson이 개발한 가족 응성 응집

성 평가척도Ⅲ 가족원간의 친 감,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지지, 가족외부환경과의 교류정도, 공동시간과 친구

계, 가족여가활동에 한 심 등 다섯 가지 역으로

구성된 응집성 항목(10문항)만을 사용하 고[21], 이들의

내 일 성은 .69로 신뢰할만한 수 을 보 다(1-4 ).

수가높을수록 가족응집성 수 이 높은것을 의미한다.

3.2.3 사회적 지지 원

소득층 여성 건강의 결정요인으로 인한 부정 인

건강 결과에 한 향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인

사회 지지 자원의 효과를 탐색하기 하여 박주연[34]

이 사용한 사회 지지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 고, 사회 지지 자원은 친구, 친척, 이웃, 지역

사회/행정기 으로부터의 정서 지지(존경, 애정, 신뢰,

심 등), 정보 지지(문제 해결을 한 정보 제공), 물

질 지지(돈, 서비스, 물건, 시간), 평가 지지(행동에

한 인정, 칭찬 등의 평가와 련된 정보 제공)로 구분

된다(1-4 ). 속성별 내 일 성을 악한 결과 모두 .94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 이었고 수가 높을수

록 사회 지지 자원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 

본 연구에서는 SPSS ver. 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사용하

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를 산출하 다. 한 각각의 변수들에 한

상 계수 분산 팽창지수(VIF) 등도 검토하 고,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표 화 값을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소득층 여성의 건강상태에 한 유의미한

요인과 사회 지지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 효과

를 살펴보기 하여 평균 심화를 한 후 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4. 연 결과

4.1 저 득층 여  건강  건강에 한 향 

 적 경향

소득층 여성의 건강을 심리 ·신체 건강에 한

주 인식으로 측정한 결과 주 건강(M=3.13)은

간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복지패 을 활용

하여 서울거주 인구의 사회경제 박탈과 주 건강의

계를 살펴본 송인한·이한나[15]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

건강수 보다 낮은 결과로, 본 연구가 상을 소

득층 여성으로 한정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건강에 한 향요인의 특성은 앞서 사회인구학

변인에서 제시한 연령, 교육수 , 직업형태, 주거형태, 혼

인형태를 제외하고 제시하면 개인 요소인 자기효능감

은 2.78 , 주거환경에 한 인식은 2.53 , 가족 측면에

서 가족 계를 의미하는가족응집성은 2.91 , 본 연구에

서 조 변인으로 활용된 사회 지지 자원은 2.38 으로

나타나 간 혹은 간보다 높은 수 을 보 다. 그리고

사회 지지 자원의 하 요인 수 을 속성별로 살펴본

결과 평가 지지(M=2.52), 정서 지지(M=2.44), 정보

지지(M=2.36), 물질 지지(M=2.2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고).

Table 2. Descriptive of Study Variables

Variable Range
Min.
value

Max.
value

M SD

Health 1-5 1 5 3.13 .90

Self-efficacy 1-4 1.14 4 2.78 .39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1-4 1 4 2.53 .62

Family cohesion 1-4 1.67 4 2.91 .43

Social support 1-4 1 4 2.38 .48

Emotional 1-4 1 4 2.44 .51

Informational 1-4 1 4 2.36 .51

Material 1-4 1 4 2.20 .50

Evaluative 1-4 1 4 2.5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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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저 득층 여  건강에 향  미치는 

소득층 여성의 주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3 참고). 1단계에서는 소득층 여성 건강에 한

향요인 모두를 투입하 다. 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7%로 유의하 으며(F=5.076, p<.001), 소득층 여성의

주 건강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교육정도, 자

기효능감, 사회 지지 자원 등이 악되었다. 즉, 소득

층 여성들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β=.136, p<.05),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β=.205, p<.01), 사회 지지 자원에

만족할수록(β=.153, p<.05) 본인의 건강을 정 으로 평

가하 다. 특히 사회 지지 자원이 건강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한 조

변인으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3 저 득층 여  건강과 향  계에  

사회적 지지 원  조절효과

계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는 소득층 여성의 주

건강 인식과 그것에 향을 미치는 변인 계에서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악하기 하여 1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교육정도, 자기효능감과 사회 지지

