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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국내 최고의 대학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결심하고 지

원 서류를 제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쏜쌀 같이 흘러간 지난 년 반은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 학생이자. 2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학생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던 기쁨이 물결쳤던 행복

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보건학을 국내 최고 보건대학원에서 배운다는 설렘도 잠

시 직장생활과 병행한 학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 . ,

이런 피곤함도 모두 잊게 해 주신 쉽고 명쾌하며 재미있는 강의로 보건정책을,

가르쳐주신 박은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와 매순간 학생들에 대한 큰 사랑으로 열정적이고 훌륭히 지도해 주신

점 존경스럽습니다 논문 지도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임해주셨.

고 다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항상 죄송했습니다 덧붙여 분에 넘치는 보건대, .

학원 제 대 총학생회장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신 점44

매우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

면접 때 뵙고 이후 수업과 수업 외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해주신 정우진 교수

님 모두가 궁금하던 하나님과 관련된 일화는 저희 학생 모두에게 매우 깊은 인.

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진하. ,

라는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항상 인자한 미소와 저희의 잠재력을 이.

끌어주신 가르침 어렵기만 한 보건경제학을 쉽고 명쾌하게 가르쳐 주신 점 깊,

이 감사합니다 역시 격려해주신 덕분에 총학생회장이라는 과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면접 때 함께 뵙던 장성인 교수님 항상 따뜻한 미소와 재미있는 수업.

감사했습니다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주셔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

다 덕분에 즐거운 학교생활 했습니다 논문을 쓰는 저보다 더욱 열정적이고 인. .



자한 미소로 지도해주신 김규리 교수님 깊이 감사합니다 기초적인 질문에도 당.

황하지 않고 세심하고 자세히 지도해주신 점 매우 큰 위안과 도움이 됐습니다, .

예심 때 뵙던 남정모 교수님 제가 미처 모르는 통계 분야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더욱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석용 교수님 훌륭한 지도와 지도로 좋. ,

은 논문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통계학과 박.

소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과 전공자로 수포자였던 제게 쉽게.

재미있는 강의로 수학의 재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훌.

륭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일구신 모든 연세대

학교 보건정책학과 교수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

교와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았다는 점은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멋진 경험이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라는 훌륭한 학교로 이끌어주시며 진심어린

조언과 애정으로 제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전중앙일보 헬스미디어 고종관

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예리한 감.

각으로 파악하시고 지식과 노하우로 후배들을 인도해주시는 점 존경스럽게 생,

각합니다 친애하는 황운하 힐팁대표님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항상 많은 도움. . ,

깊이 감사합니다 주경야독을 한다며 용산과 신촌 인천을 오가며 많은 시간과. ,

에너지를 쓰면서도 즐거웠던 것은 우리의 믿음직한 동기 그리고 선후배들이 있

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작년부터는. 19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입학 초 함께한 오리엔테이.

션 워크숍을 통해 친해진 모든 동기 선후배님들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연세, , .

대학교 보건대학원 제 대 총학생회에 함께 해준 동기들 특히 학생회 내외적44

일을 모두 챙겨주셔서 많은 조언을 아낌없이 해준 명심 부회장 든든한 맏형 석,

주형 대소사를 꼼꼼히 챙겨준 계영 동기 마스코트 수현 미래 복지부 장관 형, , ,

갑 윤희 민지 지민 신영 효주 아현 보람 모두 감사했습니다 우리 대 총, , , , , , , , . 44

학생회를 이끌어준 창호 부회장 정준 국장 유미 동철 간사 영준 홍작 안선, , , , , , ,

용향 호열 모두 모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비록 많은 계획과 가, .



