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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사회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

-사회 원인가설과 선택가설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

상되어 왔지만 이에 따른 정신건강의 혜택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 개인과 가구의 절대적 소득수준은 증가하였지만 상대적 소득격차

는 지속되고 있으며 낮은 소득계층의 빈곤상태는 우울과 같은 개인의 정신

건강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높은 발병률과 증가율을 보이는 우울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제약과 더불어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빈곤과 우울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상

당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개입과 논의의 방향은 의료적 모델을 중심

으로 한 치료서비스 강화 및 빈곤수준 완화를 위한 자활 및 소득지원 정책

으로 분리되어 왔다. 개인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라

는 사회 원인론적 가설(social causation hypothesis)과 우울이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종단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회 선택론적 가설

(social selection hypothesis)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논쟁들 역시 단일방향

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분리는 우울과 빈곤의 상호 부적인 관련성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상호 위험성이 증대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전략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한국사회 내 성

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과 소득 관계에 초점을 두고 상호간의 종단적 영

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소득과 건

강에 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대표성을 지닌 종단자료인 한국복

지패널자료(Korean Welfare Panel Data)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대상은 

전체 가구원 중 19세 이상의 가구주 6,848명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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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활용하여 우울과 소득궤적의 동시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울과 소득의 측정은 각각 CES-D(the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와 가구가처분소

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분석대상인 성인 가구주들의 우울과 

소득의 변화과정을 확인하였다. 둘째, 우울과 소득궤적의 상호 종단적 관계

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셋째, 우울과 소득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고 분석도구는 통

계프로그램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 과정에는 

연령 집단에 따른 특성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 및 경

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증상은 전체적으로 매해 감소하는 

궤적을 나타내었고 소득수준은 매해 증가하는 궤적을 나타내었다. 청‧장년

기와 노년기로 구분한 연령 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우울증상궤적의 

경우 노년기집단의 초기 우울증상수준이 청‧장년기 집단보다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증상 감소속도는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나 연령 집단에 따

라 우울증상의 격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 궤적의 

경우, 청‧장년기집단의 초기 소득수준이 노년기집단보다 높지만 소득수준 

증가속도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

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노년기집단

의 소득수준의 궤적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우울과 소득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는 양방향의 동시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초기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의 증가속도는 느려지

고, 동시에 초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소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상호부적인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어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아가 연

령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기 소득수준이 우울증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청․장년기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노년기집단에서만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연령 집단 모두 초기 우울증상이 소득수준의 변

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장년기집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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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노년기집단에서는 우울과 소득감소의 이중

위험가능성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우울과 소득궤적의 관련요인 및 연령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전체 집단에서 우울과 소득궤적의 격차가 시간이 지나도 지속 또는 악

화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영향이 연령 집단에 따라 일정부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성인기 집단에 있어서 성별, 연령, 교

육수준, 근로상태, 배우자유무, 장애 및 만성질환 요인은 우울증상과 소득

수준 초기값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변화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궤적을 예측하는 요인 가운데 연령과 교육, 근로

상태, 배우자, 장애요인이 청‧장년기와 노년기에 따라 영향력이 달랐다. 즉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장애요인은 노년기집단의 우울에, 근로상태는 청‧
장년기집단의 우울에 보다 큰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소

득궤적을 예측하는 요인 가운데 연령, 근로상태, 장애 및 만성질환 요인이 

청‧장년기와 노년기에 따라 영향력이 달랐다. 고연령, 낮은 교육수준은 노

년기집단의 소득수준에, 근로, 만성질환, 장애요인은 청‧장년기집단의 소득

수준에 보다 큰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

적인 관계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적 

선택가설(social selection)과 원인가설(social causation)을 기반으로 한 단

일 방향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양방

향으로 검증한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두 가설의 동시적 접근이 보다 효율

적일 수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우울과 소득궤적의 동시적 상호영향

력은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뒷받침할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과 가구

의 미래 소득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 다소 부

족했던 경험적 근거를 추가하였다. 특히 모든 연령 집단에서 우울이 소득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청․장년기 내에서 우울은 소득활동을 

위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이 우울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노년기

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집단 내에서는 우울과 소득의 상호 위험



- iv -

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우울

과 소득궤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연령별 접근이 강조되었다. 우울궤적

을 개선하기 위해 노년기를 대상으로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장애의 영향

력과 청‧장년기의 근로상태의 영향력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

득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년기를 대상으로 연령, 교육수준의 영향력과 청‧
장년기의 근로, 장애, 만성질환의 영향력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소득궤적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우울궤적, 소득궤적, 우울증상, 

       소득수준, 사회적 선택가설, 사회적 원인가설, 한국복지패널,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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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비교적 단기간에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소득수준의 균형

발전과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이 함께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의 국제비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증가율과 노인

빈곤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 소득수준의 발전과 이에 따른 의료기술의 발

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수준과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내 연구들이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관련성에 주

목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했지만(강상경․권태연, 2008; 김진영, 2007; 성준모,  

2010; 신현욱, 2009; 이상록․이순아, 2010, 이상문, 2008) 각각에 대한 개입과 논

의의 방향은 독립적으로 혹은 단일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즉 소득과 빈곤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강신욱, 2010; 김영미·한준, 

2007; 백학영, 2013; 장지연·이병희, 2013), 우울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요인을 우울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단일방향의 연구들이 다수이다(강상경․정은희․김
병수, 2015; 김자영, 2014; 박세홍·김창엽·신영전, 2009, 성준모, 2013; 송이은․김
진영, 2012). 

