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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기 위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우울 수준을 살펴보고,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 변화

와 우울 수준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고 가구형태 변화가 노인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

KLoSA) 제 3차(2010년), 제4차(2012년), 제5차(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2010년 65세 이상 노인 3,907명의 가구형태를 다인가구와

1인가구 두 가지로 구분한 뒤 4년 동안 이들의 가구형태 변화여부에 따라 1인

가구-1인가구, 다인가구-1인가구, 1인가구-다인가구, 다인가구-다인가구 4가지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범주화 하고 데이터 값은 Lag Function

으로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CES-D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ANOVA를 실시하였다. 가구형태 변화가 우

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 모형(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사용하고 β값으로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정하였으며, 하위집단별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

기 위해 GEE분석을 시행하여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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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다인가구에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한 남성은 63

명, 여성은 211명이였으며 이들의 평균 CES-D 점수는 남성 5.508점, 여성

5.531점으로 남성 평균점수 3.721점과 여성 평균점수 4.425점 보다 높았다. 가

구형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다인가구를 유

지하는 대비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로 변할 때 남녀 모두 우울점수

가 높았으며 그 결과는 유의했다(남: β=1.249, 여: β=0.748, ref=다인가구-다인

가구).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친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가 낮을수록 우

울수준은 증가하였다. 결혼상태를 기준으로 혼인상태를 유지하며 다인가구에

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할 때 남녀 모두 우울점수가 높았으며(남: β

=1.346, 여: β=1.668).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

가 변할때 남성은 β=2.396, 여성은 β=1.318로 우울 점수가 높았다. 또한 친한

사람을 자주 만나고,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우울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동거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와 노인의 우울과의 인

과성을 확인하였다. 가구형태는 누구와 함께 사는지에 대한 것으로 노인은 같

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 동거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지지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 1인가구로

의 변화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줄어들게 되어 우울감이 심화될 수 있다. 우

리사회는 고령사회로 노인 1인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노인의 우울은 개인

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기에 사회는 노인 1인가구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가 노인의 우

울을 심화시킨다는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가구형태 변화를 겪게 되는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노인, 1인가구, 가구형태변화,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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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2017)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3.2%에서 13.6%로 증가하여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17년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27.9%로

가장 많으며 1인가구의 연령계층별 규모는 70세 이상 비율이 17.8%로 20,

30대 1인가구 비율보다 높으며 60대의 1인가구 증가가 가장 컸다. 전 세대에

걸친 1인가구의 증가는 세대별로 각기 다른 이유로 형성되고 있는데

20-30대의 청년층의 경우 직업이나 학업 또는 비혼이나 만혼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40-50대 중장년층은 이혼이나 별거,

자녀 교육을 위한 기러기 족 증가로 인한 자발적 1인가구 증가,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주로 사별과 비혼, 가족해체 현상으로 인한 자녀세대와의

분리로 인한 1인가구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아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OECD가 발간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의하면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이며, 우리나라

66∼75세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를 기존 유교 전통사회에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던 것과

다르게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고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출범하여 1950년대 출생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워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그룹별 건강 격차가 확대되어 다음세대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등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이 연계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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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1.11).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고, 퇴직으로 인해

공식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이러한 상실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만성적 불안을 유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Bambrick and Bonder, 2005).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노인의 33.1%는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노인의

경우 우울증상이 증가하였으며, 85세 이상 연령군의 우울증상률은 65∼69세

연령군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가구의 우울증상률이 43.7%로 자녀 동거가구의 34.9%나 노인 부부가구의

26.2%보다 높았다. 노년기의 높은 우울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이인정, 2011) 노인들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도 12.5%나 된다는 것은 노년기

우울을 방치할 경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수명연장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

지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사회 구조적 변화와 가족 가치관 변화로 인한 노인

부양 가구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변미리, 2015). 특히 노인 1인가구의 경우 경제, 건강, 주거 등

생활전반에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고은, 2017; 이명진 외, 2014).

노인이 부부가구나 자녀세대와 동거하다가 사별이나 자녀의 독립 등 기타

사유로 노인 독거 가구로 변화할 경우, 노인은 주거빈곤 및 경제빈곤 상태에

처하기 쉬우며, 빈곤이 장기화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노인은 우울이나 자살 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노인의 정신건강 악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장될 수 있기에 노인의 동거형태 변화 자체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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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을 위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관계

망에 따른 우울 수준을 살펴본 후, 2인 이상 동거가구에서 노인 1인가구로 가

구형태 변화 자체가 노인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노인 우울 예방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관계

망에 따른 우울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한다.

셋째,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 세부적으로 우

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가구형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노

인 우울을 악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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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가구유형과 1인가구

1.1 노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1)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

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독거가구 23%, 노인부부가구 44.5%, 자녀동거가구

28.4%, 기타가구 4.0%로 노인의 경우 독거가구나 부부 단독가구가 67.5%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부

부가구 형태이지만 무배우자의 경우 노인독거가구가 58.7%로 자녀동거가구

36.5%의 1.5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

르면 청년층(20-30대)의 경우 경제 불황으로 인한 비혼과 만혼으로 1인가구가

형성되며, 중년층(40-50대)은 이혼, 별거, 비혼으로 인한 1인가구가 많으며 노

년층(60대 이상)은 주로 사별에 의한 1인가구가 형성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민홍 외, 2015; 강은나 외, 2017).

1) 2014. 3.~12. 전국 975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0,452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

득, 건강 기능상태, 경제활동 및 여가사회활동 실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

한 결과이다. (송영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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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인가구의 이해

1) 1인가구의 개념

1인가구(one single person)란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 정의에 의하면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통계청, 인구주택총

조사). 아래 <표 1>의 이전 선행연구들을 보면 1인가구와 단독가구, 독신가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단독가구는 1인 혹은 부부가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독신가구는 사별, 이혼, 비혼 등으로 법적으로 배우자 없는 가구

를 말한다(김윤영,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인가구였던 노인이 가구 구성원

이 1명인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할 경우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감에 미치

는 영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 표준정의에 따라 1인이 독립적으로 생

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1인가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1> 1인가구의 개념

저자 연도
1인가구 

지칭용어
1인가구의 개념

김행신

이영호
1998 단독가구 노인 한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

박은아 2004
(노인)

단독가구

만 60세이상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

지 않고 1개월이상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

하고 있는 독신가구 또는 부부가구

통계청 2005 1인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

로 취사, 취침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차경욱 2006 1인가구 성인 한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형성하는것

출처: 변미리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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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를 전후로 본격화되었으며 60대

이상 노인의 주거나 복지, 독신가구의 소비나 경제 상태를 주로 연구하였다

(최유정 외, 2016; 변미리 외 2015). 특히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서울시나 인천시 등 지방정부의 1인가구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서도 발간되었다(변미리 외, 2015; 김윤영, 2017). 1인가구 연구의 상당수는 1

인가구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전제하여 그에 따른 실질적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비혼이나 만혼으로 인한 청년 1인가구 증가와 사별 및 가족해체 현상

으로 인한 노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문제와 주거 정책 제안 연구가 있

으며(조주현 외, 2010; 이상명, 2017) 독거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

한 연구도 있다(김경숙, 2017).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과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 1인가구의 경우 동거가구가

있는 노인에 비해 경제적 빈곤(박선영 외, 2016; 김유진 외, 2017) 및 정신적

건강상태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여 진다(이신영 외, 2012; 강은나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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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1인가구와 우울

