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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취업상태변화가 중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

  연구배경 : 중년기의 여성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역할 갈등 등의 복합적인 

상황을 겪으며 자아 정체성 상실 및 자아의식의 위기로 우울의 유병률이 높

다. 심한 우울은 극단적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여 우리나라 중년여성 우울이 

중요한 보건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중년 여성의 우울에 취업상태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발달단계를 보내고 있는 중년여성의 취

업상태변화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이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자료 1차(2006년), 2차(2008

년), 3차(2010년),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중년여성의 취업변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45세 이

상 65세 미만의 중년 여성 중에서 1차(2006년) 조사에서 우울감이 없었던 대

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취업여부, 고용형태 및 취업상태변화에 따른 우

울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빈도분석, 기술통계와 선형 혼합 모형

(LMM) 분석을 이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Inc, Carg, NC,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 전체 연구대상자 10,254명 중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1차년도 

우울이 없었던 여성은 2,564명이었으며, 취업중인 중년여성에 대해서만 분석

한 표에서는 1,363명으로 분석되었다. 1차부터 6차까지 취업유무에 따른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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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관성의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취업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β=-0.24, SE=0.09, p=0.00122),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취업여부 및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

과, 취업이 지속되고 있는 대상자 대비 취업에서 미취업(β=0.41, SE=0.16, 

p=0.0108) 및 계속 미취업 대상자(β=0.31, SE=0.10, p=0.0033)가 우울에 높

은 연관성을 보였다. 하위분석인 취업 경험이 있는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관

련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우울의 연관성의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전일제대비 

시간제 근무형태가 우울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β

=-0.21, SE=0.14, p=0.1201). 

결론 : 이 연구를 통해 취업상태변화가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확인 하였으며, 지속적인 취업상태보다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변화와 

지속적인 미취업을 유지하는 것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가 우울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들에 대해서

도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의식과 이들의 요구를 

유형화하고 일반화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핵심어: 중년여성, 취업상태변화, 우울, 고령화연구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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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여성의 중년기는 생의 발달단계 관점에서 성숙기와 노년기의 중간에 있는 

시기로서 신체적 변화 외에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등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재평가하는 시기이다(김정엽, 1997). 또한 중년기 남성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반면, 중년기 여성은 어린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자녀는 독립적이 되려하고 남

편은 바쁜 생활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시기이므로 정신적 갈등과 소외감이 

생길 여지가 많은 특징이 있다(김은숙, 2010a). 이와 같이 자녀의 독립, 결혼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

기인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생을 재평가하게 되는 시기인데, 이때 자신에 대

한 가치감과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무가치감과 열등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상황들이 중년기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길자, 

1991).

  중년시기에서의 삶이 위기에 봉착하여 이 시기가 잘못 이행될 경우 다음 노

년기 역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중년시기의 심리적 안녕 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미정, 김귀분, 2013). 그러나 중년기 여성은 신체

적 심리적 건강, 박탈감, 역할 갈등 등의 복합적 상황을 겪으며 자아의식의 

위기, 자아정체감의 상실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울이 나타날 수 있다(Jun et 

al., 20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9~2013년 동안 약 10만 

9천명(19.6%)의 우울증 진료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 4.6%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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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총 진료비는 5년간 579억 원(27.1%)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나타났다. 이중 40대 이상 여성 진료인원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

상인 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신, 분만, 갱년기 및 폐경

을 겪는 동안 호르몬 변화로 인해 더 쉽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며, 심리사회적

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고, 참고 견디는 것

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경향들이 많아 이런 억압된 감정들이 우울 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한미정, 이

지현, 2013). 이로 인해 중년기 여성의 우울로 인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심

한 우울증은 극단적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보건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74.6%로 남성(67.7%)보다 7.4%이나 높아졌음이 

나타내듯이(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 이미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시스템으로 교육받으며 상당수의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게 당연시되

는 세상인 만큼 교육적, 직업적 목표에 대한 추구가 뚜렷한 여성들이 많은 가

운데 이와 같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인 채로 중년을 맞이하게 되면 여성 

인적자원의 낭비이며, 이들의 개발과 활용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혼의 중·고령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와 취업여성 

모두 그들의 삶의 질이 개인차원과 가족차원의 요인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김

여진, 홍환, 2009) 취업주부들은 전업주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이런 스트레스 경험들이 우울증상에 대한 여성

들의 상대적인 취약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 취업여성들은 일과 가정에서 주어진 다중적인 역할을 묵묵히 수

행하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

서 삶의 균형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하기도 한다. 그 과정

에서 정신적, 육체적 상실감과 피로감이 누적되었다(정명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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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중년여성의 우울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원인 및 일반적인 원인은 

나이, 가정(생활)상황,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 건강문제 등이 있다. 그 중

에서도 취업(일을 하는 것) 여성의 경우 직업 역할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따

라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Lee and Kim, 2001a)는 연구가 있

다. 또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중년여성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

서 직업이 없는 중년 여성이 취업한 여성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변외진, 김춘경, 2006),  Bromberger J(1992)의 연구에서도 취업 여성이 미

취업 여성보다 우울이 더 낮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증상이 더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수준에서 남녀차별에 의해서 고용불안을 느끼고 승진이나 업

무, 급여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중년기 취업여성들의 어려움도 있었다.(정명

혜, 2012). 점점 여성의 노동과정이 점자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감에 따라 

여성의 생에 전반에 한번이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해 본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

서도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영구 퇴장하는 여성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성은 별로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

혜연, 2010). 여성가족부(2013)의 “경력단절여성 대상별 취업지원 활성화방

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197만8천)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

면, ‘결혼’ > ‘육아’ > ‘임신·출산’순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상대적으

로 긴 40, 50대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으로 인한 단절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결혼으로 인한 퇴사 관행이 많았다는 것을 보

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중년여성의 취업과 우울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

구들은 취업과 자아정체성 또는 중년 취업여성의 우울을 위주로 분석하였고,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보는 횡단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고령화패널의 1차

(2006년)~ 6차(2016년) 종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년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가 

우울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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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년 여성의 우울발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수립이나 더 나아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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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중년여성의 취업상태 변화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수준을 확인하였다.

   둘째, 취업상태 변화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

다. 

   셋째, 취업상태 변화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 세부적으로 우

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취업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여 중년 여성의 우울을 약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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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우울

  1.1. 우울의 현황과 중요성

  우울은 보통 슬픔, 좌절감, 죄책감, 무기력감과 같은 정서적 증상과 의욕저

하, 판단력 저하, 대인관계 곤란, 우유부단한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인지적, 

행동적 증상을 보이며 심한수준의 임상적 우울에서는 왜곡된 인지, 수면장애, 

체중감소, 성욕감퇴 등의 신경생물학적 증상을 나타낸다(신희영, 2017). 세계

보건기구(WHO)도 21세기 인류를 괴롭히는 10대 질병 중 하나로 우울을 지적했

으며, 2020년에는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질병이 될 것이라 예

견하고 있다. 그리하여 심한 우울증은 극단적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통

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247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는 약 29명이라고 추정하였

다(표 1).

표 1. 연도별 자살 사망자 현황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살인원

(명)

계 15,412 15,566 15,906 14,160 14,427

남 9,936 10,329 10,866 9,622 10,060

여 5,476 5,237 5,040 4,538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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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정도의 스트레스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스트

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자아존중감 저하로 무기력한 

상태를 이르게 해,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정원길, 

2001).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맞고 있는 중년여성들의 우울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에 따른 대처증력이나 사회적 지지 및 지원 부족으

로 예방 및 치료가 늦어진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 영역에서 큰 손

실을 입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F32~F33)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55만 6천명에서 2013년 약 66만 5천명으로 지난 

5년간 약 10만 9천명(19.6%)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나타났

다(그림 1). 또한 총 진료비는 2009년 약 2,135억 원에서 2013년 약 2,714억 

원으로 5년간 약 579억 원(27.1%)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6.2%로 나타났다(표 

2). 