먼저 소득 및 빈곤에 대해 독립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소득격차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는 산업화 이후 절대적 소득수준은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 소득지위 및 사회적 이동은 큰 변화가 없거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강신욱, 2010; 장지연·이병희, 2013). 특

히 1997년 이전에 비해 2000년대 이후 계층 간의 상향이동 감소와 중산층의 계

층 하락 및 저소득층의 계층 고착화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신욱, 2010; 

은기수, 2005),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과 양극화는 향후 가구소득의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김영미·한준, 2007; 백학영, 2013; 장지

1) 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Health 
Statistics 2014에 의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였으
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0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였다(OECD, 2014). 한편 한국의 노인층(만
65세이상) 빈곤율(전체 가구중위소득50%미만 비율)은 45.1%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OEC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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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병희, 2013).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소득수준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국

가적 정책의 방향은 빈곤기준의 상향조정, 자활, 주거, 교육, 의료분야의 경제적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영란, 2005; 김재호·정주연, 2013). 이에 반해 

빈곤에 대한 대책과 개입 방안에 개인의 심리적 역량 및 정신건강을 고려할 필요

를 제기한 연구들(손태홍, 2006; 이원진, 2010)은 제한적이다. 

한편 2011년 실시된 정신장애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약 6.7%의 한국인들이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주요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4.3%, 여 9.1%). 이는 알코올 남용을 제외하면 단일 장애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2001년에 비해 약 1.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2:13). 우울 문제의 심각성은 높은 발병률뿐만이 아니다. 우울은 개인의 심리

사회적 기능을 제약하는 정신 장애이며 개인과 사회에 높은 질병부담을 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WHO, 2008), 우울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인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이선혜‧서진환, 2010). 또한 우울에 대해 높은 편견과 

부정적 정서로 인해(조현주 ‧ 임현우 ‧ 현명호 ‧ 조선진 ‧ 지유나 ‧ 전태연 ‧ 방명희, 2008), 효

과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 이용률 역시 높지 않다(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

과대학, 2012:28).2)

나아가 다수의 연구들이 낮은 교육수준과 실업 및 기초생활보장수급 등(강상경 

외, 2015; 박재규 ‧ 이정림, 2011; 성준모, 2013; 이상문, 2008)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곤궁함이 개인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통제력을 약화시켜 우울을 증

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은 전문가와 

입원중심의 의료모델3)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울 및 정신적 스트레스

가 야기하는 경제적 부담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우울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3; Chang, Hong, and Cho, 2012). 

이와 같이 우울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과 가구의 문제로만 다루어 치료적 개

입을 보다 중시하였고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2) 2010년-2011년 동안 정신질환 이환자 중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5.3%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호주 34.9%, 뉴질랜드 38.9%, 미국 39.2%).

3) 의료모델은 치료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과학적인 치료서비스를 중시함으로써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가와 치료자에게 많은 권한을 갖게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치료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바라보고, 치료자는 환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문가주의의 문화를 반영하는 모델이다. 이로
인해 의료적 모델은 역량강화적 접근을 지향하는 모델에 의해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 혹은 환자에 대
한 상당한 사회적 통제권을 갖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Holmes and Ssleeby, 1993; 
White-Chu, Graves, Godfrey, Bonner, and Sloa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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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주된 개입이었다면, 향후에는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

가 각각의 원인으로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임을 고려하여 각

각에 대한 동시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외의 선행연구들 역시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Dohrenwend, Levav, Shrout, Schwartz, Naveh, Link, Skodol and 

Stueve, 1992; Johnson, Cohen, Dohrenwend, Link and Brook, 1999; Wender, 

Rosenthal, Kety, Schulsinger, and Welner, 1973),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

울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개인의 우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최근까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Mckenzie, Gunasekara, 

Richardson and Carter, 2014; Pabayo, Kawachi and Gilman, 2014; Vargas, 

Strassnig, Sabbag, Gould, Durand, Stone, Patterson and Harvey, 2014)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이론적으로 대립되는 두 가설, 즉 사회적 선택(social 

selection)가설과 사회적 원인(social causation)가설을 기반으로 한다. 우선 사회적 

선택가설은 정신장애로 인해 개인이 사회적 불이익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본다. 

즉, 우울로 인해 사회적·직업적으로 비효율적이게 된 개인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

위에 머물거나 우울에 대한 유전적 소인(diathesis) 및 생물학적 특성이 세대를 지

나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끄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Dohrenwend et al., 1992; Eaton, 1980; Vargas et al., 

2014; Wender et al., 1973). 여기서 세대 내 이동(intra-generational transition)

을 사회적 표류(social drift)로 세대 간 이동(inter-generational transition)을 사회

적 선택(social selection)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원인가설에 따르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빈곤이 개인의 역

경 및 대처자원 부족을 야기함에 따라 우울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Gallo, 

Bogart, Vranceanu and Matthews, 2005; Kaplan, Shema and Leite, 2008).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이 논쟁이 하나로 수렴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 대상, 

연구의 방법론 및 연구에 활용된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의 차이로 

볼 수 있다(Miech, Caspi, Moffitt, Wright and Silva, 1999; Ritsher, Warner, 

Johnson and Dohrenwend, 2001; Wender et al., 1973). 첫째, 우울과 사회경제

적 지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은 연구지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지표는 우울뿐만 아니라 조현병(schizophrenia), 불안, 신경증 등을 모두 



- 4 -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거나 각각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이 서로 다른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현병과 반사회성 인격 장애

(antisocial disorder)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선택가설을 지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울은 사회적 원인가설을 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hrenwend et al., 1992; Dunham, Phillips and Srinivasan, 1966; 

Ritsher et al., 2001). 그러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조현병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Kwok, 2014) 및 우울이 세대 간 사회계층의 하향이동을 야

기하고, 세대 내에서도 우울이 개인의 직업지위 하락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한다는 

연구들(Fletcher, 2008; Hamilton, Merrigan and Dufresne, 1997; Rodgers and 

Mann, 1993)은 우울 지표의 속성에 따라 사회적 선택가설 및 원인가설의 지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연구대상을 일반인 전체로 하는지와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만을 대상

으로 하는지에 따라 연구의 함의가 달라질 수 있다. 우울증은 질병의 특성상 무기

력과 슬픔의 정서뿐만 아니라 수면, 식욕, 대인관계, 사회적 기능 등에서도 장애를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우울과 사회

