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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노인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 제 3차~6차(2010-2016년)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 배경

현대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돌봄 지원체계

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양과 관련된 연구들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의 삶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돌봄을 받는 노인의 삶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

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 가족 가치관 및 구조의 변화, 여

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변화들로 인해 가족

의 지원이 노인의 삶의 질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유무의 변화가 노인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3차(2010년), 4차(2012년), 5차(2014년), 6차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제 3차(2010년)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중 이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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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번이라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3,556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우울증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없음→없음’, ‘있음→없음’, ‘없음→있음’, ‘있음→

있음’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을 통제하

여 반복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한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을 보정한 GEE 분석 결과, ‘없음→있음’으로

변화한 집단만이 오즈비 1.20(95% CI=1.01-1.4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혼란변수를 통제하고자

ADL 제한 여부와 만성질환 상태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ADL 제한이 없는 집단에서 가족 돌봄을 계속 받지 않는 노인에 비

해 가족 돌봄을 받지 않다가 받게 된 노인이 우울 위험의 오즈비가 1.28(95%

CI=1.03-1.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추가로 ADL 제한이 없는 노인 중 만

성질환 상태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 집단

에서 가족 돌봄제공자가 계속 있었던 노인 집단이 계속 없었던 노인 집단에

비해 우울위험이 0.38배 낮았고(95% CI=0.17-0.83),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인 노

인 집단에서 새롭게 가족 돌봄을 받게 된 노인 집단이 계속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우울위험이 2.36(95% CI=1.50-3.72)배 높았다.

결론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일부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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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의 돌봄을 받게 된 노인이 우울증상의 위험이 높아 일부 유의미한 관

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높고, 가

족의 부양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핵심어 : 노인, 가족 돌봄제공자, 가족부양,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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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은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

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은 2000년

에 이미 7%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 이상으로 고

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25년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7). 현재 전 세계적인 인구학 상황으로는 오래지 않

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가 어린이의 수를 능가할 것이며, 출산율의 저하

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가속화되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노화

가 진행될수록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쇠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질병의 형

태도 급성질환에서 점차 만성적이고 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되고 있다(WHO,

2011).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전문가들은 노인인구의 특성상 독

특한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직면했다. 단지 우울위험이 노인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나이에 따라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이 중요하다. 우울위험을 가진 노인의 특성과 나이에 따른 적절한 중

재전략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이다(Kurlowicz, 1993).

특히 통계청(2009)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만

명당 54.6명, 70대 80.2명, 80세 이상은 127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 자

살은 국내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노인의 우울증은 노인자살

의 가장 주요한 선행요인인데, 우울증의 극단적인 결과로 자살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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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노년층의 우울증에서 자살 시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

다(강상경, 2010; 김기태 등, 2011; 황미구, 김은주, 2008). 우울증은 단순한 정

신질환이 아니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증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

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질환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질환의 특

성상 장기, 만성 퇴행적 질병 구조를 갖고 있는데, 고령화에 따라 병약한 노인

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치매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은 가족부양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간 부양자의 우울 수준은 같은 연령대의 비부양자들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Schulz, 1991). 또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부양자들

의 우울감이 더 높고, 삶의 질은 더 낮았고, 한국 부양자들에서 삶의 질과 우

울은 다른 스트레스 요인(부양기간, 자기간호 손상, 돌봄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양 스트레스의 수준이 부양자의 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수영, 2008).

특히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역할은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돌봄 지원

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노인들은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육

체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질병을 앓을 경우 사회시

설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족부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김태현, 1994).

부양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양자의 삶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노인의 삶에 대

해서는 학계나 사회적 관심에서 제외되어왔다. 그 이유는 부양을 받는 노인들

이 당연히 가족부양을 선호할 것이며, 가족부양이 노인들의 삶에 이로울 것이

라는 사회적 가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윤정, 최혜경,

2001). 하지만 노인을 위한 가족부양이 부양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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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으며, 노인에게는 죄의식이나 자존감

의 손상을 가져온다(최혜경, 2000). 특히, 자녀들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을 준다

는 죄의식을 동반할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의식과 염려는 장기요양보호노

인과 같이 자녀들로부터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서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Rhee, 1999). 노인이 부양자에게 부

양을 받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부양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존감이 떨어지며 노인

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김윤정, 최혜경,

2001).

가족 돌봄제공자란 장기간의 치료와 안정 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책

임지고 돌보는 가족원(박연환, 1999) 이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실제적인 돌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조은

영, 2010)이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는 가족부양자, 가족케어자, 가

족수발자, 주부양자 등과 함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

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거나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

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범위를 가족전체가 주보호자/부양

자처럼 실제적인 1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최은솔, 2012). 본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제공자가 노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도와주는

가족구성원을 의미한다.

노인이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나 부양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까지의 가정과는 달리, 부양이 노인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김윤정&최혜경, 2000). 더구나

선행연구들은 한편의 일방적인 도움으로 상호호혜성이 결여될 때 세대 간의

애정과 접촉은 감소되고,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정혜&김태현, 1992). 또한 인구의 고령화,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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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변화들을

살펴볼 때,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노인의 삶의 질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최혜경, 2000). Newsome(199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돌봄

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았으

며, 나이, 신체손상의 정도, 자기 통제력의 손상, 낮은 자존감 등의 다양한 원

인이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했다. 또한 돌봄을 스트레스

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서 1년 후에 우울증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돌봄을 받는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이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렇게 가족의 돌봄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

들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부양책임

을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부양은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자기통제감을 손상시키고,

자기통제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양자가 피

부양자의 일상생활 제한에 따른 신체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줄지라도 정신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Brown, 2002).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권장되어야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

제일 수 있다. Fisher(1983)의 자존감 손상 모델은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자존

감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우울증상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이 통제력이 높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도움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또한 도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Newsome, 1998). 돌봄에 대한 반

응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나이, 인종, 사회경제적 상태, 성별, 받는 사람의 요구에 대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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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적절성 등이 있다(Fisher, 1983). 이러한 요인들이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자기통제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Shapiro, 1983; Nadler, 1983). 환경적인 영향이나 사건

에 따른 통제력은 우울증을 확인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할 사항이다(Cappeliez,

1993).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

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일상생활수행능력,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

회활동 참여 등으로 노인의 우울증 문제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

되어 잘 알려져 있다(Rhul R et al, 1997; 남철현&김병하, 1999; 고승덕 외,

2001; 이수애&이경미, 2002; 허준수&유수연, 2002). 하지만 노인의 우울증을

피부양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알 수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돌봄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에 집중되는 반면 돌봄을 받는 노인에 대한

정신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실증적인 분석에 의한 연구이

기보다는 문헌고찰을 통한 가설 제시에서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대표집단을 대상

으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유무가 노인인구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이를 통해 국내 노인 돌봄 실태에 대한 사회적 대안 구축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노인 인구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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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는 노인의 현황과 가족 돌봄 제공자 유무가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 돌봄의 실태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

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대상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우울증상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 째, 반복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증상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셋 째, 세부 특성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의 유무의 변화가 우울증상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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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가 노인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자료 3차(2010년), 4차(2012년), 5차(2014

년), 6차(2016년)를 활용한 종단적 서술 조사 연구이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 종속변수는 우울증상이며, 관련 요인을 크게 인

구 사회적 요인과 건강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연간 총 가구소득을 포함하였고,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흡연상태, 음주상태, 규칙적 운동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동작(ADL) 제한, 만성질환 개수,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를 포함

하였다. 관련 변수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고자 기술 분석을 하였고, 가족 돌봄

제공자 여부와 각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단변수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 돌봄제공자 여부의 변화가

우울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 측정된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을 사용하

였다.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

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심의 면제(Y-2019-0108)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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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amework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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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조사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 KLoSA)’ 조사자료 중 제 3차(2010년)부터 제

6차(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은 고령자의 사회경제

적, 신체적, 정신적 삶 전반에 걸친 포괄적 자료를 종단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2년 단위로 짝수년도에는 조사대상 패널을 대상으로 동일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홀수년도에는 정책적 수요가

긴급한 정보를 수집하는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의 모집단

은 2006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45세 이상자(1961년 이전 출생) 중 임

의 표집된 10,524명이고, 기존 패널의 표본 유지율은 6차 추적조사 결과

78.0%로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연구패널의 모집단은 2006년 현재 45세

이상(1962년 이전 생) 제주도를 제외한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표본수

약 10,0000명을 목표로 조사하였으며 패널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중 제 3차(2010년)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중 제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 조사에 한 번이라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제 3차 조사 중

생존자 조사 성공패널 7,920명의 개인 아이디를 맞춰 개별 조사자를 분류한

후 이를 연도별로 추적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 3차(2010년) 조사에 참여

한 대상자 7,920명 중 관심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대상자는 7,811명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3,937명이었으며 이 중 제 4~6차 조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자 3,556명을 선정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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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lection process of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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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우울증상은 객관적 척도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우

울 측정도구는 제 1~4차에서는 CES-D20 중 10개의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

(Anderson form)하였고, 이 도구는 전경구(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16이었다. 제 5차 이후는 CES-D10(Boston form)을 사용하였는데,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미국 CES-D20 문항 중 축약·번한 되어 사

용되고 있는 한국판 CES-D10이다. 이는 20문항의 CES-D와 CES-D10간의

상관계수가 높아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0

이었다(Kohout FJ, 1993).