  표 3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매년 약 2.2배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최근 5년간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 구

간이 22.2%로 높았지만 그 다음으로 50대 21.0%, 60대 17.4%의 순으로,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60.7%를 차지하였다.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연령별 진

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간 중 하나인 50대(35,013명)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가 진입되어진 영향으로 보여 진다. 40대 이상 

여성 진료인원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인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폐경, 성장한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한 심리적 허무감, 우울

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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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울증(F32~F33)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 추이 (2009년~2013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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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울증(F32~F33) 성별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 현황 (2019년 ~ 2013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살인원

(명)

계 555,528 579,151  601,432  662,565  664,616  

남 169,180  176,819 185,952 206,552 208,756 

여 386,348  402,332 415,480 456,013 455,860 

총 진료비

(천원)

계 213,539,958 233,237,546 243,629,804 259,173,064 271,404,894 

남 67,668,756 75,595,588 81,602,112 88,723,860 94,436,598 

여 145,871,202 157,641,958 162,027,692 170,449,204 176,96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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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료인원 성별 점유율 (2019년 ~ 2013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성비(남성대비여성) 2.28 2.28 2.23 2.21 2.18 

점유율
남 30.5% 30.5% 30.9% 31.2% 31.4%

여 69.5% 69.5% 69.1% 68.8%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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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0~69세에서 우울증(F32~F33) 진료인원 성별 및 점유율 및 변화율(2009년 ~ 2013년)

구    분
진  료  인  원  (명) 연 령 별  점 유 율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0~ 

39세

계 76,215  76,575 75,926 82,954 81,427 12.8 12.3 11.8 11.6 11.3

남 21,622  21,634 21,863 24,258 24,232 11.9 11.4 11.0 10.9 10.8

여 54,593  54,941 54,063 58,696 57,195 13.2 12.7 12.1 11.9 11.6

40~ 

49세

계 108,118  108,139 106,752 113,839 112,902 18.2 17.4 16.5 15.9 15.7

남 33,105  33,443 33,440 35,677 35,723 18.3 17.7 16.8 16.1 15.9

여 75,013  74,696 73,312 78,162 77,179 18.1 17.3 16.4 15.9 15.7

50~ 

59세

계 115,996  125,040 134,111 149,720 151,009 19.5 20.1 20.8 21.0 21.0

남 34,413  37,217 40,104 45,064 46,302 19.0 19.6 20.1 20.3 20.6

여 81,583  87,823 94,007 104,656 104,707 19.7 20.3 21.1 21.3 21.2

60~ 

69세

계 105,888  110,325 114,073 124,482 124,569 17.8 17.7 17.7 17.4 17.4

남 30,805  31,875 33,329 36,884 36,858 17.0 16.8 16.7 16.6 16.4

여 75,083  78,450 80,744 87,598 87,711 18.2 18.1 18.1 17.8 17.8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Note : 연령별 진료인원의 합계는 연령층별로 중복인원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진료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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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연령, 배우자 학력, 거주주택 

소유형태, 근무형태, 현재 임금만족도, 현재 고용안정성, 현 일자리 만족도, 

현 일자리 직종대분류, 배우자 경제활동, 자녀와의 동거여부, 가구총소득, 사

회활동(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등이 있다. 

  연령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은 우울수준과 양의관계가 있어서 연

령이 많은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김동배, 손의성, 

2005), 중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여성건강 제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이 많은 중년여

성의 우울 정도가 심했다(유은광, 김명희 & 김태경, 1999). 다른 연구에서도 

중년여성의 우울정도가 일반인의 우울정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중년 안

에서도 고 연령층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신경림, 1999a).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대에 최저점을 

보이며 비대칭적이긴 하지만 U자 형태를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김진영, 

2009a).

  배우자학력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울은 남편의 

학력이 높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대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우울점수가 낮았다(김순옥, 양현숙, 정구철, 2013a)

는 연구가 있는 만큼, 배우자의 학력과 우울과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인암 치료를 받은 기혼여성들의 우울을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배우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인암 환자의 우울과 불안을 경감시키

는 요소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이인숙,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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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경제활동도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운데, 김영선

(2015)은 기혼여성은 중년층이 되면서 자신의 계층을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

으로 여기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남편의 일자리가 이동됨으로써 미치는 부정

적인 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거주주택 소유형태도 다양한 연구에서 우울과의 관련성을 말해주었는데 주

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우울 수준이 높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상태 및 안정

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김지인, 2018a). 또 자택

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셋집에 사는 노인은 주거비의 부담이 아주 적거나 공과

금정도만 내면 되지만, 월세 또는 사글세를 내야하는 노인들은 매달 주거지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노인들

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진 논문도 있었다(박선

영, 이충기, 2016a). 그러나 월세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우울정도가 전세거주 

대상자의 우울정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던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경

제상태가 우울과 연관된다는 사회적 통념과 배치되는 연구도 있었다(정명실, 

김연하, 임경춘, 2018a).

  근무형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에코붐 세대의 

우울은 정규직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규직보다 미취업자가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김지인, 2018b), 김진영(2009b)의 연구에서도 일용직이

나 공공근로 집단의 우울이 비경제활동자의 우울수준보다는 낮았지만 두 번째

로 높은 수순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

서 취업으로 변화를 경험한 에코붐 세대의 경우 우울감이 높았다(라채린, 이

현경, 2013a).

  근무 형태와 마찬가지로 우울과 고용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확인해 본 결과, 

비정규직 비율의 변수가 지역의 자살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자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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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중년여성의 임금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와 우울과의 연관성을 본 연구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직무에 만

족할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적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 되었

다(김신혜, 2016a). 또한 엄태순, 김현실(2013a)의 연구에서도 월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낮은 구간보다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록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높은 것을 확인되었다. 

  일자리의 직종별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본 결과, 호텔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와 카지노 딜러 등 오락시설 종사 근

로자의 직장 내 폭력에 따른 우울점수가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변창범 et al, 2009). 다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직종이 ‘기능원, 장

치기계, 단순노무 종사자’그룹 및 전업주부에서 우울의 경험이 높았으며 

‘농업어업 종사자’인 경우 우울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소진, 

2016).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부모와 자녀

가 상호 공평하게 자원을 교환할 때 그 관계의 질이 담보된다(박경숙, 2003; 

김현주, 이여봉 2012a)라고 하였고, 노부모와 자녀간 상호교환을 바탕으로 성

공적인 노화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근래 많이 있다(김현

주, 이여봉 2012b). 김세진, 이선희(2017)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와 

상호 교환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와 경제적으로 의존할 경우 우울

이 높았으며, 동거 자녀와 비 동거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호 교환적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경제·도구 중심으로 지원을 교환할 경우와 자녀에게 

의존할 경우에 우울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와 비동거 하는 

경우에는 상호 교환적 지원을 제외하고 우울이 전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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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총소득 같이 사회경제적 상태는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신경림(1999b)과 한삼성, 정성화, 강성욱(2013a)의 연구들에서 가정의 총

수입이 낮은 집단의 우울정도가 높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시켜 주

고 있다. 또, 중년 인구에 있어서 경제 상태는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

낸 연구도 있으며 대체로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우울이 많이 나타낸다고 확인

하였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일반적으로는 우울에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은경(2017)의 연구에서는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는 가용자원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이는 곤란한 상황에서 여러 도움을 받으며 정서적 

지지를 통해 안정을 주고 자신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정미화(2014)의 연

구에서도 친인척, 친구, 이웃 만남 횟수에서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 우울/

불안 문제가 0.52배 낮았다. 여러 가지 결과를 볼 때,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우울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다.

나. 건강관련 요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에는 흡연, 음주, 운동, 주관적 건강상

태, 고혈압 및 당뇨 진단여부 등이 있다. 

  흡연과 음주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한 연구에서는 

에코붐 세대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흡연을 하는 에코붐 세대의 우울

수준이 높았던 연구로 흡연자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흡연에 대한 관

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라채린, 이현경, 2013b).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음주와 우울은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되었다(정

명실, 김연하 & 임경춘, 2018b).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흡연과 비음주군이 흡

연 및 음주군에 비해 우울증 지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보였다(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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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성화, 강성욱2013b).

  운동 및 주관적 건강상태도 우울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속

적인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 특히 갱년기 

증상을 맞이하게 되는 중년기 여성들의 우울을 감소시키며 체력을 향상시켜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윤미, 박형숙(2004a)은 중년

여성의 운동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고 하였고, 강지훈(2011a)은  

운동은 우울과의 연관성이 있으며 단시간보다 장시간이, 잦은 빈도의 운동이 

우울과 불안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중년여성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관

적 건강상태였고 박소연, 박소영(2018a)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

게 인지할수록 중·고령 여성의 우울 증상 수준은 감소하였고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삶의 질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영미, 현선

희, 송형삼, 2008a).