경제적 지위의 관계에 있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상을 살펴본 연구는 우

울증상에 대한 대처 역시 예방적인 전체 집단으로 포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들은 시간적 선후관계 설정 및 상호

관련성 통제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한 시점 혹은 단기간 내에서의 두 관계

를 설명하는 횡단적 연구들(Hollingshead, Ellis and Kirby, 1954; Jarvis, 1971; 

Ettner, 1996; Weich and Lewis, 1998b; Zimmerman and Bell, 2006)이 있으나 

시간의 선후관계 설정이 일방향적이며 역방향의 해석 가능성에서도 자유롭지 못

하다. 이에 관심요인의 전후 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추적 자료를 활용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Kaplan et al., 2008; Lorant, Deliège, Eaton, 

Robert, Philippot and Ansseau, 2007; Mckenzie et al., 2014; Melchior, 

Chastang, Head, Goldberg, Zins, Nabi and Younès, 2013; Miech and 

Shanahan, 2000; Rodgers and Mann, 1993; Zimmerman and Katon, 2005),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는 상호관련성이 높고 순환적인 관계임을 고

려할 때 종단적 연구일지라도 양방향의 연구설정 및 상호관련성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의 명확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 즉 유전적 소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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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개인이 부정적 생활사건 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향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한다는 선택가설은 유전적 소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할수록 위험과 스트레스

가 증가하여 개인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사회적 원인가설 역시 이전의 유전적 소

인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여야 설명이 가능하다. 몇 몇

의 양방향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사회 경제적 지위의 전후 관계는 상호배

타적이지 않으며 양방향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Hamilton et al., 

1997; Miech et al., 1999). 그러나 이러한 양방향에 대한 결과 역시 상호간의 관

련성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개념적 차이에 따

른 결과 역시 모호할 수 있다. 실제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연구들에

서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표준척도와 단순척도

인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Eshleman, Wittchen, and Kendler 1994; Lorant, et al., 2007; 

Mckenzie et al., 2014; Miech and Shanahan, 2000; Ritsher et al., 2001; 

Weich and Lewis, 1998a; Zimmerman and Katon, 2005). 사회경제적 지위 역

시 교육, 소득, 자산, 개인 및 지역의 소득불평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대부

분이 우울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특정 사회적 지

표의 영향력이 다르거나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의 지지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Araya, Lewis, Rojas and Fritsch, 2003; Carter, Blakely, Collings, 

Gunasekara, and Richardson, 2009; Fletcher, 2008; Kaplan et al., 2008; 

Miech et al., 1999; Zimmerman, Christakis, and Vander Stoep, 2004).

다섯째,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는 연령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울과 연령(Blazer, Burchett and George, 1991; Mirowsky and Ross, 1992; 

Murphy, 1982; Ryff, 1995; Stordal, Bjartveit, Dahl, Krüger, Mykletun, and  

Dahl, 2001), 소득과 연령(Fullerton Jr, 1999; Mullahy and Sindelar, 1994) 및 

노년기 우울과 빈곤의 관계(Crystal, Sambamoorthi, Walkup, and Akincigil, 

2003; Hirschfeld,  Montgomery, Keller, Kasper, Schatzberg, Möller, Healy, 

Baldwin, Humble, Versiani,  Montenegro, and Bourgeois, 2000)를 다룬 연구들

은 연령 집단에 따라 결과와 함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을 기반으로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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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Lee, 1976; Miech et al., 

1999). 첫째, 두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 시간적 

선행요소가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의 우울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지, 개

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선후 관계 설정이 필요하

다. 둘째, 초기 선행요소 설정 시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순환적 관계를 고려할 때 우울이 사회경제적 지

위에 시간적으로 우선 할 경우 우울증상이 발병한 시점의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

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셋째, 정신건강과 사회경제

적 지위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s)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별과 연령은 우울과 소득 모두에 관련이 높은 변수이

다(Mirowsky and Reynolds, 2000; Mirowsky and Ross, 1992; Murphy, 

Olivier, Monson, Sobol, Federman, and Leighton, 1991; Piccinelli and 

Wilkinson, 2000). 넷째,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연구대

상자의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타당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노년기와 비 노년기에 따라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가 다르게 설명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 내에서 우울과 소득의 상호관련성을 보다 균형적

인 측면에서, 그리고 종단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첫째, 한국사회 내 개인들의 우울과 소득의 평균적인 변화 궤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개인 간에 다양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

으로 우울한 사람들과 낮은 소득에 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우울과 소득의 변화궤적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절대적 소득증가와 국

민 정신건강증진 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 소득격차의 문제와 

우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논쟁이 되는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

인가설이 동시적인 모형으로 추정되는 모형을 통해 소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지 우울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가설의 동

시적 추정모형에서 관계의 영향력이 일방향 혹은 양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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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론적인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울과 소득변화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예측하는 요인들

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울과 소득문제의 개선을 위한 이론과 실천 및 

정책적 논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탐색적으로 연령 집단에 따라 우울

과 소득의 관계 및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천적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

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요약되는 한계점들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19세 이상의 전체 성인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우울과 소득의 관계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로 활용되는 교육, 직업, 소득에 따라 분석대상이 한정되고 결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Fletcher, 2008; 

Miech et al., 1999), 직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우울과 사회경제

적 지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Melchior et al, 2013). 이에 비해 소득은 교육

과 직업의 특성이 포함된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성인으로 한정되긴 하지만 우울과 

소득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한국

사회의 전체 성인을 대표하는 표본과 우울과 소득의 상세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

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울과 소득의 초기 상호관계 및 종단적 선후관계가 동시에 추정될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실시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른 측정치 변화의 궤적을 

모수화하고 두 변수이상의 변화 궤적의 관계 및 이에 대한 예측요인을 포함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우울과 소득의 평균적인 변화 및 우울수준에 따른 

소득변화가 어떠한지, 반대로 소득수준에 따른 우울변화가 어떠한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개념적‧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념적으로 우울은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으로 주요 우울증의 진단기준에 근