2.1 우울의 개념

우울이란 슬프고 불행한 감정으로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우울감’이라고 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뇌에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

정’이 나타나는 병은 ‘우울증’이라고 한다. Beck(1974)은 우울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로 근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

타내는 기분장애로 정의하였다(이고은, 2017).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2013년 개정한 정신질

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5)을 발간했다, DSM-5에 따른 진단 기준에

따르면 우울은 우울한 정서 상태 뿐 아니라 복합적인 정신적, 신체적 차원에

서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상실,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감, 체중 및

식욕변화, 불규칙한 수면,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무

가치감 또는 지나친 죄책감, 집중력 감퇴 또는 결정곤란, 자살 충동 및 자살시

도를 수반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들 증상 중 5가지 혹은 그 이상의 증상

을 2주 동안 거의 매일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이전 일상생활수행 기능으로부

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기준으로 우울증을 진단한다(이고은, 2017;

APA 2013). 우울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별, 외로움, 실직, 경제적인 걱정과

같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노인의 경우 모호

한 신체 증상, 불면, 불안,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성치매)와 같은 우울증상을

보이기도 한다(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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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인의 우울

우울은 노인이 겪는 대표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노년기에 가장 흔하지만 방

치할 경우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노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노인이 우울을 겪는 이유는 상실(lossness)

에서 비롯되는데 상실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노년기에는 더 많은 상실

을 경험하게 된다(노병일 외, 2007). 노인의 경우 청각, 근육 등 신체적 상실과

배우자 사별이나 친구의 죽음 등 사회적 관계의 상실, 경제적 불안정 등 다양

한 형태의 상실을 겪으며 우울감을 갖게 된다. 초기 노년기인 만65세부터 69

세까지의 우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후기 노년기로 갈수록 더

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전근성, 2017) 이는 노인의 우울은 초기부터 후

기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되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강희숙 외, 2000; 노병일 외,

2007; 김정은 외, 2013; 전근성, 2017; 이난희 외, 2017).

우울증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모형인 앤더슨 모형(Andersen Model)은 의료

서비스이용의 선행요인(predisposing), 가능요인(enabling facters), 욕구요인

(need facters)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최근 고령층의

우울증 상태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확대되었다(Andersen, 1995; Gelberg,

Andersen, & Leake, 2000; 강상경 외, 2010; 김정근, 2016). 앤더슨 모형에 따

르면 노인의 우울은 인구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나 건강관련 특성이 노인의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Andersen, 1995, 강상경 외, 2010; 김정근, 2016). 앤더슨 모형의 우울증상 첫

번째 예측요인인 선행요인은 연령,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다(김

정근, 2016). 두 번째인 가능성요인은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의료서비스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소득이나 경제사회적 환경을 포함한다(강상경 외,

2010; 김정근, 2016). 세 번째 욕구요인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직접적

인 요인으로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개인의 질병이나 장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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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en, 1995, 강상경외, 2010; 김정근, 2016). 확장된 모형에서는 건강행위

가 추가 되었는데 건강행위 요인은 외래나 입원 같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정기

적인 운동을 포함한다(Gelberg, Andersen, & Leake, 2000; 강상경 외, 2010; 김

정근, 2016).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선행요인의 주요 원

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으로 나누

어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강희숙 외,

2000; 강은나 외, 2015; 이난희 외, 2017)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한 연구도 있기에(김정은 외, 2013; 강은나 외, 2017) 남성

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더 우울수준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 는 없다. 그러나 대

부분의 연구에서 여성 노인의 우울수준이 남성 노인의 우울수준보다 높은 연

구결과가 많은데 이러한 성별에 따른 우울수준 차이는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제약으로 고립될 확률이

높으며(강은나 외, 2015) 노년기 상실에 따른 정신적인 무력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수

준이 높은데 순자산이 낮을수록, 월세를 부담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

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외, 2016). 또한 빈곤가구 내에서 국민연

금수급액이 낮을수록 노인의 우울증이 증가 하였다(김정근, 2016). 노년기에는

은퇴와 신체적 노화로 경제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 할수록 의

료서비스 이용도 어렵기 때문에 비 빈곤 노인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다.

셋째, 건강상태는 노인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력 등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만성질환 유무(서홍란 외, 2013; 강은나 외, 2017; 정순

둘 외, 2011), 주관적 건강상태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

다고 생각 할수록 우울수준이 높다(강희숙 외, 2000; 이난희 외, 2017).

넷째, 사회적 관계망은 혈연관계와 친구, 정부기관,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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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 혈연관계를 통칭하며 사회적 관계망은 우울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은 이들과의 접촉유무나 접촉빈도로 측정된다(강은나

외,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

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된다(노병일 외, 2007; 이난희 외, 3명; 전근

성, 2017).

이 밖에도 종교 유무에 따라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

울수준이 높다는 연구와(손의성, 2008) 흡연하는 사람이 비흡연자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는데(오진주 외, 2016) 종교는 사회적 지지와 연관

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흡연 여부는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우울수준과 부의

관계를 가짐을 추론할 수 있다.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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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

(연도)
대상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결과

      * 정적영향의 경우 ○, 부적인 영향의 경우 ▼로 표시

      * 괄호는 우울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구체적 요인

      * 건강상태 중 -는 주관적, 객관적 건강상태가 안좋음을 의미

연령

(고령)
성별

배우자

없음

건강

상태

사회적지지

or 가족지지

낮은

소득수준
기타

강희숙 외

(2000)

대전지역

노인
○ ○ ○

노병일 외

(2007)
○

○

(여성)
○

○

(-)

▼

(감소)
○

이현주 외

(2008)

○

(-)
○

동거가족수

↓: ○

신은숙 외

(2011)
○

○

(여성)
○

▼

(감소)
○

김동배 외

(2012)

주거빈곤

○

이영경 외

(2013)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 노인
○

○

(여성)

○

(-)

▼

(감소)
○

경제활동 

노인: ▼

김정은 외

(2013)

다문화가

족 노인

○

(남성)
○

○

(-)

며느리와의 

만족도: ▼

이세윤 외

(2014)

지역사회

거주노인

○

(여성)

○

(-)
○

환경유해인자

(실내흡연)

노출:○

김태완 외

(2015)

○

(여성)
○ ○

농어촌거주:○

주거빈곤:○

의료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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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계속)

저자

(연도)
대상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결과

      * 정적영향의 경우 ○, 부적인 영향의 경우 ▼로 표시

      * 괄호는 우울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구체적 요인

      * 건강상태 중 -는 주관적, 객관적 건강상태가 안좋음을 의미

연령

(고령)
성별

배우자

없음

건강

상태

사회적지지

or 가족지지

낮은

소득수준
기타

오진주 외

(2016)

고령화연

구 패널
○

○

(여성)

인지기능↓:○

흡연: ○

김정근

(2016)
○

○

(여성)
○ 교육수준↓:○

박선영 외

(2016)

한국복지

패널

○

(여성)

▼

(감소)

주거비용부담

: ○

강은나 외

(2017)

도시지역

1인가구

○

(남성)
○

○

(-)

▼

(감소)

여가활동 : 

▼

이난희 외

(2017)

한국복지

패널

○

(여성)

○

(-)

▼

(감소)
○ 음주: ▼

박미진

(2017)

빈곤집단

비빈곤집단

사회적활동

참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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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거형태와 우울

노인은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 등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개별적 차이는 있

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적 기능이 쇠퇴하며 그에 따

라 일상생활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때 노인이 동거

인 없이 혼자 산다면 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원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

기에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이현지, 2014). 따라서 노인의

동거여부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동거형태(living arrangement)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노인의 동거형태를 1인가구(독거노인) 여부,

자녀와의 동거여부, 배우자의 유무 등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는데 선행연구

들은 혼자 사는 노인 일수록 다양한 차원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혼자 사는 노인은 동거인이 있는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울하며 음주

등의 문제와 자살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민아 외, 2011). 우울증 여

부에 따라 동거가족 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울증 노인의 평균 동거

가족수가 1.5명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다(이현주 외, 2008). 그리고 이러한 노년

기 우울은 신체적 건강의 저하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관련되어 심각

할 경우 노인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며(김희경 외, 2010) 독거노인의 경우

동거가구가 있는 노인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기에 독거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

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강희숙 외, 2000; 이신영 외, 2012; 최유정 외, 2016;

김세진 외, 2017).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 노인 1인가구는 타 연령층 1인가구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과

단순노무 종사자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1인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여 대다수의 노인이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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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초노령연금이 적어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이혜재 외, 2017).

