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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 

: 2020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역할 상실, 수입 감소, 건강 악화, 사회적 부양 및 

보호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노인의 직업과 우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노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장기 직업이 아닌 현재 직업을 반영하였거나, 직업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지위를 재분류하여 우울과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였을 뿐 

종사상 지위의 특수성까지 반영하지 못하였고,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의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을 모두 보정하여 분석을 시행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우울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요인과 우울증의 관계나 그 효과가 성별마다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고, 장기화된 노년기의 삶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후기 노인에 있어서 최장기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 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인실태조사(2020)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행되었으며, 65 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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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전체 대상자 10,097 명 중 결측치 등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9,536 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 를 사용하였으며, 

기술 분석 및 Survey 특성을 반영한 Rao-Scott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분석방법을 시행하였다. 회귀모형은 다른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1 단계 모형」, 인구사회적,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 변수를 보정한 

「2 단계 모형」과, 「2 단계 모형」에 건강행태적, 건강상태 및 기능적 

요인을 보정한 「3 단계 모형」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전체 연구 대상자 9.536 명 중 현재 우울을 경험한 대상자는 

남성노인 10.5%, 여성노인 14.3%로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을 모두 

통제한 「3 단계 모형」 결과, 남성 노인의 경우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군을 기준으로 우울 경험의 

오즈비는, 핑크칼라(‘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를 말함. 이하 같다)이면서 

상용군에서 0.48(95%CI=0.24-0.97)로 낮았으나, 여성 노인의 경우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노인의 경우, 남성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군을 기준으로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0.37(95%CI 1.42-0.98)로 우울이 더 낮았고, 여자의 경우,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던 결과와 비슷하다. 그 밖에 남녀 노인 모두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음주, 영양 관리, 총 만성질환 개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과 관련성이 있었고, 남성 

노인은 현재경제활동상태, 소득, 규칙적 운동 유무, 비만도(BMI)에서, 여성 

노인은 미충족 의료경험, 자녀관계 만족도, 여가활동 참여 유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참여 유무가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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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65 세 이상의 

노인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요인,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 

건강행태 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의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분석하였고, 장기화된 노년기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전체노인과 75 세 이상의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 

비교함으로써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남성과 여성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최장기 직업의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향후 남녀 노인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한 우울증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법적, 사회적 제도 마련과 사회적 정책의 개선, 

사회적 지지 자원 개발의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전체 

노인에 비해 후기 노인에서 우울이 크게 증가하였고, 후기 노인에서도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이 있었으므로 노인 연령을 

단계별(전기 노인, 후기 노인 등)로 구분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등(정년 연장, 정규직 전환 등),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이에 따른 우울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보건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의료복지비용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최장기 직업의 직종, 종사상 지위, 우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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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역할 상실, 수입 감소, 건강 악화, 사회적 부양 및 

보호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19 년 기준 83.3 세로 OECD 주요국 중 일본(84.4 세), 

스위스(84 세) 등에 이어 기대수명이 긴 나라에 속하며, 65 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 년에는 그 비중이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ics Korea, 2021). 이는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18 년 14.3%로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7 년만이다.  

또한 통계청의 「2020 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구성원 중 65 세 이상 가구원은 784 만 

6,000 명이고, 이 가운데 1 인 가구인 사람은 166 만 1,000 명으로 그 

21.1%를 차지한다. 즉, 65 세 이상 인구 5 명 중 1 명이 가족 없이 홀로 

산다는 의미이다. 이는 2015 년에 122 만 3,000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5 년 사이 무려 35.8%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와 65 세 이상 1 인 가구의 급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노인의 경제적 활동 감소로 인하여 사회 내에서의 

권위가 상실됨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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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신적 문제 중에서도 ‘우울’은, 우리나라 노인 중 60-69 세에서 

11%, 70 세 이상에서 13.1%가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전 인구의 우울 평균 

발생비율인 1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노년기에 매우 흔한 

정신질환이 ‘우울’임을 의미한다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b). 우울증은 생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가져오고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 또한 가중시킬 수 

있으며(kim, 2013),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의 자살 생각률은 남자 

29.6%, 여자 25.4%로서, 우울은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a).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과 「건강 관련 변수」들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는데(Ji, Choi and Choi, 2016), 사회 경제적 지위(교육수준, 월수입, 

퇴직 전 직종)가 낮을수록 우울 발생의 위험이 높고(Christ et al., 2007; Xue 

et al., 2021), 경제활동 참여, 개인 총소득,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Jung, 2019), 은퇴 후 평균 6 년의 

기간동안 완전히 은퇴한 경우, 이동 및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이 5-14% 

증가했고, 질병도 5~6% 정도 증가했으며, 정신건강이 6-9%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ave, Kelly and Spasojevic, 2006).  

이렇듯 노년기의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상실은 노년기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Kang, 2020),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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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직업 유무와 우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노인에 

비해 직업이 없는 노인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Aquino et al., 1996; 

Butterworth et al., 2006; Kim, 2019b; Kim, 2016; Nam, Yi and Hur, 2017; 

Park et al., 2016; Sherina, Rampal and Mustaqim, 2004). 또한, 사회경제적 

박탈의 하위변수인 직업경제 박탈을 경험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으며(Kim, 2019a), 경제활동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우울이 크게 작용했다(Shim, 2015). 

두 번째로 고용상태와 우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 모두,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인 경우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and Kim, 2009). 

셋째로 직업의 ‘직종’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우울 증상이 적었고(Christ et al., 2007), 이는 숙련도가 낮은 

직종일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이것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Hoven, Wahrendorf and Siegrist, 2015).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숙련도가 낮은 직업(사무보조원, 서비스 및 판매자, 

공예 및 관련 거래업자,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기타)을 가졌을 때, 

숙련도가 높은 직업(전문가, 기술자, 관리자)을 가진 노인에 비해 은퇴 시 

우울증 증상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hiba et al., 2017), 

‘두 번째 기술 수준 직업’(사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군이 

비경제활동군에 비해 낮은 우울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ark et al., 

2016).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용 지위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변화 횟수가 

많을수록 초기 우울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한 연구(Kang, 

2017)도 있다. 



- 4 - 

 

넷째로 노인의 근로 참여 및 직업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는데(Kim, 2016), 근로시간 형태나 근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은퇴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사이에 사회참여의 완화작용을 

분석한 연구(Shiba et al., 2017), 고용지위 변화 여부나 변화 횟수, 지속 

기간과 정신건강 및 삶의 질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Kang, 2017)를 분석한 

연구, 직무특성(직무수준, 직무요구도, 직장내 분위기)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Jung, 2016), 생산적 활동(유급노동자, 자영업자, 공식적 

자원봉사, 비공식적 돌봄)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Choi, 

Stewart and Dewey, 2013)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 대상이 일부 노인으로 

국한되었거나(Sherina, Rampal and Mustaqim, 2004), 직업 유무에 따른 

노인의 우울을 비교하였을 뿐이고(An, 2011; Jeon and Kim, 2012), 직업의 

유형과 그에 따른 분야를 화이트, 블루, 서비스, 농업의 4 가지 분야로 나누어 

우울과의 관계를 비교하거나(Christ et al., 2007), 직업의 유형에 따라 다시 

4 가지 계층과 4 가지 지위로 재분류하여 우울과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였을 

뿐이었다(Hoven, Wahrendorf and Siegrist, 2015).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서로 보충적일 수 있고, 다른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지위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조직의 

계층구조에 따라 다른 지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와 

최장기 직업의 직종을 조합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노년기 우울은 젊었을 때의 

정서문제들이 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되면서 더욱 심해지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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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젊은 시절 최장기 직업에 따라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므로(kim, 2013), 노인의 우울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요인과 우울증의 관계나 그 효과가 성별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고, 장기화된 노년기의 삶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후기 노인에 있어서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노인 우울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우울증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법적·사회적 

제도 마련과 사회적 정책의 개선, 사회적 지지 자원 개발의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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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1)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5 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혼란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우울과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노인에 적합한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를 고려한 정신질환 통합 

정책, 인구사회적,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적, 건강행태적, 건강상태 및 기능적 

요인을 결합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 보건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적 요인,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 

건강행태요인과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우울에서의 차이를 성별로 나누어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 

건강행태요인과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을 단계적으로 보정하여,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성별로 비교 분석한다. 

 

넷째, 연구대상자를 전체 노인과 75 세 이상의 후기 노인으로 세분화하여, 

인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 건강행태요인과 건강상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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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요인을 모두 보정한 후, 후기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전체 노인과 비교 분석한다. 

 

(2)연구가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남녀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2) 전체 노인과 후기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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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65 세 이상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들의 연구의 설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020 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우울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한국 노인의 우울은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우울 상태의 

비율이 높았다(남성 33.1%, 여성 66.9%). 그리고 노인의 직업과 우울증의 

상관성 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Butterworth et al., 2006; Li et al., 

2014; Quick and Moen, 1998; Shiba et al., 2017; Wang et al., 2002; Yoon, 

2016) 등에서 인구사회적 요인과 우울증의 관계나 그 효과가 성별마다 

차이가 있었고, 본 연구에서 성별과 우울과의 카이 제곱 검정 결과, P-value 

<0.000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17 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역할상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Kang, 2020)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Kim, 2016; Kwon, 2019;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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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and Hur, 2017)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전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Park 

and Kim, 2009)에서 인구사회적 요인, 사회적 지지요인, 건강상태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상태, 주택종류,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가구 균등화 소득 = 

월평균가구총소득/√가구 구성원의 수), 건강보장형태, 미충족 의료경험]과 

사회적 지지요인(자녀 관계 만족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여가문화활동 참여 유무(종교활동 포함),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유무와 

건강행태요인(흡연, 음주, 운동실천, 영양관리, BMI),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총 만성질환 개수, ADL & IADL, 주관적 건강상태)을 단계적으로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시기와 

사건이 있고,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하는 시기에 따라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 장기화된 노년기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 중 하나가 바로 ‘연령’으로, 점점 노년기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기 노인에 비해 후기 노인이 건강, 관계, 

경제, 역할에 있어서의 상실 경험에 더 취약했으며, 질병이 심화되면서 

우울이 신체적 증상으로 호소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우울이 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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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는 연구결과(Paik, 2018)를 통해서 볼 때, 노인의 연령에 따라 

상실을 경험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ugarten 등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Neugarten, 

Moore and Lowe, 1965) 노인의 집단을 연령에 따라 전체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세분화하여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과제승인번호: 4-2021-1116)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데이터로서 대상자의 익명성 및 기밀성이 보장되는 연구이다.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Fig.1). 

 

 

 

 

 

 

 

 

 

 

 



- 11 - 

 

 

 

 

 

                                       

                                             

Figure 1.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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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 년 노인실태조사(이하 “2020 년 노인실태조사”라고 한다)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 5 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 년 법제화된 이후 2008 년부터 3 년 주기로 수행되는 

조사이며, 2020 년 다섯 번째 조사로 수행되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생활 현황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새롭게 노인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등의 변화하는 

특성을 파악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 년 노인실태조사는 법정 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승인번호 

제 117071 호)을 받은 바 있으며, 2020 년 9 월 14 일~11 월 20 일 기간 중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대상은 전국 17 개 시·도의 일반 주거지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 노인 10,000 명 이상으로 969 개 조사구에서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2018 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며, 

전국을 17 개 시·도별로 층화한 다음, 7 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 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 차 층화하는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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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2). ‘2020 년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참여자는 10.097 명으로 남성 4,035 명, 여성 

6,062 명이었다. 그중에서 키와 몸무게 질문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15 명, 

자녀 관계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546 명을 포함하여 총 

561 명에 대하여 결측 처리를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9,536 명으로 남성 3,833 명, 여성 

5,703 명의 자료에 가구원의 모수추정 가중치(f_wgt1)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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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lection process of the study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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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 변수  

 

본 연구에서는 65 세 이상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우울 증상을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다. 

「2020 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우울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이분척도(1=예, 0=아니요)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②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③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④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⑤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⑥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⑦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⑧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⑨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⑩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⑪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⑫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⑬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⑭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⑮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15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응답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우울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중 긍정적 문항인 

‘①현재 생활에 만족하는가’, ‘⑤평소 기분이 상쾌한 편인가’, 

‘⑦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인가’, ‘⑪살아있다는 것이 즐거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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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기력이 좋은 편인가’등의 5 개 문항(1, 5, 7, 11, 13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가능한 점수는 0-15 점이며, 우울증을 판별하는 절단점은 8 점으로 8 점 

이상이면 우울에 해당한다(Jeon and Kim, 2012; Ji, Choi and Choi, 2016; 

Nam, Yi and Hur, 2017). 