거한 증상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

득, 교육, 직업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총체

적인 개념으로 본다(Araya et al., 2003; Braveman, Cubbin, Egerter, Chideya, 

Marchi, Metzler, and Posner, 2005). 또한 조작적으로 우울은 전체 집단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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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조사한 우울증상 점수(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척도사용)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

육 및 직업 등의 영향을 포괄하면서 종단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과 가

구의 소득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

한 전제로 개인의 우울증상의 초기값과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다양한 출발점을 가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궤적이 유의하게 변화하는지를 잠재

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또한 연령 집단에 따라 두 궤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

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의 검증을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의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체 성인기 집단을 대상으로 초기의 우울증

상과 소득수준의 상호관계 및 종단적 변화에 대한 상호영향력을 동시에 모델링 

하여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을 검증한다. 다음으로 탐색적인 수준에서 연령 

집단에 따른 상호관계 및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궤적을 예측하는 개인 내‧외적인 요인들을 포함

한 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전체 성인기집단 내

에서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관계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령 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문제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동시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연령 집단에 

따른 궤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

다. 

첫째, 개인의 우울 및 소득의 궤적은 각각 어떠한가?

첫 번째 연구문제의 목적은 전체 성인기 집단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의 우울과 소득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를 평균적으로 살펴

보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들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

이다. 특히 우울과 소득의 특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울증상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소수의 비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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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우울과 

소득의 전체적인 궤적과 더불어 우울 정도에 따른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차

이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우울과 소득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청‧장년기와 노년기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탐색하

고자 한다. 

둘째,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두 번째 연구문제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은 ‘우울이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가? 아니면 소득이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로 나타낼 수 있다. 사

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을 기반으로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인 관계가 단일 

방향이 아닌 양방향에서 동시에 검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연령 집단 별로 우울과 소득의 관계가 달리 설명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연구문제의 목적은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관계를 예측하는 요인들

을 이론에 기반하여 설정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울과 소득궤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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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우울에 대한 이해 

이 장은 연구의 주요 대상인 우울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울이 어떻게 진단되는지와, 우울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과 경과 및 

치료방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울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정의와 진단

우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울의 증상이 다

양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단일 검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 우울

과 병적 우울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권석만(2000)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먼저 일상의 실패와 상실로 일시적인 우울기분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

인 우울로 볼 수 있는데 우울함은 기본적으로 실패와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

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울한 상태의 심각도가 높아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이러한 기분이 지속적이라면 병적인 우울로 구분한다. 

따라서 현재로써 우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와의 면접을 통해  

환자의 의학적 정신과적 병력과 증상 리스트를 기반으로 DSM-V와 같은 진

단적 기준과 비교를 하게 된다. DSM-V에 따르면, 주요우울 장애는 한번 이

상의 우울증 삽화를 필수로 하는데 이 삽화의 기준은 최근 2주간 우울한 기

분, 대부분 활동에서 흥미 또는 즐거움의 상실, 식욕 및 체중변화, 수면의 변

화,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피로감, 무가치감 또는 죄책감, 사고력 및 집중

력의 감소, 자살사고 또는 시도 등에서 5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우울한 기분과 흥미 또는 즐거움 상실을 필수로 포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따라서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 및 생리적 영역과 같이 다양한 영

역에서의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권석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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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경과

주요 우울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20대 중반이나 어떤 연령대에서도 시

작될 수 있다. 특히 과거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미래에 우울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Richards and Perri, 2010). 주요 우울장애에

서 단일 삽화(episode)4)를 경험한 개인들의 약 50-60%가 두 번째 삽화를 경

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의 삽화를 경험한 개인들이 세 번째 삽화를 가

질 가능성은 70%이며, 세 번의 삽화를 경험한 개인들은 네 번째 삽화를 가

질 가능성이 90%에 이른다(권석만, 2000:4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따라서 우울의 재발 빈도가 증가할수록 향후 우울장애가 

지속될 확률 역시 증가하는 데 주요 우울장애의 위험성이 있다.  

3. 원인 

19세기 Möbious(1893; Lewis, 1971에서 재인용)는 우울을 내인성 우울증

(endogenous depression)과 외인성 우울증(exogenous depression)으로 구분하

였다. 내인성 우울증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기질적 우울을 의미한다. 반면 반

응성 우울이라고도 불리는 외인성 우울증은 상실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

하는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우울증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모델은 우울증 환자의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우울

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노르에피네피린(norepinephine)과 세로

토닌(serotonin) 등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부족과 우울이 관련이 있으며 이

러한 신경전달물질의 재수용을 억제하는 약물의 효과를 통해 우울이 개선됨

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통해 지지된다(Farber and Goldberg, 2004; Nelson, 

1999).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한 스트레스-취약성모델

(diathesis-stress process) 역시 우울과 우울의 재발을 잘 설명하는 모델로 알

려져 있다. 즉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장애와 신체적 건강 문제에 더해 심리사

회적 스트레스가 종합적으로 우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Monroe 

4) 우울 삽화(episode)란 진단기준에 명시된 우울의 증상들이 발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울 단일 

삽화가 나타났다는 말은 우울 증상들이 2주이상의 기간 동안 처음 경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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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mons, 1991). 특히 빈곤 혹은 실업과 같이 경제적 곤궁함과 관련된 요

인들이 야기하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들이 이 모델을 근거로 하고 있다(Lorant et al., 2007).