자원과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하 다

(Table 3 참고). 그 결과,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19%로 1

단계보다 변량의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으며(F=4.863,

p<.001), 유의한 변인은 교육수 (β=.145, p<.05), 자기효

능감(β=.210, p<.01), 사회 지지 자원(β=.184, p<.01),

교육수 과 사회 지지 자원의 상호작용항(β=.161,

p<.05) 등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모델에서 상호작용항

이 통계 으로 유의할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Table 3. Factors influencing health of low-income women and moderating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resource

Variable
Ⅰ Ⅱ

B β B β

Social determinants

Age -.024 -.026 -.032 -.035

Education .122 .136* .131 .145*

Employment status
(1: Regular employee)

.023 .025 .019 .021

Housing
(1: Homeowner)

.071 .079 .059 .066

Self efficacy .185 .205** .189 .210**

Marital status
(1: Married)

.073 .081 .066 .074

Family cohesion .026 .029 .028 .031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038 -.043 -.039 -.043

Moderator Social support .138 .153* .166 .184**

Interaction
factors

Education × Social support 　 　 .324 .161*

Self efficacy × Social support -.333 -.079

Constant 3.126(.000) 3.121(.000)

F-value 5.076(.000) 4.863(.000)

R2 0.166 0.191

R 2(adj) 0.134 0.151
†p <0.10, *p <0.05, **p <0.01, ***p <0.001

Fig. 1.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ducation of low-incom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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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고 한 Baron과 Kenny[42]의 방법을 제

로 본 결과를 분석하면 소득층 여성의 교육수 이 건

강에 미치는 향은 사회 지지 자원에 의해 조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결과는 빈곤 여성한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지만, 자녀양육 스트 스와 우울 사이에서 사

회 지지를 포함하는 자원이 조 작용을 한다고 한 김

유심․곽지 [57]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서 사회

지지 자원이 소득층 여성 건강에 한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소득층 여성의

건강에 한 사회 지지 자원의 조 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하여 평균값과 표 편차를토 로 집

단을 세 개로 구분하 고, 교육수 은 학교 졸업( 퇴

포함)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퇴 포함) 이하로 집단을

구분하여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확인하 다. 소득층

여성의 교육수 에 따른 건강상태 평가는 사회 지지

자원 정도에 따라차이가 있었으며, 사회 지지 자원 수

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격하여 사회 지지가 교육수

과 상호작용하여 건강수 에 한 평가에 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참고). 즉 교육수 이

낮은 경우 사회 지지자원 정도에 따른 차이는 거의없

었지만 교육 수 이 높은 경우 사회 지지 자원 수 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 교육수 이 높은 경우에 사회

지지 자원의 효과가 큰것으로 악되었다. 한사회

지지 자원 수 에 의해 교육수 과 주 건강 계

의 방향성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 지지

자원이 낮은 집단의 경우 교육수 과 건강의 련성이

부 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 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사회 지지 자원 수 이 높지 않

다면 건강에 한 인식이 부정 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 으로 사회 지지 자원은 소득층 여성

의 교육수 에 따른 건강 상태 차이를 완화시킬 뿐 아니

라 교육수 과 건강의 정 계는 사회 지지 자원

이 낮은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소득층 여성의 건강 증진을 해서는 사회 계 강

화를 한 보다 구체 인 실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

Table 4. Factors influencing health of low-income women and moderating effect by the sub-areas of 

social support resource 

Variable

A1
(Ⅱ)

A2
(Ⅱ)

A3
(Ⅱ)

A4
(Ⅱ)

B β B β B β B β

Social determinants

Age -.040 -.044 -.018 -.020 -.030 -.034 -.036 -.040

Education .123 .136* .130 .144* .135 .150* .147 .163*

Employment status
(1: Regular employee)

.011 .012 .025 .027 .016 .018 .018 .020

Housing
(1: Homeowner)

.050 .055 .067 .075 .063 .069 .061 .068

Self efficacy .193 .213** .182 .202** .201 .223** .207 .230**

Marital status
(1: Married)

.059 .066 .070 .077 .069 .076 .075 .083

Family cohesion .019 .021 .033 .036 .030 .034 .043 .047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040 -.045 -.037 -.041 -.035 -.039 -.040 -.044

Moderator
Social support
(A)

Emotional (A1)

.186 .207** .170 .189** .148 .164* .100 .111
Informational (A2)

Material (A3)

Evaluative (A4)

Interaction
factors

Education × A(n) .308 .176* .208 .111† .252 .125† .284 .169*

Self efficacy × A(n) -.246 -.061 -.293 -.076 -.244 -.055 -.274 -.078

Constant 3.121(.000) 3.128(.000) 3.119(.000) 3.119(.000)