또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0~15 점 중에서 8 점 

이상을 우울로 정의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Kim, Ko and Kwon, 2008; 

Song, 2007; Yeo and Yoo, 2010).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0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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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 of Depression Scale 

Questions 

1. Are you basically satisfied with your life? 

2. Have you dropped many of your activities and interests? 

3. Do you feel that your life is empty? 

4. Do you often get bored? 

5. Are you in good spirits most of the time? 

6. Are you afraid that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to you? 

7. Do you feel happy most of the time? 

8. Do you often feel helpless? 

9. Do you prefer to stay at home, rather than going out and doing new things? 

10. Do you feel you have more problems with memory than most? 

11. Do you feel it is wonderful to be alive now? 

12. Do you feel pretty worthless the way you are now? 

13. Do you feel full of energy? 

14. Do you feel your situation is hopeless? 

15. Do you think that most people are better off than you? 

* Respondents can choose the best answer for how they have felt over the past week and 

questions are answered “YES” or “NO” and score 1 point for each answer in the SGDS 

(Short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Table 2. Definition of dependent variables 

Variable Group 

Depression 
1. No 

2.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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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20 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변수 

중에서 우울 상태와 관련된 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근로참여 및 직업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Kim, 

2016)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특성을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Kwon, 2019; Nam, Yi and Hur, 2017) 에서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관심변수를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 

통제변수를 인구사회적 요인(연령, 결혼상태, 주택종류, 거주지역, 

현재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건강보장형태, 미충족 의료경험), 건강행태 

요인(흡연, 음주, 운동실천, 영양관리, BMI),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만성질환 

개수, ADL, IADL,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자녀 

관계만족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여가문화활동 참여 유무,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유무)의 4 가지로 

분류하였다. 

 

1) 주요관심변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 

「2020 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종사하는 일이 전 생애에 걸쳐 

가장 오래 일한 직업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1.0%는 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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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며, 나머지 39.0%는 최장기 직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 노인의 직업의 종류는 노인의 일생에 걸친 직업을 대표하기 어렵다. 

또한 과거 최장기 직업을 살피는 것은 노인의 사회계층을 파악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Lee, 2009; Shiba et al., 2017). 

먼저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관련하여 「2020 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직업군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Christ et al., 2007; Kang et al., 2016)를 참고하여 

이를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10 개 군과 평생 직업을 갖지 

않은 노인 1 개 군인, 총 11 개 군(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비경제활동군 )으로 

분류한 후, 11 개의 군을 다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occupational categories 를 참고하여 

화이트칼라(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핑크칼라(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블루칼라(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비경제활동인구인 4 개의 군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경우, 「2020 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평생 직업을 갖지 않는 노인을 

‘비해당’처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생 직업을 갖지 않은 노인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다른 직업군과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2020 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한국 종사상 지위 분류(통계청)에 따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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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의 6 개의 지위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Kim, 2016; Song and Kim, 2012)를 

참고하여 상용근로자와 그 외(비상용근로자), 평생 비경제활동군 3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4 개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3 개의 종사상 

지위를 조합하여 화이트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 화이트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 핑크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 

블루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 평생 

비경제활동군의 7 개 군으로 분류하여, 최장기 직업의 직종에 종사상 지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준거집단으로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기준집단은 특별히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집단이 없는 경우는 표본 수가 가장 큰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준거집단의 범주가 확장될 때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지므로(Ahn, 

2018), 선행연구에서 표본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선택한 

것(Christ et al., 2007; Hwang, 2011; Kim, 2016; Park et al., 2016; Song 

and Kim, 2012)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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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Category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1. White collar regular employees 

2. White collar irregular employees 

3. Pink collar regular employees 

4. Pink collar irregular employees 

5. Blue collar regular employees 

6. Blue collar irregular employees 

7. Economically in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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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변수 

(1) 인구 사회적,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 요인 

  직업과 우울 관련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성별, 연령, 혼인상태, 주택 

종류, 거주지역, 현재 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건강보장형태, 미충족 의료경험 

등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자녀 관계 만족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여가문화활동 참여 유무,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유무 등의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 요인 변수를 선정하였다. 

 

① 성별 

   노인의 직업과 우울증의 상관성 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Butterworth et al., 2006; Choung, 2015; Li et al., 2014; Nagata 

et al., 1999; Quick and Moen, 1998; Shiba et al., 2017; Wang et al., 2002; 

Xue et al., 2021; Yoon, 2016)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과 우울증의 관계나 그 

효과가 성별마다 차이가 있었고, 본 연구에서 성별과 우울과의 카이 제곱 

검정결과, P-value <0.000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② 연령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Choung, 2015; Han, 2021; Han et 

al., 2009; Li et al., 2014; Oh and Kim, 2018; Shim, 2015)에서는 65-70, 

70-74, 75-80, 80 세 이상의 네 개의 군으로 연령을 분류하였으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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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우울 상태의 관련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Choung, 2015; Han et al., 2018; Jin, 2018; Li et al., 

2014)에서 65-69, 70-74, 75-79, 80-84, 85 세 이상의 다섯 가지 군으로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5 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③ 혼인상태 

선행연구(Han et al., 2018; Song and Kim, 2012)에서는 혼인상태를 기혼, 

사별, 이혼·별거, 미혼의 4 개의 군으로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혼, 사별, 미혼·이혼·별거·기타를 묶어 총 3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④ 주택종류  

   선행연구(Park and Song, 2012))에서는 주택의 편리성이 우울 관련 

변수로 선택되었다. 또한 노년기는 이전 연령대에 비해 사회활동이 감소하고 

활동하는 반경이 좁아지면서 집과 근거리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주거 환경과 지역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높다(KIHASA,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종류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과 기타 주택 형태’의 총 

3 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⑤ 거주지역 

선행연구(An, 2011; Han et al., 2018; Kim, 2016; Lee, 2009; Shim, 

2015)에서는 대도시(서울, 광역시)와 중소도시(시, 군)로 분류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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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2020 년 노인실태조사」 표본설계를 참고하여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중소도시(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의 ‘동[洞]’ 지역, 

세종특별자치시)를 합하여 ‘도시’, ‘농어촌(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의 읍[邑] 또는 면[面] 지역)’인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⑥ 현재 경제활동상태 

선행연구(An, 2011; Choi, 2008; Dave, Kelly and Spasojevic, 2006; Han, 

2019; Han et al., 2018; Han et al., 2009; Hao, 2008; Ji, Choi and Choi, 

2016; Jung, 2019; Jung, 2014; Kim, 2016; Lee, 2009; Li et al., 2014; 

Nagata et al., 1999; Nam, Yi and Hur, 2017; Sherina, Rampal and 

Mustaqim, 2004; Shiba et al., 2017; Shim, 2015; Yoon, 2016)에서 

경제활동 유무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 여부는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현재 일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 로 코딩하여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상태를 나타내도록,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과,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묶어 2 로 코딩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⑦소득수준 

「2020 년 노인실태조사」 ‘매뉴얼’(KIHASA, 2020)에 따르면 소득은 

조사 전년도(2019.1.1-2019.12.31)동안 연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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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수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 농지연금, 사적 

이전소득, 공적 연금, 기초연금,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공적 급여, 기타 

소득)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Han, 2021; Han 

et al., 2018; Hwang, 2011; Jin, 2018; Lee, 2009; Oh and Kim, 2018; 

Shiba et al., 2017)를 참고하여 노인과 그 외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가구소득을 가구 균등화 소득산정방법(가구 균등화=연간 가구 총 

소득/√가구 구성원 수)으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값을 

사분위수로 나누어 ‘Lowest(810 만원 이하)’, ‘Second 

lowest(1,386 만원 이하)’, ‘Second highest(2,425 만원 이하), 

‘Highest(2,425 만원 초과)’인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⑧ 의료급여 수급여부(건강보장형태) 

선행연구(Han, 2021; Kang, 2020; Kim, 2016; Oh and Kim, 2018)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인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KIHASA, 2020). 본 연구에서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수급자’, ’비수급자’인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⑨ 미충족 의료경험 

선행연구(Han, 2021; Kim, 2019a)에서는 미충족 의료경험 유무를 확인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귀하께서는 지난 1 년간 본인이 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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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있음’과 ‘없음’인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⑩ 자녀 관계 만족도  

선행연구(Choi, 2008; Kim, 2014; Shim, 2015; Wang et al., 2002; Yeo 

and Yoo, 2010)에서는 가족지지 및 만족도와 우울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은 ‘만족도 

높음’, ‘그저 그렇다’는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만족도 낮음’의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⑪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 만족도  

선행연구(An, 2011; Choi, 2008; Kim, 2014; Shim, 2015; Wang et al., 

2002)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에 

대한 설문의 응답에 대해서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은 ‘만족도 

높음’, ‘그저 그렇다’는 ‘보통’,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만족도 낮음’의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⑫ 여가문화활동 참여 유무(종교활동 포함) 

선행연구(Kang, 2020)에서는 여가활동을 적게 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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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선행연구(Kang, 2020)에서는 공식적 사회활동(평생학습,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 경로당, 복지관) 수준과 비공식적 활동 수준이 

적을수록 조사 대상자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2020 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단체참여 여부에 대해 동호회(클럽활동), 

친목단체(동창회, 계모임 등), 정치·사회 단체로 항목을 나누어 설문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3 가지 단체 중 하나 이상에 참여하였으면 ‘참여’, 3 가지 

단체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으면 ‘비참여’인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⑭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유무 

선행연구(Kang, 2020)에서는 공식적 사회활동(평생학습,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 경로당, 복지관)수준과 비공식적 활동 수준이 

적을수록 조사 대상자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경로당 이용 

경험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예’와 ‘아니요’ 중 둘 중 한 곳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있음’으로, 두 곳 모두 경험이 없으면 ‘없음’의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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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Socio-demographic &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Factors 

Variables Group 

Sex 
1. Male 

2. Female 

Age (Year) 

1. 65-69 

2. 70-74  

3. 75-79 

4. 80-84 

5. ≥85 

Marital status  

1. Married 

2. Widowed 

3. Other (never married, Divorced,  

or separated etc.) 

Types of housing 

1. Detached home 

2. Apartment 

3. Others 

Geographic region 
1. Urban area 

2. Rural area 

Current Economic activity 
1. Yes 

2. No 

Annual Household income 

1. Lowest 

2. Second lowest 

3. Second High 

4. Highest 

Health-insurance coverage 
1. No 

2. Yes 

Unmet medical need 
1. No 

2. Ye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1. High 

2. Normal 

3.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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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in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Socio-demographic &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Factors (continued) 

 

 

 

 

 

 

 

 

 

 

 

 

 

 

Variables Category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friend/community 

1. High 

2. Normal 

3. Low 

Leisure activity 
1. No 

2. Yes 

Social group activity 
1. No 

2. Yes 

Senior citizen welfare center 
1. No 

2.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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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본 연구에서는 「2020 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변수 중에서 노인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으로 음주, 운동실천, 영양관리, 비만도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만성질환 

개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포함하였다. 