지난 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관한 질문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 문항은 ‘잠깐, 가끔, 자주,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다.’로 되어있다. 총 10

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Irwin M(1999)의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최적 절단점(cut-off point)은 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4점 이상이면 ‘우울 있음’, 3점 이하이면 ‘우울 없음’으

로 분류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이다. 여기서 가족 돌봄

제공자의 유무는 ‘일상생활을 수행하시는데 님을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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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기타 다른 친인척, 손자녀’라고 답한 대상자를 ‘있음’,

‘자원봉사자, 간병인, 기타, 없음’이라고 답한 대상자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시간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 조사연도에 비해 다음 조사연도에서의 가

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를 (1) 없음-없음, (2) 있음-없음, (3) 없음-있음,

(4) 있음-있음 총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변수로 노인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혼인상태,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령은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 85세 미만’, ‘85세 이상’ 3개 집단으

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지난해 가구총소득’ 항목을 이용하여 4분위로 나

누어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학력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혼인상태는 ‘혼인’은 ‘배우자 없음’, ‘별거, 사별, 실종, 이혼, 미혼’은 ‘배우자 없

음’으로 구분하였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는 ‘일주일에 1번 이상’, ‘한달

에 1번 이상’, ‘일년에 1번 이상’, ‘거의 볼 수 없음, 친한 사람 없음’ 4가지 범

주로 구분하였다.

라. 건강 관련 요인

본 연구의 신체건강 요인에 대한 변수는 흡연상태, 음주상태, 규칙적 운동 여

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동작(ADL) 제한, 만성질환 개수에 대해 조사하

였다.

흡연상태는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 3가지 범주, 음주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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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 ‘과거 음주자’, ‘비음주’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규칙적 운동 여

부는 ‘평소에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

라고 답변한 항목을 이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한 항목을 이용하여 ‘최상’, ‘매우 좋음’,

‘좋은 편’은 모두 ‘좋은 편’으로 분류하여 ‘보통’, ‘나쁜 편’ 3가지 범주로 구분하

였다. 만성질환 개수는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

환, 뇌혈관질환, 정신과적 질환,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보고, 해당 질환을 진단 받은 개수를 0개, 1개, 2개, 3개 이상 4개의 범주로 구

분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7문항(옷 갈

아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

실 이용하기와 대소변 조절하기)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지 여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상의 문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고 답한 경우 ADL에 제한이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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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설명

종속변수 우울 증상

CES-D10* 점수로 분류화

- 없음: 0~3점

- 있음: 4~10점

독립변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

- 없음→없음

- 있음→없음

- 없음→있음

- 있음→있음

인구사회학

적 요인

성별 - 남자, 여자

연령
-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 85세 미

만, 85세 이상

혼인상태 -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교육수준
-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지난해

가구 총 소득
- 1분위(최하)~4분위(최상)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

- 일주일에 1번 이상, 한달에 1번 이상, 일

년에 1번 이상, 거의 볼 수 없거나 친한

사람이 없음

건강관련

요인

흡연상태 -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

음주상태 - 현재음주, 과거음주, 비음주

규칙적

운동 여부
- 예, 아니오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ADL* 제한 - 없음, 있음

만성질환 개수 - 0개, 1개, 2개, 3개 이상

*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수행능력

표 1. 연구에 사용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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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제 3차~6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SAS 9.4(SAS Institute Inc, Carg, NC,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종단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3차(2010년) 조사 자료를 베이스라인으

로 정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인 연구대상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와 일반적 특성 및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른 우울증상

의 차이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및 카이스퀘어 검정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 자료의 전년도 대비 가족 돌봄제

공자 유무의 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우울증상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토하

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령화패널

제 3차(2010년)부터 제 6차(201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조사자 각 개

인 아이디를 맞춰 개인 응답자를 연도별로 추적하였다. 또한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를 보기위해 이전 조사연도에 비해 다음 조사연도에 그들이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가 변화하였는지를 로그함수(Log function)으로 확인하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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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없음’, ‘있음-없음’, ‘없음-있음’, ‘있음-있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일반화 추정 방정식은 패널 조사와 같이 반복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발생하는 개체 내 상관 오류를 방정식 내에서 통제하여 모수 추정에서 다

른 통계분석방법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 특히 관찰변수들

의 등분산성 가정이 약하더라도 점근적으로 편향이 없고 정규분포에 근거하는

회귀계수와 그 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ang & Zeger,

1986). 일반 선형모형에서는 관찰하는 값이 정규성을 가진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으나, 반복측정 자료의 경우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여러 시점에서 관

찰하기 때문에 정규성에 위배된다. 반복측정 자료에서는 다른 시점에 관찰한

값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며 이 상관관계를 잘 규정하고 분석하

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설명변수에 대한 시간 의존적 처리가 가능하다. 즉,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의 변수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반복 측정된 패널자료이며, 데이터의 특성

상 일부 변수에 결측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화추정 방정식이 분석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준-우도 독립성 모형 기준(Quasi-likelihood Information Criterion, 이하

QIC)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였고, QIC 통계량이 최소가 되는 모형을

작업상관계수행렬(Working correlation structure)로 선택하였다(표 2). 본 연

구에서는 연구모형을 2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모형 1에서는 대상자가

지닌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변수에 포함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건강관련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여 우울증상과의 연관성을 보

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각 수준별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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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eation matrix
QIC

Model Ⅰ Model Ⅱ

Exchangeable 11678.1138 12217.6762

Autoregressive 11673.1286 12212.0343

Independent 11656.4698 12191.3606

Unstructured 11677.6864 12217.6092

* QIC: Quasi-likelihood Information Criterion

표 2. 모형적합도 선정을 위한 QIC* 통계량 비교



- 18 -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

기술 분석

 고령화연구패널 2010년에 조사한 대상자 중 2016년까지 한 번이라도 추가로

조사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3,556명이었다. 기준연도(2010년)에 연구대상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표 3).

본 연구의 대상자 3,556명 중 가족의 돌봄을 받는 노인은 389명으로 전체의

10.94%를 차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보면, 성별의 경우 가족 돌봄제공자가

없는 집단에서 남성, 여성의 비율은 각각 41.9%, 58.1%로 나타났고, 가족 돌봄

제공자가 있는 집단에서의 남성, 여성의 비율은 각각 42.93%, 57.07%로 두 집

단의 성별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가족 돌봄제공자가 없는

집단은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노인이 64.04%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

한 반면 가족 돌봄제공자가 있는 집단에서 42.42%로 가족의 돌봄을 받는 노

인의 연령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른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605).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노인의 비중은 가족 돌봄제공자가 없는 집단에서 66.72%, 가족

돌봄제공자가 있는 집단에서 62.72%로 더 높게 나타나 가족의 돌봄을 받는

노인이 교육수준이 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

를 살펴보면 ‘거의 볼 수 없음’이라고 답한 노인이 가족의 돌봄을 받는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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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8.53%의 비중으로 돌봄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련 요인 변수 중 흡연상태의 경우 비흡연자의 비율은 가족 돌봄제공자

가 없는 집단에서 71.71%, 있는 집단에서 65.30%로 나타났다. 음주상태는 현

재 음주를 하는 노인의 비율이 가족 돌봄제공자가 없는 집단에서 27.75%, 있

는 집단에서는 16.71%로 더 적게 나타났다. 규칙적 운동을 하는 노인은 가족

돌봄제공자가 없는 집단에서 32.37%, 있는 집단에서 21.08%로 더 낮게 나타났

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가족 돌봄제공자가 있는 집단에서 ‘좋은 편’이라

고 답한 노인은 31.26%, ‘보통’이라고 답한 노인은 39.79%, ‘나쁜 편’이라고 답

한 노인은 28.95%였고, 가족 돌봄제공자가 없는 집단에서 ‘좋은 편’은 10.54%,

‘보통’은 24.68%, ‘나쁜 편’은 64.78%로 가족의 돌봄을 받는 노인일수록 주관적

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가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DL 제한이 있는

