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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문요약

노인인구에서의 결혼만족도와 우울 및 주관적 삶의질의
상관관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우울증을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고, 노인의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결혼관계가 우울증세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결혼자원론, 결혼불화설 및 사회적 지원론에 기

초하여 결혼만족도와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가 우울증세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ʻ2016년 고령화연구패널 제6차

기본조사ʼ중 60세 이상 노인 10,956명에 대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GE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노인 세 명중 한 명이 위험수준 이상의 우울 증세를 보임(42.0%)

으로써 노인우울증 유병률 증가와 국민의료비 재정 압박이 예측되었다. 둘째, 전반적

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비혼에 비해 우울증세는 낮고 주관적 삶의 질은 높았다.

셋째,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로 남녀 노인 모두에게 우울 증세를 억제하는 요인이

며, 주관적 삶의 질도 높게 느끼고 그 정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에게서 더 뚜렷

하였다. 넷째,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나쁨 상태였던 그룹

에 비해서는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집단에서 우울 증세는 낮고 주관적 삶의 질은

높게 확인되어 비록 현재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결혼

상태와 결혼만족도에 따라 우울증세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결혼관계의

구조와 질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

인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개입 및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노인인구, 결혼상태, 결혼만족도, 우울증세, 주관적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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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남녀 평균 80.79세에 달하는 기대수명은 국민 건강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의미하는 동시에(통계청, 2016), 길어진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대응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특히 최근에는 65

세 이상 노인인구의 자살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노년기 삶의 질 차원

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정신건강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사회적 접근을 시도함에 있어 일차로 우

울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우울증이 대부분의 노인자살에 관련

된 선행요인이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정

신질환이기 때문이다(김미혜·이금룡·정순둘, 2000; 보건복지부, 2008; 최연희·

김수현, 2008). 더욱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노인우울

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정신건강의 차원에서 대

응할 필요가 절실하다.

노년기에는 노화와 질병 외에 은퇴, 경제적 곤궁,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상실, 죽음 등 어느 연령층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비해서 적

응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노인인구는 우울증에

대한 위험집단으로 간주되고 관련되는 사회적 요인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지

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김도환, 2001; Birren and Renner, 1980; Mirowsky

and Ross, 1992; NIMH, 2011). 그 중 가족은 노인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사

회적 맥락으로 강조되는데, 가족은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영향에 대응하여 노

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 동시에 정신건강문제가 경험되는 일차적인

맥락이기 때문이다(Ross·Mirowsky·Goldsteen, 1990).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구조는 결혼관계와 자녀관계라는 두 개의 축으

로 구성된다. 그런데 노인 우울증과 가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노부모-성

인자녀 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이다(김태현·김수정, 1996; 손용진, 2010;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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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6; Chen and Silverstein, 2000; Davely and Eggebeen, 1998). 이는 신

체적 기능저하와 사회경제적 위축으로 인해 의존성이 커지는 노년기의 특성

상 지원 수혜자로서의 노인과 지원 제공자로서의 성인자녀에 대한 관심이 우

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효 사상을 근간으로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

원이 사회규범으로 지켜져 온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가 노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 부각

되었을 수 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핵가족화로 노인가구가

급증하고, 부부관계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도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노년기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회자되는 소위 ʻ황혼
이혼ʼ은 이러한 세태를 일면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와 건강의 관련성은 보건·의료사회학의 오래된

연구주제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국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결혼이 신

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제시되어 왔다(Avison, 1999;

Diener·Gohm·Suh·Oishi, 2000; LaPierre, 2009; Pearlin and Johnson, 1977;

Proulx·Helms·Buehler, 2007). 노년기의 우울증에 대해서도 결혼의 긍정적 효

과가 유사하여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사별, 별거, 이혼 등 배우자가 없는 노

인에 비해 우울증세의 수준이 낮고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LaPierre, 2009; Proulx et al.,2007). 특히 결혼

만족도와 우울증세의 상관성이 중장년층에 비해 노인에게서 더 큰 것으로 보

고됨으로써(Bookwala and Jacobs, 2004), 노인 우울증에 대한 결혼의 효과에

서 혼인경험의 유무, 이혼, 별거, 사별과 같은 결혼의 구조적 속성과 함께 관

계의 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한편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결혼의 효과와

관련하여 성차가 보고되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가족 내 권력구조와 성역할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으로부터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됨으로써 결혼의 구조적 특성이 주는 효과가 남성에게서 더 크고, 결혼만족

도의 효과는 관계 중심적 속성이 강한 여성에게서 더 크다는 것이다

(Horwitz·White·Howell-White, 1996; Proulx et al., 2007). 한편 워너와 캘리

-무어(Warner and Kelley-Moore, 2012)는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장애가 고독

감에 미치는 영향이 결혼만족도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밝힘으로써, 노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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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인 건강문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결혼

이 어떠한 기제로 관련되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2. 연구 목적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우울증에 대한 결혼관계의 효과를 다면적으로 다루어

온 국외 연구에 비해서 국내 연구의 범위는 제고의 여지가 많다. 우선 결혼

과 우울증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산후 우울 또는 중년

기 우울을 다루고 있으며(권정혜·노은여, 1997; 김은정·오경자·하은혜, 1999;

이경미·최윤경·강이헌·이민수, 2004), 본격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결혼과 우

울증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이민아, 2010. 재인용). 이것은

과거 평균 수명이 짧아 노년기 결혼의 과정이 단기에 마무리됨으로써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결혼 자체가 노인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일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연구들에서 결혼상태가 관련 변수로 고려되고

있으나(김미혜 외, 2000; 손용진, 2010; 이미숙, 2010; 허준수·유수현, 2002),

조사대상자의 배경요인 또는 사회경제적 상태 등 주요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한 통제변수 로 고려되는 정도이다. 이에 비해 이민아(2010)의 연구

는 노인 우울증에 대한 결혼상태의 효과를 이론적 논의와 함께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 고려된다. 특히 성역할을 중심으로 결혼상태가 우울증

에 미치는 효과에 성차가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우울증

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민아(2010)의 연구는 결혼상태, 즉

결혼의 구조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되어 결혼의

질이 노인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가 하면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

기 부부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현실 인식하에 결혼만족도를 최종 설명하

려는 변수로 설정하고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김정석·

최형주, 2011; 이여봉,2010), 우울 등 결혼만족도의 결과적 양상은 연구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선미·김경신(2002)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결혼만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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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 함께 고려되고 있으나, 두 변수를 모두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모델

로서 결혼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분석되지 않았으며 표본

의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노인의 결혼관계와 우울증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결혼상

태라는 구조적 속성에 집중되는 반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우울증

등 후속되는 정신 건강문제와 연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대표집단을 대상으로 결혼의 구조적 및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우울증에 대한 결혼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성차 및 노년기 건강문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결혼상

태와 결혼만족도가 노인의 우울 증세에 미치는 효과를 다면적으로 분석할 것

이다. 이를 통해 노인인구의 우울증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 -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발달이론과 노인의 결혼

결혼은 결혼 후 인간의 생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년기 정신

건강에 대하여 결혼상태 및 만족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발달이

론(Duvall and Miller, 1985)의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 개념은 그 이

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발달과업이란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의 각

단계에서 가족의 존립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서, 발달

과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가족과 구성원의 안녕 (Well-bing)에 역기능

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가족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대해서는

은퇴 및 소득 감소, 사별과 독거에 대한 적응, 가족관계 유지와 사회활동 참

여 등과 함께 사랑, 성과 결혼관계 적응이 발달과업으로 제시된다(Duvall

and Miller, 1985. p.317).

이처럼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영향의 중요성이 노년기에 다시 부각되는 것

은 자녀의 독립과 은퇴 등으로 노인의 삶이 부부관계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혼의 적응을 노년기발달과업이라 함은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 성

과 사랑 그 밖에 필요한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친밀한 결혼의 기능을 강

조하며, 배우자 상실이나 부부관계의 부적응을 노인의 안녕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발달이론은 간과되기 쉬운 노년기 결혼만족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결과적 양상으로서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탐색

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가족발달이론은 노년기 결혼적응을 성공적으로 수

행해야 할 발달과업으로 강조하되, 정신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가설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에 노인의 결혼과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음 절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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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결혼과 우울증

가. 결혼상태와 노인 우울증

결혼의 구조적 핵심인 결혼상태(marital status)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

한 대표적인 가설로 사회적 인과설과 사회적 선택설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인과설은 결혼상태를 정신건강의 결정 요인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선택설은

결혼상태를 정신건강의 결과적 양상으로 간주한다(Thoits, 1999). 사회적 인

과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자원론에 의하면, 혼인상태는 미혼, 이

혼, 사별 등 비혼인 상태에 비해 물질적 및 사회적 자원(특히 정서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자원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 면에서 혜택이 크다고

설명한다(Pearlin and Johnson, 1977; Ross et al., 1990). 즉 결혼상태에 따른

자원의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신건강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선택설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개인이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 후에 별거 또는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생

애과정을 조사한 라이프코스 관점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혼이나 별거 이전에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사회적 선택설이 지지

되는 한편, 사별, 이혼, 별거 등 결혼상태의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이 손상되

는 인과설 또한 지지된다(Avison,1999; Wade and Pevalin, 2004).

이와 같이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상태와 정신건강 간에 쌍방향

의 인과관계가 고려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인 ʻ제 5차 고령

화연구패널 기본조사ʼ가 횡단적 자료이고, 특히 우울증세 척도가 ʻ최근 1주일ʼ
간의 정서 상태‘를 측정한 것이어서 우울증을 노인의 결혼상태에 선행하는

변수로 설정할 수 없는 방법론적 제한이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의 맥락에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

안 구축에 기여함을 전제로 하기에, 결혼상태를 노인인구의 우울증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과설이 보다 적합한 모델로 간주된다.

사회적 인과설에 기초한 대부분의 국외 연구에서 결혼이 정신건강에 긍정

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전반적으로 기혼자가 비혼자에 비

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고(Diener et al., 2000), 정신분열, 우울증, 약물남용

등 정신질환에서도 낮은 유병율을 보인다(Avison, 1999). 이 중 우울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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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결혼상태의 효과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더 크다는 주장이 지속적으

로 제시되어 왔다. 주로 결혼관계의 성역할 차이에 주목하여 남성이 상대적

으로 유리한 사회적 역할을 점유하는데 비해서, 여성은 결혼 후 전업주부는

물론이고 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주로 가사노동과 돌봄 및 정서적 지원을 제

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지원의 수혜자가 되는 남성에게 결혼의 혜

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울증세의 성차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가 아닌 성역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을 젠더효과 가설이라고 하며,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완화되어 여성과 남성이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

회일수록 우울증의 성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Gove, Hughes and

Style, 1984; Horwitz et al., 1996; Thoits, 1987).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우울 증세에 대한 분석에서 혼인상태의 여성 노인

이 남성노인에 비해 우울증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라피에르

(LaPierre, 2009)는 여성 노인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돌봄 역할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오히려 결혼이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

나라 노인에 대한 이민아(2010)의 연구에서도 혼인상태의 여성 노인이 남성

에 비해 다소 우울도가 높았으며, 사별, 이혼, 별거 등 결혼해체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남성 노인에게서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와

같은 성차에 대해서 이민아(2010)도 한국의 결혼, 특히 노인의 부부관계가 좀

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 하에 있기 때문이라는 젠더효과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이민아(2010)는 노인 우울증에 대한 분석에서 건강상태를 통

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로 첫째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며, 둘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에게 사별 등

배우자 상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노인의 경우 돌봄과 성역할 수행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상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양상이 노인의 결혼상태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면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강상태가

노인의 우울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혼상태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또한

그 양상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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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의 건강상태, 특히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신체장애나 만

성질환은 자살생각, 고독감과 우울 증세를 가중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시

된다(김수현·최연희, 2007; 이미숙, 2010; Warner and Kelley-Moore, 2012).1)

정신건강에 대한 보건·의료사회학적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 개념

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연구

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란 심리적 압박감,

즉 스트레스(stress)를 유발하는 요인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요소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스트레스로 통칭하여 사용하며, 정신건강을 손상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이미숙, 1996).