노인은 누구와 같이 살고 있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원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계, 정서적 지지기반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가구형태는 중요하며 선행연구들로부터 동거형태가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 1인가구 자체

와 다인가구와의 비교를 통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있어도

부부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다인가구 구성원이였던 노인이 1인가구로 가구형태

가 변화할 경우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정신적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동거 노인이 노인 1인가구로 변화할 때 가구형태에 따른 변

화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변수를 통제하고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

고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 자체가 우울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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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노인의 동거형태 변화가 노인의 정신건강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3차(2010년), 제4차(2012년), 제5차

(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idy

of Aging : KLoSA)는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삶 전반에 걸친

포괄적 자료를 종단면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본 조사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짝수년도에는 조사대상 패널을 대상으로 동일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하며 홀수 년도에는 정책적 수요가 긴급한 정보를

수집하는 특별조사를 실시한다2) 2010년에는 8,299명, 2012년에는 7,813명,

2014년에는 7,029명이 조사를 완료하여 원표본 유지율이 72.8%이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사회경제적 수준과 경제상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김주연

외, 2018).

고령화연구패널의 모집단은 2006년 현재 45세 이상(1962년 이전 생) 제주도

를 제외한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표본수 약 10,0000명을 목표로 조사

하였으며 패널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API)으로 진행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 조사당시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형태를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나눈 후 이들의 4년 후 가구형태를 기존 가

구형태 유지 또는 1인가구에서 다인가구로 혹은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변

화 4가지로 연구대상을 분류하였다.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2) 2014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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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Scale(CES-D)로 평가한 우울증상을 종속변수로 하여 인구사회학

적 변인와 경제적 변인을 통제하여 독립변수인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설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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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2.1 선정 기준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는 법제상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규정에서 고령자 우대

및 수급조치 수급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을 하고 있는 점과(장철준 외, 2016)

UN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자 집단을 65세 이상 75세미만은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 85세 미만은 후기고령자, 85세 이상은 말기고령자로 보는것(원시연,

2012; 장철준 외, 2016 재인용)을 참고하여 고령화패널조사 조사자중 65세 이

상 노인으로 연령 기준을 설정하였다.

고령화패널조사는 2006년 제1차 기본조사 당시 구축된 패널 10,254명중 사

망패널을 제외한 생존자 성공패널로 패널을 구축하며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조사 성공패널 8,229명의 개인 아이디를 맞춰 개별 조사자를 분류한 후 이들

을 연도별로 추적하였다. 기준연도인 2010년도 제3차 조사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 1,645명, 여자 2,262명이며 제4차 조사인 2012년도는 남자 1,725명, 여자

2,334명, 제5차 조사인 2015년도에는 남자 1,776명, 여자 2,435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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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3.1 종속변수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울

의 정도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척도

를 통해 측정하고 있는데 CES-D척도는 1977년 Radloff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김태완 외, 2015)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10개로 축소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응답범주는 잠깐 그렇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 4가지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의 분포는 0∼1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해석한다.

3.2 독립변수

주요 독립변수는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이다. 여기서의

가구형태는 패널 대상자가 단순히 혼자 살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물리적

으로 분류된 것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경우 대인면접 방법이기에 패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패널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패널 대상자의

가구원은 본인 단독 가구가 되며, 패널 대상자의 사정으로 그 가족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대상자가 시설에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구원은

본인 단독가구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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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연구는 2010년도 3차 조사 당시 가구형태를 1인가구와 다인가

구로 분류한 후 2014년도 5차 조사에서도 이전 가구형태인 1인가구와 다인가

구로 동일하게 유지 되었는지 여부와 1인가구에서 다인가구로 혹은 다인가구

에서 1인가구로 변화 하였는지에 따라 가구형태 변화를 (1) 1인가구-1인가구

(2) 다인가구-1인가구 (3) 1인가구-다인가구 (4) 다인가구-다인가구 총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3.3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우울 예측모형인 앤더슨모형과 노인의 우울을 다룬 선행연구

를 참조하여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 혼인상태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과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으며 각 변수의 정의 및 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연령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1) 65세∼69세 (2) 70세∼74세 (3) 75세

∼79세 (4) 80∼-84세 (5) 85세이상 5개의 범주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

를 두 개의 연령구간으로 세분화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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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혼인, 이혼, 별거, 사별 4가지 혼인상태로 구분한 후 조사기간

동안 혼인상태의 변화를 보았으며 처음부터 결혼한 적이 없는지 여부도 포함

시켜 5개의 범주로 파악하였다.

2) 사회 경제적 수준

①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학력을 기준으로 (1) 초등학교 졸업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

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이상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②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패널 조사자의 주택 소유여부, 주거비용 부담, 건강보험 가입여

부를 살펴보았다. 매월 월세를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

정도가 높은 선행연구(박선영 외, 2016) 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주거비

용 부담을 자가와 전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 유무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나누

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여부는 국민건강보험가입대상인지와 의료급여제도 수급

자인지로 구분하여 조사자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패널 조사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5분위로 나누어 5분위는 최상위

20%, 4분위는 소득 상위 60%∼80%, 3분위는 소득 상위 40%∼60%, 1분위는

하위 20%로 5개 범주로 나누었다.



- 21 -

3)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1) 매우좋음 (2) 좋은편 (3) 보통

(4) 나쁜편 (5) 매우 나쁜편 5가지 범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4) 사회적 관계망

①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본 연구는 노인 1인가구에 중점을 두었기에 배우자나 가족과의 교류 보다는

종교나 친교모임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와 모임에의 참여 여부로 사

회적 관계 변수를 측정 하였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는 (1) 거의 매일

(2) 거의 매주 (3) 한달에 몇 번 (4) 일년에 몇 번으로 에 따라 4가지로 범주

화 하였으며, 모임은 (1) 종교 (2) 친목 (3) 여가·문화·스포츠 (4) 동창회·향우

회·종친회 (5) 자원봉사 (6)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6가지 모임으로 구분하여

참여 여부를 측정하였다. <표 3>는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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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내용　

종속변수 우울증상
CES-D척도에 따라 점수 분포는 0~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다고 본다.