노인은 가족 돌봄제공자가 없는 집단에서 1.67%, 있는 집단에서 37.28%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경우 가족 돌봄제공자가 없는 집단

에서 질환이 0개인 노인은 25.73%, 3개 이상인 노인은 15.88%로 나타났고, 가

족 돌봄제공자가 있는 집단에서 질환이 0개인 노인은 18.51%, 3개 이상인 노

인은 26.74%로 가족의 돌봄을 받는 노인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의

비중이 더 많았다.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은 가족의 돌봄을 받지 않는 집단에

서 53.08%, 돌봄을 받는 집단에서 75.32%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20 -

변수

가족 돌봄제공자

p 값없음 있음

N(명) % N(명) %

전체 3,556 3,167 89.06 389 10.94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자 1,327 41.9 167 42.93

0.6978
여자 1,840 58.1 222 57.07

연령

65세 ~ 75세 2,028 64.04 165 42.42

<.000175세 ~ 85세 1,005 31.73 153 39.33

85세 이상 134 4.23 71 18.25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2,138 67.51 244 62.72
0.0605

배우자 없음 1,029 32.49 145 37.2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2,113 66.72 314 80.72

<.0001

중학교 졸업
이하

398 12.57 33 8.48

고등학교 졸업
이하

455 14.37 30 7.71

대학교 졸업
이상

201 6.35 12 3.08

총
가구소
득

1분위(최하) 2,177 68.74 200 51.41

0.0087
2분위 514 16.23 68 17.48

3분위 271 8.56 42 10.8

4분위(최상) 205 6.47 79 20.31

친한
사람들
과
만나는
빈도

일주일에 1번 838 26.46 103 26.48

<.0001

한달에 1번 730 23.05 87 22.37

일년에 1번 909 28.7 88 22.62

거의 볼 수
없음

690 21.79 111 28.53

표 3. 기준년도(2010년) 연구대상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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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요인

흡연

비흡연 2,271 71.71 254 65.3

0.0307과거흡연 483 15.25 74 19.02

현재흡연 413 13.04 61 15.68

음주

비음주 1,845 58.26 231 59.38

<.0001과거음주 443 13.99 93 23.91

현재음주 879 27.75 65 16.71

규칙적
운동
여부

예 1,025 32.37 82 21.08
<.0001

아니오 2,142 67.63 307 78.92

주관적
건강상
태

좋은 편 990 31.26 41 10.54

<.0001보통 1,260 39.79 96 24.68

나쁜 편 917 28.95 252 64.78

ADL
제한

없음 3,114 98.33 244 62.72
<.0001

있음 53 1.67 145 37.28

만성질
환
개수

0개 815 25.73 72 18.51

<.0001
1개 1,053 33.25 104 26.74

2개 796 25.13 109 28.02

3개 이상 503 15.88 104 26.74

우울증
상

없음 1,486 46.92 96 24.68
<.0001

있음 1,681 53.08 293 75.32

표 3. 기준연도(2010년) 연구대상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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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증상의

차이

표 4는 기준연도(2010년)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 돌봄제공자 유

무에 따른 우울 증상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3,556명 중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은 1,974명으로 전체의

55.51%인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관심변수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라

서는 우울증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가족 돌봄제공자가 있는

노인은 우울 집단에서 14.84%,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서 6.07%로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보면, 성별의 경우 우울증상이 있는 집

단에서 여성의 비율은 62.72%로 정상 집단의 여성 비율인 52.09%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연령에 따라서는 65세이상

75세 미만인 노인의 비율이 우울집단에서는 57.29%, 정상집단에서 67.13%로

나타났고, 75세 이상 85세 미만인 노인의 비율이 우울집단에서는 36.58%, 정

상집단에서는 27.56%로 나이가 많은 노인의 비율이 우울집단에서 더 높게 나

타났다(p<0.0001). 교육수준 변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노인의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인의 비율이 정상집단에서 52.37%로 절반 이상인

반면, 정상집단에서는 11.70%에 불과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노

인의 비율은 우울집단에서는 73.87%, 정상집단에서 59.99%로 나타나 우울 집

단에서 학력이 낮은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p<0.0001). 총

가구소득 변수는 1분위(최하)인 노인의 비율이 우울집단에서 31.16%, 정상집

단에서 20.61%였으며 4분위(최상)인 노인의 비율은 우울집단에서 19.25%, 정

상집단에서 26.61%로 우울집단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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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었다(p<0.0001).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가 ‘일주일에 1번 이

상’인 노인의 비율은 우울집단에서 61.45%, 정상집단에서 73.58%로 나타났고,

‘거의 볼 수 없음’에 답한 노인은 우울집단에서 9.98%, 정상집단에서 5.50%로

나타났다. 이외 혼인상태에 따른 우울증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0605).

건강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흡연상태는 우울집단에서 비흡연자의 비율은

71.88%, 정상집단에서는 69.91%로 나타났고, 현재흡연자는 우울집단에서

14.08%, 정상집단에서 12.39%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72). 음주상태는 비음주자의 비율이 우울집단에서는 62.11%, 정상집단

에서는 53.73%로 나타났고, 과거 음주자는 우울집단에서 16.01%, 정상집단에

서는 13.91%로 나타났다. 현재 음주자는 우울집단에서 21.88%, 정상집단에서

32.36%로 정상집단에서 현재 음주자 비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0001). 규칙적 운동 여부를 살펴보면 주 1회 운동을 하는 노인은

우울집단에서 26.65%, 정상집단에서 36.73%로 우울집단에서 더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p<0.0001). 주관적 건강상태에 ‘좋은 편’이라고 답한 노인의 비율은

우울집단에서 20.82%, 정상집단에서 39.19%로 나타났고, ‘나쁜 편’이라고 답한

노인은 우울집단에서 43.92%, 정상집단에서 19.09%로 정상집단에 비해 우울집

단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편임을 알 수 있었다. ADL 제한

여부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우울집단에서

8.31%, 정상집단에서 2.15%로 우울집단에서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성질환 개수는 ‘3개 이상’인 노인의 비율이 우울집단에서는 20.67%, 정상집단

에서 12.58%로 우울집단에서 만성질환을 더 많이 가진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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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 증상

p 값없음 있음

N(명) % N(명) %

전체 3,556 1,582 44.49 1,974 55.51

가족

돌봄제

공자

유무

없음 1,486 93.93 1,681 85.16

<.0001

있음 96 6.07 293 14.84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자 758 47.91 736 37.28

<.0001
여자 824 52.09 1,238 62.72

연령

65세 ~ 75세 1,062 67.13 1,131 57.29

<.000175세 ~ 85세 436 27.56 722 36.58

85세 이상 84 5.31 121 6.13

혼인상
태

배우자 있음 1,165 73.64 1,217 61.65
0.0605

배우자 없음 417 26.36 757 38.35

교육수
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949 59.99 1,478 73.87

<.0001

중학교 졸업
이하

227 14.35 204 10.33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4 52.37 231 11.70

대학교 졸업
이상

152 9.61 61 3.09

총
가구소
득

1분위(최하) 326 20.61 615 31.16

<.0001
2분위 338 21.37 479 24.27

3분위 497 31.42 500 25.33

4분위(최상) 412 26.61 380 19.25

친한
사람들
과
만나는
빈도

일주일에 1번 1,164 73.58 1,213 61.45

<.0001

한달에 1번 254 16.06 328 16.62

일년에 1번 77 4.87 236 11.96

거의 볼 수
없음

87 5.50 197 9.98

표 4. 기준연도(2010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증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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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요인

흡연

비흡연 1,106 69.91 1,419 71.88

0.0072과거흡연 280 17.70 277 14.03

현재흡연 196 12.39 278 14.08

음주

비음주 850 53.73 1,226 62.11

<.0001과거음주 220 13.91 316 16.01

현재음주 512 32.36 432 21.88

규칙적
운동
여부

예 581 36.73 526 26.65
<.0001

아니오 1,001 63.27 1,448 73.35

주관적
건강상
태

좋은 편 620 39.19 411 20.82

<.0001보통 660 41.72 696 35.26

나쁜 편 302 19.09 867 43.92

ADL
제한

없음 1,548 97.85 1,810 91.69
<.0001

있음 34 2.15 164 8.31

만성질
환
개수

0개 463 29.27 424 21.48

<.0001
1개 534 33.75 623 31.56

2개 386 24.40 519 26.29

3개 이상 199 12.58 408 20.67

표 4. 기준연도(2010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증상의 차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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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에 따른 우울증상의

차이

각 연도별 연구대상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에 따른 우울 증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표 5).