인지적 모델은 사람들이 자동적 사고와 같은 핵심신념을 통해 생활사건과 

정보를 인지적 과정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의미로 과장

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울증을 유발

하는 부적응적인 사고 내용, 신념체계, 사고 과정과 인지적 오류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반박하면 우울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Beck, 

Dowd, and Leahy, 2002). 따라서 우울은 개인 내적인 취약성뿐만 아니라 빈

곤, 실업, 신체적 정신적 질환과 같은 다양한 원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4.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우울이 개인에게 분명한 심리사회적 기능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연구들이 있다(Adler, Mclaughlin, Rogers, Chang, Lapitsky, and 

Lerner, 2006; Eaves and Rush, 1984; 신아영·채정호, 2011). Eaves와 

Rush(1984)는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가진 집단과 우울증이 없는 집단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역기능적 태도와 자동적 사고, 부

정정서 귀인을 대조집단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Adler 등

(2006)의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우울진단을 받은 경우 직업적 수행에 있어 일

반 대조군보다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비 

우울집단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신체질환을 가진 근로자를 대

조군으로 추가하여 비교하였는데 세 집단 가운데서도 우울집단이 가장 낮은 

직업적 수행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년기에서도 우울의 영

향은 기능적인 한계와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인 제

약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eerlings, Beekman, Deeg, 

Twisk, and Van Tilburg, 2001). 

우울증상의 차이에 관한 국내 연구들 역시 우울 여부에 따라 개인의 인지

적 및 대인관계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신아영·채정호(2011)는 

우울 및 불안장애 환자의 정서조절 방략을 대조군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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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불안장애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적 재해석을 덜 사용하며 정서

표현 억제방략이 부정정서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나 불안장애 환자들이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인 인지적 재해석을 

덜 사용하며 긍정정서보다는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으로 인한 지속적인 부정정서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다. 권정

혜(2002)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으로 진단된 집단이 비 우울증인 대조군보다 

불안정한 애착과 역기능적 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즉 성취 지향적이고 타인 의존적인 태도를 비

우울증 대조군에 비해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윤(1999)은 사회불

안과 우울을 설명하는 인지특성 요인을 탐색한 결과 우울집단이 비 우울집단

과 사회불안집단에 비해 심층적인 수준의 역기능적 인지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우울은 개인의 정서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

인과 가구의 소득활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

다. 우울증상에 따른 직업적 생산성 차이를 보고한 연구에서는 우울집단 근

로자의 결석과 조퇴가 비 우울집단보다 높고 이는 직업적 생산성을 저하시키

는 요인이 됨을 제시하였다(김원 외, 2007). 또한 중장년기 및 노년기의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이 조기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코호

트 연구에 의해서도, 우울증상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증상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1.5년 빨리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rpansalo, Kauhanen, 

Lakka, Kaplan, and Salon, 2005).

종합하면, 우울은 한 개인의 정서적 측면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일상생활 전반을 제약하며 나아가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치료

우울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치료를 위한 접근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주지할 만한 사실은 우울의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약물

과 심리치료를 병행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면 70%이상의 증상 호전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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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보고된다(Keller and Berndt, 2001; Segal, Vincent and Levitt, 

2002). 특히 우울증상을 경험한 환자가 초기에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경우 입

원률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

고된다(Keitner, Solomon, Ryan, Miller, Mallinger, Kupfer, and Frank, 

1996; Hoes, 2005에서 재인용; 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for Mental 

health, 2010). 반대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재발과 잔

여증상으로 인해 만성화, 높은 자살위험률, 사회적 기능악화, 동반질환 증가 등

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Kennedy and Foy, 2005). 특히 우울증 환자의 치료 

경과를 살펴본 일 연구에서는 우울치료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발과 

증상의 정도, 기능손상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은 재발의 방지가 무엇보

다 중요하며 우울의 종류를 구분하기보다는 증상의 정도와 기능상태에 대한 진

단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우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를 제기하였다(Wells, 

Burnam, Rogers, Hays, and Camp, 1992).

따라서 우울을 일반 대중의 주요한 정신건강 문제로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된다(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ce guidline, 2015, UK;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practice 

guidelines, 2015, US;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2015). 이는 우울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근거에 기반한 치료와 사회‧환경적 영향의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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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선택가설

사회적 선택가설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 및 

현재의 질환과 장애가 개인을 이후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초기에는 질병의 역학조사 및 유전적 특성

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았다. Jarvis(1971)는 빈곤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

신병리율을 보이지만 동시에 메사추세츠로 이민 온 아일랜드 사람이 상대적

으로 높은 빈곤층에 속하며 정신병리 수준이 높은 것을 보고하며 정신병리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서 인종의 영향을 다루었다. Dohrenwend 등

(1992)은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는 부적관계이지만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인종과 그렇지 않은 인종에 따라 사회적 선택론과 원인론을 다르

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먼저, 사회적 원인론의 시각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장애의 발병률을 높이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차

별 받는 인종(disadvantaged ethnic group)은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정신

장애의 발병률이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 반면에 사회적 선택론의 시각에서는 

인종에 따른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차별 받는 인종의 경

우 건강한 구성원들조차 인종에 따른 편견과 차별로 인해 선택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게 됨에 따라 정신장애 발병률을 

희석시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차별 받지 않는 인종(advantaged ethnic 

group)보다 정신장애 발병률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차별 받는 인

종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할 확률은 적지만 일단 이동에 성공한 사

람은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되어 정신장애 발병률이 역시 낮을 

것으로 가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인종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원인가설과 선택가설이 다르게 검증됨을 제시하였다. 즉 조현병

의 경우 사회적 선택가설을, 우울증의 경우 사회적 원인가설을 보다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연구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교육성취로 제한한 한

계가 있으나 이 연구는 인종에 따라 정신장애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가 

각기 다른 가설을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선택가설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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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연구들은 이와 같이 유전적 영향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소

인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종뿐만 아니라 입양 및 쌍둥이 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질환에 대한 소인이 유전적으로 다름을 입증하고자 하

였다(Dohrenwend et al., 1992; Kendler, Karkowski, and Prescott, 1999; 

Kendler, Gatz, Gardner, and Pedersen, 2006; Wender, Kety, Rosenthal, 

Schulsinger, Ortmann, and Lunde, 1986). Wender 등(1986)은 우울증을 가

지고 있는 입양된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 개인의 생물학적 가족과 입

양가족의 정신장애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입양된 개인의 생물학적 부모의 

우울증과 자살이 입양가족의 그것에 비해 각각 8배와 15배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우울증의 유전적인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상태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 우울의 유

전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우울증에 일정부분 유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한다(Kendler et al., 1999; Kendler et al., 2006).