노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결혼상태의 젠더효과에 대해 고려해 본다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 노인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혼인상태가 우울 증세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돌봄을 받는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우울증세가 결혼에

의해 완충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결혼상태가 우울증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성차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결혼만족도와 노인 우울증

노인의 우울증세에 대한 결혼상태의 효과는 동일한 결혼상태에 속한 집단

에 대해 관계의 질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혼인상태인 노인

집단 내에서는 사회적 자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되며, 성차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동일한 성별 집단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의 자원이 제공되

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런데 동일한 결혼상태 내에서도 자원에 대한 접근성

이나 수준에 개인차가 가능하다. 즉 혼인상태가 정서적 지원 등 자원을 제공

하는 관계인 노인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혼인상태에서 수

행해야 하는 역할갈등 등으로 혼인상태가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결혼상태라는 구조적 특성만으로

는 노인의 우울 증세에 대한 결혼의 다면적 효과를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결혼의 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결혼의 질이란 부부관계의 인지적, 행동적 및 정서적 요소를 통칭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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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 결혼의 질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결

혼불화설에 따르면, 부부간의 불화 또는 불만은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적대적인 행위 등 정신건강에

해가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부부결속, 상호 의존성 및 친

밀감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저해함으로써 우울증의 위

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Proulx et al., 2007.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계

에서 경험하는 결속과 친밀감 등 긍정적 요소와 갈등과 불화 등 부정적 요소

에 대한 총체적 지각으로서 결혼관계의 질(Quality of Marriage)을 예측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결혼만족도에 초점을 둔다(Umberson·

Williams·Powers·Liu·Neeham,2006; Warner and Kelley-Moore, 2012). 결혼

만족도와 정신건강은 93개의 횡단적 및 종단적 연구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그 상관성의 정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Proulx et al.(2007)은 인간관계에 대한 남녀 간의 사회

화의 차이와 아내에게 불리한 결혼관계의 권력구조로 인해서 불만족한 결혼

에 대해 아내들이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넓은

의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효과를 분석한 Umberson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결혼의 질이 생애에 걸쳐

누적되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노인에게서 더 크다는 연령효과

가 제시된다.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우울증 및 주관적 삶의 질을 검

증한 연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관련되는 함의를 담고 있는 김영혜(2004)의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

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통적인 가사노동분담이 여성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전통적인 역할규범을 벗어난 가사

노동분담은 남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

동분담 외에 노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애정이나 관심의 부족, 금전관리나 소

비문제, 자녀 문제 등에 대한 부부갈등이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선미·김경신(2002)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우울에 유의한 영

향을 주며 그 효과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혼인상태라는 동일한 결혼상태의 노인집단 내에서 결혼의 질적 다



- 10 -

양성이 존재하며 성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틀(Fig. 1)을 이용하여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 11 -

Independent varibles

Marital status

Satisfaction status about 

marriageStudy

Poupulation

Dependent 

variable
Potential Confounders

60 years 

or older

(except 

unmarried)

Socio-demographic factors depressive 

condition

Quality of lifeSex,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Geographic region, Household 

type, Household

monthly income,

Economic activity state,

Survey year

Health related factors

Smoking, Drinking, Sleep 

duration

Physical activity,

Co-morbid disease

Self reported health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Figure 1. Framework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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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6년 고령화연구패널 제6차 기

본조사 의 원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에 의한다. (다만, 혼인상태 중에서 결

혼만족도의 전년도와 현재년도 대비를 보기 위해 부분적으로 2014년 데이터

를 사용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45세

이상 일반가구의 거주자로서 2014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표본추출률에 의해

총 1,000개의 표본 조사구에서 10,000명이 층화확률표집에 의해 패널 표본으

로 추출되었다. 2014년 제5차 기본조사에 이어 2016년에 실시된 제6차 기본

조사 원자료 중 60세 이상 11,002명 중 미혼인구 46명을 제외한 10,956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한다.

3. 변수의 선정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우울증세에 대한 객관적 척도로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Depression)척도1)를 사용한다. CES-D 표준화 척

도(20문항, 0~60점 척도)에서 25점 이상이 가장 DSM-Ⅲ-R의 주요 우울증에

대응하는 ‘명확한’ 우울증상을 가진 군(‘definite' depression symptom)을 선

별할 수 있는 절단점이라고 함을 근거로(조명제와 김계희, 1998; 조성진 등,

2001), CES-D 10문항 척도(1~10점)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4점을 기준점으

로 하여 0-3점은 정상, 4-10점은 우울로 정함.

두 번째 종속 변수인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척도로서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사용하며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1) 고령화연구패널의 1~4차 우울증 척도 10문항은 한국판 CES-D 20 중 10개의 문항을 발췌

하여 사용(Anderson form), 5차 이후는 CES-D 10(Boston form)으로 노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미국 CES-D 20 문항 중 축약·번한 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CES-D1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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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측정된 것이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결혼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척도로서 결혼상태(혼인, 별

거, 이혼 및 사별, 실종)를 사용한다. 결혼관계의 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결

혼만족도 척도 문항인 ʻ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

까ʼ를 사용하며,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단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측정된 것이다.

또한 혼인상태의 집단을 결혼만족도에 따라 좋음(2014)-좋음(2016), 좋음

(2014)-나쁨(2016), 나쁨(2014)-좋음(2016), 나쁨(2014)-나쁨(2016)인 4개 집단

으로 세분화하여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혼인상태 집단의 우울증

세 및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우울 증세 및 주관적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기술통계 및 카이스퀘어 검정을 적용하며, 결혼상태 및 결혼만족도의 유

형에 따른 우울 증세의 차이를 검증하고 나아가 우울증세에 대한 기존 연구

에서 관련변수로 제시되어 온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거주 지역을 통제

변수로 고려하여(김미혜 외, 2000; 이미숙, 2010; 허준수·유수현, 2002), 결혼

상태와 결혼만족도에 따라 분류한 하위 집단 간의 우을 증세 및 주관적 삶의

질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GEE 일반화 추정 방정식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SAS version 9.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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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기술통계분석

제 6차 고령화 패널 연구조사 대상자는 중·장년층으로 분류되는 53세 이상

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 총 11,002명의

대상자 중 미혼인 46명을 제외 한 후의 최종 연구 대상자는 10,956명이었다.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Table 1)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 4,683명, 여성은

6,273명이었다. 연령은 60-69세가 4,438명, 70-79세가 4,149명, 80세 이상 고령층

이 2,369명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7.7%로 가장 적었고, 초졸이거나 그

이하가 5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경제활동군이

30.0%, 비경제활동군이 70.0%의 분포를 보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수도권 인구가 4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도심지역이 31.1%, 농촌지역이 28.1%의 순을 차지하였다.

건강행태와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만성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군이 75.0%로 없는 군에 비해 현저히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

재 흡연자는 10.6%로 현재 비흡연자의 약 1/8에 불과하였으며 현재 음주자는

29.0%로 현재 흡연자가 10.6%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

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67.3%로 신체활동을 규칙

적으로 하는 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노인인구의 결혼상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의 71.8%가

배우자가 있는 혼인상태이고, 사별 또는 이산가족이 25.9%이며 별거 및 이혼

(2.3%)의 비율은 극소수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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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Total

Total 10,956 (100.0)

Marital  status

Married-cohabit(Marital satisfaction High) 2,377 (21.7)

Married-cohabit(Marital satisfaction Mid) 2,366 (21.6)

Married-cohabit(Marital satisfaction Low) 3,119 (28.5)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255 (2.3)

Bereaved or disappearance 2,839 (25.9)

Age

60-69 4,438 (40.5)

70-79 4,149 (37.9)

80≤ 2,369 (21.6)

Gender

Male 4,683 (42.7)

Female 6,273 (57.3)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5,737 (52.4)

Middle school  1,844 (16.8)

Highschool 2,530 (23.1)

College or over 845 (7.7)

Monthly  household income

Q1(Low) 2,275 (20.8)

Q2 2,390 (21.8)

Q3 2,897 (26.4)

Q4(High) 3,394 (31.0)

Current  working status

Working 3,292 (30.0)

Non-working 7,664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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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Region

Capital(Seoul, Gyeong-gi) 4,467 (40.8)

Metropolitan 3,411 (31.1)

Rural area 3,078 (28.1)

Meeting  friendly people

Frequantly 5,008 (45.7)

A little 5,948 (54.3)

Chronic  disease

0 2,744 (25.0)

1 3,381 (30.9)

2 2,653 (24.2)

3 or more 2,178 (19.9)

Current  smoking status

Smoker 1,157 (10.6)

Non-smoker 9,799 (89.4)

Current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3,174 (29.0)

Non-drinking 7,782 (71.0)

Regular  exercise

Yes 3,588 (32.7)

No 7,368 (67.3)

Year

2014 5,270 (48.1)

2016 5,686 (51.9)

Data  shown are number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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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인구의결혼만족도와우울및주관적삶의질의관련성

가. 우울·주관적 삶의 질의 상태 차이(Table 2)

혼인상태라는 동일 집단 내에서도 결혼만족도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울증세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결혼만족도가 결혼의 구조적 차이에 비해 제공되는 정

서적 지원 또는 불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속성임을 고려할 때, 사회

적 지원의 주 효과는 결혼만족도에 의해 보다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결혼만족도가 그 자체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주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결혼만족도의 효과가 노인의 성별, 연령, 다양한 조

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혼집단은 결혼만족도를 기준으로 3분위 상, 중, 하로 분류하

여 비혼 집단의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 상태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노인집단에서 CES-D 척도를 이용하여 지난 1주일간의 정서

상태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4599명(42.0%)의 노인들이 위험집단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관적 삶의 질 척도의 응답에서도 삶의 질이 낮다고

표현한 응답자가 전체의 6102명(55.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의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를 기준으로 기혼집단과 미혼집단을 비교해 보면 결

혼만족도 하위 30% 집단 중 우울증세가 있는 대상자는 53.2%로 상위 30%

집단 중 우울증세가 있는 대상자인 22.2%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결혼

만족도 하위 30% 집단 중 주관적 삶의 질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2.1%로 결혼만족도 상위 30% 집단의 인식 비율인 20.6%보다 4배 이상이 높

았으며 두 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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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 Differ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Variables Total
Depressive Symtoms

Pvalue 
Quality of life

Pvalue 
YES NO Bad Good

Total 10,956 (100.0) 4,599 (42.0) 6,357 (58.0) 　 6,102 (55.7) 4,854 (44.3) 　
Marital  status <.0001 <.0001

Married-cohabit
(Marital 
satisfaction High)

2,377 (21.7) 528 (22.2) 1,849 (77.8) 489 (20.6) 1,888 (79.4)

Married-cohabit
(Marital 
satisfaction Mid)

2,366 (21.6) 680 (28.7) 1,686 (71.3) 974 (41.2) 1,392 (58.8)

Married-cohabit
(Marital 
satisfaction Low)

3,119 (28.5) 1,659 (53.2) 1,460 (46.8) 2,560 (82.1) 559 (17.9)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255 (2.3) 143 (56.1) 112 (43.9) 185 (72.5) 70 (27.5)

Bereaved or 
disappearance 2,839 (25.9) 1,589 (56.0) 1,250 (44.0) 1,894 (66.7) 945 (33.3)

Age <.0001 <.0001

60-69 4,438 (40.5) 1,474 (33.2) 2,964 (66.8) 2,107 (47.5) 2,331 (52.5)

70-79 4,149 (37.9) 1,804 (43.5) 2,345 (56.5) 2,420 (58.3) 1,729 (41.7)

80≤ 2,369 (21.6) 1,321 (55.8) 1,048 (44.2) 1,575 (66.5) 794 (33.5)

Gender <.0001 <.0001

Male 4,683 (42.7) 1,702 (36.3) 2,981 (63.7) 2,413 (51.5) 2,270 (48.5)

Female 6,273 (57.3) 2,897 (46.2) 3,376 (53.8) 3,689 (58.8) 2,584 (41.2)

Educational  level <.0001 <.0001

Elementary 
school or less 5,737 (52.4) 2,837 (49.5) 2,900 (50.5) 3,677 (64.1) 2,060 (35.9)

Middles chool  1,844 (16.8) 672 (36.4) 1,172 (63.6) 978 (53.0) 866 (47.0)

Highschool 2,530 (23.1) 844 (33.4) 1,686 (66.6) 1,141 (45.1) 1,389 (54.9)

College or over 845 (7.7) 246 (29.1) 599 (70.9) 306 (36.2) 539 (63.8)

Monthly  household income <.0001 <.0001

Q1(Low) 2,275 (20.8) 1,282 (56.4) 993 (43.6) 1,643 (72.2) 632 (27.8)

Q2 2,390 (21.8) 1,091 (45.6) 1,299 (54.4) 1,473 (61.6) 917 (38.4)