  만성질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논문을 보면 고혈압 및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되었으나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은 제외가 되었다. 그러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령, 문현주, 황병덕, 2010). 다른 연구에서도 

당뇨는 우울증상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에 관련이 있는 변수라고 설

명하였다(Rotella, F., and E. Mannucci,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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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년기 여성과 우울

2.1. 중년기 여성의 정의 및 역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전체 인구의 

약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0%가 중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신경림, 

1999c). 인생의 주기를 바라볼 때, 중년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구분 기

준은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며(김은숙, 2010b), 중년기 여성을 정의하는 것은 

문헌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의 하고 있어 일부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Erikson(1963)은  40세에서 60세까지를 중년기로 보았고, 인생의 절정기로서 

자존과 자립의 위치를 갖게 되는 시기이고 자기 자신의 최대의 자존심과 가치감

을 갖게 되며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기라고 표현하였다. 

  Levinson(1978)은 중년기의 발달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발달단계마다 이루

어야 할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는데. 첫 단계는 중년기 전환기(midlife 

transition)로 40-45세로 성년의 일을 마무리해 가면서 한편으로 중년기에 대한 

요령을 터득하는 시기로 보았다. 둘째 단계는 45~55세로 중년기 진입기(entering 

midlife adulthood)이고, 새로운 선택을 수반하는 단계 및 새로운 인생구조를 설

계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셋째 단계는 50세 전환기(transition)로 인생의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시기로 보았으며 넷째 단계는 중년기 안정기

(culmination of midlife adulthood)로 60세를 일컫는다. 이 시기는 중년기의 토

대를 완전히 구축한 시기로 안정화 된 시기를 뜻한다.

  생의 발달단계에서 청년과 노년의 중간시기에 있는 여성을 말하며 중년기를 정

의하는 나이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정문회, 1988) 이 연구에서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18- 18 -

2.2. 중년기 여성의 우울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신체적으로는 성숙의 정상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어 사고력 뿐 아니라 신체적 변화가 심해져 삶의 방식도 변해가는 시기이

다(Lee & Kim, 2001b). 특히 여성의 중년기는 폐경, 건강문제, 갱년기 증상과 같

은 신체적 변화와 배우자의 은퇴 및 자녀의 독립, 자아정체감 결여, 역할변화, 

생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Park, Kim and Cho, 

2003) 자신의 몸의 변화를 서산 저녘의 지는 해와 같고 세월에 떠밀려 자신을 돌

봐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에 대한 쓸쓸함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신경림, 

1998). 

  중년기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김은숙(2010c)은 중년기는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로써 일터에서는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과는 

자녀세대의 양육 및 부모역할과 노년기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양책임을 수

행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기혼 중년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사

회적 통념은 사적영역인 가사일 까지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역할

정체성의 혼란이 유발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 성역할 태도를 견지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역할 갈등을 경

험하면서 우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진숙, 최원석, 2011). 김

혜연(2010)은 여성의 노동과정은 남성과는 질적, 양적으로 다르며 여성은 생애 

과정에서 일과 가족 사이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과

정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일정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과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 외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다수 존재하고 여성들의 선호와 인

구사회학적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노동시장 참여과정은 과거에 비하여 보다 다양

하고 이질적으로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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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취업이 중년 여성 우울에 미치는 영향

  중년여성의 우울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원인 및 일반적인 원인 중에서도 중

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취업(일을 하는 것) 여성의 경우 

직업 역할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따라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경혜, 김언주, 2001)는 연구가 있다. Christian et al.,(1994)은 부부치료

실에 부부사이 갈등으로 방문했던 139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취업을 한 주부가 취업을 하지 않은 주부보다 덜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의 연구(Mirowsky, John and Catherine E. Rose, 1992a)에서

도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더 우울을 예측해주는 변인임이 밝혀졌고, 직장

여성의 경우 자아 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김대명, 2014). 다른 연구

에서도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중년여성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 

직업이 없는 중년 여성이 취업한 여성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Byeon, Wei-Jin, Choon-Kyung Kim, 2006a). 그러나 이와 반대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들에 있어서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많다. 이여봉(1997a)은 취업의 부정적인 면인 역할갈등 및 역할과대가 긍정적

인 면을 상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부부사이에 전통적

인 역할관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더욱 예측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한 

다중역할 갈등이 결국 취업한 주부들의 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것으로 판

단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취업변수 자체는 그들의 정신적 안

녕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신희영(2017)의 연구

에서도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배우자의 수입이 높은 여성이라도 일과 가사를 

병행하며 얻는 이중부담과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가족과 자녀교육에 소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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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죄책감도 같이 안고 있어 자기존중감이 낮을 수 있으며 일과 가사, 

육아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생활형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 자기존중은 더욱 낮아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업주부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김선아 등(2010a) 은 중년 여성들 중 한국의 미혼과 기혼 취

업여성의 우울감은 차이가 없었으며, 결혼한 여성의 정신건강이 미혼여성의 

정신건강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기혼여성들은 본인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역할에 고통 받고 있지는 않으며 가족 간의 관계형성 요소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이러한 다양한 결과들을 일반화 하긴 어렵

지만 최근사이에 여성들의 생활양식이 조금씩 변해가고 사회도 변해가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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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자료 1차(2006년), 2차(2008년), 3차(2010

년),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년여성

의 취업변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대상은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여성 중에서 취업여부 

및 취업상태변화를 통하여 우울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1차

(2006년) 조사시점에서는 우울감이 없었던 대상자로 한정한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울에 연관되는 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

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취업변동, 인구학적 특성(연령), 사회학적 

특성(배우자의 학력, 거주주택 소유형태, 근무형태, 현재 임금만족도, 현재 

고용안정성, 배우자 경제활동, 현일자리 만족도, 현 일자리 직종대분류, 자녀

와의 동거여부, 가구 총 소득,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건강관련 특성

(흡연, 음주, 운동 횟수, 주관적 건강상태, 고혈압 진단여부, 당뇨 진단여부)

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우울이다(그림 2). 이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

구심의위원회 심사면제 심의(Y-2019-0134)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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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설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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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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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변수
흡연여부

음주여부

운동 횟수

주관적 건강상태

고혈압 진단 여부

당뇨 진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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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시행된 1차에서 

6차의 ‘고령화연구패널 조사(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자료를 연

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표본선정은 2006년 당시 제주도를 제

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일반 가구 거주지를 대상으로 

표집 및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표본 수는 약 10,000명을 목표로 표집 하여 

2006년 1차 자료에서 10,254명이 패널로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1962~1963

년생을 중심으로 한 902명을 추가하였다. 고령화패널조사에서 면접방식은 컴

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API)을 이용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질문 문항으로는 

고령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형성 및 건강 상태 등을 측정, 파악하

여 향후 초고령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과정은 그림 3 과 같다. 제 1차(2006년) 조사에

서 전 표본수는 10,254명이었고 이 중에서 중년 여성을 보기 위하여 남자를 

제외하여 5,791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령을 보정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을 

제외하여 3,538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연구는 취업여부 및 취업상태변화를 통

하여 우울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첫 조사시점인 1차(2006년)

조사 때 우울이 있었던 대상자는 제외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1차 조

사(2006년)에서 우울감이 없었던 대상자 및 결측이 없는 표본을 분석 대상으

로 하여 총 2,564명이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우

울감이 없었던 대상자란 ‘CES-D10점수 4점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하위분석

인 취업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을 분석한 경우에는 앞선 분석 

대상자인 2,564명에서 1차~6차까지 계속 미취업이었던 대상자를 추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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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총1,363명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고령화패널자료

(1차 조사, 2006년)

N = 10,254명

1차 조사 때, 남성 제외

(N = 4,463명 제외)

N = 5,791명

65세 이상 제외

(N = 2,253명 제외)

N = 3,538명

1차년도 우울이 있었던 대상자

(CES-D10점수 4점이상) 및 

결측값 제외

(N = 974명 제외)

N = 2,564명

(중년여성의 취업여부 및 

취업상태변화와 우울과의 

연관성분석)

계속 미취업 대상자 제외

(N = 1,201명 제외)

N = 1,363명

(취업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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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대상자 선정과정.