한편 우울을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연구결과들

은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우울에 

유전적으로 감수성이 높은 개인이 우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주요 우울증 감수성과 관련된 세로토닌 운반체 유전자의 다형성

(polymorphism in Serotonin transporter gene)과 같은 유전적 특성을 보고하

는 연구들은(Caspi, Sugden, Moffitt, Taylor, Craig, Harrington, McClay, 

Mill, Martin, Braithwaite, and Poulton, 2003; Kendler, Kuhn, Vittum, 

Prescott, and Riley, 2005) 경제적 압박과 같은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우울에 대한 소인을 가진 개인은 선택적으로 스트레

스 상황에 더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한다. 

유전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 선택가설을 검증하는 초기연구들은 정신장애

가 대도시의 슬럼가나 낮은 직업지위 계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에 대해 

그러한 지역이나 낮은 직업지위가 정신장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종착점으로 도착하게 되는 지역이며 정신장애로 인해 

낮은 직업지위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Faris and Dunham, 1939; 

Goldberg and Morrison, 196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신장애로 입원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단순 추적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사회계층(social 

class)의 변화를 임의적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설정한 점 등을 한계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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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집단과의 대조 및 연구대상자들의 초기 특성 통제에 대한 문제제기

(Birtchnell, 1971; Fox, 1990; Ritsher et al., 2001; Rodgers and Mann, 

1993)들이 뒤이어 나타났지만 연구대상자를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임의적구분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정신장애가 어떠한 과정으로 사회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우울을 포함한 정신장애가 이후의 교육성취와 직업

적 성과를 낮추어 개인을 낮은 사회계층으로 이동시키거나 낮은 지위에 그대

로 머무르게 한다고 보고한다(Hamilton et al., 1997; Johnson et al., 1999; 

Miech et al., 1999). 이 연구들은 세대 간의 영향에 보다 주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아동기 정신건강 및 부모세대의 영향을 고려한 결과를 제시한다. 

즉 부모세대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기의 우울 불안 및 행동장애들이 

이후의 교육성취와 초기성인기에서의 첫 직업획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여 정신장애의 선행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수준이 세대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Kiely와 Butterworth(2014)는 정신

건강과 복지수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나

쁠수록 빈곤과 복지수급상태로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여성의 경우 장애, 실업 및 한부모가족 수급과 재수급의 증가위험에 관련이 

되며 남성의 경우 장애와 실업급여 수급과 재수급의 증가에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못한 

특징을 한계로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사회적 선택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을 통해 정신장애의 발병은 

그것이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든 아동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교육적 성취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성인기 개인에게도 전문적 직업획득

의 기회와 이에 필요한 능력이 사전에 제한됨에 따라 이후의 사회경제적 지

위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Dohrenwend et al., 1992; 

Johnson et al., 1999; West, 1991).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이 능력의 제한으

로 능력 있는 개인과 비교해 차별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을 다

음<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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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선택가설 지지

2.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원인가설

 

사회적 원인가설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이 부적관계를 나

타내지만 사회적 선택가설과 달리 개인의 정신건강변화의 원인을 개인이 속

한 사회경제적 지위 영향으로 본다. 즉,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일방향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다

수의 연구들은 사회적 원인가설을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지하고 있다 

(Pabayo et al., 2014; Sareen, Afifi, McMillan, and Asmundson, 2011; 

Wang, Schmitz, and Dewa, 2010; Weich and Lewis, 1998a; 1998b; 

Wildman, 2003; Zimmerman and Katon, 2005). 이들 연구에서 활용된 사

회경제적 지위의 지표는  교육, 직업, 소득 및 자산 등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각각의 측정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구목적과 문화적 맥락에 따

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Araya, et al., 2003). 

먼저 교육을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로 활용한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기의 

교육적 성취가 초기 성인기의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다.(Miech et al., 1999). 인종과 같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증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 원인론

을 검증한 Dohrenwend 등(1992)의 연구에서도 교육적 성취를 지표로 삼았 

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용지위로 설정한 연구들이 있다(Melchior, 

2013). Melchior 등(2013)은 프랑스의 전기공사 근로자 12,65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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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중하위 직급에 속한 남성들이 고위직의 남

성들에 비해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궤적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

구의 특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울과 근로지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였고 우

울이 근로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어느 

정도를 우울로 볼 것인지 진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소득, 교육, 직업지위 변수의 표준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나의 잠

재변수로 설정한 연구도 있다(Hudson, 2005). 사회경제적 지위가 경제적 스

트레스를 야기하고 이것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

다. 분석결과 정신장애로 인한 입원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나로 포괄하는 잠

재변수로 설정하였지만 교육 및 직업지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

려할 때 종단적인 연구에서는 활용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로 살펴본 연구와(송이은·김진영, 2012), 주관적 경제상태 인

식이 우울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김진영, 2007) 및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및 건강행태 요인에 관한 연구(이현주·강상경·

이준영, 2008)들이 있으나 대부분 횡단적 연구로서 시간적인 선후관계 검증

이 어렵다.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가구경제요인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성준모, 2010)가 있으나 1, 2차 년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보

다 장기간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연구에 활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사회적 원인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의 이론적 전개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자원 보유능력(reserve capacity) 모델, 스트레스 과정모델

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자원 보유능력모델

로 설명한 연구에 의하면(Gallo et al., 2005),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원

결핍 등 부정적 경험을 증가시키고, 자기 통제 및 사회적 지지 등의 긍정적 

경험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심리 사회적 자원보유능

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과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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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의하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하는 개인들일수록 생활환경에서 다

양한 불편을 경험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울수준이 높아진다고 본

다(Pearlin, Lieberman, Menaghan, and Mullan, 1981). 즉,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할수록 불편한 교통이용, 열악한 주거환경,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용 

및 여가활동 제한 등의 불편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부정적 생활사건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다양한 생애주기에 따른 역할들(결혼, 부모됨, 직업, 재정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사회관계망 역시 동질적인 집단