 

① 흡연 

선행연구(Han et al., 2018; Han et al., 2009; Hwang, 2011; Kwon, 2019; 

Nam, Yi and Hur, 2017; Oh and Kim, 2018; Park and Kim, 2009)에서는 

흡연유무를 확인하였다.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예’, ‘아니오’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② 음주 

선행연구(Han et al., 2018; Han et al., 2009; Kwon, 2019; Nam, Yi and 

Hur, 2017; Oh and Kim, 2018; Park and Kim, 2009)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 년간 음주 빈도를 기준으로 ‘전혀 마시지 않은 그룹’과 

‘연 1 회 이상’, ‘한 달에 1 회정도’, ‘한 달에 2~3 회 정도’ 마시는 

군을 ‘가끔 마시는 그룹’으로 ‘일주일에 1 회 이상’ 마시는 군을 ‘자주 

마시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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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동실천 

선행연구(Han et al., 2009; Jeon and Kim, 2012; Kwon, 2019; Nam, Yi 

and Hur, 2017; Oh and Kim, 2018)에서는 평소 운동 유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10 분 이상 운동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평소 

규칙적 운동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예’, ‘아니오’의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④ 영양 관리 

선행연구(Kang and Chung, 2008b)에서 영양상태는 미국 영양사협회, 미국 

가정의학회, 국립노화위원회가 30 여 개 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어 공동 

개발한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Checklist’를 Kim 과 

Jung(2002)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총 10 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영양 선별 도구의 

10 개 항목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 21 점을 기준으로 0~2 점은 

‘양호’, 3 점 이상은 ‘영양 관리 주의 및 개선이 필요한 영양상태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⑤ 비만도(BMI) 

선행연구(Hwang, 2011; Kwon, 2019; Nam, Yi and Hur, 2017; Oh and 

Kim, 2018)를 참고하였다. Body mass index(BMI)는 체중(Kg)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대다수 인구 집단에서 체지방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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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높아 비만도 판정에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으로 ‘저체중(<18.5)’, 

‘정상체중(18.5≤BMI≤23)’, ‘과체중(23≤BMI≤25)’과 

‘비만(25≤)’ 인 네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⑥ 총 만성질환 개수 

선행연구(An, 2011; Choi, 2008; Dave, Kelly and Spasojevic, 2006; Hao, 

2008; Hwang, 2011; Jeon and Kim, 2012; Park and Kim, 2009; Shim, 

2015; Wang et al., 2002; Yeo and Yoo, 2010)에서는 만성질환 유무로 

구분하거나 만성질환 개수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개수를 

0 개, 1 개, 2 개, 3 개 이상의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⑦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선행연구(An, 2011; Choi, 2008; Christ et al., 2007; Dave, Kelly and 

Spasojevic, 2006; Han, 2021; Han et al., 2018; Han et al., 2009; Hao, 

2008; Hwang, 2011; Jeon and Kim, 2012; Ji, Choi and Choi, 2016; Jung, 

2014; Nagata et al., 1999; Park and Kim, 2009; Wang et al., 2002; Yeo 

and Yoo, 2010)에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 유무를 확인하였다.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은 노인이 자립적 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7 개(옷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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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입기, 대소변 조절하기)항목을 측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 

자립’군과, 부분 및 완전 도움 필요를 합하여 ‘도움 필요’의 두 개의 

군으로 재 분류하였다.  

 

⑧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 

선행연구(An, 2011; Christ et al., 2007; Han, 2021; Han et al., 2018; 

Han et al., 2009; Ji, Choi and Choi, 2016; Jung, 2014; Shiba et al., 

2017)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ADL 보다 고차원적인 기능 상태를 나타낸다. 노인이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상태 10 개(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제시간에 약 

챙겨 먹기,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항목으로 측정한 것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 자립’군과, ‘부분 및 

완전 도움 필요를 합하여 ‘도움 필요’의 두 개의 군으로 재분류하였다.   

 

⑨ 주관적 건강상태 

선행연구(An, 2011; Choi, 2008; Han, 2021; Han et al., 2009; Hao, 

2008; Hwang, 2011; Jeon and Kim, 2012; Kim, 2014; Kim, 2019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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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and Kwon, 2008; Kim, 2016; Kwon, 2019; Oh and Kim, 2018; Park 

and Kim, 2009; Shim, 2015; Yeo and Yoo, 2010; Yoon, 2016)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이며,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응답을 ‘좋음’으로, ‘그저 그렇다’응답을 

‘보통’으로,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쁜 편이다’ 응답을 

‘나쁨’인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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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fini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Health behavior &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Factors 

Variables Category 

Smoking 
1. No 

2. Yes 

Drinking 

1. None 

2. ≤Twice a month 

3. ≥Once a week 

Physical activity 
1. Yes 

2. No 

Nutritive Status 
1. Good 

2. Poor 

Obesity status (BMI) 

1. Normal 

2. Underweight 

3. Overweight 

4. Obese 

Number of Chronic diseases 

1. None 

2. 1 

3. 2 

4. ≥3 

ADL 
1. No 

2. Yes 

IADL 
1. No 

2. Yes 

Subjective health status 

1. Healthy 

2. Normal 

3. Un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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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20 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시자료에 가구원의 모수추정 가중치 

(f_wgt1)를 적용하였다. SAS version 9.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에 

대해서 기술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표시하였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장기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에 대해서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여, Chi-square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p-value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p-value<0.05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우울과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VIF 값은 

1.03~2.85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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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에서 우울증 유병일 오즈비가 

1.47(95%CI=1.26~1.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서론 및 선행연구(Shiba et al., 2017)에서 언급한 우울증 관련 유병 

요인에 성별이 중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 각각 survey 특성을 고려한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고, 

모형 1 에서는 종속변수인 우울과 주요관심변수인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고, 모형 2 에서는 모형 1 에 인구사회적 

요인변수와 사회적 지지 요인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우울과 최장기 

직종 및 종사상 지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모델 3 에서는 모델 2 에 

건강행태적 특성 요인 변수와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우울과 최장기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노년기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 중 

하나가 바로 ‘연령’으로, 노년기를 세분화하여 75 세 이상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우울과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지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오즈비 OR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했으며, 각 모형의 통계적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C-statistic 을 

확인했고,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IC 값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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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 분석   

 

2020 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중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9,536 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우울을 경험한 65 세 이상 노인은 1,221 명으로 연구 대상의 

12.8%를 차지하였다. 남성노인은 10.5%, 여성노인은 14.3%로 성별 차이를 

보였다.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서는 남녀 노인 모두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인 경우에 남성 노인이 35.1%, 여성 노인이 

37.5%로 가장 높았다. 

인구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 노인 3,833 명, 

여성 노인은 5,703 명이었다. 연령은 남녀 노인 모두 65-70 세가 각각 

36.2%, 3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혼인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인이 81.7%, 여성 노인에서는 사별이 5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거 형태에서는 아파트가 남성 노인이 39.8% 여성 노인이 

4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남녀 노인 모두 도시가 남성 

노인이 70.8% 여성이 71.9%로 높았다. 경제활동에서는 남녀 노인 모두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남성이 51.2% 여성이 69.0%로 높았다. 가구 

균등화 소득(10,000KRW)에서는 최상위군에서 남성이 29.2%, 소득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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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위수군에서 여성이 27.0%로 가장 높았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서는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남성이 94.3% 여성이 93.0%였으며, 

미충족 의료경험 유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남성이 98.0% 여성이 

97.3%였다.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자녀 관계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에서 남성 노인이 74.3% 여성 노인이 73.6%였다. 친구 및 

지역사회 만족도에서는 만족군이 남성 노인이 61.8% 여성 노인이 

59.0%였다. 여가문화활동 참여 유무에서는 참여군이 남성 노인이 78.3% 

여성 노인이 79.5%였다.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군에서 남성 노인이 50.4% 여성 노인이 61.8%였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이용 유무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남성 노인이 73.6% 여성 노인이 

61.8%로 가장 높았다. 

건강행태와 관련된 변수에서는 비흡연군이 남성이 76.1% 여성이 

97.9%였다. 음주군에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 군이 남성 노인이 40.7% 여성 

노인이 77.8%를 차지했다. 규칙적 운동유무의 경우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가 남성 노인이 56.0% 여성 노인이 50.7%였다. 영양관리에서는 

영양관리가 양호한 군의 경우 남성 노인이 87.8% 여성 노인이 81.5%였고. 

비만도(BMI)에서는 과체중군에서 남성 노인이 47.4% 정상군에서 여성 

노인이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총 만성질환 개수가 1 개 

이상인 군에서 남성 노인이 32.9%, 3 개 이상인 군이 여성 노인이 30.6%를 

차지하였다. 일상생활의 불편함 유무의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서, 남성 노인이 96.0% 여성 노인이 95.7%였다. 수단적 일상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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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 유무에서는 수단적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군에서 남성 노인이 

90.6% 여성 노인이 89.6%였고,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남성이 57.4%, 여성이 45.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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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by gender 

Variable Category 
Men(N=3,833) 

   N     (%) 

Women(N=5,703) 

 N    (%) 

Depression 
NO 3,429 (89.5) 4,886 (85.7) 

YES 404 (10.5) 817 (14.3)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White collar regular 

employees 
856 (22.3) 402 (7.1) 

White collar irregular 

employees 
309 (8.1) 344 (6.0) 

Pink collar regular 

employees 
178 (4.6) 285 (5.0) 

Pink collar irregular 

employees 
363 (9.5) 837 (14.7) 

Blue collar regular 

employees 
712 (18.6) 477 (8.4) 

Blue collar irregular 

employees 
1,344 (35.1) 2,138 (37.5) 

Economically inactive 71 (1.9) 1,220 (21.4) 

Socio-demographic factors 

Age(years) 

65-69 1,386 (36.2) 1,990 (34.9) 

70-74 1,029 (26.9) 1,325 (23.2) 

75-79 754 (19.7) 1,130 (19.8) 

80-84 499 (13.0) 843 (14.8) 

≥85 165 (4.3) 415 (7.3) 

Marital status 

Married 3,131 (81.7) 2,573 (45.1) 

Widowed 563 (16.1) 2,928 (51.3) 

Others 139 (3.6) 202 (3.5) 

Type of housing 

Detached house 1,525 (39.8) 2,238 (39.2) 

Apartment 1,804 (47.1) 2,743 (48.1) 

Others 504 (13.2) 722 (12.7) 

Geographic 

region 

Urban area 2,715 (70.8) 4,103 (71.9) 

Rural area 1,118 (29.2) 1,600 (28.1) 

Current 

Economic 

activity 

Yes 1,871 (48.8) 1,771 (31.1) 

No 1,962 (51.2) 3,932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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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by gender(continued) 

 

 

 

 

 

 

 

 

 

 

 

 

 

 

 

 

 

 

 

 

 

 

 

 

 

 

 

 

Variable Category 
Men (N=3,833) 

N    (%) 

Women(N=5,703) 

N    (%)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768 (20.0) 1,539 (27.0) 

Second lowest 853 (22.3) 1,542 (27.0) 

Second highest 1,094 (28.5) 1,314 (23.0) 

Highest 1,118 (29.2) 1,308 (23.0) 

Health-

insurance 

coverage 

No 3,612 (94.2) 5,300 (92.9) 

Yes 221 (5.8) 403 (7.1) 

Unmet medical 

care needs 

No 3,755 (98.0) 5,551 (97.3) 

Yes 78 (2.0) 152 (2.7) 

Social support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Good 2,847 (74.3) 4,196 (73.6) 

Moderate 833 (21.7) 1,280 (22.4) 

Bad 153 (4.0) 227 (4.0)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friends 

/community 

Good 2,367 (61.8) 3,366 (59.0) 

Moderate 1,252 (32.7) 1,980 (34.7) 

Bad 214 (5.6) 357 (6.3) 

Leisure culture 

activity 

Yes 3,001 (78.3) 4,534 (79.5) 

No 832 (21.7) 1,169 (20.5) 

Social group 

activity 

Yes 1,900 (49.6) 2,180 (38.2) 

No 1,933 (50.4) 3,523 (61.8) 

Senior citizen 

or Welfare 

Center 

Yes 1,011 (26.4) 2,177 (38.2) 

No 2,822 (73.6) 3,526 (61.8)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 
No 2,918 (76.1) 5,583 (97.9) 

Yes 915 (23.9) 120 (2.1) 

Drinking 

No  1,561 (40.7) 4,434 (77.8) 

<=Twice a month 1,187 (31.0) 1,008 (17.7) 

>=Once a week 1,085 (28.3) 26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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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by gender(continued) 

Variables Category 
Men Woman 

(N=3,833) (N=5,703) 

Health behavior factors  N (%) N (%) 

Physical activity 
Yes 2,145 (56.0) 2,891 (50.7) 

No 1,688 (44.0) 2,812 (49.3) 

Nutritive Status 
Good(NUTRI<3) 3,364 (87.8) 4,650 (81.5)  

Poor(NUTRI>=3) 469 (12.2) 1,053 (18.5) 

Obesity status (BMI) 

Normal 1,451 (37.9) 2,284 (40.1) 

Underweight 80 (2.1) 126 (2.2) 

Overweight 1,524 (39.8) 1,692 (29.7) 

Obese 778 (20.3) 1,601 (28.1)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factors 

Number of diseases 

None 798 (20.8) 818 (14.3) 

1 1,259 (32.9) 1,557 (27.3) 

2 1,017 (26.5) 1,582 (27.7) 

≥3 759 (19.8) 1,746 (30.6) 

ADL 
NO 3,680 (96.0) 5,457 (95.7) 

YES 153 (4.0) 246 (4.3) 

IADL 
NO 3,471 (90.6) 5,111 (89.6) 

YES 362 (9.4) 592 (10.4)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2,200 (57.4) 2,571 (45.1) 

Normal 1,114 (29.1) 1,883 (33.0) 

Unhealthy 519 (13.5) 1,249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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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별 우울증의 차이: 단변수 분석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남성노인 

남성의 인구사회적,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적, 건강행태적, 건강상태 

및 기능적 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와 

같다(Table9, Table 10, Table 11). 