26- 26 -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령화연구

패널 조사항목 중 CES-D10(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지난 1주일간의 느

낌과 행동에 관한 질문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잠깐, 가끔, 자주,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준에 따라 각 ‘0, 1’ 

점으로 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총합은 10점 만점이며, 4점 이상

(cut-off point)이면 우울 있음, 4점 이하(cut-off point)이면 우울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

화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우울 측정도구인 1~4차 우울증 척도 10문항은 한국판 

CES-D20 중 10개의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Anderson form)하였고 5차 이후는 

CES-D10(Boston form)으로 노인·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미국 CES-D20 

문항 중 축약·번한 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CES-D10이다. 

  나. 독립변수

  1) 주요 관심요인 변수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변수 중에서 2006년 1차부터 2016년 6

차 조사까지의 경활 상태를 주요 관심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 ‘실업자’와 ‘비경활’로 구분되어 있으며 취업자는 현

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주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한다. 실업자(구직자)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지난 1주간 혹은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주간 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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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현재 수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주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도 실업자(구직자)로 보고 있다.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노동시장 상태가 은퇴하였거나 평생무직, 특정 직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소

일거리 정도 수준인 경우에도 비경제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자를 취업하고 있는 상태로 보았고 실업자(구직자)와 비

경활을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2) 인구학적 요인 변수

  인구학적 요인 변수는 연령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여성으로서 1~6차의 조

사를 바탕으로 ‘45~54세’, ‘55~64’세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3) 사회학적 요인 변수

  사회학적 요인 변수로는 배우자 학력, 거주주택 소유형태, 근무형태, 현재 

임금만족도, 현재 고용안정성, 배우자 경제활동, 현 일자리 만족도, 현 일자

리 직종대분류, 자녀와의 동거여부, 가구 총 소득,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

수로 구성하였다. 배우자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으로 나누었고, 거주주택 소유형태

는 ‘자가’, ‘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포함)’으로 나누

었다. 근무형태는 ‘시간제’, ‘전일제(소일거리, 파트타임 포함)’ 으로 범

위를 설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예’, ‘아니오’ 의 2개 

군으로 구분하였고 가구 총 소득은 가구원 중 대표자, 가구 내 소득 및 자산

을 가장 잘 아는 가구원의 값을 가구 총 소득으로 정의하여 1차 조사부터 6차 

조사 당시의 각각의 가구 균등화 소득을 확인해 이를 4분위수로 나누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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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중간낮음’, ‘중간높음’, ‘높음’ 인 4분위수로 나누어 4개의 범

주로 구성하였다. 또한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에 대하여 ‘1주 1회 이

상’과‘1주 1회 미만’으로 구분하였고, 배우자 경제활동은‘취업자’,‘미

취업자’, ‘배우자 없음’으로 나누었다. 중년여성의 현재 임금만족도, 현재 

고용안정성 및 현 일자리 만족도는‘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미취업(모르겠음 및 응답거부 포함)’

로 구분하였고, 현 일자리 직종대분류는 ‘관리자, (준)전문가’,‘사무

직’,‘서비스, 판매 근로자’,‘농·임·어업, 기능종사자, 장치 및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자, 직업군인’으로 구분하였다.

  4) 건강관련 요인 변수

  건강관련 요인변수로는 흡연, 음주,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로 구성되었다. 

흡연은 ‘현 흡연자’, ‘비 흡연자(과거 흡연 포함)’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현재 음주자’, ‘비음주자(과거 음주 포함)’ 으로, 운동횟수는 ‘1주 1회 

이상’,‘1주 1회 미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나쁜 편, 매우나쁨 

포함)’, ‘보통’, ‘좋음(좋은 편, 매우 좋음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만

성질환 중에서는 고혈압 진단여부 및 당뇨 진단여부를 ‘예’,‘아니오’로 

나누어서 분석 하였다(표 5). 

   



29- 29 -

표 5. 변수 설명

변수 변수 정의

독립

변수

관심요인 변수
취업여부 및 

취업상태변화

1. 취업->취업

2. 취업->미취업

3. 미취업->취업

4. 미취업->미취업
인구학적 요인 

변수
연령

1. 45세 ~ 54세

2. 55세 ~ 64세

사회학적 요인 

변수

배우자 학력

1. 초등학교 졸업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이상

거주주택 소유형태

1. 자가

2. 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포함)

근무형태

1. 시간제

  (소일거리, 파트타임 

  포함)

2. 전일제

자녀와의 동거여부
1. 예

2. 아니오

가구 총 소득

1. 낮음

2. 중간낮음

3. 중간높음

4. 높음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1. 1주 1회 이상

2. 1주 1회 미만

배우자 경제활동

1. 취업자

2. 미취업자

3. 배우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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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 설명(계속)

변수 변수 정의

독립

변수

사회학적 요인 

변수

현재 임금 만족도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미취업(모르겠음 및 

   응답거부 포함)

현재 고용안정성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미취업(모르겠음 및 

   응답거부 포함)

현 일자리 만족도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미취업(모르겠음 및 

   응답거부 포함)

현 일자리 

직종대분류

1. 관리자, (준)전문가

2. 사무직

3. 서비스, 판매 근로자

4. 농·임·어업, 기능종사

자, 장치 및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자, 직업군인 



31- 31 -

표 5. 변수 설명(계속)

변수 변수 정의

독립

변수

건강관련 요인 

변수

흡연여부
1. 현흡연자

2. 비흡연자(과거흡연포함)

음주여부
1. 현음주자

2. 비음주자(과거음주포함)

운동 횟수
1. 1주 1회 이상

2. 1주 1회 미만

주관적 건강상태

1. 나쁨

(나쁜 편, 매우 나쁨 포함)

2. 보통

3. 좋음

(좋은 편, 매우 좋음 포함)

고혈압 진단여부
1. 예

2. 아니오

당뇨 진단여부
1. 예

2. 아니오

종속

변수
우울(CES-D10)

1. 우울 있음 : 4 ~ 10점

2. 우울 없음 : 0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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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이 연구는 SAS 9.4(SAS Institute Inc, Carg, NC,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통계 및 카이제곱 검정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고, 연구대상자의 취

업변동 및 인구학적, 사회학적,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우울에 차이가 존재하

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나.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 LMM)

  중년여성의 취업여부와 우울의 연관성, 취업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 취업 중년여성의 취업변동과 우울의 연관성, 중년여성의 취업여부 및 

취업변동과 우울의 연관성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변수와의 

우울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 LMM) 분석을 이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 혼합 효과 모형(LMM) 분석은 선형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체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계층적 구조의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에 적용 가능

한 유용한 모형이다. 선형 혼합 효과 모형(LMM)은 고정 효과(fixed effect)만

을 고려하는 선형 모형과는 달리 고정효과와 임의 효과(random effect)를 모

두 포함한 모형(민인경, 2017a)으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반복측정 한 고령화연

구패널 조사 자료 1차에서 6차까지의 대상자를 선정한 이 연구에서 분석하기

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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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석 내용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VIF) 분석을 시행하였고,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는 

각 모형에서 베타 계수(beta coefficient)와 표준 오차(standard error)를 산

출하였으며, 각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확인한 결과 각 분석별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비구조적(unstructured) 모형을 모든 분석에서 선택하였다. 중년여성의 취업

여부 및 변동과 배우자 취업여부와의 교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교호작

용은 없는 것(p>0.1)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패널자료의 1차부터 6차까지의 동일대상자의 각 시점

별 변수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중년여성이 취업유무 및 취업변동을 통하

여 우울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첫 조사시점인 1차(2006년)조

사 때 우울이 있었던 대상자는 제외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하위

분석으로 한번이라도 취업의 경험이 있는 혹은 계속 취업하고 있는 중년여성

에 대한 분석은 취업중년여성에 대한 분석으로 정의하였으며, 취업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을 분석한 경우에는 한번이라도 취업을 했던 혹은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년여성만을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1차 년도부터 6차 

년도까지 계속 미취업 중인 대상자 또한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

상태변화는 보고자 하는 차수의 ‘전차년도’의 취업상태 대비, 기준시점의 

취업상태를 비교하여 ‘취업->취업’,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미취업’으로 나누었으며, 1차(2006년)에서 2차(2008년), 2차(2008

년)에서 3차(2010년), 3차(2010년)에서 4차(2012년), 4차(2012년)에서 5차

(2014년), 5차(2014년)에서 6차(2016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취업상태가 