Q3 2,897 (26.4) 1,067 (36.8) 1,830 (63.2) 1,533 (52.9) 1,364 (47.1)

Q4(High) 3,394 (31.0) 1,159 (34.1) 2,235 (65.9) 1,453 (42.8) 1,941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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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Depressive Symtoms

Pvalue 
Quality of life

Pvalue 
Bad Good Bad Good

Current working status <.0001 <.0001

Working 3,292 NO 934 (28.4) 2,358 (71.6) 1,542 (46.8) 1,750 (53.2)

Non-working 7,664 (70.0) 3,665 (47.8) 3,999 (52.2) 4,560 (59.5) 3,104 (40.5)

Region <.0001 0.1714

Capital(Seoul, 
Gyeong-gi) 4,467 (40.8) 1,799 (40.3) 2,668 (59.7) 2,520 (56.4) 1,947 (43.6)

Metropolitan 3,411 (31.1) 1,534 (45.0) 1,877 (55.0) 1,855 (54.4) 1,556 (45.6)

Rural area 3,078 (28.1) 1,266 (41.1) 1,812 (58.9) 1,727 (56.1) 1,351 (43.9)

Meeting  friendly people <.0001 <.0001

Frequeantly 5,008 (45.7) 1,806 (36.1) 3,202 (63.9) 2,536 (50.6) 2,472 (49.4)

a little 5,948 (54.3) 2,793 (47.0) 3,155 (53.0) 3,566 (60.0) 2,382 (40.0)

Chronic  disease <.0001 <.0001

0 2,744 (25.0) 876 (31.9) 1,868 (68.1) 1,260 (45.9) 1,484 (54.1)

1 3,381 (30.9) 1,289 (38.1) 2,092 (61.9) 1,803 (53.3) 1,578 (46.7)

2 2,653 (24.2) 1,223 (46.1) 1,430 (53.9) 1,588 (59.9) 1,065 (40.1)

3 or more 2,178 (19.9) 1,211 (55.6) 967 (44.4) 1,451 (66.6) 727 (33.4)

Current  smoking status <.0001 0.2444

Smoker 1,157 (10.6) 414 (35.8) 743 (64.2) 663 (57.3) 494 (42.7)

Non-smoker 9,799 (89.4) 4,185 (42.7) 5,614 (57.3) 5,439 (55.5) 4,360 (44.5)

Current  alcohol consumption <.0001 <.0001

Drinking 3,174 (29.0) 1,032 (32.5) 2,142 (67.5) 1,580 (49.8) 1,594 (50.2)

Non-drinking 7,782 (71.0) 3,567 (45.8) 4,215 (54.2) 4,522 (58.1) 3,260 (41.9)

Regular  exercise <.0001 <.0001

Yes 3,588 (32.7) 1,280 (35.7) 2,308 (64.3) 1,586 (44.2) 2,002 (55.8)

No 7,368 (67.3) 3,319 (45.0) 4,049 (55.0) 4,516 (61.3) 2,852 (38.7)

Year <.0001 <.0001

2014 5,270 (48.1) 2,403 (45.6) 2,867 (54.4) 3,086 (58.6) 2,184 (41.4)

2016 5,686 (51.9) 2,196 (38.6) 3,490 (61.4) 　 3,016 　 2,670 (47.0) 　
Data  shown are number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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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혼만족도와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의 관련성

결혼만족도에 따라 분류한 기혼집단과 비혼집단의 우울증세 및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중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였을 때, 결혼만족도

상위 30% 집단은 우울증세와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가 각각 0.72(95% CI

0.63-0.83), 0.37(95% CI 0.32-0.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하위

30% 집단의 우울 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은 교차비가 각각 2.42(95% CI

2.14-2.73), 5.90(95% CI 5.18-6.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비혼집단

과 비교해보면 이혼-별거 집단의 교차비가 2.97(95% CI 2.19-4.02), 3.22(95%

CI 2.33-4.43), 사별-실종 집단의 교차비가 2.21(95% CI 1.91-2.56), 2.19(95%

CI 1.89-2.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이 가장 적은 60-69세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

록 우울증세가 심해지고, 주관적 삶의 질을 비관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연령에 따른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우울증세 및 주관적 삶의 질 인식에 대

한 여성의 교차비가 각각 0.85(95% CI 0.74-0.98), 0.69(95% CI 0.60-0.80)로서

우울증세가 남성에 비해 덜하며 주관적 삶의 질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수준별 구분에서 대졸이상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우울증세

의 교차비는 초졸 또는 그 이하의 그룹에만이 1.43(95% CI 1.16-1.76)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는 고졸 1.31(95% CI 1.07-1.60),

중졸 1.65(95% CI 1.33-2.05), 초졸 또는 그 이하 1.81(95% CI 1.47-2.23)으로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을 낮게 생각하는 그룹의 교차비가 높아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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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월수입을 4분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수입이 가장 높은

4분위 집단을(Q4)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우울의 교차비가 Q2 집단 1.19(95%

CI 1.05-1.36), Q1 1.41(95% CI 1.23-1.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는 Q3 1.33(95% CI 1.17-1.50), Q2 1.59(95% CI 1.38-1.83), Q1

2.27(95% CI 1.95-2.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제활동 여부 구분에서는 경제

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경제활동 인구의 우울 교차비가 1.58(95% CI

1.43-1.79),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가 1.18(95% CI 1.05-1.33)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친목활동 유무 구분에서 지인들과의 만남을 많이 하는 군을 기준으로

적게 만나는 군의 우울 교차비가 1.58(95% CI 1.45-1.72),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

비가 1.43(95% CI 1.30-1.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구

분에서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우울의 교차비가 2개 보유

집단이 1.36(95% CI 1.18-1.56), 3개 이상 보유 집단이 1.78(95% CI 1.54-2.06), 주

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가 1개 보유집단이 1.20(95% CI 1.06-1.37), 2개 보유 집단

이 1.40(95% CI 1.21-1.61), 3개 이상 보유 집단이 1.67(95% CI 1.43-1.9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최근 음주여부에 따른 구분에서 비음주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 음주집단의 우울 교차비가 0.78(95% CI 0.70-0.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규칙적인 운동 유무에 따라 활동을 하는 그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울의

교차비가 1.19(95% CI 1.07-1.31),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가 1.58(95% CI

1.42-1.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비해 거주지역, 흡연 유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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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he GEE analyzing for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and low quality of life.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Low  quality of life

Adjusted 
OR 95%CI Adjusted 

OR 95%CI

Marital  status
Married-cohabit
(Marital 
satisfaction High)

0.72 (0.63 - 0.83) 0.37 (0.32 - 0.42)

Married-cohabit
(Marital 
satisfaction Mid)

1.00 - 1.00 -

Married-cohabit
(Marital 
satisfaction Low)

2.41 (2.13 - 2.72) 5.86 (5.15 - 6.68)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2.97 (2.19 - 4.02) 3.22 (2.33 - 4.43)

Bereaved or 
disappearance 2.21 (1.91 - 2.56) 2.19 (1.89 - 2.54)

Age
60-69 1.00 - 1.00 -

70-79 0.96 (0.86 - 1.08) 0.93 (0.82 - 1.05)

80≤ 1.18 (1.02 - 1.36) 1.00 (0.86 - 1.17)

Gender
Male 1.00 - 1.00 -

Female 0.87 (0.77 - 0.99) 0.75 (0.66 - 0.86)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1.43 (1.16 - 1.76) 1.81 (1.47 - 2.23)

Middleschool  1.20 (0.96 - 1.50) 1.65 (1.33 - 2.05)

Highschool 1.17 (0.95 - 1.44) 1.31 (1.07 - 1.60)

College or over 1.00 - 1.00 -

Monthly  household income
Q1(Low) 1.41 (1.23 - 1.63) 2.27 (1.95 - 2.64)
Q2 1.19 (1.05 - 1.36) 1.59 (1.38 - 1.83)
Q3 1.01 (0.89 - 1.14) 1.33 (1.17 - 1.50)
Q4(High) 1.00 - 1.00 -
Current  working status

Working 1.00 - 1.00 -

Non-working 1.59 (1.42 - 1.79) 1.18 (1.05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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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Low  quality of life

Adjusted 
OR 95%CI Adjusted 

OR 95%CI

Region
Capital(Seoul, 
Gyeong-gi) 1.00 - 1.00 -

Metropolitan 1.24 (1.11 - 1.38) 0.88 (0.78 - 0.99)

Rural area 1.02 (0.91 - 1.16) 0.79 (0.69 - 0.89)

Meeting  friendly people

Frequantly 1.00 - 1.00 -

A little 1.58 (1.45 - 1.72) 1.43 (1.30 - 1.57)

Chronic  disease

0 1.00 - 1.00 -

1 1.11 (0.98 - 1.26) 1.20 (1.06 - 1.37)

2 1.36 (1.18 - 1.56) 1.40 (1.21 - 1.61)

3 or more 1.78 (1.54 - 2.06) 1.67 (1.43 - 1.95)

Current  smoking status

Smoker 0.97 (0.82 - 1.14) 1.18 (1.00 - 1.40)

Non-smoker 1.00 - 1.00 -

Current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0.78 (0.70 - 0.88) 0.89 (0.79 - 1.00)

Non-drinking 1.00 - 1.00 -

Regular  exercise

Yes 1.00 - 1.00 -

No 1.19 (1.07 - 1.31) 1.58 (1.42 - 1.75)

Year

2014 1.00 - 1.00 -

2016 0.79 (0.74 - 0.85) 0.90 (0.84 -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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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만족도와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의 관련성

: 서브그룹 분석

다-1. 우울(Table 4)

결혼만족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기혼집단과 비혼집단의 우울증세를 보다 세

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류에서 결혼만족도 중위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60-69세

군에서 결혼만족도 상 집단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0.82(95% CI 0.67-0.99),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2.12(95% CI 1.78-2.54), 이혼-별거 집단의 교

차비가 2.66(95% CI 1.79-3.94), 실종-사별의 교차비가 1.96(95% CI 1.52-2.5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동일한 기준으로 70-79세 군에서 결혼만족도 상

집단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0.66(95% CI 0.52-0.84),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2.52(95% CI 2.07-3.06), 이혼-별거의 교차비가 3.21(95% CI

1.88-5.49), 실종-사별의 교차비가 2.49(95% CI 2.00-3.11)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80세 이상의 군에서 결혼만족도 상 집단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0.53(95% CI 0.35-0.78),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3.08(95% CI

2.24-4.24), 이혼-별거의 교차비가 3.32(95% CI 1.26-8.73), 실종-사별의 교차

비가 2.00(95% CI 1.45-2.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성에서 결혼만족도 상 집단의 우울

에 대한 교차비가 0.59(95% CI 0.49-0.71),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2.17(95% CI 1.84-2.56), 이혼-별거의 교차비가 2.43(95% CI 1.57-3.76), 실종-

사별의 교차비가 2.34(1.74-3.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에서는 결혼만

족도 상 집단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0.94(95% CI 0.76-1.15),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2.73(95% CI 2.28-3.27), 이혼-별거의 교차비가(95% CI

2.24-5.27), 실종-사별의 교차비가 2.34(95% CI 1.95-2.81)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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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bgroup analysis of depressive symptoms with several factors　

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
-cohabit
(Marital 

satisfaction 
High)

Married
-cohabit
(Marital 

satisfaction 
Mid)

Married
-cohabit
(Marital 

satisfaction 
Low)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Bereaved or 
dis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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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60-69 0.82
(0 .67-0.99) 1 .00 2 .12

(1 .78-2 .54)
2 .66

(1 .79-3.94)
1.96

(1 .52-2 .53)

70-79 0.66
(0.52-0.84) 1.00 2.52

(2.07-3.06)
3.21

(1.88-5.49)
2.49

(2.00-3.11)

80≤ 0.53
(0.35-0.78) 1.00 3.08

(2.24-4.24)
3.32

(1.26-8.73)
2.00

(1.45-2.76)

Gender

Male 0.59
(0.49-0.71) 1.00 2.17

(1.84-2.56)
2.43

(1.57-3.76)
2.34

(1.74-3.15)

Female 0.94
(0.76-1.15) 1.00 2.73

(2.28-3.27)
3.43

(2.24-5.27)
2.34

(1.95-2.81)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0.71
(0.57-0.89) 1.00 2.73

(2.28-3.28)
2.28

(1.46-3.56)
2.26

(1.87-2.73)

Middle
school  

0.75
(0.55-1.02) 1.00 1.84

(1.39-2.44)
4.03

(2.06-7.90)
2.21

(1.54-3.18)