(열악한 주거․교통․직업 환경을 공유하는 지역주민과 동료 등)인 경우가 많아 

긍정적 자원형성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과정을 다음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동시적 관계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적 관계를 지닌다고 

가정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어왔다. Hamilton 등(1997)은 조사시점에서 고용상태에 

따라 각각 300여 명씩 선택하여 정신건강과 고용의 관계를 2년간 네 번의 시점을 

두고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이 고용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용상태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특히 정신건강과 고용

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한 데 이어 두 관계의 내생성(endogenity)

을 통제하기 위해 정신건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의 고용상태의 영향을 

통제하고 마찬가지로 고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의 정신건강 상태의 

영향을 통제하는 방정식을 활용하였다. 소득과 신체적 건강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그림 2>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 사회적 원인가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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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보다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이뤄지지 못한 점 및 조사대상자의 대표성 한계

가 있으나 두 변수의 상호관련성을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잘 나타내 준 

연구이다. Miech 등(199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현화 및 내현화로 나타나는 정

신장애가 교육적 성취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교육적 성취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15세 이전의 정신건강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

계를 분석하여 15세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및 15세 청

소년의 교육적 성취가 이후 21세 초기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의 우위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우울 등 내현화 장

애는 이후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외현화 장애는 교육성취에 부

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낮은 교육적 성취는 우울 및 불

안 등의 내현화 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

된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는 교육으로써 교육성취가 완료되는 특정시점 이후의 종단

적인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변수를 활용하는 연구들은 주

로 연구대상을 낮은 연령의 인구집단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Eaton, 

Muntaner, Bovasso, and Smith, 2001; Miech et al., 1999). Eaton과 동료들

(2001)은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표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음

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세대 간 및 세대 내로 이전

되는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양방향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p. 279).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아동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사

회적 원인론으로,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인기 정신건강은 후기 사회

적 원인론으로 설명한다. 부모의 정신건강이 자녀의 아동기 SES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선택론(social selection)으로 아동기 정신건강이 이후 성인기 SES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표류(social drift)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동시적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지만 

세대 내와 세대 간의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양방향의 관계를 포함하는 모델로 

의의가 있다. 



- 22 -

제3절 우울과 소득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우울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주요우울증은 개인의 인지‧정서‧사회적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장

애이다.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은 인지 정서적 상태의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Evans, Chan, Iverson, Bond, 

Yatham, and Lam, 2013; Godard, Baruch, Grondin, and Lafleur, 2012; 

Langa, Valenstein, Rendrick, Kabeto, and Vijan, 2004; Lerner and Henke, 

2008; Petersen, Papakostas, Mahal, Guyker, Beaumont, Alpert, Fava, 

Nierenberg, 2004; Simon, 2003; Simon, Katon, Rutter, Vonkorff, Lin, 

Robinson, Bush, Walker, Ludman, and  Russo, 1998; Weels, Stewart, 

Hays, Burnam, Rogers, and Daniels, 1989)을 통해 우울이 어떠한 과정으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1) 생산성 손실(lost productivity)

먼저 우울은 그 자체로도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psychosocial 

functioning)에 영향을 미치지만(Petersen, et al., 2004; Weels et al., 1989) 

다른 질환과의 동반가능성을 높이고 일상생활기능에 제약을 줄 수 있다

(Simon et al., 1998). 

일상생활기능 및 심리사회적 기능제약을 동반하는 우울증상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과정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직업과 관련된 생산

성 손실로 설명될 수 있다(Patel, 2009; Simon, 2003). 특히 노동시장 경쟁력

과 직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상태 가운데 정신장애의 영향력

은 상당한 것으로 보고된다. Bartel과 Taubman(1979)은 건강상태가 노동시

장에서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장질환과 정신질환 및 기타 

종류의 신체질환 중에서 우울을 포함한 정신질환의 영향력이 가장 오래 지속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Godard와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직업 및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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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도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한다. 우울과 직업적 기능의 관

계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일수록 직업이 없거나 직업

과 관련된 인지적 기능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Evans et al., 2013). 따

라서 생산성 손실가설에 따르면, 우울증상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기능 및 일

상생활기능에 제약이 발생하면 생산성에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소득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2) 우울의 직‧간접적 비용으로 인한 소득감소

우울증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손상을 야기하여 직업적 생산성을 떨

어뜨리는 문제 외에도 우울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비용들이 개인과 가구

에 부담이 될 수 있다. Patel(2009)은 우울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Patel, 

2009; Tomas and Morris, 2003)를 바탕으로 우울의 직간접적 비용을 아래 

<그림 3>과 같이 시각화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울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은 

동반질환 및 조기사망과 건강관리 비용으로 나뉘며 이중 건강관리비용은 다

시 약물, 입원, 외래, 주간보호서비스 및 일반 의료상담비용으로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출처: Patel(2009)

<그림 3> 전반적인 우울비용 부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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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l(2009)은 또한 기분장애가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기분장

애의 높은 발병률, 잦은 재발 및 만성화, 타 질환과의 동반가능성, 낮은 치료

서비스 이용률, 기분장애에 대한 인식부족 및 부적절한 치료방법 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우울증이 없을 때와 비교

해 약 50%가 증가한다는 연구(Henk, Katzelnick, Kobak, Greist, and 

Jefferson, 1996)와 만성질환을 통제하고서도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 

50%-70%의 의료서비스비용이 증가한다는 연구들(Simon, VonKorff, and 

Barlow 1995; 2003)에서도 뒷받침 된다.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축과 자산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소득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우울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즉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부양자의 주요 부담 및 욕구를 살펴보면 경

제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지원 욕구가 포함되며(Baronet, 1999), 만성질환 상

태를 통제하고서도 개인의 우울증에 대한 가족의 비공식적 돌봄이 상당한 사

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Langa et al., 2004). 