34- 34 -

변하거나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위 분석들은 중년여성의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비교하고 그 안에서

도 취업자의 취업상태와 우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여, 기존 연구들의 

기존 취업자만 대상으로 하였거나 단순히 취업자와 비취업자만 비교했던 연구

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2006년에서 2016년까

지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대상자에게 반복

적으로 측정한 자료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각 측정값 사이의 독립성에 대한 

가정이 기각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 측정된 값 사이의 상관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여 선형 혼합 모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분산 팽창 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2이하로 확인되었다. 중년여성의 취업

상태변화와 우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중년여성의 취

업여부와 우울과의 연관성”,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과의 연관

성”과 하위분석인“취업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에서 베타 계수(beta coefficient)와 표준 오차(standard error)를 

산출하였으며, 각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확인한 결과 각 분석별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비구조적(unstructured) 모형을 모든 분석에서 선택하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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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IC for covariance structure selection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Covariance structure
AIC

표 8 표 9 표 10

Variance components 58463.4 58416.2 10188.5

Autoregressive 56899.7 56878.9 10006.4

Compound symmetry 56874.9 56874.9 9977.4

Toeplitz 56652.1 56636.1 9969.6

Unstructured 56407.4 56397.6 9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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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취업변동 및 인구학적, 사회학적, 건강관련 요인

에 따른 우울감에 차이

  

  연구대상자의 취업변동 및 인구학적, 사회학적,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우울

감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주요 관심변수인 취업상태변화에서 상태변화에 따른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직전 조사에서 취업중 이었으나 기준년도에는 미취업일 때 

우울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44.3%로 가장 높았고, 직전 조사에서 미취업중 이

었고 기준년도에도 미취업중일 때 37.8%, 직전조사에서 미취업중 이었으나 기준

년도에는 취업중일 때 34.8%, 직전 조사에서 취업중 이었고 기준년도에도 취업중

일 때 우울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27.3%로 가장 낮았다.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45-54세보다 55-64세에서 우울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12.6% 더 높았다. 

  사회학적 요인변수에서는 배우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의 비율이 높았으

며, 자녀와의 동거여부에서는 비동거의 경우 우울의 비율이  6,1%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우울에 요인

이 되는 변수로써 1주 1회 이상 만나는 대상자가 1주 1회 미만 만나는 대상자

의 우울에 비율이 13.8% 낮았고, 거주주택 소유형태 에서도 전세에 비하여 자

가의 우울감의 비율에 대하여 큰 차이가 없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

다. 가구총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배우자 경

제활동 변수에서도 배우자의 취업여부가 중년여성의 우울감의 비율을 낮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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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0001). 사회학적 요인변수 중에서 현재 

임금 만족도, 현재 고용안정성, 현 일자리 만족도 및 현 일자리 직종대분류의 

우울감의 차이는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N수가 작아져 확인할 수 없었

다. 

  건강관련 변수에서는 음주,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고혈압 진단여부, 당뇨 

진단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흡연 유무에 따른 우울에는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술을 마시는 대상자의 우

울감의 비율이 5.7% 높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대상자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우울감의 비율이 6.2% 높았다.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 중 우울이 있는 대상자는 54.2%, 주관

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 중 우울이 있는 대상

자는 38.9%,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생각하는 대상자 중 우울

이 있는 대상자는 24%로, 심리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우울감의 비율 낮음을 볼 수 있었다.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 비

해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대상자의 우울이 있는 비율이 11.9% 높았으며,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 비해 당뇨진단을 받았던 대상자의 우울이 있는 

비율이 19.8%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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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자의 취업변동 및 인구학적, 사회학적,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변수
우울의 발생률

P-Value
우울 없음 우울 있음

Total N = 2,182

취업여부 및 상태변화 <.0001

  취업->취업 478 (72.7) 179 (27.3)
  취업->미취업 68 (55.7) 54 (44.3)
  미취업->취업 161 (65.2) 86 (34.8)
  미취업->미취업 719 (62.2) 437 (37.8)

연령 <.0001
  45-54 903 (70.6) 377 (29.4)
  55-64 523 (58.0) 379 (42.0)

배우자 학력 0.0001
  초졸 이하 485 (60.6) 316 (39.4)
  중졸 197 (64.2) 110 (35.8)
  고졸 487 (67.1) 239 (32.9)
  대졸 이상 257 (73.9) 91 (26.1)

자녀와의 동거여부 0.0032
  예 835 (68.0) 393 (32.0)
  아니오 591 (61.9) 363 (38.1)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0001

  1주 1회 이상 1,052 (69.6) 460 (30.4)
  1주 1회 미만 374 (55.8) 296 (44.2)

거주주택 소유형태 0.6316
  자가 1183 (65.6) 621 (34.4)
  전세 243 (64.3) 135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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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자의 취업변동 및 인구학적, 사회학적,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계속)

변수
우울의 발생률

P-Value
우울 없음 우울 있음

Total N = 2,182

가구총소득 <.0001

  낮음 199 (53.9) 170 (46.1)
  중간낮음 325 (63.4) 188 (36.6)
  중간높음 438 (66.6) 220 (33.4)
  높음 464 (72.3) 178 (27.7)

배우자 경제활동 <.0001
  취업자 933 (69.5) 409 (30.5)
  미취업자 306 (58.1) 221 (41.9)
  배우자 없음 187 (59.7) 126 (40.3)

흡연여부 0.3904
  현흡연자 18 (58.1) 13 (41.9)
  비흡연자 1,408 (65.5) 743 (34.5)

음주여부 0.0062
  현음주자 349 (70.5) 146 (29.5)
  비음주자 1,077 (63.8) 610 (36.2)

운동횟수 0.003
  1주 1회 이상 622 (69.0) 280 (31.0)
  1주 1회 이상 804 (62.8) 476 (37.2)

주관적 건강상태 <.0001
  나쁨 165 (45.8) 195 (54.2)
  보통 507 (61.1) 323 (38.9)
  좋음 754 (76.0) 23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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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자의 취업변동 및 인구학적, 사회학적, 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계속)

변수
우울의 발생률

P-Value
우울 없음 우울 있음

Total N = 2,182
고혈압 진단여부 <.0001
  예 278 (56.2) 217 (43.8)
  아니오 1,148 (68.1) 539 (31.9)

당뇨 진단여부 <.0001
  예 81 (47.1) 91 (52.9)
  아니오 1,345 (66.9) 66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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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년여성의 취업여부와 우울의 연관성

  중년여성의 취업여부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표 8). 

  취업유무에서는 기준이 되는 계속 미취업 중인 대상자에 비해 한번이라도 

취업했던 대상자의 우울에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β=-0.24, SE=0.09, 

p=0.00122). 연령에 대해서는 기준연령인 45-54세에 비해 55-64세의 연령에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배우자의 학력에서는 기준이 되

는 초졸이하에 비해 중졸, 고졸, 대졸이상으로 우울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각각 β=-0.25, SE=0.10, p=0.0118; β=-0.44, SE=0.09, p<.0001; β

=-0.61, SE=0.11, p<.0001). 거주주택 소유형태에서도 자가에 비하여 전세(보

증금이 있는 월세 및 보증금이 없는 월세 포함)의 우울이 높은 연관성을 보였

으며(β=0.31, SE=0.07, p<.0001), 자녀와 동거를 하는 대상자에 비하여 하지 

않는 대상자의 우울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 친한 사람들과 1주 1회 이상 만나는 대상자에 비하여 1주 1회 미만인 대

상자의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고(β=0.53, SE=0.05, p<.0001). 가구총소득에서

는 기준이 되는 낮음에 비해 중간높음 에서만 유의하게 우울수준이 낮은 연관

성을 보였다(β=-0.17, SE=0.07, p=0.0173). 배우자가 경제활동 부분에서는 

취업배우자에 비하여 미취업 배우자에서 우울이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β

=0.27, SE=0.08, p=0.0005). 흡연여부에서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 

비하여 하지 않는 대상자의 우울수준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나(β=-0.46, SE=0.23, p=0.0477) 음주여부 및 운동 횟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나쁨에 비해 보통과 좋음

으로 우울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각각 β=-1.27, SE=0.06, 

p=<.0001; β=-1.66, SE=0.07, p<.0001). 만성질환에서는 당뇨진단을 받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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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비해 당뇨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우울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