남성 노인 연구대상자 3,833 명중 우울상태인 대상자 수는 404 명(10.5%) 

이었다. 독립변수 중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소득수준, 건강보장 형태, 미충족 의료경험, 

자녀관계만족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여가문화활동 참여 유무,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규칙적 운동 유무, 영양관리, BMI, 총 만성질환 

개수,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유무,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주택 종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유무, 흡연, 음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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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 in Depression for each characteristics in men 

Variable Category 

No Depression 
(N=3,429) 

N  (%) 

Depression 

(N=404) 

N  (%) 
p-value 

Lifetime occupation & status factors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factors 

White collar regular 

employees 
774 (22.6) 82 (20.3) 

0.004 

White collar irregular 

employees 
272 (7.9) 37 (9.2) 

Pink collar regular 

employees 
167 (4.9) 11 (2.7) 

Pink collar irregular 

employees 
325 (9.5) 38 (9.4) 

Blue collar regular 

employees 
657 (19.2) 55 (13.6) 

Blue collar irregular 

employees 
1,174 (34.2) 170 (11.0) 

Economically inactive 60 (1.8) 11 (2.7) 

Socio-demographic factors 

Age(years) 

65-69 1,280 (37.3) 106 (26.2) 

<.0001 

70-74 931 (27.2) 98 (24.3) 

75-79 657 (19.2) 97 (24.0) 

80-84 423 (12.3) 76 (18.8) 

≥85 138 (4.0) 27 (6.7) 

Marital status 

Married 2,841 (82.9) 290 (71.8)  

Widowed 474 (13.8) 89 (22.0) <.0001 

Others  114 (3.3) 25 (6.2)  

Type of 

housing 

Detached house 1,353 (39.5) 172 (42.6) 

0.480 Apartment 1,623 (47.3) 181 (44.8) 

Others 453 (13.2) 5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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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 in Depression for each characteristics in men(continued) 

Variable Category 

No Depression 

(N=3,429) 

N  (%) 

Depression 

(N=404) 

N  (%) 

p-value 

Geographic region Urban area 2,450 (71.5) 265 (65.6) 
0.014 

 Rural area 979 (28.6) 139 (34.4) 

Current Economic 

activity 

Yes 1,761 (51.4) 110 (27.2) 
<0.001 

No 1,668 (48.6) 294 (72.8)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642 (18.7) 126 (31.2) 

<0.001 
Second lowest 742 (21.6) 111 (27.5) 

Second highest 1,005 (29.3) 89 (22.0) 

Highest 1,040 (30.3) 78 (19.3) 

Health-insurance 

coverage 

No 3,263 (95.2) 349 (86.4) 
<.0001 

Yes 166 (4.8)  55 (13.6) 

Unmet medical 

need 

No 3,373 (98.4) 382 (94.6) 
<.0001 

Yes 56 (1.6) 22 (5.5) 

Social support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Good 2,619 (76.4) 228 (56.4)  

Moderate 712 (20.8) 121 (30.0) <.0001 

Bad 98 (2.9) 55 (13.6)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friends 

/community 

Good 2,215 (64.6) 152 (37.6) 

<.0001 Moderate 1,095 (31.9) 157 (38.9) 

Bad 119 (3.5) 95 (23.5) 

Leisure activities 
Yes 2,725 (79.5) 276 (68.3) 

<0.001 
No 704 (20.5) 128 (31.7) 

Social group 

activity 

Yes 1,782 (52.0) 118 (29.2) 
<.0001 

No 1,647 (48.0) 286 (70.8) 

Senior citizen 

welfare center 

Yes 889 (25.9) 122 (30.2) 
0.065  

No 2,540 (74.1) 282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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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 in Depression for each characteristics in men(continued) 

Variable Category 

No Depression 

(N=3.429) 

N  (%) 

Depression 

(N=404) 

N  (%) 

p-value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 
NO 2,612 (76.2) 306 (75.7) 

0.848 
YES 817 (23.8) 98 (24.3) 

Drinking 

No  1,374 (40.1) 187 (46.3) 

0.050 <=Twice a month 1,077 (31.4) 110 (27.2) 

>=Once a week 978 (28.5) 107 (26.5) 

Physical activity 
Yes 1,973 (57.5) 172 (42.6) 

<.0001 
No 1,456 (42.5) 232 (57.4) 

Nutrition status 
Good(NUTRI<3) 3,142 (91.6) 222 (55.0) 

<.0001 
Poor(NUTRI>=3) 287 (8.4) 182 (45.0) 

Obesity status 

(BMI) 

Normal 1,256 (36.6) 195 (48.3) 

<.0001 
Underweight 54 (1.6) 26 (6.4) 

Overweight 1,415 (41.3) 109 (27.0) 

Obese 704 (20.5) 74 (18.3)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factors 

Number of 

Chronic Disease 

None 775 (22.6) 23 (5.7) 

<.0001 
1 1,158 (33.8) 101 (25.0) 

2 906 (26.4) 111 (27.5) 

≥3 590 (17.2) 169 (41.8) 

Need of ADL 
No  3,351 (97.7) 329 (81.4) 

<.0001 
Yes 78 (2.3) 75 (18.6) 

Need of IADL 
No  3,214 (93.7) 257 (63.6) 

<.0001 
Yes 215 (6.3) 147 (36.4)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2,099 (61.2) 101 (25.0) 

<.0001 Normal 987 (28.8) 127 (31.4) 

Unhealthy 343 (10.0) 176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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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노인 

 

여성의 인구사회적,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 건강행태적, 건강상태 및 

기능적 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와 

같다(Table12, Table13, Table14). 

여성노인 연구대상자 5,703 명중 우울상태인 대상자 수는 

817 명(14.3%)이었다. 독립변수 중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소득수준, 건강보장 형태, 미충족 의료경험, 자녀 관계 만족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여가문화활동 참여 유무,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규칙적운동 유무, 영양관리, BMI, 총 만성질환 개수,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유무,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주택 종류, 지역,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유무, 흡연, 음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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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in Depression for each characteristics in Women 

Variable Category 

No Depression 
(N=4,886) 

N  (%) 

Depression 

(N=817) 

N  (%) 
p-value 

Lifetime occupation & status factors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factors 

White collar regular 

employees 
357 (7.3) 45 (5.5) 

0.113 

White collar irregular 

employees 
303 (6.2) 41 (5.0) 

Pink collar regular 

employees 
241 (4.9) 44 (5.4) 

Pink collar irregular 

employees 
725 (14.8) 112 (13.7) 

Blue collar regular 

employees 
416 (8.5) 61 (7.5) 

Blue collar irregular 

employees 
1,801 (36.9) 337 (41.3) 

Economically inactive 1,043 (21.4) 177 (21.7) 

Socio-demographic factors 

Age(years) 

65-69 1,814 (37.1) 176 (21.5) 

<.0001 

70-74 1,131 (23.2) 194 (23.8) 

75-79 938 (19.2) 192 (23.5) 

80-84 679 (13.9) 164 (20.1) 

≥85 324 (6.6) 91 (11.1) 

Marital status 

Married 2,317 (47.4) 256 (31.3)  

Widowed 2,397 (49.1) 531 (65.0) <.0001 

Others  172 (3.5) 30 (3.7)  

Type of 

housing 

Detached house 1,905 (39.0) 333 (40.8) 

0.098 Apartment 2,376 (48.6) 367 (44.9) 

Others 605 (12.4) 11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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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in Depression for each characteristics in Women(continued) 

Variable Category 

No Depression 

(N=4,886) 

N  (%) 

Depression 

(N=817) 

N  (%) 

p-value 

Geographic region 
Urban area 3,534 (72.3) 569 (69.7) 

0.011 
Rural area 1,352 (27.7) 248 (30.4) 

Current Economic 

activity 

Yes 1,589 (32.5) 182 (22.3) 
<.0001 

No 3,297 (67.5) 635 (77.7)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1,276 (26.1) 263 (32.2) 

<0.001 
Second lowest 1,282 (26.2) 260 (31.8) 

Second highest 1,137 (23.3) 177 (21.7) 

Highest 1,191 (24.4) 117 (14.3) 

Health-insurance 

coverage 

No 4,601 (94.2) 699 (85.6) 
<.0001 

Yes 285 (5.8) 118 (14.4) 

Unmet medical 

need 

No 4,787 (98.0) 764 (93.5) 
<.0001 

Yes 99 (2.0) 53 (6.5) 

Social support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Good 3,734 (76.4) 462 56.6)  

Moderate 1,015 (20.8) 265 (32.4) <.0001 

Bad 137 (2.8) 90 (11.0)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friends 

/community 

Good 3,020 (61.8) 346 (42.4) 

<.0001 Moderate 1,649 (33.8) 331 (40.5) 

Bad 217 (4.4) 140 (17.1) 

Leisure activities 
Yes 3,953 (80.9) 581 (71.1) 

<0.001 
No 933 (19.1) 236 (28.9) 

Social group 

activity 

Yes 1,982 (40.6) 198 (24.2) 
<.0001 

No 2,904 (59.4) 619 (75.8) 

Senior citizen 

welfare center 

Yes 1,853 (37.9) 324 (39.7) 
0.345  

No 3,033 (62.1) 493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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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in Depression for each characteristics in Women(continued) 

Variable Category 

No Depression 

(N=4,886) 

N   (%) 

Depression 

(N=817) 

N   (%) 

p-value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 
NO 4,782 (97.9) 801 (98.0) 

0.754 
YES 104 (2.1) 16 (2.0) 

Drinking 

No  3,805 (77.9) 629 (77.0) 

0.846 <=Twice a month 858 (17.6) 150 (18.4) 

>=Once a week 223 (4.6) 38 (4.7) 

Physical activity 
Yes 2,556 (52.3) 335 (41.0) 

<.0001 
No 2,330 (47.7) 482 (59.0) 

Nutrition status 
Good(NUTRI<3) 4,235 (86.7) 415 (50.8) 

<.0001 
Poor(NUTRI>=3) 651 (13.3) 402 (49.2) 

Obesity status 

(BMI) 

Normal 1,952 (40.0) 332 (40.6) 

0.027 
Underweight 98 (2.0)  28 (3.4) 

Overweight 1,472 (30.1) 220 (26.9) 

Obese 1,364 (27.9) 237 (29.0)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factors      

Number of 

Chronic Disease 

None 788 (16.1) 30 (3.7) 

<.0001 
1 1,409 (28.8) 148 (18.1) 

2 1,396 (28.6) 186 (22.8) 

≥3 1,293 (26.5) 453 (55.5) 

Need of ADL 
No  4,755 (97.3) 702 (85.9) 

<.0001 
Yes 131 (2.7) 115 (14.1) 

Need of IADL 
No  4,518 (92.5) 593 (72.6) 

<.0001 
Yes 368 (7.5) 224 (27.4)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2,414 (49.4) 157 (19.2) 

<.0001 Normal 1,649 (33.8) 234 (28.6) 

Unhealthy 823 (16.8) 426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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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우울증 유병 관련 요인: 다변수 분석  

 

먼저,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우울증으로 정의한 기준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Binary 

logistic regression 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요인 별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노인 우울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변수들도 다변수 분석에 

모두 포함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VIF 값은 1.03~2.85 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형 1 은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한 것이다. 모형 2 에서는 모형 1 에 

인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을 통제하였고, 모형 3 에서는 

모형 2 에 건강행태 요인과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을 추가하여 변수를 

통제하였다. 