F-value 5.180(.000) 4.624(.000) 4.588(.000) 4.359(.000)

R2 .201 .183 .182 .174

R2(adj) .162 .143 .142 .134

†p <0.10, *p <0.05,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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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시사 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소득층 여성의 건강에 한 향요인과

건강의 계에서 사회 지지 자원의속성별 하 요인인

정서, 정보, 물질, 평가 지지의 조 효과를 세부 으로

검증하여 유의성을 악하 다. 사회 지지 자원 체

의 조 효과 검증과 동일하게 1단계에서는 건강에 한

향요인 모두를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정서, 정보,

물질, 평가 등의 각 요인과 건강에 한 향요인 유

의하게 나타난 교육수 자기효능감과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 투입하여·분석하 으며 2단계 결과만을 제시하

면 Table 4와 같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지지

자원의 하 요인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

지가 높을수록 소득층 여성의 주 건강 인식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통 으로 교육수 과 자기효

능감이 건강과 정 계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

효과를 악하기 하여 사회 지지자원의 하 요인과

건강에 한 향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평균 심화하여

투입한 결과 정서 지지와 교육수 (β=.176, p<.05), 정

보 지지와 교육수 (β=.111, p<.10), 물질 지지와 교

육수 (β=.125, p<.10), 평가 지지와 교육수 (β=.169,

p<.05)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다. 즉 정

서 , 정보 , 물질 , 평가 지지가 건강에 한 향요

인인 교육수 과 건강의 계에서 조 변인으로서 기능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논

본 연구는 소득층 여성의 건강 수 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다각 으로 살펴보고, 그 사회 지지 자원

이 소득층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건강

의 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지 악하는것을 목 으로

하 다. 본 연구를 하여 소득에 따라 소득층 기 에

부합하고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내

성인 여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연구 상

은 최종 239명이었으며, 기술통계, 상 분석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를 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소득층 여성들이 평가하는 본인

의 건강 수 은 간 수 이었고,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으로는교육수 , 자기효능감등이 악되었다. 소

득층 여성의 건강 수 에 한 인식이 높지 않게 나타난

은 건강 련 연구가 일 되게 보고하고 있는 빈곤할

수록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과 특히 여성의 건강은 생

물학 요인보다는 사회심리 요인의 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1, 15]. 여성 건

강에 한 사회심리 요인의 향력은 결과 인 측면뿐

만 아니라 과정 인 측면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에서 소득층 여성들

이 교육수 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을

정 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 증진을 한 다양

한 개입의 근거가 될 수있다. 교육수 은 사회경제 지

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직업이나 소득 수 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 인 건강불평등 결정요인으로

제시되어 왔고,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건강에 한

교육수 의 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특히 여

성과 낮은 교육수 집단에 한 건강증진 필요성이 강

조되었다[5]. 구체 으로 획일 인 보건의료 근보다는

사회경제 지 를 반 한 건강 리체계 확립이나 교육

과 고용기회 등을 포 하는 다면 인 정책 개발이 제안

되고 있다[35]. 한 자기효능감과 건강의 유의미한 계

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은 삶의 다

양한 사건들에 한 통제 능력에 한 신념으로 소득

층 여성들의 자기효능감은 건강 리 방행동에 정

인 작용을 하는 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3, 12].

안양희 등[54]의 연구에서 역시 소득층 여성가구주를

한 임 워링 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건강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 규명되기도 하 다. 이경우

등[37]도 소득층 년 여성의 자기효능감은 건강수

뿐 아니라 건강증진행 와도 유의미한 계가 있음을 제

시하면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마련을

강조하 다. 실제로 순희·이규 [46]은 취약한 년 여

성을 상으로 실시한 여성건강리더 교육 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하 는데, 로그램 실시 후 건강 리역량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이를 토 로 본인의 건강에

한 정 인 동기유발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 인 방

안 마련을 제안하기도 하 다.