였다(β=-0.33, SE=0.10, p=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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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년여성의 취업여부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1~6차 년도)

변수
우울과의 연관성

P-Value
β SE

Total N = 2,564 

취업유무
  미취업 Ref.
  한번이라도 취업 -0.24 0.09 0.00122**

연령
  45-54 Ref.
  55-64 0.07 0.07 0.3233
배우자 학력
  초졸 이하 Ref.
  중졸 -0.25 0.10 0.0118*

  고졸 -0.44 0.09 <.0001***

  대졸이상 -0.61 0.11 <.0001***

거주주택 소유형태
  자가 Ref.
  전세 0.31 0.07 <.0001***

자녀와의 동거여부
  예 Ref.
  아니오 -0.02 0.05 0.6547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1주 1회 이상 Ref.
  1주 1회 미만 0.53 0.05 <.0001***

가구총소득
  낮음 Ref.
  중간 낮음 -0.08 0.07 0.21
  중간 높음 -0.17 0.07 0.0173*

  높음 -0.08 0.08 0.3301
배우자 경제활동
  취업자 Ref.
  미취업자 0.27 0.08 0.0005***

  배우자 없음 0.55 0.28 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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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년여성의 취업여부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1~6차년도)

(계속)

*p<0.05, **p<0.01, ***p<0.00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estimate (β) and standard error (SE).

변수
우울과의 연관성

P-Value
β SE

Total N = 2,564 

흡연여부
  현흡연자 Ref.
  비흡연자 -0.46 0.23 0.0477*

음주여부
  현음주자 Ref.
  비음주자 -0.02 0.07 0.7301
운동횟수
  1주 1회 이상 Ref.
  1주 1회 미만 0.09 0.05 0.0644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Ref.
  보통 -1.27 0.06 <.0001***

  좋음 -1.66 0.07 <.0001***

고혈압 진단여부
  예 Ref.
  아니오 -0.08 0.07 0.2309
당뇨 진단여부
  예 Ref.
  아니오 -0.33 0.10 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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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연관성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표 

9). 이전의 결과와 동일하게 기준이 되는 계속 취업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비해서 취업하다가 미취업으로 변동 및 계속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는 군에서만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각각 β=0.41, SE=0.16, p=0.0108; β

=0.31, SE=0.10, p=0.0033). 배우자의 학력에서는 초졸 이하 대비 중졸, 고

졸, 대졸이상으로 배우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각각 β=-0.25, SE=0.10, p=0.0106; β=-0.45, SE=0.09, 

p<.0001; β=-0.62, SE=0.11, p<.0001). 거주주택 소유형태에서는 자가 대비 

전세에서 유의하게 우울이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β=0.31, SE=0.07, 

p<.0001), 1주 1회 이상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대상자 대비 1주 1회 미만군의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β=0.53, SE=0.05, p<.0001). 가구총

소득에서는 낮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유일하게 중간 높음만 유의하게 우울

이 낮은 연관성이 관찰되었으며(β=-0.06, SE=0.08, p=0.025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군 대비 하지 않는 군에서 우울에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β=-0.47, 

SE=0.23, p=0.045). 주 1회이상 운동을 하는 대상자에 비해서 주 1회 미만으

로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대상자의 우울이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β=0.10, 

SE=0.05, p=0.0303)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모든 결과에서 나쁨 대비 보통, 

좋음에서의 우울이 유의하게 낮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모두 

p<.0001). 당뇨 진단여부에서는 당뇨진단을 받은 대상자에 비해서 받지 않은 

대상자의 우울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이 확인되었다(β=-0.33, SE=0.10, 

p=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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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1~6차년도)

변수
우울과의 연관성

P-Value
β SE

Total N = 2,564

취업여부 및 상태변화
  취업->취업 Ref.
  취업->미취업 0.41 0.16 0.0108*

  미취업->취업 0.26 0.18 0.1581
  미취업->미취업 0.31 0.10 0.0033**

연령
  45-54 Ref.
  55-64 0.08 0.07 0.3003
배우자 학력
  초졸 이하 Ref.
  중졸 -0.25 0.10 0.0106*

  고졸 -0.45 0.09 <.0001***

  대졸이상 -0.62 0.11 <.0001***

거주주택 소유형태
  자가 Ref.
  전세 0.31 0.07 <.0001***

자녀와의 동거여부
  예 Ref.
  아니오 -0.02 0.05 0.6428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1주 1회 이상 Ref.
  1주 1회 미만 0.53 0.05 <.0001***

가구총소득
  낮음 Ref.
  중간 낮음 -0.08 0.07 0.2371
  중간 높음 -0.16 0.07 0.0252*

  높음 -0.06 0.08 0.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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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1~6차년도)

(계속)

*p<0.05, **p<0.01, ***p<0.00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estimate (β) and standard error (SE).

변수
우울과의 연관성

P-Value
β SE

Total N = 2,564

배우자 경제활동
  취업자 Ref.
  미취업자 0.19 0.10 0.0526
  배우자 없음 1.47 0.28 0.0952
흡연 여부
  현흡연자 Ref.
  비흡연자 -0.47 0.23 0.045*

음주 여부
  현음주자 Ref.
  비음주자 -0.03 0.07 0.681
운동 횟수
  1주 1회 이상 Ref.
  1주 1회 미만 0.10 0.05 0.0303*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Ref.
  보통 -1.26 0.06 <.0001***

  좋음 -1.65 0.07 <.0001***

고혈압 진단여부
  예 Ref.
  아니오 -0.07 0.07 0.2663
당뇨 진단여부
  예 Ref.
  아니오 -0.33 0.10 0.0007***



48- 48 -

4. 취업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 

  표 10에서는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연관성의 하위분석으로 1~6

차 동안 한번이라도 취업했던 혹은 계속 취업중인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

울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근무형태를 추가로 포함시켜 분석을 시행하였

다. 또한 설문당시 취업 중이었던 대상자이기 때문에 ‘현재 임금만족도’, 

‘현재 고용안정성’, ‘현 일자리 만족도’, ‘현 일자리 직종대분류’를 다

른 변수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근무형태에서는 전일제 대비 시간제의 우울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지만 유의

하지는 않았다(β=-0.21, SE=0.14, p=0.1201). 연령도 45-54세 에 비하여 

55-64세에서 우울에 높은 연관성을 보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으며(β=0.25, 

SE=0.18, p=0.1658) 배우자의 학력에서는 기준이 되는 초졸 이하에 비해서 중

졸은 유의하지 않았지만(β=-0.12, SE=0.22, p=0.578) 고졸, 대졸이상으로 갈

수록 우울이 낮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각각 β=-0.40, SE=0.19, p=0.0406; 

β=-0.53, SE=0.25, p=0.0353). 자녀와 동거하는 대상자에 비해 하지 않는 대

상자의 우울이 더 낮은 연관성을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고(β=-0.14 

SE=0.12, p=0.2422), 친한 사람들과 1주 1회 이상 만나는 대상자 대비 1주 1

회 미만 만나는 사람에서 우울수준이 높게 확인 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β=0.39, SE=0.10, p=0.0002). 가구총소득은 중간높음에서 우울이 

제일 낮은연관성을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았고(각각 β=-0.07, SE=0.18, 

p=0.6878; β=-0.15, SE=0.18, p=0.4112; β=-0.06, SE=0.20, p=0.742), 현

임금만족도, 현재 고용안정성, 배우자 경제활동 및 현 일자리 직종 대분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일자리 만족도에서는 일자리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에 비하여 ‘그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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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으로 갈수록 우울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결과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대상자가 유일하였다(각각 β=0.16, SE=0.43, p=0.7082; β=0.52, SE=0.45, 

p=0.2406; β=1.69, SE=0.56, p=0.0026). 주관적 건강상태는 표 8과 마찬가지

로 나쁨에 비해 보통, 좋음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각각 β

=-1.11, SE=0.17, p<.0001; β=-1.44, SE=0.18,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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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취업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1~6차년도)

변수
우울과의 연관성

P-Value
β SE

Total N = 1,363

근무형태
  전일제 Ref.
  시간제 -0.21 0.14 0.1201
연령
  45-54 Ref.
  55-64 0.25 0.18 0.1658
배우자 학력
  초졸 이하 Ref.
  중졸 -0.12 0.22 0.578
  고졸 -0.40 0.19 0.0406*