아울러 장기화된 노년기의 삶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75 세 이상의 후기 노인으로 세분화하여 인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 건강행태요인과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을 모두 보정하여,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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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성 노인 

 

각 모형의 통계적 타당도 검정을 위해 C-statistic 을 확인하였고, 모형 

1 은 56.2%, 모형 2 는 74.3%, 모형 3 은 88.5%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AIC 값을 비교해 본 결과 모형 1 은 2180845.5, 

모형 2 는 1842834.5 는 모형 3 은 1874.30 으로 모형 3 이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나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1 에서는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군을 기준으로 우울경험의 오즈비는 블루칼라이면서 

상용군에서 0.55(95%CI=0.38-0.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구사회적 변수와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 변수를 보정한 모형 2 에서는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군을 기준으로 

우울경험의 오즈비는 블루칼라이면서 상용군에서 0.56(95%CI=0.38-

0.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에 우울의 오즈비는 도시를 준거집단으로 농촌에서 1.41(95%CI 

1.05-1.9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현재경제활동군을 준거집단으로 

비경제활동군에서 2.45(95%CI 1.81-3.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1.70(95%CI 1.06-

2.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는 군을 기준으로 

미충족 의료경험군에서 2.07(95%CI 1.18-3.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녀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불만족하는 군에서 2.30(95%CI 

1.32-4.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에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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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기준으로 보통인 군에서 2.11(95%CI 1.55-2.88)로, 불만족군에서 

7.24(95%CI 4.65-1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연령, 혼인상태, 주택종류, 수입, 여가활동 참여 유무,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 에 건강행태 변수 및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변수를 보정한 

모형 3 에서는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군을 기준으로 우울경험의 오즈비는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군에서 0.48(95%CI=0.24-0.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에 우울의 오즈비는 현재경제활동군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군에서 

1.65(95%CI 1.22-2.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소득 최하위군을 

기준으로 소득상위 두 번째 군에서 0.60(95%CI 0.41-0.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불만족군에서 3.33(95%CI 2.08-5.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는 군을 기준으로 한 달에 2~3 회 이상 마시는 군에서 

1.42(95%CI 1.03-1.95)로, 일주일에 1 회 이상 마시는 군에서 1.67(95%CI 

1.19-2.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규칙적운동을 하는 군을 기준으로 

하지않는 군에서 1.49(95%CI 1.14-1.93)로, 영양상태가 양호한 군을 

기준으로 양호하지 않은 군에서 5.17(95%CI 3.72-7.19)로, 비만도(BMI) 

정상군을 기준으로 과체중군에서 0.56(95%CI 0.42-0.75)로, 

비만군에서 0.55(95%CI 0.38-0.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총 만성질환 

개수가 0 개인 군을 기준으로 1 개인 군에서 2.59(95%CI 1.54-4.34)로,  

2 개인 군에서 2.19(95%CI 1.28-3.76)로,  3 개 이상인 군에서 2.74(95%CI 

1.55-4.8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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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이 없는 군을 기준으로 불편한 군에서 3.41(95%CI 2.28-5.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을 기준으로 보통인 

군에서 1.39(95%CI 1.01-1.92), 나쁜 군에서 3.19(95%CI 2.14-

4.7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연령, 혼인상태, 주택 종류, 거주지역, 건강보장 형태, 미충족 

의료경험, 자녀 관계 만족도, 여가활동 참여유무,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유무, 흡연,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유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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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 Crude and 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and depression in me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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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ref: Blue irregular employees) 

White regular 

employees 
0.78 (0.57-1.09) 1.06 (0.72-1.55) 1.13  (0.76-1.67) 

White irregular 

employees 
0.85 (0.55-1.31) 1.00 (0.61-1.65) 1.24  (0.74-2.05) 

Pink regular 

employees 
0.47 (0.21-1.05) 0.55 (0.24-1.24) 0.48*  (0.24-0.97) 

Pink irregular 

employees 
0.74 (0.48-1.14) 0.94 (0.60-1.48) 1.28   (0.82-2.02) 

Blue regular 

employees 
0.55*** (0.38-0.79) 0.56** (0.38-0.84) 0.76  (0.50-1.15) 

Economically  

inactive 
1.33 (0.59-2.99) 1.04 (0.40-2.72) 1.10   (0.47-2.57)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ref: 65-69)             

  70-74     0.91 (0.64-1.29) 0.78 (0.55-1.11) 

  75-79     0.98 (0.68-1.42) 0.84 (0.58-1.22) 

  80-84     0.89 (0.58-1.35) 0.66     (0.42-1.01) 

  ≥85     0.88 (0.50-1.56) 0.59      (0.32-1.07) 

Marital status 

(ref: Married) 
  

Widowed   1.24 (0.87-1.75) 1.00    (0.70-1.42) 

Other   1.78 (0.96-3.30) 1.29    (0.67-2.45) 

† *: p<0.05, **: p<0.01, ***: p<0.001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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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 Crude and 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and depression in men (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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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of housing 

(ref: Detached house) 
     

  Apartment   1.01 (0.75-1.36) 0.95 (0.71-1.28) 

  Others   1.07 (0.70-1.63) 0.87 (0.58-1.30) 

Geographic region 

(ref: Urban area) 

  Rural area   1.41* (1.05-1.90) 1.29 (0.95-1.77) 

Current Economic 

activity (ref: Yes) 

  No     2.45*** (1.81-3.31) 1.65*** (1.22-2.23) 

Annual Household 

income (ref: Lowest) 

  Second lowest     0.95 (0.67-1.34) 0.78 (0.55-1.09) 

  Second highest     0.78 (0.54-1.14) 0.60** (0.41-0.87) 

  Highest   0.93 (0.64-1.36) 0.80 (0.54-1.18) 

Health-insurance 

Coverage (ref: No) 

  Yes     1.70* (1.06-2.71) 0.84 (0.52-1.36) 

Unmet medical need 

(ref: No) 
      

Yes   2.07** (1.18-3.62) 1.06 (0.54-2.08) 

Social support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ref: Good) 

  Moderate     1.22 (0.89-1.68) 1.03 (0.75-1.41) 

  Bad     2.30** (1.32-4.01) 1.67 (0.91-3.05) 

† *: p<0.05, **: p<0.01, ***: p<0.001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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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 Crude and 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and depression in men (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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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action with 

friend/community 

(ref: Good) 

     

  Moderate   2.11*** (1.55-2.88) 1.27 (0.93-1.72) 

  Bad   7.24*** (4.65-11.28) 3.33*** (2.08-5.33) 

Leisure activity (ref: Yes)      

  No     1.25 (0.92-1.70) 1.18 (0.87-1.61) 

Social activity (ref: Yes)    

  No   1.29 (0.95-1.76) 1.24 (0.89-1.71) 

Senior citizen 

(or welfare 

center)(ref: Yes) 

      

No   0.94 (0.70-1.27) 0.96 (0.72-1.30)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ref: No)       

  Yes     1.23 (0.90-1.67) 

Drinking(ref: No)           

  <=Twice a month     1.42* (1.03-1.95) 

  >=Once a week     1.67** (1.19-2.33) 

Physical activity(ref: Yes)      

  No         1.49** (1.14-1.93) 

Nutrition Status(ref: Good)      

  Poor         5.17*** (3.72-7.19) 

† *: p<0.05, **: p<0.01, ***: p<0.001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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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 Crude and 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and depression in men (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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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factors    

Obesity status (BMI)  

(ref: Normal) 
      

Underweight         1.87 (0.90-3.86) 

Overweight         0.56*** (0.42-0.75) 

Obese         0.55*** (0.38-0.78) 

Number of  

Chronic Disease (ref:No) 

  1     2.59*** (1.54-4.34) 

  2     2.19*** (1.28-3.76) 

  >=3     2.74*** (1.55-4.86) 

Need of ADL(ref: No) 

  Yes         0.85 (0.47-1.52) 

Need of IADL(ref: No) 

  Yes        3.41*** (2.28-5.09) 

Subjective health status (ref: Healthy) 

  Normal         1.39* (1.01-1.92) 

  Unhealthy         3.19*** (2.14-4.74) 

C-statistics 0.56   0.74  0.89 

† *: p<0.05, **: p<0.01, ***: p<0.001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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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 노인  

 

각 모형의 통계적 타당도 검정을 위해 C-statistic 을 확인하였고, 모형 

1 은 52.8%, 모형 2 는 69.8%, 모형 3 은 82.0%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AIC 값을 비교해 본 결과 모형 1 은 3566152.6, 

모형 2 는 3226385.5, 모형 3 은 3788.95 으로 모형 3 이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나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1 에서는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군을 기준으로 우울경험의 오즈비는 화이트칼라이면서 

상용군에서 0.62(95%CI=0.42-0.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구 사회적 변수와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 변수를 보정한 모형 2 에서는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그 외에 우울경험의 오즈비는 70 세 미만을 기준으로 75 세 미만에서 

1.48(95%CI 1.14-1.93), 80 세 미만에서 1.64(95%CI 1.22-2.20), 85 세 

미만에서 1.79(95%CI 1.30-2.47), 85 세 이상에서 2.00(95%CI 1.34-

2.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혼인상태에서는 기혼을 기준으로 사별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1.24(95%CI 1.00-1.5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주택 종류에서는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이거나 기타 주택 

형태에서 1.62(95%CI 1.20-2.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현재경제활동군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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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5%CI 1.14-1.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1.73(95%CI 1.27-2.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는 군을 기준으로 미충족 의료경험군에서 

2.16(95%CI 1.46-3.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녀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만족도가 보통인 군에서 1.59(95%CI 1.27-1.97)로 

불만족하는 군에서 2.23(95%CI 1.52-3.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보통인 군에서 

1.37(95%CI 1.11-1.70)로, 불만족군에서 3.61(95%CI 2.59-5.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군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1.36(95%CI 1.10-1.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거주지역, 수입,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 에 건강행태 변수 및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변수를 보정한 

모형 3 에서도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우울과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그 외에 우울경험의 오즈비는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는 군을 기준으로 

경험군에서 1.55(95%CI 1.03-2.35)로, 자녀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만족도가 보통인 군에서 1.35(95%CI 1.10-1.66), 불만족군에서 

2.17(95%CI 1.50-3.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불만족군에서 1.69(95%CI 1.23-

2.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군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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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지 않는 군에서 1.50(95%CI 1.22-1.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참여하는 군을 기준으로 참여하지 않는 군에서 

1.23(95%CI 1.02-1.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는 군을 

기준으로 한 달에 2~3 회 이상 마시는 군에서 1.72(95%CI 1.37-2.17)로, 

일주일에 1 회 이상 마시는 군에서 1.99(95%CI 1.30-3.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영양상태가 양호한 군을 기준으로 양호하지 않은 군에서 

3.51(95%CI 2.87-4.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총 만성질환 개수가 

0 개인 군을 기준으로 1 개인 군에서 1.90(95%CI 1.24-2.90),  2 개인 

군에서 1.92(95%CI 1.25-2.95),  3 개 이상인 군에서 2.61(95%CI 1.68-

4.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에 불편함이 

없는 군을 기준으로 불편한 군에서 1.61(95%CI 1.20-2.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을 기준으로 보통인 군에서 

1.49(95%CI 1.17-1.90), 나쁜 군에서 3.39(95%CI 2.60-4.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연령, 혼인상태, 주택 종류,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수입, 

건강보장형태,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흡연, 규칙적 운동 유무, BMI,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유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63 - 

 

Table10. Crude and 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and depression in Wome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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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ref: Blue irregular employees) 

White regular 

employees 
0.62* (0.42-1.91) 0.98 (0.64-1.50) 1.04  (0.70-1.55) 

White irregular 

employees 
0.75 (0.49-1.15) 0.99 (0.65-1.51) 0.99  (0.64-1.51) 

Pink regular 

employees 
0.97 (0.65-1.45) 1.30 (0.83-2.03) 1.34  (0.92-1.97) 

Pink irregular 

employees 
0.83 (0.63-1.10) 0.96 (0.70-1.32) 0.91   (0.69-1.20) 

Blue regular 

employees 
0.81 (0.58-1.13) 0.93 (0.63-1.35) 1.00  (0.72-1.40) 

Economically  

inactive 
0.99 (0.78-1.26) 0.89 (0.68-1.16) 0.92   (0.72-1.17)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ref: 65-69)             

  70-74     1.48** (1.14-1.93) 1.21 (0.95-1.56) 

  75-79     1.64*** (1.22-2.20) 1.08 (0.81-1.44) 