먼저 2010년에 이어 2012년에 조사에 참여한 전체 노인 집단에서 CES-D 척

도를 이용하여 우울 증상을 확인한 결과 3,481명 중 1,951명(56.05%)으로 절반

이상의 노인이 우울 위험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상집단에서 ‘없음-없음’인

대상자는 1,360명(88.89%), ‘있음-없음’ 또는 ‘없음-있음’으로 변화한 대상자는

각각 68명(4.44%), 50명(3.27%), ‘있음-있음’ 집단은 52명(3.4%)으로 나타났다.

우울집단에서는 ‘없음-없음’ 집단이 1,545명(79.19%), ‘있음-없음’ 집단은 117명

(6.00%), ‘없음-있음’ 집단은 151명(7.74%), ‘있음-있음’ 집단은 138명(7.07%)이

었다. 이를 통해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에서 2년간 계속 가족의 돌봄을 받지

않았던 노인의 비율이 더 낮고, 가족의 돌봄을 받는 상태의 변화가 있었거나

계속 가족의 돌봄을 받았던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2014년에 조사에 참여한 노인 집단에서 우울 증상을 확인한 결과 3,130명 중

1,519명(48.53%)이 우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연도와 2014

년 사이에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상집단에서 ‘없음-없음’

인 대상자는 1,333명(87.76%), ‘있음-없음’ 또는 ‘없음-있음’으로 변화한 대상자

는 각각 60명(3.95%), 83명(5.46%), ‘있음-있음’ 집단은 43명(2.83%)로 나타났

다. 우울집단에서는 ‘없음-없음’ 집단이 1,250명(77.59%), ‘있음-없음’ 집단은

97명(6.02%), ‘없음-있음’ 집단은 152명(9.44%), ‘있음-있음’ 집단은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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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이었다. 2014년 조사는 2012년 조사와 유사하게 정상집단에 비해 우울

집단에서 2년간 계속 가족의 돌봄을 받지 않았던 노인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

났고, 변화가 있었거나 계속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던 집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2016년에 조사에 참여한 노인 집단에서 우울 증상을 확인한 결과 전체 2,859

명 중 1,508명(52.75%)이 우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연도에

서 2016년 사이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상 집단에서

‘없음-없음’인 대상자는 1,324명(87.80%), ‘있음-없음’ 또는 ‘없음-있음’으로 변

화한 대상자는 각각 57명(3.78%), 68명(4.51%), ‘있음-있음’ 집단은 59명

(3.91%)로 나타났다. 우울집단에서는 ‘없음-없음’ 집단이 1,030명(76.24%), ‘있

음-없음’ 집단은 88명(6.51%), ‘없음-있음’ 집단은 135명(9.99%), ‘있음-있음’

집단은 98명(7.25%)이었다. 2016년 조사에서도 2012년, 2014년과 유사하게 계

속 가족의 돌봄을 받지 않았던 노인의 비율이 우울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났

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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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우울 증상

p 값없음 있음

N % N %

2012년

전체 3,481 1,530 43.95 1,951 56.05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 변화

없음→없음 1360 88.89 1545 79.19

<.0001
있음→없음 68 4.44 117 6.00

없음→있음 50 3.27 151 7.74

있음→있음 52 3.4 138 7.07

2014년

전체 3,130 1,519 48.53 1,611 51.47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 변화

없음→없음 1,333 87.76 1,250 77.59

<.0001
있음→없음 60 3.95 97 6.02

없음→있음 83 5.46 152 9.44

있음→있음 43 2.83 112 6.95

2016년

전체 2,859 1,508 52.75 1,351 47.25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 변화

없음→없음 1,324 87.80 1,030 76.24

<.0001있음→없음 57 3.78 88 6.51

없음→있음 68 4.51 135 9.99

있음→있음 59 3.91 98 7.25

표 5. 연도별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에 따른 우울 증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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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GEE 분석

본 연구대상자 3,556명의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제공자 유무의 변화

가 노인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GEE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CES-D 척도를 이용한 우울증상을 종속변수로 하는 GEE 분석의 Model 1은 인

구학적 요인을 보정하였으며 Model 2는 건강 관련 요인을 추가로 보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없음-없음’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했

을 때 Model 1에서는 ‘있음-있음’인 노인 집단의 우울증상의 오즈비가 1.91(95%

CI=1.54-2.37)로 가장 우울 위험이 높았으며, ‘없음-있음’ 집단은 오즈비 1.88(95%

CI=1.57-2.23), ‘있음-없음’ 집단은 오즈비 1.50(95% CI=1.24-1.8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건강 관련 요인까지 보정한 Model 2에서는 ‘없음-있음’인 노인 집

단의 우울증상의 오즈비가 1.20(95% CI=1.01-1.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 ‘있음-없음’ 집단, ‘있음-있음’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변수는 두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노인에 비해 ‘75세 이상 85세 미만’인

노인의 우울증상의 오즈비가 Model 1에서는 1.29(95% CI=1.17-1.43), Model 2에서

는 1.22(95% CI=1.10-1.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85세 이상’인 노인

의 오즈비는 Model 2에서만 1.27(95% CI=1.08-1.5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혼

인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우울증상 오즈비

가 Model 1에서는 1.57(95% CI=1.40-1.77), Model 2에서는 1.56(95%

CI=1.38=1.76)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Model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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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졸 이상’인 노인을 기준집단으로 했을 때, 각각 오즈비가 ‘초졸 이하’는

1.41(95% CI=1.12-1.78), ‘중졸 이하’는 1.31(95% CI=1.01-1.69)로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건강 관련 요인을 추가로 보정한 Model 2에서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총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Model 1에서는 4분위(최상)인

집단에 비해 1분위(최하)인 노인 집단에서 우울감의 오즈비가 1.52(95%

CI=1.32-1.75), 2분위 집단에서는 오즈비가 1.19(95% CI=1.01-1.69)로 나타났고,

Model 2에서는 4분위(최상)인 집단에 비해 1분위(최하)인 집단의 오즈비가

1.33(95% CI=1.15-1.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번’인 집

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Model 1에서는 각각 오즈비가 ‘한달에 1번’인 집단은

1.25(95% CI=1.11-1.40), ‘일년에 1번’인 집단은 2.90(95% CI=2.41-3.48), ‘거의 볼

수 없음’ 집단은 2.13(95% CI=1.84-2.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Model 2

에서도 각각 우울증상의 오즈비가 ‘한달에 1번’인 집단은 1.10(95% CI=1.01-1.39),

‘일년에 1번’인 집단은 2.38(95% CI=2.38-3.47), ‘거의 볼 수 없음’이라고 답한 집단

은 1.61(95% CI=1.38-1.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건강 관련 요인을 보정한

Model 2에서 오즈비가 대체적으로 더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Model 2에서 건강 관련 변수 중 흡연상태, 규칙적 운동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주상태를 살펴보면 비음주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과거 음주를 했던

노인집단의 오즈비는 0.83(95% CI=0.71-0.96)으로 우울증상의 위험이 더 낮게 측

정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집단에 비해 ‘나쁜

편’이라고 답한 노인 집단에서 우울증상의 오즈비가 2.26(95% CI=2.03-2.52)로 2배

이상 우울증상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DL 제한이 없는 집단

에 비해 제한이 있는 집단에서 우울증상의 오즈비는 1.98(95% CI=1.60-2.43)로 통



- 31 -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질환 개수 변수에서는 ‘0개’인 노인 집단에 비해 ‘3

개 이상’인 노인 집단에서 우울증상의 오즈비가 1.32(95% CI=1.11-1.56)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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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Ⅰ Model Ⅱ

OR 95% CI OR 95% CI

가족
돌봄
제공자
유무의
변화

없음→없음 1.00 - 1.00 -

있음→없음 1.50 (1.24-1.81)*** 1.21 (0.99-1.48)

없음→있음 1.88 (1.57-2.23)*** 1.20 (1.01-1.45)*

있음→있음 1.91 (1.54-2.37)*** 1.00 (0.79-1.28)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자 1.00 - 1.00 -

여자 1.26 (1.00-1.27) 1.00 (0.85-1.19)

연령

65 ~ 75세 1.00 - 1.00 -

75 ~ 85세 1.29 (1.17-1.43)*** 1.21 (1.10-1.35)**

85세 이상 1.27 (1.08-1.50)** 1.15 (0.97-1.37)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00 - 1.00 -

배우자
없음

1.57 (1.40-1.77)*** 1.56 (1.38-1.76)***

교육
수준

초졸 이하 1.41 (1.12-1.78)** 1.26 (0.99-1.60)

중졸 이하 1.31 (1.01-1.69)* 1.26 (0.97-1.64)

고졸 이하 1.23 (0.95-1.58) 1.19 (0.92-1.54)