슴에 품었던 열정을 사회적 거리로 모두 펼치지 못했지만 년 한 해 동안, 2020

많은 일들을 하며 총학생회와 학교가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 총학. 43

생회 판구 회장님을 비롯해 오리엔테이션부터 한여름 밤의 열정 넘친 엠티까지

많은 추억과 경험을 남겨준 우리 대 총학생회 여러분 모두 덕분에 행복했습43

니다 그리고 한준 재준 세은 경아 선배 많은 조언과 족보 모두 감사했습니. , , , ,

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이빛나 회장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 대 총학생회 이동수 회장님 최안선 하원영 부회장님 학교와 학. 45 , ,

생 위해 많은 일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안.

으시고 학생회에 많은 지지를 해주신 보건대학원 원종욱 원장님과 이은희 동창,

회장님 이하 사무팀 선생님들과 조교 분들께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길여 회장님 이태훈 의료원장님 최미리 부총장님 무한한 열정으로, , .

길재단과 식구들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또 학.

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지해주신 우리 홍보실의 존경하는 김우경

부원장님 오진규 실장님 이미정 팀장님 김경수 계장님 이석훈 안명규 최보, , , , , ,

경 임재필 장현수 선생님 그리고 세상 모든 걸 알고 계시며 이를 인생의 굽이, ,

마다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는 현명한 박진호 실장님 많은 조언해주신,

김남범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두 나열할 수 없이 많은 언론계.

선후배님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편이자 저를 지.

지하고 응원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더욱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 .

지 못해 죄송하지만 항상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 한석, .

종 한아름 그리고 한상훈 수연이 아라 찬영이 찬우 모두 항상 함께 오래 오, , , , ,

래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조언과 올바른 길을 제시.

해주시는 문승원 박사님 그리고 정아 경석 재훈 심교 수진 지지하고 응원해, , , ,

줘서 고맙습니다 이 지면에 모두 소개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 머리와 가슴속에. ,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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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hange in family form on Frailty in South Korea

-Using data from the Aging Research Panel Survey-

SEOK YOUNG HAN

Dept.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 Cheol Park, M.D., Ph.D.)–

Background: In Korea, aging is progressing at a rapid pace due to a decrease in

the birth rate and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long with this, single-person

households are also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average marriage

age, unmarried rate and divorce rate. Frailty is a kind of degenerative change, and

unlike natural aging, the incidence of disease is high, it interferes with daily life,

and the risk of death and disability is very high. Frailty is divided into physical

frailty such as physical decline and psychological frailty such as cognitive

impairment, which is fatal to the health of the elder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hanges such as aging and an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on the aging of the frailty. This study exami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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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hanges in family form on the frailty.

Methods: To this end, data over the age of 50 were used in the Aging Research

Panel Survey between 2006(1st) and 2018(7th). The dependent variable is frailty,

weight gain or decrease of 5kg or more for one year low biometric history▲ ▲

(less than 26 kg for men and 18 kg for women) exhaustion for 3 days or▲

more per week, and it is defined that it corresponds to frailty. In addition, since

previous studies stated that frailty can be divided into physical and social parts,

various related factor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fter tha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eatedly measured data,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GEE)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changes in family

shape on frailty.

Results: Research Results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6086 subjects during the study period, frailty is 7.59%, and the previous studies

and results are described. The prevalence of frailty was the highest at 14.61% in

'70s and older', and the lower the age after that, the lower the old age rate.

Cognitive dysfunction (K-mmse<24) and the presence of exchanges with friends

also influenced the onset of frailty. This shows that old age is closely related to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physical factors.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hrough GEE, elderly people living with their

families had a very low odds of onset of senility compared to frailty people

living alone. Therefore, it turns out that older people are less likely to become

frailty than living alone.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men are more vulnerable

to frailty when living alone than women.

Conclusions: The rapid aging and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re

expected to induce frailty among the elderly, increasing the social burd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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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medical expenses and increasing elderly support expense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hanges in family form affect frailty. In addition,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frailty could be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frailty in our social phenomena, such as aging and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re expected to help prevent frailty and help in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It is also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for related

research and establishment of a policy support plan.

Keywords: Aging, single-person households, Frailty, family form change,

generalization estimation equations, G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