  80-84     1.79*** (1.30-2.47) 0.91     (0.66-1.26) 

  ≥85     2.00*** (1.34-2.99) 0.83      (0.56-1.22) 

Marital status 

(ref: Married) 
  

Widowed   1.24* (1.00-1.53) 1.16    (0.95-1.42) 

Other   1.13 (0.70-1.84) 1.34    (0.83-2.15) 

† *: p<0.05, **: p<0.01, ***: p<0.001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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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 Crude and 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and depression in Women (continued) 

† *: p<0.05, **: p<0.01, ***: p<0.001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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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of housing 

(ref: Detached house) 

  Apartment  1.11 (0.90-1.38) 1.09 (0.89-1.33) 

  Others  1.62** (1.20-2.18) 1.26 (0.95-1.68) 

Geographic region 

(ref: Urban area) 
     

  Rural area   1.22 (0.97-1.54) 1.04 (0.84-1.29) 

Current Economic 

activity (ref: Yes) 

  No     1.45** (1.14-1.84) 1.17 (0.94-1.46) 

Annual Household 

income (ref: Lowest) 

  Second lowest     1.06 (0.83-1.35) 0.97 (0.78-1.22) 

  Second highest     1.15 (0.88-1.51) 1.16 (0.90-1.48) 

  Highest   0.99 (0.73-1.33) 0.86 (0.66-1.13) 

Health-insurance 

Coverage (ref: No) 

  Yes     1.73*** (1.27-2.36) 1.29 (0.97-1.73) 

Unmet medical need 

(ref: No) 
      

Yes   2.16*** (1.46-3.19) 1.55* (1.03-2.35) 

Social support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ref: Good) 

  Moderate     1.59*** (1.27-1.97) 1.35** (1.10-1.66) 

  Bad     2.23*** (1.52-3.28) 2.17*** (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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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 Crude and 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and depression in Women (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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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action with 

friend/community 

(ref: Good) 

      

  Moderate   1.37** (1.11-1.70) 0.99 (0.82-1.21) 

  Bad   3.61*** (2.59-5.02) 1.69*** (1.23-2.33) 

Leisure activity (ref: Yes)     

  No   1.36** (1.10-1.70) 1.50*** (1.22-1.84) 

Social activity (ref: Yes)      

  No   1.09 (0.86-1.38) 1.20 (0.96-1.49) 

Senior citizen 

(or welfare center)(ref: Yes) 
     

  No   0.98 (0.79-1.21) 1.23* (1.02-1.49)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ref: No)       

  Yes     0.70 (0.39-1.27) 

Drinking(ref: No)           

  <=Twice a month     1.72*** (1.37-2.17) 

  >=Once a week     1.99** (1.30-3.06) 

Physical activity(ref: Yes) 

  No         1.14 (0.95-1.36) 

Nutrition Status(ref: Good) 

  Poor         3.51*** (2.87-4.29) 

† *: p<0.05, **: p<0.01, ***: p<0.001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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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 Crude and 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and depression in Women (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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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esity status (BMI)  

(ref: Normal) 

Underweight         0.81 (0.47-1.37) 

Overweight         1.02 (0.82-1.26) 

Obese         0.97 (0.78-1.19)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factors 

Number of  

Chronic Disease (ref:No) 

  1     1.90** (1.24-2.90) 

  2     1.92** (1.25-2.95) 

  >=3     2.61*** (1.68-4.06) 

Need of ADL(ref: No) 

  Yes         1.04 (0.70-1.54) 

Need of IADL(ref: No) 

  Yes        1.61** (1.20-2.16) 

Subjective health status (ref: Healthy) 

  Normal         1.49*** (1.17-1.90) 

  Unhealthy         3.19*** (2.60-4.43) 

C-statistics 0.53   0.70  0.82 

† *: p<0.05, **: p<0.01, ***: p<0.001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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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기 남녀노인 

 

2020 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중 75 세이상 후기 노인 대상자는 

3,806 명으로 남성 노인 1,418 명(37.3%), 여성 노인 2,388 명(62.7%)이었다. 이 

중 우울을 경험한 대상자는 647 명으로 연구 대상의 17%를 차지하였다. 남성 

노인은 14.1%, 여성 노인은 18.7%로 성별 차이를 보였다. 

모형의 통계적 타당도 검정을 위해 C-statistic 을 확인하였고, 남자 노인 

모형 3 은 86.8%, 여자 노인 모형 3 은 79.3%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AIC 값을 비교해 본 결과 남자노인 모형 3 은 874.25, 여자 노인 

모형 3 은 1884.84 로 나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구 사회적,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적, 건강행태적, 건강상태 및 기능적 

요인 모두를 보정한 모형 3 에서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남자 노인의 경우,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군을 기준으로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군에서 우울경험의 

오즈비가 0.37(95%CI 0.14-0.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자 노인의 경우, 

우울과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이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델 3 과 같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우울의 오즈비는 먼저 남자 후기 노인의 경우, 현재경제활동군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군에서 2.21(95%CI 1.34-3.6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불만족군에서 3.29(95%CI 

1.74-6.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음주 형태에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 

집단을 일주일에 1 회 이상 마시는 군에서 2.07(95%CI 1.22-3.5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영양상태 양호군을 기준으로 비양호군에서 4.02(95%CI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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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MI 가 정상인 군에 비해 과체중군에서 

0.54(95%CI 0.34-0.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함이 없는 군을 기준으로 불편한 군에서 4.18(95%CI 2.46-7.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을 기준으로 보통인 

군에서 2.37(95%CI 1.38-4.07), 나쁜 군에서 4.84(95%CI 2.62-8.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혼인상태, 주택 종류, 거주지역, 수입, 건강보장 형태, 미충족 

의료경험 유무, 자녀 관계 만족도, 여가활동 참여 유무,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참여 유무, 흡연, 규칙적 운동 유무, 총 만성질환 

개수,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유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여자 후기 노인의 경우,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경험군에서 2.06(95%CI 1.20-3.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녀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불만족군에서 2.89(95%CI 1.78-4.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불만족군에서 

1.62(95%CI 1.06-2.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군을 

기준으로 참여하지 않는 군에서 1.69(95%CI 1.30-2.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참여하는 군을 기준으로 비참여하는 

군에서 1.49(95%CI 1.16-1.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음주 형태에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 군을 기준으로 한 달에 2~3 회 이상 

마시는 군에서 2.41(95%CI 1.69-3.45), 일주일에 1 회 이상 마시는 군에서 

2.13(95%CI 1.04-4.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영양상태가 좋은 군을 

기준으로 나쁜군에서 2.73(95%CI 2.08-3.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만성질환이 없는 군에 비하여 총 만성질환 개수가 3 개 이상인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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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5%CI 1.05-4.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함이 없는 군을 기준으로 불편한 군에서 1.54(95%CI 1.10-2.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을 기준으로 나쁜 군에서 

2.62(95%CI 1.82-3.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혼인상태, 주택종류,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수입, 건강보장 형태,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흡연, 규칙적 운동 유무, BMI,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유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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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 Crude and 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and depression in Old old. 

Variables 
Men (N=1,418) Women (N=2,388) 

OR 95% CI OR 95% CI 

Lifetime occupation & occupational status  

(ref: Blue irregular employees) 

White regular employees 0.90 (0.48-1.68) 1.01 (0.51-2.01) 

White irregular employees 0.52 (0.20-1.37) 0.98 (0.48-1.99) 

Pink regular employees 0.37* (0.14-0.96) 1.06 (0.51-2.23) 

Pink irregular employees 1.12 (0.54-2.34) 0.70 (0.46-1.08) 

Blue regular employees 0.58 (0.33-1.03) 0.62 (0.35-1.10) 

Economically inactive 0.75 (0.24-2.41) 0.80 (0.59-1.09) 

† *: p<0.05, **: p<0.01, ***: p<0.001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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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평균 수명의 연장,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65 세 이상 1 인 가구의 급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노인의 경제적 활동 감소로 인하여 

사회 내에서의 권위가 상실됨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 중에서도 ‘우울은, 노년기에 매우 흔한 정신질환으로서, 생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가져오고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 또한 가중시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우울과 같은 노인의 정신적 문제는 특히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수준, 소득 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들과 관련이 있는데, 

사회 경제적 지위(교육 수준, 한 달 수입, 퇴직 전 직종)가 낮을수록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렇듯 노년기의 은퇴 등으로 인한 

역할상실은 노년기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Kang, 2020), 

노인의 우울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여 성별로 비교 분석하여, 노인의 

우울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우울증 관리 및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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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사회적 제도 마련과 사회적 정책의 개선, 사회적 

지지 자원 개발의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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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1) 기존 국내외 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서의 장점 

 노인의 직업과 우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연구(Choi, 2008; Han et al., 2018; Kang, 2017),일본 노인학적 평가연구를 

이용한 연구(Sherina, Rampal and Mustaqim, 2004),국가건강면접조사를 

이용한 연구(Christ et al., 2007), 유럽의 건강, 고령화 및 은퇴에 관한 

조사를 이용한 연구(Choi, Stewart and Dewey, 2013), 고령화 연구패널을 

이용한 연구(An, 2011; Jung,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연구(Hwang, 2011),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이용한 

연구(Lee, 2009) 등과 같이 다양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지역의 병원, 일부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Christ et al., 2007; Jeon, 2009; Kang and 

Chung, 2008b; Kim, Ko and Kwon, 2008; Sherina, Rampal and Mustaqim, 

2004; Wang et al., 2002; Yeo and Yoo, 2010)들로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표본자료인 2020 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선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에 있어서 노인의 우울 관련 기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다양하게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나, 남녀 노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전체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An, 2011; Aquino et al., 1996; 

Choi, Stewart and Dewey, 2013; Choi, 2008; Christ et al., 2007; Han, 

2021; Han, 2019; Han et al., 2018; Hwang, 2011; Jung, 2019;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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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Jung, 2014; Kang, 2017; Kang, 2020; Kim, 2019a; Kim, 2019b; 

Kim, 2016; Kwon, 2019; Nam, Yi and Hur, 2017; Sherina, Rampal and 

Mustaqim, 2004; Shim, 2015; Wang et al., 2002; Xue et al., 2021), 남녀 

노인 간의 우울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내분비계 및 비뇨생식기계의 생리적인 노화로 인해 중등도 우울이 

여성 노인에게서 남성 노인의 2 배 이상 나타났고(Choung, 2015), 노인의 

직업과 우울증의 상관성 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Butterworth et al., 

2006; Li et al., 2014; Quick and Moen, 1998; Shiba et al., 2017; Wang et 

al., 2002; Yoon, 2016) 등에서 인구사회적 요인과 우울증의 관계나 그 

효과가 성별마다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노인별로 남녀 

노인 간에 우울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통계량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p-value <.0001 로 성별과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전체 노인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최장기 직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런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과 우울의 관계를 남녀 성별 분석한 

선행연구(Shiba et al., 2017)에서는 건강행태요인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고용상태(정규직, 비정규직, 실업) 및 고용상태변화(상승, 유지, 하락)와 

우울과의 관계를 고용상태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Park and Kim, 

2009)가 있었으나, 사회적 환경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노인의 

취업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성별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Yoon, 2016)가 있었으나, 인구사회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수만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사회적, 

건강행태적, 건강상태 및 기능적,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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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을 보정하여 남녀 노인의 우울을 분석하는 측면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직업과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인구사회적 또는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모델을 구성해야 한다는 선행연구(Newsom and Schulz, 1996; Oh and 

Kim, 2018; Wang et al., 2002)와 건강행태적 또는 건강상태 및 기능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모델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선행연구(An, 2011; Han et 

al., 2018; Han et al., 2009; Hao, 2008; Hwang, 2011; Jeon and Kim, 

2012)의 방법론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우울로, 우울의 기준으로는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 진단 도구가 있다.  

첫째는 선행연구(Han et al., 2018; Hao, 2008; Jung, 2019; Kim, 2019a; 

Kim, 2019b; Kim, 2016; Park and Kim, 2009; Sherina, Rampal and 

Mustaqim, 2004) 등에서 사용한 역학용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로서, 미국 국립 

정신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이 일반인에게 

우울증을 평가하여 우울 장애를 선별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CES-D 는 

세계적으로 역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Cho, Chae and Jun, 2007). 