Highschool 0.70
(0.54-0.92) 1.00 2.37

(1.87-2.99)
4.23

(2.38-7.51)
2.41

(1.66-3.49)

College or 
over

0.81
(0.51-1.28) 1.00 2.20

(1.39-3.46)
1.65

(0.53-5.16)
2.08

(1.06-4.08)

Monthly  household income

Q1(Low) 0.86
(0.59-1.25) 1.00 3.62

(2.65-4.92)
4.27

(2.35-7.75)
2.83

(2.10-3.81)

Q2 0.72
(0.54-0.96) 1.00 2.60

(2.02-3.35)
2.86

(1.60-5.09)
2.67

(2.02-3.54)

Q3 0.76
(0.59-0.97) 1.00 1.95

(1.55-2.45)
3.21

(1.90-5.42)
2.10

(1.58-2.80)

Q4(High) 0.64
(0.51-0.82) 1.00 2.29

(1.84-2.85)
2.03

(0.98-4.21)
1.82

(1.37-2.43)

Current  working status

Working 0.67
(0.52-0.85) 1.00 2.12

(1.71-2.62)
2.83

(1.76-4.54)
2.59

(1.91-3.52)

Non-working 0.75
(0.63-0.89) 1.00 2.57

(2.21-2.98)
3.07

(2.05-4.59)
2.17

(1.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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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
-cohabit
(Marital 

satisfaction 
High)

Married
-cohabit
(Marital 

satisfaction 
Mid)

Married
-cohabit
(Marital 

satisfaction 
Low)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Bereaved or 
dis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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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Capital
(Seoul, 
Gyeong-gi)

0.8 0
(0 .6 4 -1 .00 ) 1 .0 0 2 .14

(1 .7 6 -2 .6 0 )
2 .8 9

(1 .8 9 -4 .41 )
2 .35

(1 .8 5 -2 .9 7 )

Metropolitan 0.6 4
(0 .4 9 -0 .83 ) 1 .0 0 3 .67

(2 .9 3 -4 .6 0 )
4 .5 7

(2 .5 1 -8 .31 )
2.35

(1 .8 2 -3 .0 4 )

Rural area 0.7 3
(0 .5 7 -0 .94 ) 1 .0 0 1 .84

(1 .4 7 -2 .3 1 )
1 .9 5

(0 .9 5 -3 .97 )
2.06

(1 .5 7 -2 .6 8 )

Meeting  friendly people

Frequantly 0.8 2
(0 .6 7 -1 .02 ) 1 .0 0 2 .59

(2 .1 4 -3 .1 5 )
3 .2 2

(2 .0 3 -5 .10 )
2.46

(1 .9 9 -3 .0 3 )

A little 0.6 7
(0 .5 6 -0 .81 ) 1 .0 0 2 .27

(1 .9 4 -2 .6 5 )
2 .9 7

(1 .9 8 -4 .45 )
2.05

(1 .6 9 -2 .4 9 )

Chronic  disease

0 0.7 9
(0 .6 1 -1 .03 ) 1 .0 0 1 .97

(1 .5 5 -2 .5 1 )
3 .3 4

(1 .7 3 -6 .44 )
2.23

(1 .6 1 -3 .0 8 )

1 0.7 3
(0 .5 7 -0 .95 ) 1 .0 0 2 .60

(2 .1 0 -3 .2 3 )
2 .6 7

(1 .6 1 -4 .42 )
2.21

(1 .7 2 -2 .8 4 )

2 0.6 9
(0 .5 2 -0 .93 ) 1 .0 0 2 .45

(1 .9 1 -3 .1 4 )
2 .0 9

(1 .1 4 -3 .83 )
2.29

(1 .7 3 -3 .0 4 )

3 or more 0.6 8
(0 .4 9 -0 .95 ) 1 .0 0 2 .79

(2 .0 9 -3 .7 2 )
5 .0 9

(2 .3 9 -1 0 .8 7 )
2.19

(1 .6 0 -3 .0 2 )
Current  smoking 
status

Smoker 0.5 4
(0 .3 5 -0 .82 ) 1 .0 0 1 .93

(1 .3 9 -2 .6 9 )
2 .5 9

(1 .3 2 -5 .07 )
2.34

(1 .3 7 -3 .9 8 )

Non-smoker 0.7 5
(0 .6 4 -0 .87 ) 1 .0 0 2 .50

(2 .1 9 -2 .8 5 )
3 .0 1

(2 .1 5 -4 .21 )
2.24

(1 .9 3 -2 .6 1 )
Current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0.6 0
(0 .4 7 -0 .77 ) 1 .0 0 2 .38

(1 .9 3 -2 .9 3 )
2 .2 5

(1 .3 1 -3 .87 )
2.22

(1 .6 4 -3 .0 0 )

Non-drinking 0.7 8
(0 .6 6 -0 .93 ) 1 .0 0 2 .42

(2 .0 9 -2 .8 1 )
3 .4 2

(2 .3 4 -4 .98 )
2.26

(1 .9 2 -2 .6 7 )

Regular  exercise

Yes 0.7 6
(0 .6 1 -0 .95 ) 1 .0 0 2 .81

(2 .2 7 -3 .4 7 )
4 .0 8

(2 .4 8 -6 .72 )
2.47

(1 .9 1 -3 .1 8 )

No 0.6 9
(0 .5 8 -0 .83 ) 1 .0 0 2 .24

(1 .9 3 -2 .5 9 )
2 .5 4

(1 .7 5 -3 .69 )
2.11

(1 .7 8 -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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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주관적 삶의 질(Table 5)

Table 4에 이어 결혼만족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기혼집단과 비혼집

단의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EE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 구분에서 결혼만족도 중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60-69세

군에서 결혼만족도 상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교차비가 0.34(95%

CI 0.26-0.41),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5.87(95% CI 4.88-7.08),

이혼-별거 집단의 교차비가 3.35(95% CI 2.23-5.04), 실종-사별 집단의

교차비가 2.20(95% CI 1.70-2.8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70-79세 연령 군에서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가 결혼만족도

상 집단에서는 0.38(95% CI 0.30-0.47),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5.57(95% CI 4.49-6.89), 이혼-별거 집단의 교차비가 2.46(1.45-4.15), 실종

-사별의 교차비가 2.13(95% CI 1.69-2.6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80

세 이상의 군에서는 결혼만족도 상 집단의 교차비가 0.44(95% CI

0.33-0.64),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7.21(95% CI 4.96-10.49), 이

혼-별거 집단의 교차비가 11.18(95% CI 1.57-79.63), 실종-사별 집단의

교차비가 2.46(95% CI 1.78-3.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으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결혼만족도 중위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에서 결혼만족도 상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교차

비가 0.36(95% CI 0.30-0.43),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5.80(95% CI

4.84-6.95), 이혼-별거 집단의 교차비가 2.88(95% CI 1.79-4.63), 실종-사별

의 교차비가 2.46(95% CI 1.78-3.3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 상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교차비가 0.37(95% CI

0.30-0.46), 결혼만족도 하 집단의 교차비가 5.96(95% CI 4.94-7.20), 이혼-

별거 집단의 교차비가 3.25(95% CI 2.09-5.06), 실종-사별의 교차비가

2.34(95% CI 1.95-2.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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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bgroup analysis of quality of life with several factors　　

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
-cohabit
(Marital 

satisfaction 
High)

Married
-cohabit
(Marital 

satisfaction 
Mid)

Married
-cohabit
(Marital 

satisfaction 
Low)

Married-no 
cohabit or 
divorced

Bereaved or 
Dis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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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60-69 0.34
(0.28-0.41) 1.00 5.87

(4.88-7.08)
3.35

(2.23-5.04)
2.20

(1.70-2.84)

70-79 0.38
(0.30-0.47) 1.00 5.57

(4.49-6.89)
2.46

(1.45-4.15)
2.13

(1.6-2.68)

80≤ 0.44
(0.31-0.64) 1.00 7.21

(4.96-10.49)
11.18

(1.57-79.63)
2.46

(1.78-3.38)

Gender - - - -

Male 0.36
(0.30-0.43) 1.00 5.80

(4.84-6.95)
2.88

(1.79-4.63)
1.71

(1.25-2.32)

Female 0.37
(0.30-0.46) 1.00 5.96

(4.94-7.20)
3.25

(2.09-5.06)
2.34

(1.95-2.80)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0.42
(0.34-0.52) 1.00 5.31

(4.37-6.46)
3.24

(1.87-5.60)
2.22

(1.83-2.70)

Middle
school  

0.44
(0.33-0.60) 1.00 6.42

(4.79-8.60)
8.41

(3.93-18.02)
2.11

(1.47-3.04)

Highschool 0.30
(0.23-0.40) 1.00 6.23

(4.89-7.94)
2.83

(1.59-5.05)
2.55

(1.7-3.67)

College or 
over

0.19
(0.11-0.33) 1.00 8.50

(5.25-13.75)
1.08

(0.33-3.54)
2.28

(1.09-4.78)

Monthly  household 
income

Q1(Low) 0.44
(0.31-0.63) 1.00 5.85

(4.10-8.35)
3.35

(1.73-6.51)
2.36

(1.73-3.21)

Q2 0.56
(0.42-0.74) 1.00 7.01

(5.34-9.22)
3.97

(1.99-7.92)
2.42

(1.82-3.23)

Q3 0.31
(0.24-0.40) 1.00 4.82

(3.83-6.06)
4.12

(2.25-7.55)
2.50

(1.87-3.35)

Q4(High) 0.30
(0.24-0.38) 1.00 6.31

(5.05-7.88)
1.61

(0.82-3.16)
1.98

(1.48-2.64)

Current  working status

Working 0.31
(0.24-0.39) 1.00 5.51

(4.45-6.83)
3.06

(1.84-5.09)
2.43

(1.80-3.29)

Non-working 0.40
(0.34-0.48) 1.00 6.09

(5.16-7.17)
3.24

(2.16-4.85)
2.18

(1.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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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cohabit
(Marital 

satisfaction High)

Married-cohabit
(Marital 

satisfaction Mid)

Married-cohabit
(Marital 

satisfaction Low)

Married-no 
cohabit or 
divorced

Bereaved or 
Disappearance

OR 95% CI OR OR 95% CI OR 95% CI O
R 95% CI

Region
Capital
(Seoul, 
Gyeong-gi)

0.34
(0.27-0.42) 1.00 6.29

(5.11-7.73)
3.95

(2.42-6.43)
2.08

(1.64-2.65)

Metropolitan 0.41
(0.32-0.53) 1.00 6.78

(5.35-8.59)
3.17

(1.77-5.70)
2.63

(2.02-3.44)

Rural area 0.39
(0.30-0.50) 1.00 4.61

(3.62-5.87)
2.81

(1.46-5.40)
1.97

(1.50-2.57)

Meeting  friendly people

Frequantly 0.34
(0.28-0.42) 1.00 5.75

(4.74-6.97)
3.50

(2.28-5.36)
2.03

(1.66-2.49)

A little 0.40
(0.33-0.48) 1.00 5.97

(5.01-7.12)
3.03

(1.94-4.72)
2.40

(1.96-2.95)

Chronic  disease

0 0.30
(0.23-0.39) 1.00 4.81

(3.81-6.06)
2.85

(1.56-5.21)
1.88

(1.38-2.55)

1 0.31
(0.24-0.41) 1.00 6.82

(5.39-8.63)
2.72

(1.67-4.44)
2.60

(1.99-3.38)

2 0.45
(0.34-0.61) 1.00 6.81

(5.10-9.08)
4.41

(2.12-9.18)
2.40

(1.77-3.24)

3 or more 0.50
(0.36-0.68) 1.00 5.42

(3.96-7.43)
4.02

(1.61-10.06)
2.04

(1.48-2.81)

Current  smoking status

Smoker 0.31
(0.21-0.46) 1.00 6.10

(4.19-8.87)
3.07

(1.34-7.06)
2.45

(1.25-4.83)
Non-smok
er

0.38
(0.32-0.44) 1.00 5.86

(5.09-6.74)
3.26

(2.29-4.66)
2.18

(1.87-2.54)

Current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0.32
(0.25-0.41) 1.00 5.51

(4.41-6.88)
3.40

(2.04-5.67)
1.92

(1.40-2.63)

Non-drinking 0.40
(0.34-0.48) 1.00 6.14

(5.23-7.21)
3.20

(2.15-4.75)
2.33

(1.97-2.76)