대졸 이상 1.00 - 1.00 -

총
가구소
득

1분위(최하) 1.52 (1.32-1.75)*** 1.34 (1.16-1.55)***

2분위 1.19 (1.03-1.36)* 1.10 (0.95-1.27)

3분위 1.07 (0.94-1.22) 1.04 (0.91-1.19)

4분위(최상) 1.00 - 1.00 -

친한
사람들
과
만나는
빈도

일주일에
1번

1.00 - 1.00 -

한달에 1번 1.25 (1.11-1.40)*** 1.10 (1.10-1.39)**

일년에 1번 2.90 (2.41-3.48)*** 2.38 (2.38-3.47)***

거의 볼 수
없음

2.13 (1.84-2.45)*** 1.61 (1.38-1.87)***

표 6.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GE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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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요인

흡연

비흡연 1.00 -

과거흡연 0.98 (0.83-1.16)

현재흡연 0.98 (0.80-1.19)

음주

비음주 1.00

과거음주 1.12 (0.96-1.32)

현재음주 0.83 (0.71-0.97)*

규칙적
운동여
부

예 1.00 -

아니오 1.06 (0.95-1.17)

주관적
건강상
태

좋은 편 0.94 (0.85-1.05)

보통 1.00 -

나쁜 편 2.26 (2.03-2.52)***

ADL
제한

없음 1.00 -

있음 1.98 (1.61-2.44)***

만성질
환
개수

0개 1.00 -

1개 0.97 (0.83-1.12)

2개 1.09 (0.93-1.27)

3개 이상 1.32 (1.11-1.56)**

조사연

도

2012 1.00 - 1.00 -

2014 0.74 (0.68-0.81)*** 0.73 (0.67-0.80)***

2016 0.62 (0.56-0.68)*** 0.60 (0.54-0.66)***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일상생활수행능력), OR = odds ratio(오즈비),

CI = 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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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총 가구소득, 친한 친구들과 만

나는 빈도) 통제

Model 2: 인구사회학적 요인 + 건강 관련 요인(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ADL 제한, 만성질환 개수) 통제

표 6.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GEE 분석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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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특성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GEE 분석

가. 성별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성별과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교호작용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여 성별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와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표 7).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없음-

없음’ 집단에 비해 ‘있음-없음’인 노인 집단의 우울증상의 오즈비가 1.51(95%

CI=1.12-2.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 ‘없음-있음’ 집단, ‘있음-있

음’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 노인 집단에서는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에 따른 우울증상의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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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성 여성

OR 95% CI OR 95% CI

가족
돌봄
제공자
유무의
변화

없음→없음 1.00 - 1.00 -

있음→없음 1.51 (1.12-2.04)** 1.03 (0.78-1.35)

없음→있음 1.30 (0.97-1.74) 1.15 (0.90-1.47)

있음→있음 1.09 (0.76-1.55) 0.99 (0.70-1.38)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65 ~ 75세 1.00 - 1.00 -

75 ~ 85세 1.21 (1.03-1.41)* 1.25 (1.09-1.44)**

85세 이상 1.22 (0.93-1.61) 1.16 (0.92-1.46)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00 - 1.00 -

배우자
없음

2.18 (1.69-2.81)*** 1.42 (1.23-1.64)***

교육
수준

초졸 이하 1.31 (1.00-1.73) 1.33 (0.74-2.37)

중졸 이하 1.16 (0.85-1.58) 1.52 (0.82-2.81)

고졸 이하 1.21 (0.91-1.61) 1.30 (0.69-2.43)

대졸 이상 1.00 - 1.00 -

총
가구소
득

1분위(최하) 1.28 (1.00-1.63)* 1.14 (1.14-1.64)**

2분위 0.92 (0.74-1.15) 1.02 (1.02-1.48)*

3분위 1.01 (0.83-1.24) 0.88 (0.88-1.24)

4분위(최상) 1.00 - 1.00 -

친한
사람들
과
만나는
빈도

일주일에
1번

1.00 - 1.00 -

한달에 1번 1.17 (0.99-1.38) 1.30 (1.10-1.54)*

일년에 1번 3.30 (2.47-4.41)*** 2.55 (1.99-3.27)***

거의 볼 수
없음

1.58 (1.26-1.99)*** 1.64 (1.33-2.02)***

표 7. 성별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

GE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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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요인

흡연

비흡연 1.00 - 1.00 -

과거흡연 0.96 (0.79-1.16) 1.00 (0.64-1.55)

현재흡연 0.89 (0.71-1.11) 1.27 (0.79-2.03)

음주

비음주 1.00 - 1.00

과거음주 1.20 (0.95-1.51) 1.11 (0.66-1.02)

현재음주 0.86 (0.69-1.08) 0.82 (0.87-1.42)

규칙적
운동여
부

예 1.00 - 1.00 -

아니오 1.04 (0.89-1.22) 1.06 (0.93-1.22)

주관적
건강상
태

좋은 편 0.85 (0.72-1.00)* 1.02 (0.88-1.18)

보통 1.00 - 1.00 -

나쁜 편 2.28 (1.91-2.72)*** 2.26 (1.97-2.58)***

ADL
제한

없음 1.00 - 1.00 -

있음 1.85 (1.34-2.54)** 2.10 (1.59-2.77)***

만성질
환
개수

0개 1.00 - 1.00 -

1개 0.87 (0.70-1.08) 1.07 (0.87-1.31)

2개 0.88 (0.69-1.11) 1.29 (1.04-1.59)*

3개 이상 0.89 (0.70-1.15) 1.75 (1.39-2.19)***

조사연

도

2012 1.00 - 1.00 -

2014 0.68 (0.68-0.81)*** 0.76 (0.68-0.85)***

2016 0.59 (0.56-0.68)*** 0.59 (0.52-0.67)***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일상생활수행능력), OR = odds ratio(오즈비),

CI = 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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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총 가구소득), 친한 친구들과 만

나는 빈도) + 건강 관련 요인(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표 7. 성별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

GEE 분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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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

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GEE 분석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상태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 여부가 가족 돌

봄제공자의 유무와 우울증상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ADL 제한 여부와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 간의 교호작용을 확인한 결

과, ADL 제한 여부와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없음-있음’으로 변화하

는 경우와의 교호작용이 있었다(p=0.0051). 따라서 ADL 제한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여 ADL 제한 여부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와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표 8).

ADL 제한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없음-없음’ 집단에 비해 ‘없음-있음’인 노인 집단의 우울증상의 오즈비

가 1.28(95% CI=1.03-1.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 ‘있음-없음’

집단, ‘있음-있음’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DL 제한이 있는 노인 집단에서는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에 따른 우울증

상의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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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DL 제한 없음 ADL 제한 있음

OR 95% CI OR 95% CI

가족
돌봄
제공자
유무의
변화

없음→없음 1.00 - 1.00 -

있음→없음 1.19 (0.96-1.48) 1.27 (0.65-2.48)

없음→있음 1.28 (1.03-1.58)* 1.07 (0.66-1.73)

있음→있음 0.79 (0.59-1.06) 1.21 (0.73-2.01)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65 ~ 75세 1.00 - 1.00 -

75 ~ 85세 1.22 (1.10-1.35)*** 0.88 (0.49-1.61)

85세 이상 1.19 (0.99-1.43) 0.66 (0.34-1.28)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00 - 1.00 -

배우자
없음

1.55 (1.38-1.75)*** 1.48 (0.93-2.37)

교육
수준

초졸 이하 1.28 (1.01-1.62)* 1.02 (0.33-3.08)

중졸 이하 1.26 (0.97-1.65) 1.13 (0.33-3.86)

고졸 이하 1.18 (0.91-1.53) 2.29 (0.61-8.58)

대졸 이상 1.00 - 1.00 -

총
가구소
득

1분위(최하) 1.33 (1.14-1.55)*** 1.53 (0.88-2.65)

2분위 1.12 (0.97-1.30) 0.90 (0.52-1.54)

3분위 1.07 (0.94-1.23) 0.76 (0.45-1.26)

4분위(최상) 1.00 - 1.00 -

친한
사람들
과
만나는
빈도

일주일에
1번

1.00 - 1.00 -

한달에 1번 1.21 (1.07-1.37)** 1.51 (0.90-2.54)

일년에 1번 2.90 (2.38-3.53)*** 3.08 (1.23-7.70)*

거의 볼 수
없음

1.69 (1.43-1.99)*** 1.28 (0.85-1.93)

표 8. ADL 제한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 GE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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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요인

흡연

비흡연 1.00 - 1.00 -

과거흡연 0.96 (0.82-1.13) 1.09 (0.64-1.84)