둘째, 소득층 여성들의 건강에 사회 지지 자원의

유의미한 향력이 확인되었고 특히 사회 지지 자원은

교육수 과 주 건강 계에서 조 변인으로서의 기

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지지 자원수 이

높을수록 교육수 과 상호작용하여 소득층 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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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 과 주 건강의 정 계는 사회 지지

자원 수 이 높거나 간일 경우에만 한정되고 사회

지지 자원 수 이 낮은 경우에는 교육수 과 건강의

련성이 부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지지 자원이

소득층 여성의 건강을 좌우하는 요한요인임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결핍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다면 경험을 하게 되는 소득층 여

성의 건강을 한 실천 방안의 범 를 사회 지지 체

계 확립 차원으로 확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소득층 여성의 건강 증진을 해서는 상에 한

세분화된 근뿐 아니라 사회구조 환경의개선도 필요

하며사회 지지 자원을 활용할 수있는방안을함께 고

민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성을

개별 으로 근하는 건강 로그램뿐만 아니라집단 건

강 증진 로그램을 구성하여 운 하거나 내용상으로도

지지 체계의 요성을 포함하는 건강교육 로그램이 실

시될 필요가 있다[37, 48].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여성건강사업을 로 들면 모성건강에만 을맞춘 기

존의 건강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의 생애주기에따른 건강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역여성건강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여성건강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자치구의

여성 요구를 고려한 차별 인 건강사업등이 이루어졌다

[26]. 이러한 성인지 의 건강사업이 지속 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극 인 지원과 심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층 여성의 건강 향요인과 건강의 계

에 한 사회 지지 자원 하 요인의 조 효과를 살펴

본 결과 정서 , 정보 , 물질 , 평가 지지 등 모든

역이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사회 지지

자원의 하 요인에 한 세부 검증은 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을 한 실천방안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친척으로부터의 정서 지

지나 지역 공공기 으로부터의 물질 지지는 빈곤층의

경제 스트 스나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완화시킬수 있

는 요인으로 강조되었다[52]. 따라서 주민 착형의 다양

한 지역기 에서 여성한부모가구나 여성가구주가구의

건강 증진을 한 로그램이 포 개념으로 개발되고

운 된다면 방법 측면에서 빈곤층을 한 로그램이

라는 낙인감을 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자기효능감 향상, 가족 계 증진, 자조그

룹 형성, 건강생활을 한 문화 여가 로그램 제시 등

의 다양한 근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층 여성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건강 수 과 그것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한 실천방안이

직 인 건강 련 측면뿐 아니라 자기 리 역량강화

와 같은 심리 지원, 사회 지지 자원 확 를 한 안

망과 같은 제도 구축 등까지 복합 이고 포 인

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

다. 이러한 함의에도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제한

이 있다. 첫째, 통계자료의 시 경과성이갖는문제가있

다. 본 연구의 목 이실태나 황 조사가 아닌 소득층

여성의 건강에 한 향요인 악과 그 요인들의 계

규명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에 한 향 요인들의 계

가 시간 흐름에 큰 변화는없을 것으로 상하 다. 실제

로 이 한계 을보완하기 하여 여성 련 조사 가장

표성을 갖는 여성가족패 자료 여성건강을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2012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의 보

고서를 살펴보았다[27-32].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이

인식하는 주 건강에 연령과 학력수 이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어 본 연구 결과의 일부를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소득층 여성의 건강과 련된 요인에 시간속성을 반 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소득층 여성의 건강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사회 지지자원이나 다른 요인들의작용

과정을 심층 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 상자 측면에서 본 연구는 소득 기 에 의

거하여 소득층 여성이 주로 활용하는 사회복지 이나

지역자활센터를 심으로 상자 표집을 실시하 기 때

문에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득층 여성을 포함

하지 않았다는한계가있으며 이것은본 연구결과를일

반화시키는데 주의를 요구한다. 즉, 소득 기 에 의거한

같은 소득층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건강 요구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소득층

여성 내 다양한 상별 건강 요구를 이해해야 하며 세분

화된 상을 한 자기효능감이나 사회 지지 자원의

활용 방안을 보다 구체 으로 탐색해야 할 것이다.

2000년 부터 건강불평등은 주요한 사회 이슈가 되

어 왔으며, 소득층에게는 삶의 반 인 역에 향

을 미치면서 건강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하여 많은 문

제 을 양산하고 있어 인권 , 사회 으로 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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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2]. 특히 소득층 여성은 남녀차별

사회구조, 부양역할 책임 등으로 건강 이슈가 다른 집단

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

과는 소득층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한정책 서비스개발의기 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불평등에 한 정책

이 구체 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의료비 지원, 공공정책

강화 등의 물 측면으로 지원의 이 맞춰져 왔다는

한계가 지 되고 있다[2]. 소득층 여성 건강 련 정보

를 보다 통합 이고 복합 인 에서다양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 본연구의의미는건강증진을 한 맞춤형 통

합 로그램 개발 시 확 를 도모하는데 요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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