독립변수 가구형태 변화
1인가구→1인가구, 다인가구→다인가구

1인가구→다인가구, 다인가구→1인가구

통제변수

인구학

적 특성

연령
65~69세, 70~74세, 74~79세

80~84세, ≥85세

혼인상태
혼인중, 별거 또는 이혼, 사별,

결혼한 적 없음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 나쁜편, 매우 나쁨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이상

주택소유 있음(자기집), 없음(전월세, 혹은 타인소유)

주거비용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건강보험유형
건강보험가입자(직장/지역)

의료급여(1종/2종)

사회적

관계

친한사람들과

만나는 빈도

거의 매일, 거의 매주,

한달에 몇 번, 일년에 몇번

모임의 참여

종교모임(참여/불참), 친목모임(참여/불참)

여가·문화·스포츠(참여/불참),

동창회·향우회·종친회(참여/불참)

자원봉사(참여/불참)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참여/불참)

<표 3> 연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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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이 연구는 고령화패널 Wave 09에서 Wave 14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조사자가 각 개인 아이디를 맞춰 개인 응답자들을 연도별로 추적하였으며, 데

이터 값은 Lag Fuction으로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였다.

첫째, 종단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남성노인과 여성노

인으로 범주화하고 2010년도 제3차 조사 자료를 베이스라인으로 정하였다. 이

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관계에 따른 우울증상 차이를

알아보고자 각 독립변수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P-value를 구

하기 위해 Anova Test를 하였다.

둘째, 우울점수 변화에 가구형태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

복측정된 범주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모형을 수행하였으며 β값으로 각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셋째,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관계 및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증상의 복합효과를 분석하기 각 하위 집단별 GEE 분석을 시행하여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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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1. 연구대상자 CES-D10 평균 점수 분포

이 연구는 2010년에서 2014까지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이므로 2010년을 기준년도로 연구대상자들의

CES-D10 점수를 파악했으며, 기술통계방법으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Anova Test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05)인지를 확인

하였다. 연구 대상은 남성노인 5,146명 여성노인 7,031명이며 남녀 CES-D 점

수는 남자 3.73점 여자 4.42점으로 여자가 더 높았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가구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1인가구였던 사람이 계속해서 1인가구를 유지하는

경우는 남성 286명, 여자 1,619명,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화한 경우는 남

성 63명 여성 211명이였고 1인가구에서 다인가구로 가구원수가 증가한 경우는

남성 24명, 여자 103명이였다.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 점수를 살펴보면 남

성과 여성 모두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화한 경우 우울점수가 약 5.5점으

로 남성 평균점수인 3.73점과 여성 평균점수인 4.42점보다도 높았다. 또한 1인

가구에서 계속 1인가구로 남아있던 남성 4.35점과 여성 4.79점보다도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 상태일 때보다는 아예 결혼한 적이 없거나 사별

또는 별거나 이혼상태 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편일수록,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이하로 낮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인과 우울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지위의 경우 주택 소유여부와 고정적인 주거

비용 부담여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Univariate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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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조사자들의 소득 분위로 우울 점수를 비교하

였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남:4.43, 여:5.13), 자가나 전세, 보증금이 있

는 월세가 아닌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할 때(남:4.81, 여:5.18) 의료급여 수

급권자인 경우(남:5.52, 여:5.55)

남녀 모두 우울 점수가 남녀 평균보가 높았으며 유의했다. Univariate 함수로

계산한 소득분위의 경우 하위 20%인 경우(남:3.83, 여:4.47) 남녀 평균과 비슷

한 우울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관계망 변수는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와 모임에의 참여로 살펴보

았는데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가 적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 종교모

임, 친목모임 참여 여부, 여가/스포츠/문화모임에 참여할수록 남성과 여성 모

두 우울 점수가 낮았으며 유의한 수준 이였다. 이는 노년기 자식이나 친족관

계 이외에 사회적 활동을 할수록 고립의 상태를 벗어나고 우울감이 줄어든다

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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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성 여성

N CES-D10 SD p-value N CES-D10 SD p-value

가구형태변화 　 　 　 　 　 　 　 　

1인가구-1인가구 286 4.350 3.029 <.0001 1,619 4.799 2.885 <.0001

다인가구-1인가구 63 5.508 2.514 　 211 5.531 3.079 　

1인가구-다인가구 24 4.208 2.359 　 103 4.359 2.937 　

다인가구-다인가구 4,773 3.648 2.971 　 5,098 4.261 2.983 　

연령

65-69 1,530 3.231 2.918 <.0001 1,776 3.830 2.893 <.0001

70-74 1,480 3.532 2.928 　 1,928 4.156 2.953 　

75-79 1,181 3.901 2.962 　 1,534 4.690 2.943 　

80-84 637 4.515 2.949 　 1,079 5.079 2.915 　

≥85 318 4.566 3.040 　 714 5.071 3.038 　

혼인상태

혼인중 4613 3.607 2.961 <.0001 3422 4.030 2.931 <.0001

별거 또는 이혼 96 4.792 2.703 　 95 5.053 2.754 　

사별 424 4.571 3.010 　 3494 4.783 2.977 　

결혼한적 없음 13 5.385 3.429 　 20 6.450 2.74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954 1.483 1.737 <.0001 1,028 1.797 1.870 <.0001

좋은편 1,329 3.676 2.637 　 1,373 4.444 2.476 　

보통 1,594 3.695 2.958 　 2,178 4.240 2.888 　

나쁜 편 1,010 5.050 2.913 　 1,986 5.361 2.971 　

매우 나쁨 259 7.008 2.512 　 466 7.041 2.333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이하 2,137 4.149 2.999 <.0001 5,565 4.583 2.968 <.0001

중학교 986 3.633 2.964 　 792 3.866 2.960 　

고등학교 1,361 3.415 2.906 　 544 3.849 2.929 　

대학교 이상 662 3.035 2.863 130 3.446 2.812

<표 4>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우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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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성 여성

N CES-D10 SD p-value N CES-D10 SD p-value

주택소유여부 　 　 　 　 　 　 　 　

무 774 4.434 3.067 <.0001 1,307 5.140 2.971 <.0001

유 4,372 3.585 2.943 　 5,724 4.261 2.955 　

주거 비용부담 　 　 　 　 　 　 　 　

자기집 4,372 3.585 2.943 <.0001 5,724 4.261 2.955 <.0001

전세 402 4.373 3.057 　 616 5.062 3.048 　

월세(보증금있음) 279 4.394 3.082 　 516 5.186 2.967 　

월세(보증금없음) 93 4.817 3.068 　 175 5.280 2.703 　

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 4,802 3.605 2.955 <.0001 6,410 4.315 2.964 <.0001

의료급여 344 5.221 2.878 　 621 5.551 2.881 　

소득분위 　 　 　 　 　 　 　 　

None 4,502 3.835 2.975 <.0001 6,639 4.476 2.977 <.0001

Low 86 2.453 2.856 　 201 3.597 2.945 　

Low-middle 127 2.976 2.770 　 106 3.292 2.640 　

Middle-high 212 3.071 3.034 　 51 3.922 2.697 　

High 217 2.770 2.717 33 3.515 3.083

친한사람과만나는빈도 　 　 　 　 　 　 　 　

거의 매일 1,301 3.016 2.838 <.0001 2,144 3.868 2.946 <.0001

거의매주 1,796 3.538 2.853 　 2,648 4.272 2.927 　

한달에 몇번 1,092 3.373 2.796 　 955 4.373 2.836 　

일년에 몇번 957 5.375 2.987 　 1,284 5.706 2.866 　

종교모임 참여 　 　 　 　 　 　
예 4,431 3.774 2.972 <.0001 5,398 4.496 2.965 <.0001

아니오 715 3.336 2.984 　 1,633 4.190 3.006 　

<표 4>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우울 점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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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성 여성