현재흡연 0.96 (0.80-1.16) 1.10 (0.48-2.54)

음주

비음주 1.00 - 1.00

과거음주 1.13 (0.97-1.33) 1.01 (0.64-1.60)

현재음주 0.84 (0.72-0.97)* 0.72 (0.30-1.72)

규칙적
운동여
부

예 1.00 - 1.00 -

아니오 1.04 (0.94-1.15) 1.18 (0.58-2.38)

주관적
건강상
태

좋은 편 0.94 (0.85-1.05) 0.69 (0.30-1.58)

보통 1.00 - 1.00 -

나쁜 편 2.28 (2.04-2.54)*** 2.33 (1.42-3.82)***

만성질
환
개수

0개 1.00 - 1.00 -

1개 0.95 (0.81-1.11) 1.34 (0.69-2.63)

2개 1.10 (0.93-1.29) 1.09 (0.56-2.12)

3개 이상 1.30 (1.10-1.55)** 1.44 (0.75-2.76)

조사연

도

2012 1.00 - 1.00 -

2014 0.72 (0.66-0.79)*** 1.01 (0.65-1.57)

2016 0.58 (0.52-0.64)*** 0.91 (0.58-1.42)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일상생활수행능력), OR = odds ratio(오즈비),

CI = 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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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총 가구소득), 친한 친구들과 만

나는 빈도) + 건강 관련 요인(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표 8. ADL 제한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 GEE 분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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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DL 제한이 없는 노인 중 만성질환의 개수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변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개수 변수가 중요한 혼란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건

강상태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ADL 제한이 없는 노인만

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개수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변화가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9).

ADL 제한이 없고, 만성질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 집단에서의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가족 돌봄제공자가 계속 있었던 노인 집단이 계속 없었던 노인

집단에 비해 우울증상의 오즈비가 0.38(95% CI=0.17-0.83)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외 다른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인 노인 집단에서의 분석 결과,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없음-있음’ 집단이 ‘없음-없음’ 집단에 비해 우울증상의 오즈비가

2.36(95% CI=1.50-3.7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집단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 만성질환 개수가 1개, 2개인 노인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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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만성질환 개수

0개 1개 2개 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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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돌봄
제공자
유무의
변화

없음→없음 1.00 - 1.00 - 1.00 - 1.00 -

있음→없음 1.16 (0.67-2.01) 1.20 (0.80-1.79) 1.35 (0.89-2.04) 1.13 (0.75-1.70)

없음→있음 0.93 (0.59-1.47) 1.02 (0.65-1.60) 1.26 (0.84-1.88) 2.36 (1.50-3.72)***

있음→있음 0.38 (0.17-0.83)* 0.94 (0.47-1.86) 1.12 (0.63-1.99) 0.72 (0.45-1.15)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65 ~ 75세 1.00 - 1.00 - 1.00 - 1.00 -

75 ~ 85세 1.19 (0.94-1.51) 1.27 (1.04-1.55)* 1.34 (1.10-1.64)** 1.09 (0.87-1.36)

85세 이상 1.19 (0.77-1.82) 1.38 (1.00-1.91) 1.39 (0.98-1.97) 0.87 (0.60-1.27)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00 - 1.00 - 1.00 - 1.00 -

배우자 없음 1.39 (1.06-1.82)* 1.39 (1.12-1.73)** 1.65 (1.33-2.05)*** 1.97 (1.53-2.54)***

교육
수준

초졸 이하 1.57 (0.97-2.55) 1.33 (0.89-2.00) 0.83 (0.52-1.34) 1.26 (0.79-2.01)

중졸 이하 1.15 (0.64-2.06) 1.15 (0.73-1.80) 1.04 (0.61-1.77) 1.46 (0.87-2.45)

고졸 이하 1.40 (0.83-2.38) 1.22 (0.79-1.89) 0.81 (0.49-1.35) 1.28 (0.76-2.17)

대졸 이상 1.00 - 1.00 - 1.00 - 1.00 -

총
가구소득

1분위(최하) 1.19 (0.83-1.69) 1.45 (1.10-1.93)** 1.40 (1.06-1.86)* 1.28 (0.94-1.73)

2분위 1.01 (0.74-1.38) 1.01 (0.77-1.32) 1.26 (0.96-1.66) 1.21 (0.89-1.65)

3분위 0.92 (0.70-1.22) 1.17 (0.91-1.52) 1.09 (0.84-1.40) 1.06 (0.80-1.42)

4분위 1.00 - 1.00 - 1.00 - 1.00 -

표 9. ADL 제한이 없는 노인 중 만성질환 개수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 GE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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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

일주일에 1번 1.00 - 1.00 - 1.00 - 1.00 -

한달에 1번 1.42 (1.10-1.84)** 1.18 (0.95-1.48) 1.24 (0.96-1.59) 1.13 (0.85-1.49)

일년에 1번 3.06 (2.02-4.64)*** 3.94 (2.77-5.60)*** 2.45 (1.70-3.52)*** 2.94 (1.86-4.66)***

거의볼수없음 1.61 (1.07-2.42)* 1.60 (1.18-2.18)** 1.79 (1.26-2.54)*** 1.74 (1.28-2.38)***

건강관련 요인

흡연

비흡연 1.00 - 1.00 - 1.00 - 1.00 -

과거흡연 0.94 (0.64-1.37) 1.01 (0.73-1.40) 1.12 (0.79-1.60) 0.73 (0.47-1.11)

현재흡연 1.20 (0.85-1.67) 0.95 (0.71-1.27) 0.92 (0.69-1.24) 0.82 (0.59-1.12)

음주

비음주 1.00 - 1.00 - 1.00 - 1.00 -

과거음주 1.53 (1.04-2.23)* 1.24 (0.92-1.67) 0.97 (0.72-1.30) 1.10 (0.81-1.49)

현재음주 0.94 (0.69-1.27) 0.87 (0.67-1.12) 0.85 (0.65-1.10) 0.73 (0.53-1.01)

규칙적
운동여부

예 1.00 - 1.00 - 1.00 - 1.00 -

아니오 1.10 (0.88-1.38) 0.94 (0.77-1.14) 1.04 (0.86-1.27) 1.14 (0.91-1.43)

주관적
건강상태

좋은 편 0.93 (0.76-1.15) 1.06 (0.88-1.28) 0.93 (0.74-1.17) 0.74 (0.56-0.97)*

보통 1.00 - 1.00 - 1.00 - 1.00 -

나쁜 편 2.17 (1.54-3.04)*** 2.32 (1.90-2.83)*** 2.44 (1.99-2.99)*** 2.29 (1.85-2.82)***

조사연도

2012 1.00 - 1.00 - 1.00 - 1.00 -

2014 0.81 (0.67-0.99)* 0.66 (0.56-0.78)*** 0.70 (0.59-0.84)*** 0.71 (0.58-0.88)**

2016 0.58 (0.46-0.73)*** 0.57 (0.47-0.69)*** 0.62 (0.51-0.76)*** 0.54 (0.43-0.68)***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일상생활수행능력), OR = odds ratio(오즈비), CI = 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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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총 가구소득), 친한 친구들과 만나는 빈도) + 건강 관련 요인(흡연, 음

주,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표 9. ADL 제한이 없는 노인 중 만성질환 개수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 GEE 분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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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연구 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경험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

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반면 돌봄을 받는 노인의 경험은 주목받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돌봄제공자와 돌봄을 받는 노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 큰 간격이 존재

하게 되었다(Suitor et al., 2012). 그 결과 돌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이 겪을 수 있

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노인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들에서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

은 노인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윤정, 2001; Suitor et al.,

2012; Silverstein et al., 1996)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

향은 노년기 우울의 중요한 요인인 기능손상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건강문제 요인

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미하였다(Lee & Sung, 1995).

Edna Brown(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감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가족의 돌봄

을 받을 때 우울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통제감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인정(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자

녀에게 수발 받는 노인의 우울수준은 높았으며 특히 딸로부터 수발 받는 노인이

며느리의 수발을 받는 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전체 대상자수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딸과 며느리 수발을 받는 노인만을 비교하

여 기술 분석을 시행한 것으로 다른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변수간의 인과관

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종단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제 3차(2010년)부터 제 6차(2016년)까지의 자료로 가족 돌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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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무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건강 관련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보

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를 보기 위해 기준연도인 3차(2010년)

조사에 참여한 후 이후 조사에 1번이라도 참여한 노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이들을 연도별로 추적하여 다음 조사연도에 그들이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가

변화하였는지를 Log function으로 확인하여 ‘없음-없음’, ‘있음-없음’, ‘없음-있음’,

‘있음-있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종속변수인 우울증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편람

(DSM-5)에서의 주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인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 또는

절망감이 최근 12개월 동안 2주 이상 매일 지속된 경험’을 우울감 경험으로 정의

한 객관적 우울증 측정도구인 CES-D(Center fo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여 노인인구에 대한 우울증상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2년 간격으로 조사를 시행한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차수

별, 즉 2년간의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를 측정하여 종단적 분석결과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가족 돌본제공자 유무가 변화한 시점에서의 우울증상을 측

정함으로써 변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관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횡단적 분석(cross-sectional study)으로 인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밝히

는데 한계점이 있다.