  대졸이상 -0.53 0.25 0.0353*

거주주택 소유형태
  자가 Ref.
  전세 0.15 0.15 0.3275
자녀와의 동거여부
  예 Ref.
  아니오 -0.14 0.12 0.2422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1주 1회 이상 Ref.
  1주 1회 미만 0.39 0.10 0.0002***

가구총소득
  낮음 Ref.
  중간 낮음 -0.07 0.18 0.6878
  중간 높음 -0.15 0.18 0.4112
  높음 -0.06 0.20 0.742
현재 임금만족도
  매우 그렇다 Ref.
  그런 편이다 0.22 0.46 0.63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0.57 0.47 0.2254
  전혀 그렇지 않다 0.50 0.51 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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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취업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1~6차년도)

(계속)

변수
우울과의 연관성

P-Value
β SE

Total N = 1,363

현재 고용안정성
  매우 그렇다 Ref.
  그런 편이다 0.13 0.31 0.6757
  그렇지 않은 편이다 0.16 0.32 0.6229
  전혀 그렇지 않다 0.24 0.38 0.5322
현 일자리 만족도 
  매우 그렇다 Ref.
  그런 편이다 0.16 0.43 0.7082
  그렇지 않은 편이다 0.52 0.45 0.2406
  전혀 그렇지 않다 1.69 0.56 0.0026**

배우자 경제활동
  취업자 Ref.
  미취업 0.11 0.13 0.4227
  배우자 없음 0.80 0.61 0.1898
현 일자리 직종대분류
  관리자, (준)전문가 Ref.
  사무직 0.29 0.38 0.4454
  서비스, 판매근로자 -0.19 0.26 0.4757
  농·임·어업, 

  기능종사자, 

  장치 및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자, 

  직업군인 

-0.11 0.26 0.6708

흡연 여부
  현흡연자 Ref.
  비흡연자 -0.06 0.5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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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취업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1~6차년도)

(계속)

*p<0.05, **p<0.01, ***p<0.00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estimate (β) and standard error (SE)

변수
우울과의 연관성

P-Value
β SE

Total N = 1,363

음주 여부
  현음주자 Ref.
  비음주자 -0.08 0.14 0.5558
운동 횟수
  1주 1회 이상 Ref.
  1주 1회 미만 0.03 0.12 0.8176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나쁜 편, 

  매우 나쁨 포함)
Ref.

  보통 -1.11 0.17 <.0001***

  좋음(좋은 편, 

  매우 좋음 포함)
-1.44 0.18 <.0001***

고혈압 진단여부
  예 Ref.
  아니오 0.05 0.15 0.7532
당뇨 진단여부
  예 Ref.
  아니오 0.03 0.24 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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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연관성을 본 이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조사에서부터 2016년 6차 조사까지 총 6회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만 65세 미만의 중년여성에서 취업상태변화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

강관련 요인과 우울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1. 관심요인 변수

  

  주요관심변수인 취업여부 및 취업상태변화와 관련하여, 만 65세 미만 중년

여성에서 취업유무에 따른 우울의 연관성의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취업여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즉, 한 번도 취업을 하지 않았던 대

상자에 비해서 한번이라도 취업을 했던 대상자에서 우울이 낮은 연관성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우울정도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박정희, 유영주(2000)의 연구에서는 전업

주부와 취업주부의 우울점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취업

한 주부들이 그렇지 않은 주부들보다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더 많이, 임상적

인 범주 내에서는 더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들에서의 취업이 우

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혼남녀 모두에 있어서 배경

변인과 더불어 취업을 한 경우에 우울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Mirowsky et 

al., 1992b; Crhistian et al., 1994; Wu, X and DeMaris, A, 1996; Byeon 

WJ, Kim CK, 2006a). 그러나 취업한 주부의 우울이 더 높다는 연구들(이여봉, 



54- 54 -

1997b; 신희영 2017)과 여성들의 취업변수 자체는 그들의 정신적 안녕에는 중

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선아, 2010b)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이 

지속되고 있는 대상자 대비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변동이 있었던 대상자 및 

계속 미취업 대상자에서 우울에 유의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상태가 변한 집단과 지속적인 미취업집단에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실업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 사

람들보다 정신건강이 더욱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함을 

보여준다(박세홍, 2009b; Murphy GC and Athanasou JA, 1999). 또한, 이 연구

에서는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변화를 경험한 중년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취

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자료원을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취업자들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던 연구도 있었다(라채린, 이

현경, 2013c). 취업상태를 단지 취업/실업으로 이분화 하여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질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중인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우울의 연관성

의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근무형태와 함께 현재 임금만족도, 현재 고용

안정성, 현 일자리 만족도 및 현 일자리 직종대분류와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

다. 결과, 전일제대비 시간제 근무형태가 우울과 낮은 연관성을 보였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세홍(2009a)의 연구

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현재 고용상태뿐 아니라 직전년도의 고용상태가 정규-

비정규-실업 순으로 낮아질수록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건강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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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며 여성의 경우 고용상태와 고용변화가 각기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상태가 임금노동자와 실업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개인의 정서적 안녕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송이은(2012)의 연구에서도 고용지위

가 현대인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며, 고용지위가 낮은 경

우 안정성 상실, 불안감 증대, 소득의 낮음에서 오는 불만으로 근로의욕저하

가 생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지위 자체가 주는 우

울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2. 인구·사회학적 요인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변수에서는 배우자의 학력, 거주주택 소유형태, 친한 사

람들과 만나는 횟수, 가구총소득, 배우자 경제활동, 현 일자리 만족도에서 연

관성을 확인하였다.

  배우자의 학력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던 분석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의 모든 분석에서 배우자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선행연구(이인숙, 2003b)와 의미를 같이하고 있으

며, 배우자의 학력과 우울이 인과관계는 있으나 대졸이상보다 고졸의 우울이 

낮은 연구(김순옥, 양현숙, 정구철, 2013b)도 있어서, 배우자의 어느 정도의 

학력이 우울과 낮은 연관성을 보이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거주주택 소유형태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던 분석은 표 8, 표 9 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에 비하여 전세 및 월세의 우울이 더 높은 연관성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월세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우울정도가 전세에 거주하는 대상자

의 우울정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연구(정명실, 김연하, 임경춘, 2018c)와는 

상반된 결과였지만, 사회적 통념과 내용을 같이하는 선행연구에서도 주택을 



56- 56 -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우울이 더 높았던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김지인, 

2018c; 박선영, 이충기, 2016b)가 나타난 점을 고려해, 중년기의 우울이 노년

의 우울로 이어가지 않도록 월세 혹은 전세 임대주택을 보급하여 주택에 대한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요구된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에서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

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지인과의 만남, 여가활동이나 

참여모임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박소연, 박

소영, 2018b; 한삼성, 정성화, 강성욱, 2013c; 신경림, 1999d), 이는 건강한 

노후와도 직결되는 시기이므로 중년여성들의 여러 사회모임 참여나 공공기관

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중년 여성들의 우울을 예방하고 삶

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할 것이다.

  가구총소득에서는 표 8와 표 9에서 낮음을 기준으로 중간높음일 때, 유일하

게 우울이 유의한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 사회적요인 중에서도 경제적 상태는 

우울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경제수준이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이삼

순, 최원희. 2006; 신경림, 1999e; 한삼성, 정성화, 강성욱, 2013d). 경제수

준이나 가구소득은 내적요소가 아닌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요소이다. 고령화패

널자료로 분석을 함에 있어서 거주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지역적 특성

을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 경제활동 변수는 표 8에서 유일하게 배우자가 취업한 대상자 대비 

배우자가 미취업한 대상자에서 우울이 유의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상

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연구 결과로 중년시기에 배우자의 실업 혹은 미취업은 

여성의 우울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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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일자리 만족도 변수에서는 현 일자리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는 것에 비하

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 답변을 한 대상자에서 우울에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김신혜(2016b), 엄태순, 김현실(2013b)의 연구와 같이 근로자가 직무에 

만족할 경우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적고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대상자의 우

울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의미를 같이한다.