N CES-D10 SD p-value N CES-D10 SD p-value

친목모임 참여 　 　 　 　 　 　 　 　

예 2,189 4.299 3.107 <.0001 3,776 4.817 3.043 <.0001

아니오 2,957 3.279 2.800 　 3,255 3.969 2.833 　

여가/스포츠 /문
화 모임 참여

　 　 　 　 　 　 　 　

예 4,930 3.752 2.987 <.0001 6,796 4.463 2.978 <.0001

아니오 216 2.824 2.582 　 235 3.315 2.726 　

동창회/향우회/
종친회 참여

　 　 　 　 　 　 　 　

예 4,249 3.916 3.000 <.0001 6,810 4.459 2.974 <.0001

아니오 897 2.753 2.667 　 221 3.357 2.875 　

조사 연도 　 　 　 　 　 　 　 　

2010 1,645 4.004 3.070 <.0001 2,262 4.743 3.050 <.0001

2012 1,725 3.817 2.987 　 2,334 4.536 3.034 　

2014 1,776 3.342 2.840 　 2,435 4.022 2.805 　

5,146 3.721 2.966 7,031 4.425 2.977

<표 4>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우울 점수(계속)

* 자기집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나 친인척이 소유한 경우임

* 건강보험은 직장/지역 모두 해당되며, 의료급여는 1종/2종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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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형태 변화와 우울수준 관련성

<표 5>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지

위, 사회적 관계, 우울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가구형태 변화와 우울

수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GEE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다인가구를 계속해서 유

지하는 가구 대비 우울 수준이 증가 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에서 같게 나타

났으며 남성의 증가폭이 더 컸고 이는 매우 유의했다(남: β=1.249, P<0.001,

여: β=0.748, P<0.001, ref=다인가구-다인가구). 또한 계속해서 1인가구를 유지

하는 여성가구의 경우 계속해서 다인가구를 유지하는 여성 가구 대비 우울 수

준이 높았다(β=0.25, P=0.004, ref=다인가구-다인가구). 80세 이상 84세 이하

연령군의 경우 65세에서 69세의 노년층 대비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남성

과 여성에서 같게 나타났다(남: β=0.491, P<0.001, 여: β=0.394, P<0.01, ref=65-69).

별거 또는 이혼, 사별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때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

남녀 모두 사별(남: β=0.456, P=0.010, 여: β=0.254, P=0.002, ref=혼인중)보다 별

거 또는 이혼상태(남: β=0.939, P=0.002, 여: β=0.566, P=0.037, ref=혼인중)일 때

우울 점수가 더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을때

대비 매우 나쁠때 우울 점수는 2배 정도 높았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같

게 나타났다(남: β=6.418, P<0.001, 여: β=6.272, P<0.01, ref=매우 좋음). 남성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 대비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일 때 우울 점수가 높았으

나(남: β=0.501, P<0.0001, ref=대학교 이상) 여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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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소유하는 것 대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때 우울 점수가 높았다(여: β

=0.265, P=0.001, ref=주택소유). 주거비용 부담의 경우 여성은 자기집 대비 보증

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을 때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여: β=0.335, P=0.005, ref=

자기집) 남성은 자기집 대비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월세에 살수록 우

울 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남: β=0.369, P=0.0137, 여: β

=0.3904, P=0.0011, ref=건강보험) 남성은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우울수준이 높

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친한사람을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대비 만나는 빈도가

일년에 몇 번으로 만나는 빈도가 적을때 남녀 모두 우울 점수가 높았다(남: β

=1.421, P<0.0001,여: β=1.260, P<0.0001, ref=거의 매일). 남성은 동창회·향우회·

종친회에 참여할 때 대비 참여하지 않을 때 우울 점수가 높았다(남: β=0.258,

P=0.008, ref=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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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성 여성

β S.E p-value β S.E p-value

가구형태변화

1인가구-1인가구 0.097 0.215 0.652 0.304 0.090 0.001

다인가구-1인가구 1.249 0.342 <.001 0.748 0.186 <.0001

1인가구-다인가구 -0.097 0.534 0.856 -0.047 0.258 0.856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연령

65-69 Ref. 　 　 Ref. 　 　

70-74 -0.048 0.092 0.599 0.111 0.085 0.193

75-79 0.212 0.100 0.034 0.408 0.093 <.0001

80-84 0.491 0.123 <.0001 0.394 0.108 <.001

≥85 0.292 0.161 0.070 0.313 0.127 0.014

혼인상태

혼인중 Ref. 　 　 Ref. 　 　

별거 또는 이혼 0.939 0.303 0.002 0.566 0.272 0.037

사별 0.456 0.177 0.010 0.254 0.083 0.002

결혼한적 없음 0.331 0.692 0.633 1.267 0.573 0.02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Ref. 　 　 Ref. 　 　

좋은편 3.036 0.119 <.0001 3.117 0.109 <.0001

보통 3.494 0.132 <.0001 3.590 0.119 <.0001

나쁜 편 4.676 0.147 <.0001 4.727 0.128 <.0001

매우 나쁨 6.418 0.209 <.0001 6.272 0.172 <.0001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이하 0.501 0.116 <.0001 0.082 0.232 0.725

중학교 0.236 0.127 0.063 -0.067 0.243 0.783

고등학교 0.205 0.118 0.083 -0.042 0.249 0.865

대학교 이상 Ref. 　 　 Ref. 　 　

<표 5> 가구형태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GEE분석

표 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립선암 발생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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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성 여성

β S.E p-value β S.E p-value

주택소유여부 　 　

유 Ref. 　 　 Ref. 　 　

무 0.152 0.100 0.127 0.265 0.081 0.001

주거 비용부담

자기집 Ref. 　 　 Ref. 　 　

전세 0.079 0.1306 0.5453 0.199 0.1089 0.067

월세(보증금있음) 0.214 0.1558 0.1687 0.335 0.1193 0.005

월세(보증금없음) 0.293 0.2625 0.2643 0.297 0.1967 0.130

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 Ref. 　 　 Ref. 　 　

의료급여 0.369 0.1497 0.0137 0.3904 0.1201 0.0011

소득분위

None 0.295 0.177 0.095 0.081 0.444 0.856

Low -0.557 0.319 0.080 -0.641 0.478 0.180

Low-middle -0.146 0.278 0.599 -0.784 0.506 0.121

Middle-high -0.016 0.240 0.947 0.204 0.566 0.718

High Ref. 　 　 Ref. 　 　

친한사람과 만나는빈도

거의 매일 Ref. 　 　 Ref. 　 　

거의매주 0.539 0.092 <.0001 0.540 0.075 <.0001

한달에 몇번 0.445 0.104 <.0001 0.777 0.100 <.0001

일년에 몇번 1.421 0.117 <.0001 1.260 0.097 <.0001

종교모임 참여

예 Ref. 　 　 Ref. 　 　

아니오 -0.030 0.120 0.802 -0.021 0.085 0.808

<표 5> 가구형태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GEE분석(계속)

표 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립선암 발생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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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성 여성

β S.E p-value β S.E p-value

친목모임 참여 　 　

예 Ref. 　 　 Ref. 　 　

아니오 0.047 0.078 0.551 0.025 0.066 0.706

여가/스포츠/문화
모임 참여

　 　 　 　 　 　

예 Ref. 　 　 Ref. 　 　