Regular  exercise

Yes 0.36
(0.28-0.45) 1.00 7.64

(6.09-9.59)
3.43

(1.99-5.90)
2.02

(1.56-2.61)

No 0.38
(0.32-0.45) 1.00 5.15

(4.41-6.03)
3.02

(2.04-4.48)
2.28

(1.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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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우울

패널 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결혼 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우울증

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6과 같이 독립변수 중 기혼집단을 분류하

였다. 결혼만족도의 전년도와 현재년도 대비를 보기 위해 부분적으로 2014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4년도와 2016년도 모두 설문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

하고 2014년과 2016년에 혼인상태가 바뀐 대상과 2014년도에 우울로 분류된

대상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우울의 상태 차이(Table 6)

시간적 변화에 따른 기혼집단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우울감의 상태

를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기혼집단에서 결혼만족도의 변화 없이 긍정적으로 유지중인 대상자

(good-good)는 1,258명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우울증세

가 있는 대상자는 137명(10.9%)이었다. 결혼만족도의 변화 없이 부정적으로

유지중인 대상자(bad-bad)는 407명(10.8%)이었으며 이중 우울증증세가 있

는 대상자는 138명(33.9%)이었다.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있는 대상자중 부정

적으로 변화한 대상자(good-bad)는 총 251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이 중 우울증세가 있는 대상자는 61명(24.3%)이었다. 결혼만족도가 긍정적

으로 변화한 대상자(bad-good)는 총 308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였으

며 이 중 우울증세가 있는 대상자는 총 65명(21.1%)이었다. 비혼 대상자 중

이혼-별거 대상자는 총 129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우울

증세가 있는 대상자는 69명(53.5%)이었다. 실종-사별 대상자는 총 1,412명

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우울증세가 있는 대상자는 총

746명(52.8%)를 차지하였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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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Total

Depressive symptoms

Pvalue 

YES NO

Total 3,765 (100.0) 1,216 (32.3) 2,549 (67.7) 　
Marital  status <.0001

Married-cohabit 
(good-good) 1,258 (33.4) 137 (10.9) 1,121 (89.1)

Married-cohabit 
(good-bad) 251 (6.7) 61 (24.3) 190 (75.7)

Married-cohabit 
(bad-good) 308 (8.2) 65 (21.1) 243 (78.9)

Married-cohabit 
(bad-bad) 407 (10.8) 138 (33.9) 269 (66.1)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129 (3.4) 69 (53.5) 60 (46.5)

Bereaved or 
disappearance 1,412 (37.5) 746 (52.8) 666 (47.2)

Age <.0001

60-69 1,279 (34.0) 274 (21.4) 1,005 (78.6)

70-79 1,453 (38.6) 447 (30.8) 1,006 (69.2)

70≤ 1,033 (27.4) 495 (47.9) 538 (52.1)

Gender <.0001

Male 1,466 (38.9) 323 (22.0) 1,143 (78.0)

Female 2,299 (61.1) 893 (38.8) 1,406 (61.2)

Educational  level <.0001

Elementary school 
or less 2,006 (53.3) 830 (41.4) 1,176 (58.6)

Middleschool  621 (16.5) 153 (24.6) 468 (75.4)

Highschool 859 (22.8) 172 (20.0) 687 (80.0)

College or over 279 (7.4) 61 (21.9) 218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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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Depressive symptoms Pvalue 
YES NO

Total 3,765 (100.0) 1,216 (32.3) 2,549 (67.7) 　
Monthly  household income <.0001

Q1(Low) 752 (20.0) 371 (49.3) 381 (50.7)

Q2 824 (21.9) 297 (36.0) 527 (64.0)

Q3 1,018 (27.0) 264 (25.9) 754 (74.1)

Q4(High) 1,171 (31.1) 284 (24.3) 887 (75.7)

Current  working status <.0001

Working 1,110 (29.5) 201 (18.1) 909 (81.9)

Non-working 2,655 (70.5) 1,015 (38.2) 1,640 (61.8)

Region 0.0366
Capital(Seoul, 
Gyeong-gi) 1,575 (41.8) 505 (32.1) 1,070 (67.9)

Metropolitan 1,149 (30.5) 401 (34.9) 748 (65.1)

Rural area 1,041 (27.6) 310 (29.8) 731 (70.2)

Meeting  friendly people 0.0002

Frequantly 1,923 (51.1) 567 (29.5) 1,356 (70.5)

A little 1,842 (48.9) 649 (35.2) 1,193 (64.8)

Chronic  disease <.0001
0 901 (23.9) 183 (20.3) 718 (79.7)
1 1,175 (31.2) 340 (28.9) 835 (71.1)
2 931 (24.7) 353 (37.9) 578 (62.1)
3 or more 758 (20.1) 340 (44.9) 418 (55.1)
Current  smoking status 0.0035

Smoker 351 (9.3) 89 (25.4) 262 (74.6)

Non-smoker 3,414 (90.7) 1,127 (33.0) 2,287 (67.0)

Current  alcohol consumption <.0001

Drinking 1,044 (27.7) 225 (21.6) 819 (78.4)

Non-drinking 2,721 (72.3) 991 (36.4) 1,730 (63.6)

Regular  exercise <.0001

Yes 1,272 (33.8) 315 (24.8) 957 (75.2)
No 2,493 (66.2) 901 (36.1) 1,592 (63.9) 　
Data  shown are number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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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와 우울의 관련성(Table 7)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분류한 기혼집단과 비혼집단의

우울증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 변화 bad-bad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

였을 때, 결혼만족도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우울증세에 대한 교

차비가 0.38(95% CI 0.27-0.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결혼만

족도 변화가 bad-good인 집단의 교차비가 0.63(95% CI 0.42-0.9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비혼집단과 비교해서 보면 동일한 기준

집단에서 이혼-별거 집단의 우울증세에 대한 교차비가 2.61(95% CI

1.61-4.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사별-실종 집단의 교차비가

2.0(95% CI 1.48-2.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경제활동 인구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1.48(95% CI 1.16-1.8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으며 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개 질환

을 보유한 군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1.34(95% CI 1.03-1.74), 2개 질

환을 보유한 군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1.76(95% CI 1.34-2.31), 3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군의 교차비가 2.07(95% CI 1.55-2.7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흡연자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는 1.18(95% CI

0.81-1.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데 비해 비음주자를 기준으

로 음주자의 교차비는 0.78((95% CI 0.61-0.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다. 성별 , 연령, 교육수준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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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Adjusted OR 95%CI

Marital  status

Married-cohabit 
(good-good) 0.38 (0.27 - 0.53)

Married-cohabit (good-bad) 0.78 (0.51 - 1.18)

Married-cohabit (bad-good) 0.63 (0.42 - 0.93)

Married-cohabit (bad-bad) 1.00 -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2.61 (1.61 - 4.24)

Bereaved or disappearance 2.00 (1.48 - 2.69)

Age

60-69 1.00 -

70-79 0.97 (0.77 - 1.23)

80≤ 1.13 (0.86 - 1.48)

Gender

Male 1.00 -

Female 0.79 (0.61 - 1.01)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1.20 (0.78 - 1.84)

Middleschool  1.00 (0.63 - 1.60)

Highschool 0.82 (0.53 - 1.27)

College or over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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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Adjusted OR 95%CI

Monthly  household income
Q1(Low) 1.38 (1.05 - 1.81)

Q2 1.36 (1.04 - 1.77)

Q3 1.01 (0.78 - 1.31)

Q4(High) 1.00 -

Current  working status
Working 1.00 -

Non-working 1.48 (1.16 - 1.87)

Region

Capital(Seoul, Gyeong-gi) 1.00 -

Metropolitan 1.06 (0.86 - 1.31)

Rural area 0.72 (0.57 - 0.91)

Meeting  friendly people
Frequantly 1.00 -
A little 1.36 (1.13 - 1.64)
Chronic  disease
0 1.00 -
1 1.34 (1.03 - 1.74)
2 1.76 (1.34 - 2.31)
3 or more 2.07 (1.55 - 2.75)
Current  smoking status
Smoker 1.18 (0.81 - 1.72)
Non-smoker 1.00 -
Current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0.78 (0.61 - 0.98)
Non-drinking 1.00 -
Regular  exercise
Yes 1.00 -
No 1.40 (1.13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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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와 우울의 관련성(Table 8)

: 서브그룹 분석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 기혼집단과 비혼집단의 우울증세를

보다세부적으로분석하기위해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결과는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류에서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bad-bad인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60-69세 군에서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우울의 교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혼집단인 이혼-별거 집단의 교차비는 2.63(95% CI 1.31-5.27), 실종-사

별 집단의 교차비는 2.27(95% CI 1.28-4.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70-79세 군

에서는 동일한 집단을 기준으로 결혼만족도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우울에 대

한 교차비가 0.24(95% CI 0.15-0.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혼-별거 집단의

교차비는 3.47(95% CI 1.67-7.23), 실종-사별의 교차비는 2.09(95% CI 1.37-3.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80세 이상의 군에서는 결혼만족도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교차비가 0.14(95% CI 0.15-0.40), 결혼만족도 변화가 bad-good인 집단의 교

차비가 0.21(95% CI 0.08-0.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특이한 점은 80세 이

상에서 비혼집단인 이혼-별거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0.94(95% CI 0.20-4.34), 사별

-실종의 교차비가 0.90(95% CI 0.49-1.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교차비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성별의 분류에서는 결혼만족도 변화가 bad-bad인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남성에서 결혼만족도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0.41(95% CI 0.26-0.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외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비해, 비혼집단과의 비교에

서는 이혼-별거 집단의 우울 교차비가 2.81(95% CI 1.39-5.68), 실종-사별 집단의 우

울 교차비가 2.36(95% CI 1.34-4.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0.34(95% CI 0.21-0.52), 결혼만족도 변

화가 good-bad인 집단의 교차비가 0.55(95% CI 0.31-0.98), 결혼만족도 변화가

bad-good인 집단의 교차비가 0.48(95% CI 0.28-0.8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또한 비혼집단의 비교에서도 이혼-별거 집단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2.08(95%



- 37 -

CI 1,06-4.08), 사별-실종 집단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1.72(95% CI 1.20-2.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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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ubgroup analysis of depressive symtoms with several factors

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
-cohabit 

(good-good)

Married
-cohabit 

(good-bad)

Married
-cohabit 

(bad-good)

Married
-cohabit 

(bad-bad)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Bereaved or 
disappearance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OR 95% CI OR 95% CI

Age

60-69 0.60
(0.36-1.01)

0.84
(0.41-1.70)

0.72
(0.38-1.38) 1.00 2.63

(1.31-5.27)
2.27

(1.28-4.00)

70-79 0.24
(0.15-0.40)

0.89
(0.48-1.63)

0.76
(0.42-1.37) 1.00 3.47

(1.67-7.23)
2.09

(1.37-3.19)

80≤ 0.14
(0.07-0.29)

0.48
(0.18-1.24)

0.21
(0.08-0.54) 1.00 0.94

(0.20-4.34)
0.90

(0.49-1.64)

Gender

Male 0.41
(0.26-0.67)

0.99
(0.54-1.80)

0.75
(0.43-1.32) 1.00 2.81

(1.39-5.68)
2.36

(1.34-4.13)

Female 0.34
(0.21-0.52)

0.55
(0.31-0.98)

0.48
(0.28-0.83) 1.00 2.08

(1.06-4.08)
1.72

(1.20-2.46)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0 .1 9
(0 .1 2 -0 .3 1 )

0 .5 0
(0 .2 8 -0 .8 9 )

0 .5 4
(0 .3 1 -0 .9 2 ) 1 .0 0 1.26

(0.63-2.55)
1.54

(1.06-2.25)
Middle
school  

0 .5 9
(0 .2 6 -1 .3 3 )

1 .6 8
(0 .6 2 -4 .5 1 )

0 .8 5
(0 .3 1 -2 .3 1 ) 1 .0 0 9.77

(3.23-29.55)
2.94

(1.30-6.63)

Highschool 0 .4 0
(0 .2 1 -0 .7 8 )

0 .5 7
(0 .2 3 -1 .4 3 )

0 .4 8
(0 .2 0 -1 .1 7 ) 1 .0 0 2.63

(1.02-6.78)
2.20

(1.03-4.70)

College or over 1 .0 3
(0 .2 3 -4 .5 7 )

2.92
(0.53-16.05)