1.3. 건강관련 요인변수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흡연 여부, 운동 횟수, 주관적 건강상태, 당뇨 진단여

부가 우울에 연관성을 보였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 비하여 흡연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우울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던 분석은 표 8과 표 9 였다. 이는 라채린, 이현경(2013d) 

및 한삼성, 정성화 강성욱(2013e)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흡연군에 비하여 비흡

연군의 우울 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현재 담배 한 갑의 

금액이 많이 증가했고 많은 지자체에서 금연활동을 지지하며 이에 따른 예산

을 편성하여 흡연자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금연구역

으로 인하여 금연인구는 점차 줄고 있다고 하며 지속적인 정책으로 우울 감소

에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1주에 1회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활동군이 운동을 하는 활동군에 비하여 우

울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던 분석은 유일하게 표 9이었으며,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속적인 신체운동을 할수록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운동시간과 기간

이 늘어날수록 우울감이 감소된다는 내용(이윤미, 박형숙, 2004b; 강지훈, 

2011b)과의 일관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년여성들의 연령 및 건강상

태, 거주지역, 경제력 등에 따라 운동종목과 운동시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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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대비 보통 및 좋음일 때 우울에 낮은 연관성을 보였

으며 이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수준이 감소하였다(박소

연, 박소영, 2018c; 김영미, 현선희, 송형삼, 2008b). 중년여성은 연령이 45

세이상 65세미만으로 중년을 겪으면서 신체의 변화, 폐경 등으로 인하여 비만

이나 근·골격계의 문제 등 건강문제를 직면하여 심리적 문제를 수반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상식적인 귀결로 보여 진다. 중년여성들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증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당뇨를 진단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당뇨를 진단받은 대상

자가 우울에 낮은 연관성을 보였던 분석은 표 8 와 표 9 였다. 선행연구에서

도 당뇨가 우울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하는 요인에 관련이 있는 변수라고 설명

하였다(Rotella, F., and E. Mannucci, 2013b). 그러나 우울증에 걸린 성인에

서 제 2형 당뇨가 발병할 확률이 37% 증가한다는 연구(Knol et al., 2006)도 

있어 두 요인 간에 선후관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취업상태에 대하여 응답

한 45세이상~65세미만의 여성 중 중년여성의 취업유무 및 취업변동을 통하여 

우울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1회차 조사(2006년)에서 우울감이 

없었던 대상자(CES-D10점수 4점이상) 및 결측이 없는 표본을 1차 대상자로 선

정하고, 이 하위분석인 취업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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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한번이라도 취업을 했던 혹은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년여성만을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1차 년도부터 6차 년도까지 계속 미취업 중인 대상자 

또한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일반적 특성을 확

인하였으며, 취업변동 및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요인변수에 따른 우울감

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모든 기대빈도가 5보다 

높아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중년여

성의 취업여부와 우울의 연관성, 중년여성의 취업여부 및 취업변동과 우울의 

연관성 및 취업 중년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다른 변

수들을 보정한 후 선형 혼합 효과 모형(LMM)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선

형 혼합 효과 모형(LMM) 분석은 선형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체간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여 계층적 구조의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에 적용 가능한 유

용한 모형이다. 선형 혼합 효과 모형(LMM)은 고정 효과(fixed effect)만을 고

려하는 선형 모형과는 달리 고정효과와 임의 효과(random effect)를 모두 포

함한 모형(민인경, 2017b)으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반복측정 한 고령화연구패

널 조사 자료 1차에서 6차까지의 대상자를 선정한 이 연구에서 분석하기에 유

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성으

로 인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VIF) 분석을 시행하였고,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는 각 모형에서 베타 계수(beta 

coefficient)와 표준 오차(standard error)를 산출하였으며, 각 모형의 통계

적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확인

한 결과 각 분석별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비구조적(unstructured) 모형을 모

든 분석에서 선택하였다. 중년여성의 취업여부 및 변동과 배우자 취업여부와

의 교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교호작용은 없는 것(p>0.1)으로 분석되었

다. 취업상태변화는 보고자 하는 차수의 ‘전차년도’의 취업상태 대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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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 취업상태를 비교하여 ‘취업->취업’, ‘취업->미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미취업’으로 나누었으며, 1차(2006년)에서 2차(2008년), 

2차(2008년)에서 3차(2010년), 3차(2010년)에서 4차(2012년), 4차(2012년)에

서 5차(2014년), 5차(2014년)에서 6차(2016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취업

상태가 변하거나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1차에서 6차까지의 동일대상자의 각 시점별 변수값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시점에서 전차년도의 취업 혹은 미취업상태에

서의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해 온 여성 혹은 미취

업여성은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지만, 취업에서 미취업, 미취업에서 취업으

로의 변동은 동일대상자에서 매 회 차에 변동이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에 대한 횟수 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가구총소득의 

수준별로 여성의 취업상태 혹은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룬 사회학적 변수 중 현재 

임금만족도, 현재 고용안정성 및 현 일자리 직종대분류에서는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고,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와 건강관련 변수들(흡연

여부, 음주여부, 운동 횟수, 주관적 건강상태, 고혈압 진단 여부, 당뇨 진단

여부)과 우울과의 연관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들과

의 연관성에 대하여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고, 이들과 우울간에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진단 중 고

혈압과 당뇨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만성질환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취업여성과 우울과의 연관성 혹은 



61- 61 -

취업여성의 근무형태와 우울과의 연관성이 아닌 종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년여성들의 취업상태변화와 우울감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취업상태변화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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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취업상태변화가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하였으며, 지속적인 취업상태보다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변화와 지속적

인 미취업을 유지하는 것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들이 중년 혹은 그 이전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경력이 단절될 때 받는 

상실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아가 노년기 우울로 연장될 

뿐만 아니라 우울로 인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극단적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

적인 문제로 발전 할 수 있기에, 이를 정부에서 정책적 노력으로 예방하고 해

결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경력이 단절 된 여성들이 이전 직업과 비슷한 계열

로 재취업하거나 혹은 생활고 등으로 신규취업이 필요한 여성들이 질 좋은 일

자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학력자인 여성들이 결혼, 

육아,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중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 

개인적인 우울 뿐 만 아니라 이들을 개발 및 활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적

으로도 여성 인적자원의 낭비이다. 또한, 취업여성들이 결혼, 육아, 임신·출

산 등으로 경력단절을 하지 않도록 정책으로써 이들을 보호 할 안전망이 필요

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고급인력의 공급과잉으로 구직난이 이미 심각한 수

준이어서 공급보다 수요의 측면을 보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형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기업, 지역사회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년여성의 취업상태변화가 우울에 연관

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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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의식과 이들의 요구를 유

형화하고 일반화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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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Change on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

Study background: Middle-aged women experience complex situations, 

includ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role conflict, and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them is high due to the loss of identity 

and self-awareness crisis. Since severe depression can lead to extreme 

suicid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is becoming an important health 

policy issue in Korea. In addition, since the employment status also 

affects the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ay employment status can affect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who are spending important developmental stages in 

their lives.

Study subject and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data of the elderly research panel of the following order, 1st 

(2006), 2nd (2008), 3rd (2010), 4th (2012), 5th (2014), and 6th (2016), 

and in order to figure out the effect of employment changes on Korean 

middle-aged women depression, the subjects who were not depressed in 

the first survey (2006) among middle-aged women aged 45 to 65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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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for analysis. The association of depression according to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type, and employment status 

change was analysed using linear mixed effects model(LMM).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AS 9.4 (SAS Institute Inc, 

Carg, NC, USA),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at the 5% 

significance level.

Study results: Of the total 10,254 study subjects, the number of 

women without depression in the first survey was 2,564, and in the case 

of the working middle-aged women, the number was 1,363. From the first 

to the 6th survey, when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unemployment-employment status, employment status showed a 

significant association (β=-0.24, SE=0.09, p=0.00122), and compared to 

those who were continuously employed, unemployed (β=0.41, SE=0.16, 

p=0.0108) and non-employed subjects (β=0.31, SE=0.10, p=0.0033) were 

mo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depression. As a sub-analysis of the 

above analysis, the employment type of the middle-aged women, when 

analyzing the depression correlation with the employment type,  the 

part-time work pattern showed lower association compared to full-time 

pattern and it wasn't significant (β=-0.21, SE=0.14, p=0.1201).

Results: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 it can be understood 

that middle-aged women’s employment status change i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in the case of women at their late 20s to mid-40s, a 

comprehensive in-depth study will be needed to study cases, and to 

categorize and generalize the awareness of women in the career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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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needs.


Keywords: Middle-aged women, employment status change, depression, 

aging research panel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