둘째, 시간적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도모하였으나,

가족 돌봄제공자의 변화에 대한 정보만을 적용했을 뿐 변화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건의 과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이나 상황이 종속변

수인 우울증상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최대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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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가족의 돌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인의 건강문제, 즉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만성질환 상태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가족 돌봄의 변화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가족의 돌봄을 받는 노인이 더 우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 설계를 하

였으나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라는 한계점으로 간병인과 같은 가족 이외의 사람

에게 돌봄을 받는 노인은 관련변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부가적인 돌봄 상황

에 대한 정보(가족 구성원 형태, 돌봄 시간, 부양부담 등)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넷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상 경험에 대한 기준을 1년간 1주이상의

경험에 대한 설문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어 인과관계의 오류, 회상기억의 오류 등

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에 따

른 우울증상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단면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가족 돌봄 상태의 변화 자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증상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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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먼저 대표성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척도(CES-D)에 의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우울증상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인 기준연도인 2010년

에 노인의 절반 이상(전체의 55.51%)이 위험수준 이상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 실태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에서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Krause, 1995; 이평숙, 2004). 부양을 받는 노인들이 당연히 가족

부양을 선호할 것이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부양자에게 의존적인 취약노인들의 경우 부양자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거나 부정적인 부양을 제공받기도 하며, 이러한 행동은 노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김윤정, 2000).

본 연구는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EE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을 보정한 Model 1에서는

가족 돌봄제공자가 ‘없음-없음’인 노인에 비해 ‘있음-없음’, ‘없음-있음’, ‘있음-있

음’인 노인의 우울증상 위험이 모두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건강관련 요인을 보정한 Model 2에서는 ‘없음-있음’으로

변화한 노인집단만이 오즈비 1.20(95% CI=1.01-1.4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다. 이는 건강 관련 요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건강 관련 요인을 보정했을 때 가족 돌봄을 받지 않다가 받게

된 노인이 계속 가족의 돌봄을 받지 않았던 노인에 비해 우울증상의 위험이 1.2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HO는 성별을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수준, 정신건강 위험에의 노출 정도 및 정

신건강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구조적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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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성별에 따른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

기 위한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가족 돌봄을 받다가

받지 않게 된 노인의 우울증상 위험이 1.51배(95% CI=1.12-2.04) 높았다. 또한 혼

인상태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의 우울증상 오즈비가 2.18(95% CI=1.69-2.81)로 여성의 경우인

1.42(95% CI=1.23-1.64)보다 더 높아 우울증상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반대로 남성은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가족 또는 배

우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노인의 부양문제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서 노인의 성차가 고려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제한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71.4%는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가족 돌봄을 받는 비율이 89.4%로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이윤경, 2018). 치매나 뇌졸중을 가진 노인환자를 대

상으로 한 가족부양의 실태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상생

활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되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가족부양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Liu S et al, 2016; Springate B, 2013; Kamel A, 2012; 김

수영, 2008; 김윤정, 2000; 박세연&박명화, 2015). 또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

를 통해 노인의 만성질환이 우울위험을 증가시켜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aton, 2003; 정현선&김옥수, 2013; 임지혜, 2014).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사회활동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만성질환자의 우울 수준을 높여 정신건강을 악

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만성질환과 관련된 신체기능의 감소가 우울을 초래하여

만성질환자의 주요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Asplund&Aström,

1992; Katon, 2003).

이를 통해 노인의 만성질환 상태나 주관적 건강상태, ADL 제한 등의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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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본 연구에서 중요한 혼란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노

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만성질환 상태와 ADL 제한 유무 변수를 층화하

여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ADL 제한 여부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한 결과, ADL 제한이 없는

노인 집단에서 가족 돌봄을 계속 받지 않는 노인에 비해 가족 돌봄을 받지 않다

가 받게 된 노인이 우울 위험의 오즈비가 1.28(95% CI=1.03-1.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돌봄을 받는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인 염려는 집중적

이고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 즉 대체로 기능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서

크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들(Kim&Rhee, 1999; Krause, 1995; Krause&Liang,

1993)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능적으로 취약

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가족의 돌봄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DL 제한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만성질환 상태를 층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 집단에서 가족

돌봄제공자가 계속 있었던 노인 집단이 계속 없었던 노인 집단에 비해 우울위험

이 0.38배 낮았고(95% CI=0.17-0.83),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인 노인 집단에서 새롭

게 가족 돌봄을 받게 된 노인 집단이 계속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우울위험이

2.36(95% CI=1.50-3.72)배 높았다. 김윤정(2000)의 연구에서는 기능취약노인들의

정신건강에는 노인부양의 구조나 부양행동보다는 기능취약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만성질환이 3개 이

상인 노인들의 질병으로 인한 심각도나 기능취약정도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DL 제한 여부와 만성질환 상태

를 층화하여 혼란변수의 영향을 보정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교란 바이어스

(confounder bias)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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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변수의 영향을 최대한 보정하

고자 노인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을 최대한 보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노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

는 주요 지표인 ADL 제한 여부와 만성질환 상태 변수를 층화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ADL

제한이 없는 노인에서 가족의 돌봄을 새로 받게 된 노인집단이 우울 위험이

높았으며, 그 중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집단에서 또한 가족의

돌봄을 새로 받게 된 노인이 우울증상이 높았다. 이에 가족의 돌봄이 노인의

우울증상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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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의 돌봄을 받는 노인의 우울증

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족의 돌봄을 받지 않다가 받게 된 노인이 계속 가족의 돌봄을 받지 않은 노

인에 비해 우울증상의 위험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가족 돌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DL 제한 여부를 통제하고자

ADL 제한이 없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족 돌봄을 받게 된 노

인의 우울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다른 주요 건강관련 변수인 만성질환 상태를 추

가로 층화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에서는 가족의 돌봄을 계

속적으로 받은 노인이 계속 받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 위험이 낮게 나타났고,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서는 가족의 돌봄을 받게 된 노인의 우울 위

험이 높게 나타나 만성질환 상태에 따라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 돌봄을 받지 않다가 받게 된 노인의 우울증상 위험을 확

인하였으며, 노인의 건강상태나 구체적인 노인 돌봄 실태를 파악하긴 어려워 정확

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에 대한 구

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실질

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인 가족 돌봄 문제와 관련하여 주된 관심사인 돌봄을 제공

하는 가족보다는 돌봄을 받는 노인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에 의의

가 있으며, 일부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노인 인구

의 자살률이 높고, 가족의 부양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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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족돌봄제공자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
PROC FREQ DATA=final; 
WHERE YEAR=2010;
TABLE (ageGP sex marryGP edu healthGP exer smoke alc depGP 
incomeGP DZGP lifeq meetGP ADLGP DEPGP)*CAREGP1/CHISQ EXPECTED; 
RUN;

 PROC LOGISTIC DATA=final;
  WHERE YEAR=2010;

CLASS PID CAREGP1(REF='0') AGEGP(REF='1') SEX(REF='1') 
MARRY(REF='1') EDU(REF='4') HEALTH(REF='5') EXER(REF='1') 
SMOKE(REF='0') ALC(REF='3') INCOMEGP(REF='4') DZGP(REF='0') 
MEETGP(REF='1') /PARAM=REF;
  MODEL DEPGP=CAREGP1 ageGP meetGP sex marry edu health exer 
smoke alc incomeGP DZGP;
 RUN;

/*표 4.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의 차이*/
PROC FREQ DATA=final; 
WHERE YEAR=2010;
TABLE (CAREGP1 ageGP sex marryGP edu healthGP exer smoke alc 
depGP incomeGP DZGP lifeq meetGP ADLGP)*DEPGP/CHISQ EXPECTED; 
RUN;

/* 부양변화 그룹화*/
DATA final1_1;
SET final;
BY PID;
LAG_CAREGP1=LAG(CAREGP1);
IF FIRST.PID THEN LAG_CAREGP1=.;
/*부양변화 그룹화*/

부록. SAS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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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LAG_CAREGP1=0 AND CAREGP1=0 THEN change1=1;else
if lag_caregp1=1 and caregp1=0 then change1=2;else
if lag_caregp1=0 and caregp1=1 then change1=3;else
if lag_caregp1=1 and caregp1=1 then change1=4;else change1=.;
drop year03 year04 year05 year06;
RUN;