한국에서는 신승철 등(Shin et al., 1991)이 예비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 감정과 우울 증상의 언어 표현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였다(K-

CES-D). K-CES-D 는 총 20 개 문항으로 우울, 정서, 긍정적 정서,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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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및 둔마된 행동, 대인관계 요인 4 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 

역학연구에서 일차 선별도구로 사용할 때 예민도 95% 이상, 가음성 5%, 

양성률 25% 내외였다(Cho and Kim, 1993).  

둘째는, 선행연구(Aquino et al., 1996; Jeon, 2009; Xue et al., 2021)에서 

사용한 ‘Zung 우울 척도’(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가 

있다. 이 척도는 일차의료영역에서 다양한 질환 중 우울증을 선별하는 도구로 

만들었으며, 이후 우울증 진단 및 치료평가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Cho, 

Chae and Jun, 2007). 본 척도의 구성 내용은 긍정 문항 10 개, 부정 문항 

10 개 총 20 문항으로 Cronbach’s 알파=0.83 이다(Xue et al., 2021). 

셋째는, 선행연구(An, 2011; Choung, 2015; Han, 2021; Han, 2019; Ji, 

Choi and Choi, 2016; Jung, 2014; Kang and Chung, 2008b; Kang, 2020; 

Kim, Ko and Kwon, 2008; Li et al., 2014; Nam, Yi and Hur, 2017; Oh and 

Kim, 2018; Shim, 2015; Song and Um, 2008; Yoon, 2016)에서 사용한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가 

있다. SGDS 는 Yesavage 등이 개발한 노인우울척도를, 조맹제 등이 타당성 

연구를 거쳐 표준화한 도구로 총 15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Cho et al., 

1999), Cronbach’s 알파=0.89 이다(Yesavage and Sheikh, 1986). 

「2020 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이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으며 8 점 

이상을 우울로 판정하였다(KIHASA, 2020).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관심변수’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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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심변수인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서 노인의 근로 

참여 및 직업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Kim, 2016)에서는 

근로시간 형태와 근로 지속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노인의 

고용상태(정규직, 비정규직, 실업)를 반영하여 고용상태와 변화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우울 증상과 직업 관련 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Hwang, 2011)에서는 직업과 근무시간, 근로 형태(교대근무, 상근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일제, 시간제), 작업환경 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경제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Jung, 2019)에서는 

경제활동 여부와 일부 종사상 지위(상용직, 자영업, 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를 반영하여 분석하였고, 노년기 우울에 있어 고용과 직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6)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직업 능력별 4 가지의 기술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직업 상태, 직업 분야 및 유형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Christ et al., 2007)에서는 직업의 유형과, 그 종류에 따른 직업 분야를 

화이트칼라, 블루칼라(육체노동자), 서비스, 농업으로 나누고 경제활동 유무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조사 대상이 ‘임금근로자’로 그 대상이 한정되거나, 

직업의 종류를 고려하더라도 최장기 직업이 아닌 ‘현재의 직업’을 

고려하였고, ‘직업’이나 ‘지위’ 일부만 반영하여 포괄적이지 않고,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 78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장기 직업의 직종’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occupational 

categoris 를 참고하여 화이트칼라, 핑크칼라, 블루칼라, 비경제활동군의 4 

개의 군으로 재분류하고,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그 외(비상용근로자), 평생 비경제활동군 3 개의 군으로 

재분류한 후, 조합하여 화이트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 화이트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 핑크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 

블루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 평생 

비경제활동군의 7 개 군으로 분류하여 직업의 직종에 종사상 지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그 외,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는 2020 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획득 

가능한 변수 중 선행연구(An, 2011; Newsom and Schulz, 1996; Wang et 

al., 2002)에서 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들의 특징에 따라,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변수는 독립변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 8 개(연령, 혼인상태, 주택 종류,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소득수준, 건강보장 형태, 미충족 의료경험),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에는 5 개 (자녀 관계 만족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여가문화활동 참여 유무,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유무), 건강행태요인 5 개(흡연, 음주, 운동실천, 영양관리, 

BMI),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4 개(총 만성질환 개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주관적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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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Butterworth et al., 

2006; Choi, Stewart and Dewey, 2013; Han et al., 2018; Nam, Yi and 

Hur, 2017; Sherina, Rampal and Mustaqim, 2004; Wang et al., 2002; Xue 

et al., 2021)에서 카이 제곱검정 및 다중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께 

시행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Hao, 2008; Nam, Yi and Hur, 2017), 다중선형 

회귀분석(Li et al., 2014; Shiba et al., 2017), 잠재 성장 모델링분석(Kang, 

2017), 확인적 요인분석(Christ et al., 2007), 리즈렐(RISREL)을 이용한 

분석(Aquino et al., 1996) 등의 방법을 시행한 연구 등이 있었다.  

노인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최장기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외에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요인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urvey 특성을 반영한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직접대면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2020 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시자료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먼저 Rao-Scott chi-square test 검정을 통해 65 세 이상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파악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보정한 후, 각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VIF 값은 1.03~2.85 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단변수 분석 시 p-value>0.05 

이상의 변수들도 포함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우울 점수를 연속형 변수로 두고, ‘잔차 분석’을 

시행하여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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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의 등분산성을 보기 위해 산점도를 그렸고, 0 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 분포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차항의 정규성검정을 

시행하였는데 Kolmogorov-Smirnov 검정에서 P-vale 0.390 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더빈-왓슨 통계량’을 산출했는데 1.972 로 2 에 가까워 

잔차끼리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최장기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본 연구의 제한점 

첫째, 「2020 년 노인실태조사」는 조사 시점에 변수를 측정한 단면적 

연구조사로서, 질병·요인을 동시에 조사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는 심도 있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2020 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영역별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 세대 내의 다양한 계층, 대상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자료로,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 좀 더 세분화된 근로시간의 

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집약근무형), 근무 환경적 요인(쾌적한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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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과 사고 가능성, 시간에 쫓기면서 일함, 결정 권한과 영향력 행사, 

존중과 신임 받음,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일함, 무거운 중량물 이동업무 많음, 

감정을 숨기고 일함), 최근 근로 변화 상태(유지, 최근에 시작함, 퇴직 등), 

근무지와의 거리, 근무 기간, 근무 만족도, 회사 동료 및 직장 상사와의 관계 

만족도 등의 변수가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우울에 주는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실태조사 

설문 항목에 직업과 관련된 정보가 추가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규모의 다른 데이터원을 활용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2020 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유무나 복용기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 없었고, 

현재 3 개월 이상 복용 중인 약물의 가짓수를 제외한 구체적인 복용약에 대한 

정보가 없어, 2020 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약물로 인한 

우울의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넷째, 노인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 중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 기질적 요인, 호르몬 등 

생물학적 요인이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2020 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시자료 

중 변수 일부만 고려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에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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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가 토대로 한 「2020 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운동, 영양 관리, 여가문화활동, 사회단체활동,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유무는 현재 기준이거나 지난 1 년 이내를 기준으로 조사되어 과거의 

영향력에 대한 파악은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2020 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 노인의 성별에 따른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3)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흔한 정신적 질환 중의 하나인 ‘우울’이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는바, 그들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뿐 아니라 

우울과 동반될 수 있는 “치매, 불면증, 화병 등” 과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노인의 정신질환과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정책적, 법적, 제도적 제언도 보다 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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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1) 기존 국내외 연구 결과와 비교한 본 연구의 연구 결과의 고찰 

1) 전체 남녀 노인 

가. 주요관심변수 

본 연구는 65 세 이상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인구사회적, 사회적 지지 및 

환경 특성과 건강행태,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성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 노인의 10.5%, 

여성 노인의 14.3%가 각각 우울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Choung, 2015; Kim, 2016; Xue et al., 2021)에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우울의 경험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점에 비추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우울과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의 관련성을 성별로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남성 노인의 경우,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군에 비해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군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는데, 이는 비경제활동군에 비해 두 번째 기술 

수준 직업군 (사무원,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장치·기계 종사자)에서 더 

낮은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고(Park et al., 2016), 일반적으로 비전문직이나 

비정규직일 경우에 전문직이나 정규직을 가졌을 경우보다 우울의 위험도가 더 

높으며(Christ et al., 2007; Hoven, Wahrendorf and Siegrist, 2015;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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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hiba et al., 2017; Xue et al., 2021), 특히 남자 단순 노무 

종사자군에서 평균 이상의 우울 점수를 보이고(Sanne et al., 2003), 화이트 

칼라군에 비해 블루칼라군에서 높은 우울증을 보인 연구 결과(Grosch and 

Murphy, 1998; Kessler and Frank, 1997)를 일부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우울증이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Wieclaw et al., 2005), 

이는 비전문직인 경우에, 사회적 영향력이 낮고, 소득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Hoven, Wahrendorf and Siegrist, 2015).  

또한,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2 년 동안 종단 조사한 결과, 평균 우울 

증상이 50% 증가하고(Quesnel-Vallée, DeHaney and Ciampi, 2010), 

중년에 낮은 숙련도(Low level skill)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퇴직 시 더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일 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Wahrendorf et al., 2013), 상용직보다 비상용직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Song and Kim, 2012)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심리적 

감정 소모가 많은 노동과 직업의 안정성 부족 등 심리 사회적 요인이 

높을수록 정신 장애의 위험이 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iedhammer et al., 1998; Stansfeld et al., 2011).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델 3'의 경우, 최장기 

직업의 직종·종사상 지위 및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구학적 요인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우울이 

관련이 없었던 선행연구 결과(Hwang, 2011)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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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을 기준집단으로 선정한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에 추가하여, 그와는 다르게,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을 

기준집단으로 선정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①전체 노인 중 남성 노인의 경우, “화이트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2.34(95%CI=1.15-4.76)로, 

“화이트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2.57(95%CI=1.18-5.61)로, “핑크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2.67(95%CI=1.27-5.63)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2.08(95%CI=1.04-4.17)로, 

각 집단의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고, 여성노인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②후기 노인 중 남성 노인의 경우,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을 기준집단으로 “핑크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3.08(95%CI=1.04-9.13)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2.75(95%CI=1.05-7.21)로, 

각 집단의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고, 여성 노인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 요인 및 스트레스 완화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관리자 및 전문가(화이트칼라)군”에 비해 “서비스 및 

영업자군(핑크칼라)”에서 「열악한 심리적 안정감(우울 검사가 필요한 

정도의 불안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Park, Oh and Kim, 2020), 

남녀 가장(家長) 모두에서 만성질환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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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고용'이 심각한 우울 증상의 발병과 관련이 있었으며(Jang et al., 

2015), 연령을 보정한 후에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신 질환 발병이 높았던 선행연구 결과(Ahn et al., 2019; Kim et al., 2006)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나, 본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고용상태와 

우울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핑크칼라(서비스 판매 직종)군에서 정신 장애에 성별 차이가 있고(Stansfeld 

et al., 2011), 같은 직업군이라 하더라도 남성은 육체적이거나 행정적 

업무에, 여성은 높은 수준의 집중적인 개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각각 

배정되는 경향이 있고(Wieclaw et al., 2005),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숙련도(High skill level)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일의 강도나 책임과 보상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여성은 비교적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일의 낮은 요구도나 낮은 보상이 뒤따르므로, 노동 조건의 성별 차이와 

이에 따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Wahrendorf et 

al., 2013). 

이렇게 남녀의 우울과 직업과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시아의 

가부장제적 문화권에서 노인 세대에게 일반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책임이 

여성보다는 가장인 남성에게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급 노동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더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며(Sugihara et al., 2008), 

남성이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 여성보다 더 

우울해지기 쉬우므로(Menaghan, 1989),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부장제에 입각한 노인 세대에 있어서 한국 노동시장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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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남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조건의 비정규직이 많았고, 여성의 전통적인 업무 역할은 육아와 가족 돌봄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직에 대한 반응도 남성의 경우 ‘사회적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경우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Park, Cho and 

Jang, 2012), 그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에 대한 영향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업 종사자군에 비해 사무직 종사자군에서 우울이 더 

높았다(Kang et al., 2016)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데, 이는 “현재 

직업”을 기준으로 같은 회사에 속한 두 개의 대규모 제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최장기 직업”을 기준으로 전국 노인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차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 관련 요인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한계를 주는 장애요인(Christ et al., 2007)과 근로시간 

형태(Kim, 2016), 작업환경(Hwang, 2011), 근로상태 변화(Shiba et al., 

2017), 건강증진 생활양식(Xue et al., 2021)이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과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을 반영하여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나, 그 외의 변수(근로시간 형태, 작업환경 등)에 대해서는 연구의 

설문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그 외의 관련 변수와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 경험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해석에 

보다 더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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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제변수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는 남성 노인의 경우,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불만족군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여성 노인의 경우,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에 만족하는 군을 기준으로 

불만족군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동거가족이 없고 이웃과의 

접촉이 없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선행연구(An, 2011)결과와 

일치한다. 