1 .3 9
(0 .2 4 -7 .9 9 ) 1 .0 0 3.38

(0.51-22.45)
2.97

(0.55-15.90)
Current  working status

Working 0 .5 1
(0 .2 7 -0 .9 7 )

1 .0 3
(0 .4 5 -2 .3 5 )

0 .7 1
(0 .3 1 -1 .6 2 ) 1 .0 0 2 .7 1

(1 .2 2 -6 .0 1 )
3 .6 9

(1 .8 7 -7 .3 0 )

Non-working 0 .3 2
(0 .2 1 -0 .4 7 )

0 .7 0
(0 .4 3 -1 .1 6 )

0 .5 9
(0 .3 8 -0 .9 4 ) 1 .0 0 2 .8 2

(1 .5 0 -5 .2 8 )
1 .6 1

(1 .1 5 -2 .2 6 )
Monthly  household income

Q1(Low) 0 .1 9
(0 .1 2 -0 .3 1 )

0 .5 0
(0 .2 8 -0 .8 9 )

0 .5 4
(0 .3 1 -0 .9 2 ) 1 .0 0 1 .2 6

(0 .6 3 -2 .5 5 )
1 .5 4

(1 .0 6 -2 .2 5 )

Q2 0 .5 9
(0 .2 6 -1 .3 3 )

1 .6 8
(0 .6 2 -4 .5 1 )

0 .8 5
(0 .3 1 -2 .3 1 ) 1 .0 0 9.77

(3.23-29.55)
2 .9 4

(1 .3 0 -6 .6 3 )

Q3 0 .4 0
(0 .2 1 -0 .7 8 )

0 .5 7
(0 .2 3 -1 .4 3 )

0 .4 8
(0 .2 0 -1 .1 7 ) 1 .0 0 2 .6 3

(1 .0 2 -6 .7 8 )
2 .2 0

(1 .0 3 -4 .7 0 )

Q4(High) 1 .0 3
(0 .2 3 -4 .5 7 )

2 .9 2
(0.53-16.05)

1 .3 9
(0 .2 4 -7 .9 9 ) 1 .0 0 3 .3 8

(0.51-22.45)
2 .9 7

(0 .5 5 -1 5 .9 0 )
Region
Capital
(Seoul, 
Gyeong-gi)

0 .3 6
(0 .2 2 -0 .6 0 )

0 .6 3
(0 .3 3 -1 .1 7 )

0 .7 7
(0 .4 3 -1 .3 9 ) 1 .0 0 2 .5 7

(1 .2 6 -5 .2 1 )
2 .2 2

(1 .3 9 -3 .5 5 )

Metropolitan 0 .4 3
(0 .2 3 -0 .7 9 )

1 .8 2
(0 .8 1 -4 .0 9 )

0 .6 3
(0 .2 9 -1 .3 8 ) 1 .0 0 3 .5 6

(1 .4 2 -8 .9 2 )
2 .1 5

(1 .1 9 -3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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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
-cohabit 

(good-good)

Married
-cohabit 

(good-bad)

Married
-cohabit 

(bad-good)

Married
-cohabit 

(bad-bad)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Bereaved or 
disappearance

OR 95% 
CI

O
R

95% 
CI

O
R

95% 
CI OR O

R
95% 
CI

O
R

95% 
CI

Rural area 0 .3 1
(0 .1 7 -0 .5 8 )

0 .4 4
(0 .1 9 -1 .0 1 )

0 .3 2
(0 .1 4 -0 .7 4 ) 1 .0 0 2 .2 5

(0 .7 8 -6 .5 5 )
1 .6 3

(0 .9 1 -2 .9 2 )
Meeting  friendly people

Frequantly 0 .3 5
(0 .2 1 -0 .5 8 )

1 .0 3
(0 .5 4 -1 .9 5 )

0 .9 4
(0 .5 2 -1 .7 1 ) 1 .0 0 2 .1 9

(1 .0 6 -4 .5 2 )
1 .6 4

(1 .0 4 -2 .5 9 )

A little 0 .4 1
(0 .2 6 -0 .6 2 )

0 .6 2
(0 .3 5 -1 .0 9 )

0 .4 1
(0 .2 4 -0 .7 0 ) 1 .0 0 3 .2 4

(1 .6 8 -6 .2 4 )
2 .5 3

(1 .6 9 -3 .8 0 )
Chronic  disease

0 0 .4 5
(0 .2 2 -0 .9 0 )

1 .1 4
(0 .5 1 -2 .5 6 )

0 .6 5
(0 .2 7 -1 .5 8 ) 1 .0 0 4.44

(1.74-11.31)
2 .6 8

(1 .3 2 -5 .4 4 )

1 0 .4 3
(0 .2 5 -0 .7 6 )

0 .9 2
(0 .4 3 -1 .9 8 )

0 .5 7
(0 .2 7 -1 .2 3 ) 1 .0 0 2 .4 3

(0 .9 4 -6 .2 8 )
1 .9 5

(1 .1 4 -3 .3 2 )

2 0 .3 1
(0 .1 6 -0 .6 1 )

0 .7 4
(0 .3 3 -1 .6 8 )

0 .8 1
(0 .3 7 -1 .7 7 ) 1 .0 0 1 .4 1

(0 .5 4 -3 .7 1 )
1 .9 9

(1 .1 1 -3 .5 7 )

3 or more 0 .2 7
(0 .1 2 -0 .6 0 )

0 .3 1
(0 .1 0 -0 .9 7 )

0 .3 9
(0 .1 6 -0 .9 2 ) 1 .0 0 2 .8 1

(0 .9 5 -8 .2 9 )
1 .3 6

(0 .6 8 -2 .7 1 )
Current  smoking status

Smoker 0 .5 6
(0 .2 0 -1 .5 6 )

1 .4 4
(0 .4 5 -4 .6 5 )

0 .7 5
(0 .2 3 -2 .4 2 ) 1 .0 0 3.21

(0.91-11.29)
4 .7 0

(1 .3 4 -1 6 .4 6 )

Non-smoker 0 .3 5
(0 .2 5 -0 .4 9 )

0 .7 1
(0 .4 5 -1 .1 2 )

0 .5 8
(0 .3 8 -0 .8 7 ) 1 .0 0 2 .6 4

(1 .5 7 -4 .4 6 )
1 .8 0

(1 .3 2 -2 .4 5 )
Current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0 .4 8
(0 .2 7 -0 .8 8 )

1 .0 0
(0 .4 8 -2 .0 9 )

0 .6 9
(0 .3 3 -1 .4 4 ) 1 .0 0 2 .2 6

(0 .8 8 -5 .8 3 )
2 .0 9

(1 .0 6 -4 .1 2 )

Non-drinking 0 .3 3
(0 .2 2 -0 .4 8 )

0 .7 2
(0 .4 3 -1 .2 2 )

0 .5 6
(0 .3 5 -0 .8 9 ) 1 .0 0 2 .8 1

(1 .5 8 -5 .0 1 )
1 .9 3

(1 .3 7 -2 .7 0 )
Regular  exercise

Yes 0 .2 5
(0 .1 4 -0 .4 5 )

0 .5 9
(0 .2 8 -1 .2 7 )

0 .5 5
(0 .2 8 -1 .1 0 ) 1 .0 0 3 .0 3

(1 .3 1 -7 .0 4 )
1 .2 1

(0 .6 8 -2 .1 5 )

No 0 .4 3
(0 .2 9 -0 .6 4 )

0 .7 9
(0 .4 8 -1 .3 0 )

0 .5 9
(0 .3 6 -0 .9 6 ) 1 .0 0 2 .1 7

(1 .1 9 -3 .9 8 )
2 .3 8

(1 .6 7 -3 .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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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결혼 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9과 같이 독립변수 중 기혼집단을 분류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전

년도와 현재년도 대비를 보기 위해 부분적으로 2014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4년도와 2016년도 모두 설문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고 2014년과 2016년

에 혼인상태가 바뀐 대상과 2014년도에 삶의 질이 낮음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상태 차이(Table 9)

시간적 변화에 따른 기혼집단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주관적 삶의

질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기혼집단에서 결혼만족도의 변화 없이 긍정적으로 유지중인 대상자

(good-good)는 1,217명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삶의 질

이 낮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209명(17.92%)이었다. 결혼만족도의 변화 없

이 부정적으로 유지중인 대상자(bad-bad)는 105명(3.2%)이었으며 이중 삶

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는 74명(70.5%)이었다.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있는 대상자중 부정적으로 변화한 대상자(good-bad)는 총 230명으

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이 중 주관적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는 대

상자는 144명(62.6%)이었다. 결혼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대상자

(bad-good)는 총 154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주관적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총 41명(26.6%)이었다. 비혼 대상자

중 이혼-별거 대상자는 총 129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주관적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87명(67.4%)이었다. 실종-사

별 대상자는 총 1,411명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우울증

세가 있는 대상자는 총 923명(65.4%)를 차지하였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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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Total
Quality of life

Pvalue 
Bad Good

Total 3,246 (100.0) 1,478 (45.5) 1,768 (54.5) 　
Marital  status <.0001
Married-cohabit 
(good-good) 1,217 (37.5) 209 (17.2) 1,008 (82.8)

Married-cohabit 
(good-bad) 230 (7.1) 144 (62.6) 86 (37.4)

Married-cohabit 
(bad-good) 154 (4.7) 41 (26.6) 113 (73.4)

Married-cohabit 
(bad-bad) 105 (3.2) 74 (70.5) 31 (29.5)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129 (4.0) 87 (67.4) 42 (32.6)

Bereaved or 
disappearance 1,411 (43.5) 923 (65.4) 488 (34.6)

Age <.0001

60-69 1,085 (33.4) 366 (33.7) 719 (66.3)

70-79 1,223 (37.7) 546 (44.6) 677 (55.4)

70≤ 938 (28.9) 566 (60.3) 372 (39.7)

Gender <.0001

Male 1,161 (35.8) 389 (33.5) 772 (66.5)

Female 2,085 (64.2) 1,089 (52.2) 996 (47.8)

Educational  level <.0001

Elementary school or 
less 1,732 (53.4) 962 (55.5) 770 (44.5)

Middleschool  507 (15.6) 213 (42.0) 294 (58.0)

Highschool 750 (23.1) 243 (32.4) 507 (67.6)

College or over 257 (7.9) 60 (23.3) 197 (76.7)

Monthly  household income <.0001

Q1(Low) 668 (20.6) 451 (67.5) 217 (32.5)

Q2 695 (21.4) 353 (50.8) 342 (49.2)

Q3 825 (25.4) 351 (42.5) 474 (57.5)

Q4(High) 1,058 (32.6) 323 (30.5) 735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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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Quality of life

Pvalue 
Bad Good

Total 3,246 (100.0) 1,478 (45.5) 1,768 (54.5) 　
Current  working status <.0001

Working 864 (26.6) 286 (33.1) 578 (66.9)

Non-working 2,382 (73.4) 1,192 (50.0) 1,190 (50.0)

Region 0.3862

Capital(Seoul, 
Gyeong-gi) 1,312 (40.4) 585 (44.6) 727 (55.4)

Metropolitan 1,032 (31.8) 465 (45.1) 567 (54.9)

Rural area 902 (27.8) 428 (47.5) 474 (52.5)

Meeting  friendly people 0.0209

Frequantly 1,662 (51.2) 724 (43.6) 938 (56.4)

A little 1,584 (48.8) 754 (47.6) 830 (52.4)
Chronic  disease <.0001
0 786 (24.2) 267 (34.0) 519 (66.0)
1 1,006 (31.0) 435 (43.2) 571 (56.8)
2 794 (24.5) 386 (48.6) 408 (51.4)
3 or more 660 (20.3) 390 (59.1) 270 (40.9)
Current  smoking status 0.3674

Smoker 259 (8.0) 111 (42.9) 148 (57.1)

Non-smoker 2,987 (92.0) 1,367 (45.8) 1,620 (54.2)

Current  alcohol consumption <.0001

Drinking 842 (25.9) 305 (36.2) 537 (63.8)

Non-drinking 2,404 (74.1) 1,173 (48.8) 1,231 (51.2)

Regular  exercise <.0001

Yes 1,122 (34.6) 354 (31.6) 768 (68.4)
No 2,124 (65.4) 1,124 (52.9) 1,000 (47.1) 　
Data  shown are number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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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련성(Table 10)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분류한 기혼집단과 비혼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 변화 bad-bad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였을

때, 결혼만족도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교차비

가 0.08(95% CI 0.04-0.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결혼만족도 변화가

bad-good인 집단의 교차비가 0.15(95% CI 0.08-0.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비혼집단과 비교해서 보면 동일한 기준집단에서 사별-실종 집단의

교차비가 0.30(95% CI 0.30-0.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에 비해 이

혼-별거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교차비가 0.56(95% CI 0.28-1.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 가계 수입을 4분위로 분류하여 가장 높은 군을 Q4, 가장 낮은 군을

Q1으로 구분하고 Q4를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Q1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

에 대한 교차비가 2.75(95% CI 2.07-3.64), Q2 집단의 교차비가 1.87(95% CI

1.43-2.44), Q3 집단의 교차비가 1.77(95% CI 1.37-2.28)으로 확인되어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을 낮닥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개 질환을 보유

한 군의 우울에 대한 교차비가 1.36(95% CI 1.02-1.80), 3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군의 교차비가 1.80(95% CI 1.34-2.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군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군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교차비가 1.84(95% CI 1.49-2.2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

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거주지역, 친목활동정도, 흡연, 음주는 영

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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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ctors associated with low quality of life.