아니오 0.011 0.176 0.951 0.282 0.170 0.098

동창회/향우회/종
친회 참여

　 　 　 　 　 　

예 Ref. 　 　 Ref. 　 　

아니오 0.258 0.098 0.008 0.186 0.180 0.302

<표 5> 가구형태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GEE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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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 집단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 수준

가. 혼인상태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

<표6-1>은 혼인상태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을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이전년도 우울수준, 조사년도를 보정한 후 혼인상태별

로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1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유지되는

경우 남성은 별거 또는 이혼상태일 때(β=1.062), 여성은 혼인중일 때(β=0.618)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다.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에는 남성과 여성모두 혼인상태일때 우울수준이 높았다(남: β=1.346, 여: β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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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혼인상태별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가구형태변화
남성 여성

β S.E p-value β S.E p-value

혼인상태

혼인중 1인가구-1인가구 0.285 0.550 0.604 0.618 0.825 0.454

다인가구-1인가구 1.346 0.711 0.059 1.668 0.602 0.006

1인가구-다인가구 -0.533 1.736 0.759 -0.851 0.781 0.276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별거 또는 이혼 1인가구-1인가구 1.062 0.575 0.065 0.016 0.530 0.976

　 다인가구-1인가구 1.101 0.978 0.260 -0.117 1.705 0.945

　 1인가구-다인가구 0.362 0.884 0.682 1.800 1.758 0.306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사별 1인가구-1인가구 -0.052 0.262 0.842 0.221 0.092 0.017

　 다인가구-1인가구 1.217 0.435 0.005 0.636 0.198 0.001

　 1인가구-다인가구 0.052 0.718 0.942 -0.103 0.276 0.711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결혼한 적 없음 1인가구-1인가구 - - - - - -

　 다인가구-1인가구 - - - - - -

　 1인가구-다인가구 - - - - - -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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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수준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

<표6-2>은 교육수준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을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이전년도 우울수준, 조사년도를 보정한 후 교육수준별

로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1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유지되는

경우 여성은 초등학교 미만 학력의 경우 우울수준이 가장 높았다.(β=0.369) 다

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남성은 중학교이하 학력

인 경우(β=1.478) 여성은 초등학교 미만 학력일때((β=0.660) 우울수준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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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교육수준별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가구형태변화
남성 여성

β S.E p-value β S.E p-value

교육수준
초등학교 미만 1인가구-1인가구 0.301 0.332 0.365 0.369 0.098 0.000

　 다인가구-1인가구 1.393 0.518 0.007 0.660 0.207 0.001

　 1인가구-다인가구 0.517 0.957 0.589 0.056 0.290 0.848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중학교 1인가구-1인가구 -0.713 0.486 0.142 -0.187 0.316 0.555

　 다인가구-1인가구 1.478 0.880 0.093 0.545 0.586 0.352

　 1인가구-다인가구 -0.573 1.133 0.613 -0.324 0.754 0.667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고등학교 1인가구-1인가구 0.527 0.422 0.212 0.113 0.365 0.757

　 다인가구-1인가구 0.747 0.638 0.242 1.823 0.699 0.009

　 1인가구-다인가구 -0.909 0.935 0.331 -0.509 0.824 0.536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대학교 이상 1인가구-1인가구 -0.341 0.645 0.597 -1.202 1.027 0.242

　 다인가구-1인가구 0.892 0.978 0.362 -0.423 1.435 0.768

　 1인가구-다인가구 -0.651 1.484 0.661 - - -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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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소유 여부와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

<표6-3>은 주택소유 여부와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을 살펴본 결과

이다.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이전년도 우울수준, 조사년도를 보정한 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1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았다(남: β=0.981, 여: β=0.420). 다인가구에

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 주택을 소유하

지 않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았다(남: β=2.396, 여:

β=1.318).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하는 가구의 주택소유 여부

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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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주택소유 여부와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가구형태변화
남성 여성

β S.E p-value β S.E p-value

주택소유여부

유 1인가구-1인가구 0.333 0.181 0.066 0.393 0.084 <.0001

　 다인가구-1인가구 1.448 0.368 <.0001 0.660 0.210 0.002

　 1인가구-다인가구 0.539 0.594 0.365 -0.136 0.295 0.645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무 1인가구-1인가구 0.981 0.279 0.000 0.420 0.152 0.006

　 다인가구-1인가구 2.396 0.598 <.0001 1.318 0.334 <.0001

　 1인가구-다인가구 0.085 0.952 0.929 0.378 0.470 0.421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그림2> 가구형태의 변화(다인가구→1인가구)와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우울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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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득분위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

<표6-4>은 소득분위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을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이전년도 우울수준, 조사년도를 보정한 후 소득분위별

로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성의 경우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

태가 변화할 때 소득분위 1분위의 우울 점수(β=1.452)가 가장 높았으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우울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41 -

<표 6-4> 소득분위별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가구형태변화
남성 여성

β S.E p-value β S.E p-value

소득 　 　 　 　 　 　

1분위(∼25%) 1인가구-1인가구 0.267 0.225 0.236 0.318 0.092 0.001

다인가구-1인가구 1.452 0.357 <.0001 0.628 0.190 0.001

　 1인가구-다인가구 0.205 0.611 0.738 -0.034 0.266 0.899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2분위(25%∼50%) 1인가구-1인가구 4.183 2.564 0.103 -0.346 0.566 0.541

　 다인가구-1인가구 - - - 2.859 1.072 0.008

　 1인가구-다인가구 - - - -1.517 1.302 0.244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3분위(50%∼75%) 1인가구-1인가구 -3.717 1.537 0.016 0.271 1.392 0.846

　 다인가구-1인가구 -1.364 2.141 0.524 - - -

　 1인가구-다인가구 -2.744 1.979 0.166 - - -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4분위(75%∼100%) 1인가구-1인가구 -1.239 1.452 0.393 1.807 1.248 0.148

　 다인가구-1인가구 -2.613 1.843 0.156 - - -

　 1인가구-다인가구 -2.272 2.799 0.417 - - -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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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친한사람과 만나는 빈도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

<표6-5>은 친한사람과 만나는 빈도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을 살

펴본 결과이다.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이전년도 우울수준, 조사년도를 보정한

후 친한사람과 만나는 빈도별로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1인가구를 계속

해서 유지하는 경우 남성은 거의 매일 친한사람을 만나는 경우 우울수준(β

=0.645)보다 한달에 몇 번 친한사람을 만나는 경우 우울수준(β=1.084)이 높았

으며, 여성은 거의 매일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 우울수준(β=0.512)이 거의

매주 친한사람을 만나는 경우 우울수준(β=0.384)보다 높았다. 다인가구에서 1

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남성은 거의 매주 친한사람을 만나는 경

우 우울수준(β=1.795)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친한사람을 한달에 몇 번 만나

는 경우 우울수준(β=1.943)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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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친한사람과 만나는 빈도별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가구형태변화
남성 여성

β S.E p-value β S.E p-value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

거의 매일 1인가구-1인가구 0.447 0.252 0.077 0.512 0.126 <.0001

　 다인가구-1인가구 1.769 0.548 0.001 0.677 0.328 0.039

　 1인가구-다인가구 2.497 1.057 0.018 0.004 0.464 0.993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거의매주 1인가구-1인가구 0.645 0.265 0.015 0.384 0.117 0.001

　 다인가구-1인가구 1.795 0.572 0.002 0.901 0.280 0.001

　 1인가구-다인가구 -0.009 0.788 0.991 -0.053 0.383 0.891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한달에몇번 1인가구-1인가구 1.084 0.396 0.006 0.272 0.206 0.186