‘음주’는 남녀 노인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 군을 기준으로 한 달에 

2~3 회 이상 마시는 군과 일주일에 1 회 이상 마시는 군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이는 선행연구(Han et al., 2018)에서 한 달에 

2-3 회 마시는 군에 비해 일주일에 2-3 회 이상 마시는 군에서 우울 경험의 

오즈비가 높은 결과와 같다. 그러나 음주하는 경우에 덜 우울했던 

선행연구(Han et al., 2018) 결과와는 상이하여 음주가 노인에게 있어 우울을 

더 강화시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노인이 처한 신체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해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양 관리’는 남녀 노인 모두 영양상태가 양호한 군을 기준으로 

양호하지 않은 군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는 대도시 

거주 노인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는 선행연구(Kang 

and Chung, 2008a) 결과와 일치한다. 

‘총 만성질환 개수’는 남녀 노인 모두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에 비해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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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우울이 더 심했던 선행연구(An, 2011; Han et al., 

2018; Kang and Chung, 2008a)와 동일한 결과이다.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은 남녀 노인 모두, 일상생활 수행이 

불편함이 없는 군을 기준으로 불편한 군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과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An, 2011; Han et al., 2018; Kwon, 

2019)와 동일한 결과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녀 노인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을 

기준으로 나쁠수록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An, 2011; Choi, 2008; 

Han et al., 2018; Jeon and Kim, 2012; Kang and Chung, 2008a; Kang, 

2020) 결과와 일치하였다. 

 

2) 후기노인 

75 세 이상의 남녀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남자 노인의 경우,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군을 기준으로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여자 

노인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이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델 3 과 같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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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통제변수에서는 전체 남녀 노인과 후기 남녀 노인의 우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음주, 

영양 관리,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경제활동상태와 총 만성질환 개수는 전체 남녀 노인과 후기 

남녀 노인 간 차이가 있었다. 즉, 총 만성질환 개수는 전체 남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나, 후기 남자 노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현재경제활동상태의 경우, 후기 남녀 노인 모두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나, 

전체 여성 노인의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선행연구(Lim 

and Kim, 2012)결과를 지지한다. 

 

 3) 연구 가설과 연구 결과의 정합성 여부 

본 연구의 ‘첫번째 연구 가설’인 「남녀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종사상 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살펴보면, 남성 노인의 

경우,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을 기준으로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경험의 오즈비가 0.48 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 노인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따라서 남녀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종사상 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인 「전체 노인과 후기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종사상 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살펴보면, 후기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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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델 3 을 분석한 결과, 남성 노인의 경우,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을 

기준으로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경험의 오즈비가 0.3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 노인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이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 노인에서 블루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에 비해 

핑크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낮았고, 여성 노인의 

경우. 다른 변수 통제 후에는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와 우울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전체 노인과 후기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종사상 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노인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종 분석의 주요 결과로부터,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는 

인구사회적 요인,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전반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2)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현행 노인 우울 관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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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공적인 노인의 우울 관리를 위해서는 성별에 차별화를 두어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우울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 9,536 명 중 현재 우울을 경험한 대상자는 

남성 노인 10.5%, 여성 노인 14.3%로, 여성 노인의 우울이 남성 노인의 

우울보다 더 높은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 모델 3 의 결과, 남성 노인의 경우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을 

기준으로 할때,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이 낮았고, 여자 

노인의 경우,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남녀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인의 우울 관리를 위해서는 성별에 차별화를 두어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우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운영 중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확대 및 

보완하여 지역 복지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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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특화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여성, 노인, 장애인) 

발견 시 조기중재 및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계하여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Welfare, 2021).  

그러나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특화된 

우울 관리 시스템은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통제 변수’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핑크칼라군에 

비해 블루칼라군에서, 상용근로자군에 비해 비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따라서 우울 예방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접근방식이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고려한, 우울에 취약한 

대상자군을 우선적으로 「직업 맞춤형 우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노인들을 관리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인 실시 및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향후 노인 우울 관련 정책 수립 시 인구사회적, 건강행태적, 건강상태 

및 기능적, 사회적 지지 및 사회환경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연계하여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정신질환(알코올, 우울) 환자 등을 발굴하여 증상과 약물에 대해 

관리·교육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정기적인 상담과 증상을 관리하며 

환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므로, 정부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초기에는, 본 연구 결과에서 우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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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다고 분석된 다양한 통제변수들까지의 관리도 포함한 정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녀 노인 모두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음주, 영양 관리, 총 만성질환 개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과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노인 우울 관련 정책 수립 시 친구 및 이웃 간에 접촉 빈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그 

관계에 있어 소외감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상담을 통해 원만히 관계를 

유지하여 우울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 개발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음주 및 영양 

관리 교육을 시행하여 적절한 음주 행태 및 영양 관리를 유도하여 우울을 

낮추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을 우선적으로 우울예방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우울을 예방하는 등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연계하여 설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노인정책에서 여러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세부 계획들을 실행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보다 더 

고려하면서 이들이 사회적 연결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서, 종전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결과 75 세 이상의 후기 남녀 노인에서 우울이 각각 14.1%, 

18.7%로, 전체 남녀 노인에서의 우울 비율인 10.5%, 14.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후기 노인은 전기 노인에 비해 복합 만성질환이 많고,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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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intrinsic capacity)이 감소하므로, 그러한 요인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노인 대상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역량 감소를 나타내는 「노쇠를 예방하고 관리」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 내 사업참여를 하지 못하는 '노쇠 노인'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Kim et al., 2017). 따라서 효과적인 

노인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세부적으로 연령에 

따라 나누어 질병과 노쇠현황을 파악하고, 연령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우울 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 전체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 남성 노인에서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노인과 후기 노인 남녀 모두에서 현재 경제활동 상태가 있는 군에 비해 

과거 경제활동군 또는 비경제활동군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이 

확인되었다.  

OECD 37 개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1981 년에 

「노인복지법」 이 제정될 당시, 「노인을 약자로 보던 복지정책」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한계성이 존재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Kim and Ko, 2013). 따라서 고령화를 먼저 맞이한 일본·구미 

등의 선진국의 대응 방안과 제도를 참고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개별적·구체적 현실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96 -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현행 법령에서, 65 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예컨대, 노인복지법 제 26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경우, 60 세 또는 65 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젊은 연령에서 (정년)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을 적극적인 활동주체로서, 

노인 연령을 단계별(전기 노인, 후기 노인 등)로 구분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등(정년 연장, 정규직 전환 등),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이에 따른 우울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고, 그 결과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인 우울 관련 정책시스템에 대한 일반적·개괄적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33 조(노인의 건강증진), 제 42 조(정신보건의료) 및 

제 45 조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집행(개별) 법률들[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인복지법」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규정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노인의 우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그 집행을 위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법률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정비가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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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 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2020 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65 세 이상 

노인 전체 대상자 중 9,536 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전체 연구 대상자 9.536 명 중 현재 우울을 경험한 

대상자는 남성노인 10.5%, 여성노인 14.3%로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건강상태 및 기능요인, 사회적 지지 및 

환경요인을 모두 통제한 3 단계 모형 결과, 남성 노인의 경우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을 기준으로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여성 노인의 경우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노인의 

경우, 남성에서 블루칼라이면서 비상용근로자군을 기준으로 핑크칼라이면서 

상용근로자군에서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고, 여자의 경우,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던 결과와 비슷하다. 그 밖에 남녀 노인 모두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음주, 영양 관리, 총 만성질환 개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과 관련성이 있었고, 남성 

노인은 현재경제활동상태, 소득, 규칙적 운동 유무, 비만도(BMI)에서, 여성 

노인은 미충족 의료경험, 자녀 관계 만족도, 여가활동 참여 유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참여 유무가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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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는 이차자료인 2020 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몇 가지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인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65 세 

이상의 노인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혼란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가중치를 고려한 분석으로서, 그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던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인구 

고령화와 수명 연장으로 노인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보정하여 노인의 최장기 직업의 

직종과 지위와 우울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남녀 노인 간의 우울의 차이를 고려하여, 

우울이 국가전체적으로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울증 관리 

및 증진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사회적·법적·제도적 

체계의 보완과 사회적 정책의 개선, 사회적 지지 자원의 개발이 요청된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가 부족하지만 그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해본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의료복지비용의 효율적 운영에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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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nsequence of the improved average life expectancy and the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n society, new societal issues have surfaced amid the rise in the aging 

population including role loss, declined income, health crisis, and social support. There 

have been studies conducted on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mployment of 

elders (over the age of 65) with depression, but most of them have confined their areas of 

investigation to narrower parameters; they often reflected the current occup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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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s instead of the lifetime occupation that influenced the entire career, and reclassified 

the occupational type and status to analyze their correlation with depression, rather than 

emphasizing the specificity of the occupational status. Moreover, the social-demographic 

factor, health behavior factor,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factor, and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factor that could affect mental health are less well recognized in the 

precedent stud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was aimed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and the 

status of lifetime occupation of elders with depression by reflecting the factors mentioned 

abov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 studies that differentiated the correlation 

and its effects on social factors and depression by gender, it has also analyzed the data by 

gender.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with the type and status of 

lifetime occupation and depression to thoroughly interpret the lifestyle of old-old (over 

the age of 75).  

This study was primarily conduc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and 

status of lifetime occupation of elders with depression by using raw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the Welfare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2020)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was collected on the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65. 

Adjusting the missing value from 10,097 people, data for 9,536 were included within this 

study. SAS version 9.4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Rao-Scott chi-square test 

with logistic regression were implemented for technical analysi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The regression model consists of three models: Model 1 

without adjusted variables, Model 2, a Model 1 with socio-demographic factor, social 

support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as adjusted variables, and Model 3, a Model 2 

with health behavior factor,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factor as adjusted variables. 

The findings suggest that 10.5% of male and 14.3% of female elderly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depression, which is associated with gender difference. Model 3’s result 

based on socio-demographic factor, health behavior factor, health status and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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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factor as adjusted variables associated the type 

and status of lifetime occupation of the respondents with depression. For the elders, the 

odds ratio of depressive experiences of the male on pink-collar occupations as a regular 

group was lower than the blue-collar occupations as an irregular group by 0.48 (95%CI = 

0.24 – 0.97).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 associations with the female. For old-old, 

the odds ratio of depressive experiences of the male on the pink-collar occupations as a 

regular group was also lower than the blue-collar occupations as an irregular group by 

0.37 (95%CI = 1.42 – 0.98). Again, there were no statistical associations with the female. 

Therefore, the result showed there is a tendency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and status of lifetime occupation with depression. For other 

variables, both elderly male and female (i.e.,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friends and 

community, drinking, nutritive control,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general, the depression of elderly male was related with current economic 

activity status, income, regular physical exercise, and obesity status (BMI), while the 

depression of elderly female was related with unmet medical needs (UMN),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regular leisure activity, and senior citizens’ center and senior 

welfare center. 

This study targeted the population over 65 as a sample to represent the total aging 

population in Korea. It main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justed variables (i.e., 

socio-demographic factor,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factor, health behavior factor, 

health status and function factor) with gender difference. This study is noteworthy 

because it focused on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old-old 

population to discove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and status of lifetime occupation 

with depression, while taking account of the changing lifestyle of the aging popula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gender difference by analyzing the type and status of 

occupation of elders with depres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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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and revitalize social programs, improve social ,legal systems and policies, and 

secure resources for social supports in consideration of managing depressions for the 

elderly popul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and status of lifetime occupation for old-old with depression, which proved a rapid 

increase in the depression of old-old than elders. In this regard, both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i.e., extension in retirement age, transition to regular employment, 

etc.) and stepped approaches (i.e., young-old, old-old, etc.) are required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and protect the elderly population in long term.  

As result,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efficiently 

managing the rapidly increased medical and welfare expenses of the elderly population.1 

 
1 Key words: Lifetime occupation, occupational status, Depression, Elder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