Variables

Low  quality of life

Adjusted 
OR 95%CI

Marital  status

Married-cohabit (good-good) 0.08 (0.04 - 0.13)

Married-cohabit (good-bad) 0.68 (0.37 - 1.24)

Married-cohabit (bad-good) 0.15 (0.08 - 0.28)

Married-cohabit (bad-bad) 1.00 -

Married-no co habit or divorced 0.56 (0.28 - 1.10)

Bereaved or disappearance 0.51 (0.30 - 0.88)

Age

60-69 1.00 -

70-79 1.04 (0.82 - 1.31)

80≤ 1.21 (0.90 - 1.61)

Gender

Male 1.00 -

Female 0.81 (0.61 - 1.08)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1.50 (0.97 - 2.32)

Middleschool  1.93 (1.22 - 3.06)

Highschool 1.33 (0.86 - 2.06)

College or over 1.00 -

Monthly  household income

Q1(Low) 2.75 (2.07 - 3.64)

Q2 1.87 (1.43 - 2.44)

Q3 1.77 (1.37 - 2.28)

Q4(High) 1.00 -

Current  working status

Working 1.00 -

Non-working 1.20 (0.94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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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ow  quality of life

Adjusted 
OR 95%CI

Region

Capital(Seoul, Gyeong-gi) 1.00 -

Metropolitan 0.88 (0.70 - 1.10)

Rural area 0.81 (0.64 - 1.03)

Meeting  friendly people

Frequantly 1.00 -

A little 1.28 (1.06 - 1.55)

Chronic  disease

0 1.00 -

1 1.13 (0.86 - 1.47)

2 1.36 (1.02 - 1.80)

3 or more 1.80 (1.34 - 2.43)

Current  smoking status

Smoker 1.20 (0.82 - 1.77)

Non-smoker 1.24 (0.84 - 1.83)

Current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0.96 (0.75 - 1.23)

Non-drinking 1.00 -

Regular  exercise -

Yes 1.00 -

No 1.84 (1.49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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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련성

(Table 11) : 서브그룹 분석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 기혼집단과 비혼집단의 주관

적 삶의 질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류에서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bad-bad인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60-69세 군에서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는 0.06(95% CI 0.03-0.15), 결혼만족도의 변화

가 긍정적인 bad-good 집단의 교차비는 0,21(95% CI 0,08-0.57)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마찬가지로 70-79세 군에서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

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는 0.10(95% CI 0.04-0.22),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긍정적인 bad-good 집단의 교차비는 0.11(95% CI

0.04-0.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80세 이상의 군에서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는

0.05(95% CI 0.01-0.24),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긍정적인 bad-good 집단의 교차비

는 0.04(95% CI 0.01-0.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비혼집단과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성별의 분류에서는 결혼만족도 변화가 bad-bad인 집단을 준거집단으

로 하였을 때, 남성에서 결혼만족도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교차비가 0.05(95% CI 0.02-0.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ad-good 집단의 교차비는 0.12(95% CI 0.04-0.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

혼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이혼-별거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종-사별 집단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교차비가 0.27(95% CI 0.11-0.6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우울

에 대한 교차비가 0.09(95% CI 0.04-0.15), 결혼만족도 변화가 bad-good인 집단

의 교차비가 0.11(95% CI 0.04-0..31)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남성과는 다르게 비혼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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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ubgroup analysis of low quality of life with several factors

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
cohabit 

(good-good)

Married-
cohabit 

(good-bad)

Married-
cohabit 

(bad-good)

Married-
cohabit 

(bad-bad)

Married-
no cohabit
or divorced 

Bereaved or 
disappearance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OR 95% 

CI OR 95% 
CI

Age

60-69 0.06
(0.03-0.15)

0.63
(0.25-1.62)

0.21
(0.08-0.57) 1.00 0.46

(0.17-1.27)
0.46

(0.19-1.15)

70-79 0.10
(0.04-0.22)

1.22
(0.47-3.14)

0.11
(0.04-0.31) 1.00 0.77

(0.27-2.20)
0.51

(0.27-1.44)

80≤ 0.05
(0.01-0.24)

0.31
(0.05-1.86)

0.04
(0.01-0.27) 1.00 1.94

(0.16-23.40)
0.37

(0.08-1.61)
Gender

Male 0.05
(0.02-0.12)

0.53
(0.21-1.34)

0.12
(0.04-0.34) 1.00 0.36

(0.13-1.01)
0.27

(0.11-0.69)

Female 0.09
(0.04-0.19)

0.72
(0.31-1.69)

0.15
(0.06-0.37) 1.00 0.60

(0.24-1.53)
0.51

(0.31-1.29)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0.14
(0.07-0.28)

1.23
(0.54-2.80)

0.15
(0.06-0.37) 1.00 1.32

(0.49-3.53)
1.03

(0.55-1.95)

Middle
school  

0.11
(0.03-0.39)

1.31
(0.30-5.65)

0.18
(0.04-0.79) 1.00 2.38

(0.44-12.77)
0.51

(0.14-1.85)

Highschool 0.02
(0.01-0.06)

0.15
(0.04-0.56)

0.06
(0.02-0.23) 1.00 0.09

(0.02-0.37)
0.14

(0.04-0.51)
College or 
over

0.02
(0.00-0.15)

0.20
(0.02-1.96)

0.02
<0.001-0.57) 1.00 0.03

(0.00-0.36)
0.11

(0.01-1.08)

Monthly  household income

Q1(Low) 0.03
(0.00-0.34)

0.17
(0.01-3.27)

0.04
(0.00-0.63) 1.00 0.15

(0.01-2.27)
0.24

(0.02-3.06)

Q2 0.22
(0.08-0.61)

2.50
(0.70-8.95)

0.12
(0.03-0.46) 1.00 1.38

(0.39-4.94)
0.51

(0.43-3.34)

Q3 0.06
(0.03-0.14)

0.63
(0.24-1.71)

0.21
(0.07-0.63) 1.00 0.68

(0.21-2.21)
0.50

(0.21-1.22)

Q4(High) 0.04
(0.02-0.12)

0.37
(0.12-1.13)

0.11
(0.03-0.37) 1.00 0.23

(0.06-0.87)
0.27

(0.10-0.76)
Current  working status

Working 0.09
(0.03-0.24)

0.90
(0.30-2.66)

0.28
(0.09-0.94) 1.00 0.66

(0.21-2.03)
0.69

(0.25-1.90)

Non-working 0.06
(0.03-0.12)

0.53
(0.25-1.12)

0.10
(0.04-0.22) 1.00 0.44

(0.18-1.05)
0.51

(0.2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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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rital  status

Married-
cohabit 

(good-good)

Married-
cohabit 

(good-bad)

Married-
cohabit 

(bad-good)

Married-
cohabit 

(bad-bad

Married-
no cohabit
or divorced 

Bereaved or 
disappearanc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OR 95% 

CI OR 95% 
CI

Region

Capital
(Seoul, 
Gyeong-gi)

0.05
(0.02-0.12)

0.41
(0.16-1.07)

0.06
(0.02-0.19) 1.00 0.53

(0.18-1.53)
0.39

(0.16-0.91)

Metropolitan 0.11
(0.04-0.29)

0.99
(0.33-2.96)

0.45
(0.14-1.40) 1.00 0.60

(0.18-2.01)
0.51

(0.31-2.24)

Rural area 0.08
(0.03-0.21)

1.22
(0.40-3.77)

0.10
(0.03-0.31) 1.00 0.47

(0.13-1.67)
0.44

(0.17-1.15)

Meeting  friendly people

Frequantly 0.07
(0.03-0.14)

0.63
(0.27-1.46)

0.10
(0.04-0.24) 1.00 0.55

(0.22-1.37)
0.34

(0.17-0.70)

A little 0.08
(0.04-0.18)

0.82
(0.36-1.90)

0.22
(0.09-0.55) 1.00 0.60

(0.23-1.52)
0.51

(0.38-1.76)

Chronic  disease

0 0.05
(0.02-0.14)

0.44
(0.14-1.40)

0.11
(0.03-0.38) 1.00 0.43

(0.12-1.58)
0.31

(0.10-0.93)

1 0.07
(0.03-0.19)

0.83
(0.26-2.66)

0.08
(0.02-0.29) 1.00 0.42

(0.12-1.47)
0.51

(0.18-1.37)

2 0.10
(0.03-0.28)

0.69
(0.20-2.41)

0.35
(0.09-1.33) 1.00 0.71

(0.18-2.80)
0.89

(0.31-2.53)

3 or more 0.10
(0.03-0.29)

1.23
(0.21-7.26)

0.19
(0.05-0.80) 1.00 1.15

(0.26-5.20)
0.57

(0.18-1.84)
Current  smoking status

Smoker 0.02
(0.00-0.22)

0.47
(0.03-7.10)

0.17
(0.01-2.63) 1.00 0.21

(0.01-3.79)
0.17

(0.01-2.81)

Non-smoker 0.08
(0.05-0.14)

0.69
(0.37-1.29)

0.12
(0.06-0.24) 1.00 0.61

(0.30-1.25)
0.51

(0.31-0.92)
Current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0.08
(0.03-0.24)

0.84
(0.26-2.73)

0.21
(0.06-0.71) 1.00 0.61

(0.17-2.17)
0.42

(0.14-1.29)
Non-drinki
ng

0.07
(0.04-0.14)

0.64
(0.31-1.30)

0.12
(0.05-0.26) 1.00 0.56

(0.25-1.25)
0.51

(0.28-0.96)
Regular  exercise

Yes 0.08
(0.04-0.19)

1.28
(0.49-3.36)

0.13
(0.04-0.40) 1.00 1.03

(0.37-2.85)
0.60

(0.26-1.40)

No 0.06
(0.03-0.12)

0.43
(0.20-0.91)

0.14
(0.06-0.31) 1.00 0.34

(0.14-0.79)
0.51

(0.20-0.80)



- 49 -

Ⅴ. 고찰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우울증을 사회적 위

험요인으로 간주하고, 노인의 결혼관계가 우울증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본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해 강조할 부분과 함께 좀 더 논의하거나 개선되어

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와 건강의 관련성은 보건·의료사회학의 오래된

연구주제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국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결혼이 신

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제시되어 왔다(Avison, 1999;

Diener·Gohm·Suh·Oishi, 2000; LaPierre, 2009; Pearlin and Johnson, 1977;

Proulx·Helms·Buehler, 2007). 노년기의 우울증에 대해서도 결혼의 긍정적 효

과가 유사하여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사별, 별거, 이혼 등 배우자가 없는 노

인에 비해 우울증세의 수준이 낮고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LaPierre, 2009; Proulx et al.,2007). 특히 결혼

만족도와 우울증세의 상관성이 중장년층에 비해 노인에게서 더 큰 것으로 보

고됨으로써(Bookwala and Jacobs, 2004), 노인 우울증에 대한 결혼의 효과에

서 혼인경험의 유무, 이혼, 별거, 사별과 같은 결혼의 구조적 속성과 함께 관

계의 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렇게 결혼과 정신과적 문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과 우

울감 주제로 한 국외 연구들에서 결혼의 구조적 특성과 만족도가 우울과 관

련이 있다는 연구(Luppino et al, 2010; Wardle, Cooke, 2005; Jo et al., 1995)

가 있는 반면, 부부관계보다 자녀-부모관계에 보다 연관성이 많아 직접적으

로 결혼자체와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Pimenta,

2009; Ladwing et al.,200; Lee, 2011). 국외 연구들에서는 우울증 및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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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한되지 않고, 불안 및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 삶의 질

관련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Michael, 1995; Gariepy et al., 2010;

Wardle, Cook, 2005). 하지만 국내연구에서는 일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연구

들에서 결혼상태가 관련 변수로 고려되고 있으나(김미혜 외, 2000; 손용진,

2010; 이미숙, 2010; 허준수·유수현, 2002), 조사대상자의 배경요인 또는 사회

경제적 상태 등 주요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제변수 로 고려되

는 정도로 다소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 및 결혼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혼인 집단에 대해서는 결혼만족도를 기

준으로 3분위수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여 결혼만족도에 따라 분류된 기혼집

단과 비혼집단의 우울 및 삶의 질 수준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종단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4년 일부 자료

를 이용하여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보고자 하

였다.