/*표 5. 연도별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에 따른 우울증상 차이*/
PROC FREQ DATA=final1_1; /*3481개의 관측값*/
WHERE YEAR=2012;
TABLE (change1 ageGP sex marry edu health exer smoke alc incomeGP 
DZGP lifeq ADLGP meetGP)*depGP/CHISQ EXPECTED;RUN;

PROC FREQ DATA=final1_1; /*3130개의 관측값*/
WHERE YEAR=2014;
TABLE (change1 ageGP sex marry edu health exer smoke alc incomeGP 
DZGP lifeq ADLGP meetGP)*depGP/CHISQ EXPECTED;RUN;

PROC FREQ DATA=final1_1; /*2859개의 관측값*/
WHERE YEAR=2016;
TABLE (change1 ageGP sex marry edu health exer smoke alc incomeGP 
DZGP lifeq ADLGP meetGP)*depGP/CHISQ EXPECTED;RUN;

/*표 6. 가족 돌봄제공자 유무의 변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gee 분석*/
%macro exp;
 data myout_exp; set myout;
           expest=exp(estimate);
           expucl=exp(UpperCL);
           explcl=exp(LowerCL);
 run;
 proc print data=myout_exp;
           var Parm Level1 expest explcl expucl ProbZ;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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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d;

PROC GENMOD DATA=final1_1 DESCENDING;
   CLASS PID change1(REF='1') AGEGP(REF='1') SEX(REF='1') 
MARRYgp(REF='1') EDU(REF='4') INCOMEGP(REF='4') MEETGP(REF='1') 
YEARGP(REF='2')/PARAM=REF;

MODEL DEPGP=change1 ageGP sex marrygp edu incomeGP meetGP 
YEARGP/DIST=BIN LINK=LOGIT  ;

REPEATED SUBJECT=PID/corr = UN corrw;
   ods output GEEEmpPEst=myout;

   %exp;
RUN;

PROC GENMOD DATA=final1_1 DESCENDING;
   CLASS PID change1(REF='1') AGEGP(REF='1') SEX(REF='1') 
MARRYgp(REF='1') EDU(REF='4') HEALTHgp(REF='2') EXER(REF='1') 
SMOKE(REF='0') ALC(REF='3') INCOMEGP(REF='4') DZGP(REF='0') 
MEETGP(REF='1') ADLGP(REF='0') YEARGP(REF='2')/PARAM=REF;

MODEL DEPGP=change1 ageGP meetGP sex marrygp edu healthgp 
exer smoke alc incomeGP DZGP ADLGP YEARGP/DIST=BIN LINK=LOGIT  ;

REPEATED SUBJECT=PID/corr = UN corrw;
   ods output GEEEmpPEst=myout;

   %exp;
RUN;

/*interaction 확인*/
PROC GENMOD DATA=final1_1 DESCENDING;
   CLASS PID change1(REF='1') AGEGP(REF='1') SEX(REF='1') 
MARRYgp(REF='1') EDU(REF='4') HEALTHgp(REF='2') EXER(REF='1') 
SMOKE(REF='0') ALC(REF='3') INCOMEGP(REF='4') DZGP(REF='0') 
MEETGP(REF='1') ADLGP(REF='0') YEARGP(REF='2')/PARAM=REF;

MODEL DEPGP=change1 ADLGP change1*adlgp YEARGP/DIST=BIN 
LINK=LOG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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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 SUBJECT=PID/corr = UN corrw;
   ods output GEEEmpPEst=myout;

   %exp;
RUN;

/*표 7~9. subgroup*/
/*성별*/
DATA CLEAN1_2;
SET final1_1;
RUN;
PROC SORT DATA=CLEAN1_2;
BY sex;
RUN;

PROC GENMOD DATA=CLEAN1_2 DESCENDING;
BY SEX;
   CLASS PID CHANGE1(REF='1') AGEGP(REF='1') MARRYgp(REF='1') 
EDU(REF='4') HEALTHgp(REF='2') EXER(REF='1') SMOKE(REF='0') 
ALC(REF='3') INCOMEGP(REF='4') DZGP(REF='0') ADLGP(REF='0') 
MEETGP(REF='1') YEARGP(REF='2')/PARAM=REF;

MODEL DEPGP=CHANGE1 ageGP marrygp edu incomeGP meetGP 
smoke alc exer healthgp ADLGP DZGP YEARGP/DIST=BIN LINK=LOGIT  ;

REPEATED SUBJECT=PID/corr = UN corrw;
   ods output GEEEmpPEst=myout;

   %exp;
RUN;

/*ADL제한 여부*/
DATA CLEAN1_3;
SET final1_1;
RUN;
PROC SORT DATA=CLEAN1_3;
BY ADL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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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PROC GENMOD DATA=CLEAN1_3 DESCENDING;
BY ADLGP;
   CLASS PID CHANGE1(REF='1') AGEGP(REF='1') SEX(REF='1') 
MARRYgp(REF='1') EDU(REF='4') HEALTHgp(REF='2') EXER(REF='1') 
SMOKE(REF='0') ALC(REF='3') INCOMEGP(REF='4') DZGP(REF='0') 
MEETGP(REF='1') YEARGP(REF='2')/PARAM=REF;

MODEL DEPGP=CHANGE1 ageGP marrygp edu incomeGP meetGP 
smoke alc exer healthgp ADLGP DZGP YEARGP/DIST=BIN LINK=LOGIT  ;

REPEATED SUBJECT=PID/corr = UN corrw;
   ods output GEEEmpPEst=myout;

   %exp;
RUN;

/*만성질환 개수*/
DATA CLEAN1_4;
SET final1_1;
where adlgp=0;
RUN;
PROC SORT DATA=CLEAN1_4;
BY dzgp;
RUN;

PROC GENMOD DATA=CLEAN1_4 DESCENDING;
BY dzgp;
   CLASS PID CHANGE1(REF='1') AGEGP(REF='1') SEX(REF='1') 
MARRYgp(REF='1') EDU(REF='4') HEALTHgp(REF='2') EXER(REF='1') 
SMOKE(REF='0') ALC(REF='3') INCOMEGP(REF='4') MEETGP(REF='1') 
YEARGP(REF='2')/PARAM=REF;

MODEL DEPGP=CHANGE1 ageGP marrygp edu incomeGP meetGP 
smoke alc exer healthgp YEARGP/DIST=BIN LINK=LOGIT  ;

REPEATED SUBJECT=PID/corr = UN cor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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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s output GEEEmpPEst=myout;
   %exp;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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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s of changes in family care providers on

depression among elderly population in Kore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2010-2016)

Bomi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 D.)

Background

In modern society,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is increasing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ho need to be cared.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 family functions as an important care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with such caregiving-related studies focusing on the lives of families

providing care while being excluded from social attention on the lives of

the elderly being cared for. The reason is because it contains a social

assumption that caring for the elderly would be beneficial. However, a

number of change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aging of the

population, changes in family values and structure, and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may make it difficult for family suppo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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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The study aims

to find out the effects of changes in family care providers on depression

among elderly population in Korea.

Subject an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556 subjects aged 65 or older who were

further surveyed at any time later among those who responded to the 3rd

(2010) using data from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3rd~6th).

Depression symptoms were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changes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family care provider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four groups were classified as 'No→No(baseline)’, ‘Yes→No’,

'No→Yes', and 'Yes→Yes'. In Model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corrected, and in Model 2, additional health-related

factors were corrected to perform a Generalized Estimate Equation (GEE)

analysis using repeated measured data.

  

Results

In Model 2, which has corrected health-related factors, only groups that

have changed to 'No→Y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isk for depression

(OR=1.20; 95% CI=1.01-1.45). The subgroup analysis by the ADL

restric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the elderly who have

changed to ‘No→Yes’ in groups with no ADL restrictions (OR=1.28; 95%

CI=1.03-1.58). Additionally, in group with no ADL restriction, the subgroup

analysis by chronic disease showed that the elderly who have changed to

‘Yes→Ye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risk for depression(OR=0.3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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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0.17-0.83) in group with no chronic disease, and the elderly who have

change to ‘No→Yes’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for depression(OR=2.36;

95% CI=1.50-3.72) in group with three chronic disease.

Conclusion

The effects of changes in family care providers on depression were

analyzed for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And even when controlling the

effects of major confounder, the elderly who were given family care in

some groups were at high risk of depression, indicating some significant

relevance. This results indicate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who are given family care at a time when the

suicide rate of the nation's elderly population is high and the social burden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ir families is becoming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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