　 다인가구-1인가구 1.459 0.711 0.040 1.943 0.632 0.002

　 1인가구-다인가구 -0.638 1.228 0.604 0.271 0.857 0.752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일년에몇번 1인가구-1인가구 0.050 0.341 0.884 0.036 0.193 0.850

　 다인가구-1인가구 1.372 0.695 0.048 0.338 0.371 0.362

　 1인가구-다인가구 0.685 1.110 0.537 -0.405 0.558 0.467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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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임에 참여 여부별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

<표6-6>은 모임에 참여 여부와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수준을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이전년도 우울수준, 조사년도를 보정한 후

모임을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 및 스포츠모임으로 모임을 세분화하여 참여

여부별로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종교모임은 1인가구를 유지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모임에 참여하는 경

우 우울 수준(남: β=0.226, 여: β=0.422)이 더 높았다.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하는 경우 남성은 종교모임에 참여할 때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우울수준(β=1.238)이 높았으며, 여성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

우 우울수준(β=1.078)이 그렇지 않는 경우 우울수준에 비해 높았다.

친목모임은 1인가구를 유지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모임에 참여하지 않

는 경우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에 비해 우울수준(남: β=0.300, 여: β=0.591)이

높았다.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하는 경우 남성은 모임에 참여

하는 경우 우울 수준(β=0.994)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때 보다 높았으며, 여

성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우울수준(β=1.326)이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여가·문화·스포츠 모임은 1인가구를 유지하는 경우 남성은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우울 수준(β=0.105)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우울 수준(β=0.436)이 참여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다인가

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하는 경우 남성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우울수준(2.958)이 높았으며, 여성은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우울수준(β=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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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우울수준(0.722)이 비슷했다.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하는 가구의 각 모임에의 참여여부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3>, <그림 4>,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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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가구형태변화
남성 여성

β S.E p-value β S.E p-value

종교모임 참여

예 1인가구-1인가구 0.226 0.226 0.318 0.422 0.102 <.0001

　 다인가구-1인가구 1.238 0.360 0.001 0.660 0.210 0.002

　 1인가구-다인가구 0.133 0.554 0.810 -0.057 0.292 0.845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아니오 1인가구-1인가구 -0.967 0.697 0.165 -0.113 0.189 0.551

　 다인가구-1인가구 1.166 1.117 0.297 1.078 0.401 0.007

　 1인가구-다인가구 -3.053 1.986 0.124 -0.060 0.550 0.914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친목모임 참여 　 　 　 　 　 　

예 1인가구-1인가구 0.265 0.120 0.028 -0.479 0.328 0.144

　 다인가구-1인가구 0.994 0.243 <.0001 1.176 0.534 0.028

　 1인가구-다인가구 -0.209 0.344 0.544 -0.572 0.883 0.517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아니오 1인가구-1인가구 0.300 0.134 0.025 0.591 0.289 0.041

　 다인가구-1인가구 0.345 0.290 0.234 1.326 0.449 0.003

　 1인가구-다인가구 0.101 0.388 0.794 0.434 0.675 0.521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여가/문화/스포
츠 모임 참여

　 　 　 　 　 　

예 1인가구-1인가구 0.105 0.222 0.637 0.288 0.091 0.002

　 다인가구-1인가구 1.165 0.349 0.001 0.729 0.189 0.000

　 1인가구-다인가구 -0.122 0.539 0.822 -0.085 0.263 0.747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아니오 1인가구-1인가구 -1.052 1.031 0.308 0.436 0.495 0.379

　 다인가구-1인가구 2.958 1.905 0.120 0.722 1.103 0.512

　 1인가구-다인가구 - - - 0.602 1.364 0.659

다인가구-다인가구 Ref. 　 　 Ref. 　 　

<표 6-6> 모임별 참여 여부와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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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가구형태의변화(다인가구→1인가구)와종교모임참여여부에따른우울수준차이

<그림4> 가구형태의변화(다인가구→1인가구)와친목모임참여여부에따른우울수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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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가구형태의변화(다인가구→1인가구)와여가모임참여여부에따른우울수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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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고령세대의 우울과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형태를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인

가구와 1인가구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 후 변화 유형에 따라 가구형태를 4가

지로 유형화해서 우울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가구형태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고령화패널

데이터 조사자들 중 2010년 65세 이상 고령자를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

으며 그들의 가구형태를 다인가구와 1인가구로 구분하였다. 이들을 연도별로

추적하여 2014년 그들이 이전 가구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 하였는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도록 설정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추적기간이 4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연구로 가구형태 변

화로 인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장기간 관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4년의 기간 중 가구형태 변화가 1회 이상 변동 되는 경우, 예컨대 2010년 당

시 1인가구인 사람이 다인가구였다가 다시 1인가구가 되는 경우와 4년간 계속

해서 1인가구인 사람과의 우울 수준의 변화 차이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가구형태 변화를 경험한 노인이 여성 노인의 30%정도

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남녀 노

인의 표본 자체가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평균 수명의 성별 차이로

인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추후 남성을 오랜 기간 추적 관찰하여

남성 노인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들의 우울 수준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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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본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주택소유와 주거비용 부담, 건강보험 가입여부로 본 것

은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는 경제적 지위 변동과 관련이 있으며, 노인의 경제

적 부담 정도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주택소유여부, 월세부담 여부, 건강보험 가입여부로 단순화한 한계가 있다. 추

후 최저생계비 기준과 순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객관적 수치화

하여 노인의 우울 수준의 차이를 비교 관찰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다음의 강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특

정지역 또는 노인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구대상을 한정한데 반해 노

인의 가구형태 변화 자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 수준 변화를 2010년부터

2014까지 고령화패널데이터 자료로 균형 패널 데이터로 연구하였다. 또한 다

양한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가구형태 변화와 노인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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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은퇴이후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사회적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노인이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되고 다른 가족이나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 사회적 ·

정서적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하기 쉬우며, 노인의 우울은 자살 생각으로 이어

지기 쉽기 때문에(이영경 외, 2013; 이인정, 2011; 이민아 외, 2011; 강희경 외

2010)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배우자나 다른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있

던 노인이 동거인이 없는 1인 가구로 변하는 경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

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여 고령화연구패널 조

사를 이용하여 동거 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와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여 정

책적 제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바뀐 남성과 여성의 우울점수는

조사 대상이 일반적인 각 성별 평균 우울 점수보다 높았으며, 가구형태가 다

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한 노인은 계속해서 다인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

에 비해 우울 점수가 증가 했으며 이는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또한 여성 노인의 평균 우울 점수가 남성 노인의 평균 우울 점수보다

높은 점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우울 수준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확인했다(노병일 외, 2007; 신은숙 외, 2011; 이영경 외, 2013; 이세윤

외, 2014; 김태완 외, 2015; 오진주 외, 2016; 김정근, 2016; 박선영 외, 2016;

이난희 외, 2017). 전근성(2017) 연구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69세 이하 초기

노년기 우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다가 후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다

시 증가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후기 노년기(75세∼85세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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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초기 노년기 대비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으며 이는 전근성(2017)의

우울의 시간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의

노인 대비 별거나 이혼, 사별한 노인의 우울이 증가하는데 이는 노인과 우울

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우울이 심화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강희숙 외, 2000; 노병일 외, 2007; 신은숙

