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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회경제적 지위(이하, SES로 표시함)라는 개념은 영

어로 ‘socioeconomic position’, ‘social class’와 같은 용어

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이 SES는 처음 Baker(1784)[1]가 

제시할 때,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조

합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사회학

에서 제시되어 현재는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심리학 등

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도 적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아동의 지능이 SES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라는 연

구를 한다고 할 때, 이 SES는 심리학에서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심리환경적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아동 자신의 SES 대신 부모의 SES를 사

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모

의 SES를 왜 단순히 2개의 하위 요인만으로 보는가 등의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Ⅱ. SES 개념 포함 연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SES 개념 포함 연구의 문제점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SES 개념을 포함한 연구들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

째, SES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연구마다 천차만

별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을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지수 산출 방식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개념을 가

지고 여러 연구에서 나온 수치와 분석 내용 등을 직접 

비교하고 연구 결과들을 일관되게 체계화해서 학문화 하

기가 어렵게 된다. 셋째, SES 개념이 국가나 문화별로 차

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

이다. 이 경우에도 국가간, 문화간 비교가 어렵게 된다. 

2. SES 개념의 구성요인

  SES 개념은 초기에 제안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하위 요인만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즉, 최소한 학

력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McLaren 

(2007)[2]은 1988∼2004 기간에 ABI Inform, Business 

Source Premiere, CINAHL, EMBASE, ERIC, MEDLINE, 

PsychInfo, and Social Science Abstracts에 발표된 연구

물들에서 SES의 하위 요인들을 확인했는데, 주로 고용상

태, 교육수준, 소득, 빈곤 수준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Duncan, Daly, McDonough, 

Williams(2002)는 부(Wealth)를, Sirin(2005)은 아동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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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회경제적 지위(혹은 위상) 개념이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특정하

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이 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직업, 교육수준, 수입, 빈곤 수준, 부의 수준, 가

족구조(가족 수), 사회적 통합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물질적 생활 조건, 가계소비단위당 수입,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만족, 밀집

도, 공적 지원수준 등이 있다. 이들 지표들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측정한 후 지표들을 따로 따로 하나씩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이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 지표 한 두 개를 사용하려면 SES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 개념을 적용하려면 이들 개별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통합된 지수 형태로 사용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에서 이들 지표들 중 중요한 것을 선정하

여 통합적 지표로 사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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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연구하면서 가족 구조를, Adams, Hurd, 

McFadden, Merrill, Ribeiro(2003)는 사회통합의 수준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Lynch, Kaplan, Cohen, 

Tuomilehto, Salonen(1996)은 주택 자가보유 여부, 물질

생활 여건이라는 물질 변수를 추가로 사용하는 등 여러 

요인들이 사용되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직업, 교육수준, 수입, 빈곤 수준, 

부의 수준, 가족구조(가족 수), 사회적 통합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물질적 생활 조건, 가계소비단위당 수입, 경

제적 어려움, 경제적 만족, 밀집도, 공적 지원수준, 전반

적인 사회경제적 수준 평가 등 15개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들 중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요인은 직업, 교육수준, 수

입, 빈곤 수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수준 평가라고 볼 

수 있다.

3. SES 개념의 지수 산출방식

  그동안 SES 개념에 대한 지수 산출방식은 단일하게 통

일되어 있지 않다. 해당 하위 요인들의 점수로 각각 다루

는 경우도 있고, 이들 요인들의 총합 점수로 다루는 방식

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수준 평가를 위해 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방

식도 사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하위 요인이 따로 없

으므로 이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만 오히려 이 ‘사회경제적 수준’이라는 말을 응답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  

  먼저 해당 하위 요인들의 점수로 산출하여 다루는 경

우는 원래의 SES 개념을 오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

므로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하위 요

인들의 총합 점수로 다루는 경우는 옳기는 하지만 그 구

체적인 산출식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Cohen, Doyle, Baum(2006)[3]이 제시한 

산출공식을 약간 변형하여 표준 산출식으로 사용할 필요

가 있다. 이들은 총합 SES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소득과 

교육수준 각각에 대해 표준점수를 구해서 이들을 합산했

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산출식에 포함된 하위 요인이 2

개에 국한되므로  위의 핵심적인 개별 하위 요인 4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산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 산출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하위요인 간 상호작용에 의한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tiy) 문제와 제3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Twenge, Campbell(2002)[4]은 SES로서 교육 수준, 직업 

상태, 소득을 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종합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SES 지표들이 연령, 

성별, 인종별, 문화별 중재변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ES 지표들이 상호 분리되

어 있고,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서로 상관되어 있는 경

우들이 많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변량

(covariation)을 제거한 후 최종 점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출식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4. SES 개념의 문화 관련성

  SES 개념이 문화와 관련될 수 있음은 이미 Twenge 등

(2002)이 제시했다. Cox, McKevitt, Rudd, Wolfe(2006)

도 SES 개념의 하위 요인으로 주거와 물질 소유 상태 등

을 측정할 때 국가적 차이가 드러났다고 제시했다. 즉, 

국가별로도 SES 지표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다른데, 미

국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많이 쓰이고, 영국에서는 직

업적 사회 계급이 더 많이 쓰인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나 한 문화 내에서도 시대가 다

르면 SES의 하위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음을 연구에서 반영해야 한다. 

Ⅲ.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SES 개념이 인간 대상 연구 중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될 때 문제점을 확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SES에 포

함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한데, 총 15개의 요인 중심

으로 연구가 되며, 둘째, 지수 산출방식에서 문제가 있었

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ohen 등(2006)의 산출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이 개념이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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