우울 및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yeon(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

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의 주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

인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 또는 절망감이 최근 12개월 동안 2주 이

상 매일 지속된 경험’을 우울감 경험으로 정의 한 객관적 우울증 측정도구로

CSE-D(Center fo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여 노인

인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우울증세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주관적 척도로서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사용하여 우울과 더불어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 평가를 도모하였다.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6년 고령화연구패널 제6차 기

본조사 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고, 혼인 상태의 응답자 중 ‘미혼’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제외하였

다.

그 외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는 앞서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불안·우울상태와 관련 있다

고 분석된 변수를 참고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최종 11개(성, 연령, 교육수

준,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거주지역, 만성질환보유여부, 흡연, 음주, 조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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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분석을 도모하였으나, 다소 횡단적

자료에 국한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당시의 결혼상태에 대한 정보만 적용했을

뿐, 노인의 우울 증세와 관련하여 사별, 이혼 등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사건의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노인의 결혼상

태 변화에 따라 우울 증세를 추적해 가는 보다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

적한다.

둘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우울감 및 우울증상 경험에 대한 기준을

1년간 2주이상의 경험에 대한 설문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어 인과관계의 오

류, 회상기억의 오류 등이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중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분석

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며, 이

연령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재고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 보다 낮은 연령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대표성에 다소 제한점이 있다.

넷째,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미혼’ 집단이 전체 11,002명 중 46

명의 소수 집단으로 분석에 포함 할 시 통계적 검증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며 현재 노인으로 분류되는 대상자들 중 미혼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결혼여부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초기 분석부터 제외 후 분석하였으나, 향후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비혼’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포함하

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사회적 개입에 있어서는 다수도 중요하나 소수

의 사례들이 실제로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 소수 집단 노인에 대해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사례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현재

의 노인 세대에 비해 결혼지위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노인세대에 대한 함의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을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태도와 인식, 결속력, 친밀감,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작용 방식, 불화와 갈등 등 결혼관계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

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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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부 상호작용에 대한 미시적 자료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결혼만족도에 따른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결혼만족도와 결혼의 구조적 특성과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 간 관련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일차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척도(CES-D)에 의해 65

세 이상 노인인구의 우울증세 실태를 파악한 결과, 노인 세 명 중 한명 이상

(전체의 42.0%)이 위험수준 이상의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향후 노인 우울증 유병률 증가와 함께 국민의료비 재정의 압박을 예측케

하는 것으로서 노인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

라 하겠다. 실제로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 제2차 기본조사 에서 ʻ지난 1차

기본조사 이후 정신과적 질환 관련 진단ʼ을 받았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의

약 1%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통해 노인 개인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과

중재가 필요하며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삶의 질이 낮다고 표현한 응답자가

전체의 55.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의 삶의 질이 낮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스스로 인식이 부족

하여 자발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시도하거나 상담,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에

노출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인적으로

는 중증 우울증이나 여타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가적으로는

상존하는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노인인구의 결혼 상태 실태의 분석을 통해 전체 조사 대상의

71.8%가 배우자가 있는 혼인상태이고, 사별 또는 이산가족이 25.9%이며 별거

및 이혼(2.3%)의 비율은 극소수에 해당하였다. 이는 격변의 산업화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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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온 우리나라 노인세대에서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지배적인 구조로 유지

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결과는 결혼만족도에 따른 우울 및 주관적 삶

의 질 비교인데,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중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였을

때, 결혼만족도 상위 30% 집단은 우울증세와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가 각

각 0.72(95% CI 0.63-0.83), 0.37(95% CI 0.32-0.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하위 30% 집단의 우울 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은 교차비가 각각

2.42(95% CI 2.14-2.73), 5.90(95% CI 5.18-6.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이는 혼인상태라는 동일한 결혼구조에 속하는 노인집단에서 결혼만족도

를 중심으로 우울 증세의 차이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 구조적차이만으로 노인의 결혼관계와 우울 증세의 관

련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결혼관계의 구조와 질이 통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따라 구분한 혼인상태의 집단과 비혼집단의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로 이혼-별거 집단의 교차비가 2.97(95% CI

2.19-4.02), 3.22(95% CI 2.33-4.43), 사별-실종 집단의 교차비가 2.21(95% CI

1.91-2.56), 2.19(95% CI 1.89-2.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규범을 지키며 결

혼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생애에서보다는 우울감이 상

대적으로는 낮고, 주관적 삶의 질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반면에 결혼만족도 하위 집단의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의 교차비는

2.41(95% CI 2.13-2.72), 5.86(95% CI 5.15-6.68)으로 비혼집단의 교차비보다

우울감에 주는 영향이 크며,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폭도 큰 것으

로 확인이 되어 최근 부각되는 ‘황혼이혼’의 세태를 뒷받침 하고 있다.

더불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를 확인해보면 결혼만족도 변화 bad-bad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였을

때, 결혼만족도 변화가 good-good인 집단의 우울증세에 대한 교차비가

0.38(95% CI 0.27-0.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결혼만족도 변화가

bad-good인 집단의 교차비가 0.63(95% CI 0.42-0.9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good-good 집단과 같이 결혼만족도에 변화가 없었던 집단의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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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낮게 측정되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변화가 있었던 집

단 중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bad-good 집단의 우울 증세는 준거 집단인

bad-bad 집단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결혼만족도의 긍정적인 변화는

우울증세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과 비혼집단

을 비교해서 보면 동일한 기준집단에서 이혼-별거 집단의 우울증세에 대한

교차비가 2.61(95% CI 1.61-4.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사별-실종

집단의 교차비가 2.0(95% CI 1.48-2.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대인관계가 축소되는 한편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이 감

퇴되는 노년기에 배우자와의 상호 의존성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을 짐

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노

력 뿐 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WHO는 성별을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수준, 정신건강 위험에

의 노출 정도 및 정신건강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구조적 결정요인으로 보

고 있음에 따라(WHO, 2001)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그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우울증세 및 주관적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여성의 교차비가 각각 0.85(95% CI 0.74-0.98), 0.69(95% CI

0.60-0.80)로서 우울증세가 남성에 비해 덜하며 주관적 삶의 질 또한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우울

증세에 관련되는 양상이 노인의 건강상태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뒷받침 하는 결과로서, 여성 노인들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

가 우울증세를 가중시키는 부담 요인일 뿐만 아니라, 특히 결혼만족도가 낮

다면 우울증세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 건강의 측

면에서 결혼의 혜택이 남성에게 더 크다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경향이면

서(이민아, 2010; Horwitz et al., 1996; Williams and Umberson, 2004)평균수

명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노인의 10명 중 7명이 ʻ늙은 남편ʼ을 돌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한다는 보도와도 상통한다(김덕한, 2011). 이는 노인의 결

혼적응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나 지원에서 노인의 성차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노인 우울증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험군의 노인 중 의



- 55 -

료에 노출되지 않은 잠재 유병 노인집단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예방주사 접종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보건소 또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노인우울증 진단 서비스 사

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세 뿐 아니라 노인이 주

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질 또한 매우 낮음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세의 위험군에

속한다 하더라도 중증 우울증이 아닌 경우 본인의 적극적인 대처나 가족의 지원

으로 극복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우울증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의료

중심의 대응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인과 가족의 주체적 대응을 위하여 지역

사회에 기반 한 사회교육이나 복지시스템 개발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

적인 예로서 우울증에 대한 보건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노인과

가족의 인지도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진작하고, 노인정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노인의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포함하는 등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셋째로 결혼이라는 전통 규범을 고수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오랜기간 유지해

온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는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에게 공히 우울 증

세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문제라는 노년기에 불가피한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할 때, 만족도가 높은 결혼관계가 노년기의 고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노인들에게는 더 이

상 부부관계가 중 대사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은 편견에 불과하며, 오히려 노인들

의 성공적 결혼관계 적응을 위한 복지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

되어 할 당위성이 부각된다.

마지막으로 남녀를 비교하였을 때, 여성 노인들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상태

가 우울증세를 가중시키는 부담 요인일 뿐만 아니라, 특히 결혼만족도가 낮다면

우울증세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우울증을 관리하고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수행할 때 보다 면밀한 성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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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우

울 및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2016년 고령화연구패널 제6차 기본조사 (다만, 혼인상태 중에서 결혼만족도

의 전년도와 현재년도 대비를 보기 위해 부분적으로 2014년 데이터를 사용

함)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대상자 11,002명 중 미혼인구 46명을 제외한

10,956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시 전체 10,956명의 대상자 중 우울증세가 있는 대상자 수

가 4599명(42.0%)였고, 주관적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한 대상자수가 6102명

(55.7%) 연령, 교육수준, 성별, 가구소득, 경제활동유무, 만성질환유무, 음주,

규칙적 활동의 차이에 따라 우울 및 주관적 삶의 질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결혼만족도를 기준으로 기혼집단과 미혼집단을 비교하여 실시한 로지스

틱 회귀분석 및 GEE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중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

였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덜 우울하며 주관

적 삶의 질이 높음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결혼만족도가 낮은 하위 집단은 우

울 수준이 높고, 주관적 삶의 질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들 집단

과 비혼 집단을 비교하였을 시 이혼-별거, 사별 실종 집단의 우울 수준은 높

고 주관적 삶의 질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14년-2016년 결혼만족도의 변화 기준으로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 변화

bad-bad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 하였을 때, 결혼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긍

정적이었던 집단의 우울 수준은 낮고 주관적 삶의 질은 높음으로 확인되었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화가 있는 집단중에는 긍정적으로 변화한

집단이 우울수준이 낮고 주관적 삶의 질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혼집단과 비교해서 보면 동일한 기준집단에서 이혼-별거 집단과 사별-실

종 집단 모두가 결혼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던 집단에 비해서 우울수

준은 높고 주관적 삶의 질은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우울증 실태와 함께 제시된 노인인구의 결혼관계와

우울 증세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결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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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가능하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 노인의 우울

증세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고도 노인의 결혼관계가 우울 증세에

대해 유의한 효과가 검증되었기에, Proulx et al.(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개입이나 제도 구축에서 일단 노인의 결혼관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

키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본 연구는 ʻ고령화패널조사ʼ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인구의 대표 표본을 확

보함으로써 노인인구에 대한 일반화의 강점이 있다면, 결혼관계의 다양한 특

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차 분석의 한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결혼관계의 구조와 질이 노인의 우울 증세에 관련되는 기제를 검증할 수 있

는 변수를 분석 모델에 직접 포함시키지 못하고, 전적으로 이론적 설명에 근

거하여 추정적인 해석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

라 하겠으며 후속 연구의 보완을 제언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과되기 쉬운 노년기 결혼

관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결혼관계의 구조와 질이 노인의 우울증세 및 삶

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노인 우울증에 대한 사회

학적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노인인구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

모색과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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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2014-2016)-

Juryeong Na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In, Jang, Ph.D)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relation to the quality of life (QOL) of the elderly

population. It is based on the theories of marital resource, marital discord

and social support. Data from 10,956 subjects aged 60+ from the 2016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ere analyzed. The data concluded:

1) One out of three elders showed signs of depressive symptoms. 2)

Overall, elders with a spouse showed lower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and elders without a spouse experienced a marked decreased in

QOL. 3)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taking into account the strain of caring for loved ones with health issues.

For elderly women, marriage was found to intensify the de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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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s and decrease QOL. 4) Marital satisfaction fluctuates based on

cohabitance. 5) Variances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elders

according to their marital satisfaction and health problems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model. Strategies of social interven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romotion of elderly population were

suggested with the emphasis on the elderly risk group without spouse

and the marital adjustment program for elders with spouse.

Key words: Elderly population, Marital satisfaction, Qualify of life

Depressive sympto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