외, 2011; 김정은 외, 2013; 김태완 외, 2015; 강은나 외, 2017). 주관적 건강상

태가 나쁠수록 우울이 심화되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노년기 우울의 주

요 결과이며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노병일 외, 2007; 이현주 외, 2008; 이

영경 외, 2013; 김정은 외, 2013; 이세윤 외, 2014; 강은나 외, 2017; 이난희 외,

2017). 이 연구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를 통해 친한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람대비 친한 사람을 일년에 몇 번만 만나는 등 사회적 관계가 적은 사람의

우울감이 더 증가함을 확인했는데 이는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있을 경우 우울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노병일 외, 2007; 이현주 외,

2008; 이영경 외, 2013; 김정은 외, 2013; 이세윤 외, 2014; 박선영 외, 2016; 강

은나 외, 2017; 이난희 외, 2017)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인가구를 유지하는 가구대비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

할 때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별거 또는 이혼, 사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효정(2015) 연구에 의하면 사별을 경험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았으며,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배우자

가 없는 경우 노인의 우울이 심화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혼인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노인도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이혼이

나 사별을 경험하고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하는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결과는 노인의 우울은 배우자 유무 뿐 아니라 동거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거 가족 수 가 적을수록 우

울이 증가한다는 이현주, 강상경, 이준영(2008)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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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상태인,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혼자 살게 됐다

는 것은 부부 단독가구 노인의 배우자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와 떨어져

살거나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질병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같은 사회적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의 간병 혹은 손자녀

양육을 위해 노인이 1인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돌봄의 대상인 노인이 다른 가

족을 돌봄으로 인해 우울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한 노

인은 주택을 소유한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한 노인보다 우

울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흥미로웠다. 독거노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

나 월세를 부담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우울 수준을 심화된다는 선행연

구는 있지만(박선영 외, 2016) 주택 소유 여부 자체로 노인의 우울을 비교한

연구는 찾기 힘들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인가구로의 변화가 우울 수준

을 높인다는 것은 주거빈곤과 우울은 빈곤 그 자체로 노인의 우울 수준이 심

화 되는것 보다는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넷째,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할 때 친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가 많을 수록 노인의 우울이 증가한 결과를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웃과의 접촉빈도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최유정, 이명진,

최샛별(2016)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종교모임이나 친목모임에 참여하

는 경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비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화할 때 노인의 우울이 더 높은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강은나, 김혜진, 김영

선(2017)의 일상적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하는 1인 중고령 가구의 우울수준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1

인가구 노인은 친구나 이웃과 접촉 빈도가 높고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더라도 주거 공간에 돌아오면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심해지고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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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쌓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가구형태는 일차적 사회관계로 가구 형태에 따라서 노인이 경제적, 정서적

지지기반 환경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동거노인보다 시간

이 지날수록 인지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연구(김주연 외, 2018)에서 보듯이

가구형태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인가구의 노인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 동거인

등 사회적 관계에 의한 지지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변화는 이러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효과가 줄어 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우울은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가 노인의 우울과 인과성을 갖고 있으며,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을 심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노년기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노인의 우울 수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양상을 갖

고 진행되는지와 1인가구였던 노인이 다인가구로 변화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우울 수준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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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이 연구는 노인의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영향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노인 1인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의 가장

일차적인 사회관계인 가구형태가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화 하였다는 것은

노인이 동거인에게 받고 있던 사회적 지지나 감정 교류가 줄어들게 되며, 신

체적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돌봄의 대상인 노인이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 빈곤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년기 우울을 심화

시킬 뿐 아니라 자살이나 자살 시도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사회 문

제로 발전할 수 있기에 이를 정부 정책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지

만 아직까지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가구형태가 변하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연금 등 국가 지원

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인이 배우자나 가족, 동거인과 같이 살다가 혼자 살게

되고 가족의 지원마저 없다면 노인의 빈곤은 심화되며 그에 따른 고립감은 노

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에 놓인 노인 1인 가구를 보호할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할 때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한 노인보다 우울 수준이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해 요양병원이나 시설

에 입소하여 1인가구가 되거나 손자녀 양육 등으로 배우자와 떨어져 살게 되

는 현상을 반영하므로 다른 가족을 돌봄으로써 1인가구가 된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가족

을 돌보는 제공자는 주로 여성 노인인 경우가 많기에 이를 고려하여 가족 돌

봄자 역할을 하는 여성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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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가구형태 변화 자체가 우울 수준을 심화

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이 가족은 아니지만 한 가구 내에서 관계를 이어

가며 살 수 있도록 프랑스와 독일의 하우스 쉐어링과 서울시의 노인과 대학생

의 홈쉐어링 제도처럼 노인이 관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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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a Change in the Household Type of the Elderly on 

Depression

: Focused on the Change from a Multi-person Household to a 

Single-person Household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tatus and social network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a change in the household type on their mental health, 

compare and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a change in the household type from 

a multi-person household to a single-person household and the depression level 

and check the difference in the impact of the change in household type on their 

depression level.

  This study used the data of the 3rd (2010) 4th (2012) and 5th (2014)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classified the household type of 3,907 

persons over 65 as of 2010 into a multi-person household and a single-person 

household, divided their household types into a single-person household-a 

single-person household, a multi-person household-a single-person household, a 

single-person household-a multi-person household and a multi-person household-a 

multi-person househol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ir household type and 

conducted an analysis for four years. 

  The elderly over 65 were classified into male and female, and changes in the 

data values, by year were traced with the Lag Function. To exam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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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difference in the CES-D sco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and an ANOVA was conducted. To 

check the impact of a change in household type on depression level,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was used, and with the β value, the relative influence 

of each variable was estimat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household type on the depression level by sub-group, a GEE analysis was 

conducted for verification. For all statistical analysis,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Software was used. 

  Between 2010 and 2014, there were 64 males and 211 females whose 

household type changed from a multi-person household to a single-person 

household, and their average CES-D score was 5.508 points in the males and 

5.531 in the females, which were respectively higher than the average score of 

the males (3.721 points) and of the females (4.425). To examine the impact of a 

change in household type on depression level, both sexes had a higher depression 

score when the household type changed from a multi-person household to a 

single-person household compared to when a multi-person household was 

maintained, and the result was significant (Male: β=1.249, Female: β=0.748, ref=a 

multi-person household-a multi-person household). The worse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lower the frequency of meeting a close person, the more the 

depression level became. Based on marital status, both sexes had a higher 

depression score when their household type changed from a multi-person 

household to a single-person household, maintaining marital status (Male: β=1.346, 

Female: β=1.668). The males had a high depression score of β=2.396, and the 

females had a high depression score of β=1.318 when their household type 

changed from a multi-person household to a single-person household, not owning 



- 64 -

a house. In addition, the depression score was high in the persons who often saw 

close persons and attended religious meetings. 

  As above, this study confirmed the causality between a change in household 

type from a multi-person household to a single-person household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household type is concerned with whom one lives with, and since 

the elderly can recei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mental health through support 

and emotional exchange by the social relationships with the spouse, family and 

housemate whom they live with, with the change into a single-senior household, 

this positive impact decreases, which may deepen the sense of depression. South 

Korean society is an aging society. Since the number of single-senior households 

will further increase,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may be developed into a 

serious social problem, instead of an individual problem, the society should build 

up a social safety net to protect the single-senior households. Hopefu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change in the household type to a single-person 

household deepens depression in the elderly will contribute to preparing an 

effective policy that can reduce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who experience a 

change in their household typ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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