이상과 같이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심리사회적 기능제약과 편견 

등으로 능력 있는 개인과 비교해 차별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

정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수준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2. 소득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구의 소득수준 및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연

구들은 소득요인이 어떻게 개인의 우울증상을 이끄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Cifuentes, Sembajwe, Tak, Gore, Krebel, and Punnett, 

2008; Pabayo et al., 2014; Martikainen, Adda, Ferrie, Smith, and 

Marmot, 2003; Kaplan et al., 2008; Lorant et al., 2007; Jones and 

Wildman, 2007; Sturm and Gresenz, 2002; Pabayo, 2014; Sareen et al., 

2011).

우선, 소득수준이 개인의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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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가운데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Ettner, 1996  Zimmerman 

and Bell, 2006)은 공통적으로 소득수준과 우울증상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

고 있다. 이는 나아가 소득수준이 보다 장기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종단연구에서도 (Kaplan et al., 2008; Lorant, Croux, 

Weich, Delege, Mackenbach, and Ansseau, 2007; Mckenzie et al., 2014; 

Zimmerman and Katon, 2005; Sareen, 2011) 확인된다. Sareen 등(2011)의 

연구에서는 초기 소득수준을 일정한 분위로 나눈 뒤 3년 동안의 소득의 증감

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우울의 승산비를 도출한 결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우울이 증가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2시점을 3년의 시

간차를 두고 조사한 연구로 장기간의 종단적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Kaplan 등(2008)은 29년간의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소득과 소득수준 변화가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소득불평등에 따라 우울이 증대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Cifuentes et al., 2008; Jones and Wildman, 2007; Pabayo, 2014). 소득불

평등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보는 이 연구들은 이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소득불평등이 높은 사회는 직접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빈곤할 

가능성을 높이며 정신건강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다.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비교의식 즉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켜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통해 부가 상위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부유층의 탈세 및 공공복지정

책에 사용되는 예산의 삭감 등 건전한 사회를 침식하는 효과(pollution 

effect)가 나타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특히 Pabayo 등

(2014)은 상대적 박탈감의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준다(Pickett and 

Wilkinson, 2009; Stiglitz, 2012; Merton, 1968; Pabayo, 2014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빈부의 격차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뒤쳐진 사람들의 부정적 

정서(부끄러움 등)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적인 사회적 이동은 많지 

않은데도 이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경우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는 자책으로 이

어지고 우울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소득수준 자체가 우울

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우울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이 야기하는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같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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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이면의 과정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있다(Belle, 

1990; Heflin and Iceland, 2009; Kiely and Butterworth, 2014; McKenzie 

et al, 2013; Weich and Lewis, 1998b; Zimmerman and Katon, 2005). 

Heflin과 Iceland(2009)는 빈곤을 물질적 곤궁함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각종 결제요금을 내지 못하

고 핸드폰 사용이 차단되는 경험을 특히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설명하

였다. Belle(1990)는 빈곤이 개인과 가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

다. 특히 빈곤한 여성에게서 우울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Zimmerman과 Katon(2005)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함에 있어 고용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복지수급이 낙인과 부정적 생

활 사건경험 및 경제적 곤궁을 통해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결과(Kiely 

and Butterworth, 2014)도 있다. 경제적 곤궁함을 소득수준과 함께 우울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설명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박탈감과 현금가용에 문제가 

있을 때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iely, Leach, Olesen, and 

Butterworth, 2015). 

종합하면, 빈곤, 소득불평등, 물질적 결핍 및 곤궁 등 소득과 관련된 요인

들이 상대적 박탈감, 자원접근의 제약, 빈곤지위에 대한 낙인 등을 야기하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개인의 우울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 및 우울과 소득의 관계

 우울과 연령(Blazer et al., 1991; Jeon, Dunkle, Roberts, 2006; Mirowsky 

and Ross, 1992; Murphy, 1982; Ryff, 1995; Stordal et al., 2001) 및 소득

과 연령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Fullerton Jr, 1999; Mullahy and 

Sindelar, 1994). 따라서 우울과 소득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연령 집단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먼저 Mirowsky와 Ross(1992)는 우울과 연령의 관계가 U자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청년기에는 우울수준이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고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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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에 가장 낮았다가 노년기에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Stordal과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는 20대의 청년기를 기준으로 연령

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Blazer와 동료들은

(1991) 우울의 위험요인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요인의 설명력이 달라질 수 있어, 연령과 우울의 관련성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이 더 오래살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소득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특성이 연령과 우울의 관계를 더 크

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소득과 연령의 관계에서도 노년기와 비 노년기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Fullerton Jr, 1999; Mullahy and Sindelar, 1994). 이는 노년기의 경제활동 

참여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노

인은 서구국가와 달리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 소득을 중심으로 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이주미․김태완, 2014; 최현수․류연규, 

2003). 이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집단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빈곤 위험이 

3-4배 높으며,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도 비 노인가구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우울과 연령, 소득과 연령의 관계에서 한국사회의 노인들은 다

른 연령 집단보다 우울과 소득의 문제가 심각 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울과 빈곤의 관계를 노년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들에

서도 확인 된다(김용순‧유문숙‧박진희, 2009; 김자영, 2014; 신학진, 2011). 

즉 물질적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고 질병에 취약한 저소득계층 노인일수록 우

울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용순 외, 2009; 신학진, 2011). 

4.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두 변수의 선후관계만을 

검증하기 보다는 두 변수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Dohrenwend et al., 1992; Miech et al., 1999; Miech and Shanahan, 

2000; Zimmerman and Katon, 2005). 이러한 요인에는 성별, 교육, 연령, 

직업, 인종 등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 특성, 자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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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아동기 애착관계 등 개인 내적인 자원과 배우자유무, 지역의 소득불평등 

등 외적인 자원 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는 우울과 소득에 영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분석 시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궤적을 동시적으로 모형화하여 상

호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나아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각각의 궤적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

행연구들이 확인한 우울과 소득에 관련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되 종단적 상

호관계에 선행하는 요인으로서 시불변적(time-invariant)인 특성을 지닌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예측요인

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소득의 동시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을 우울과 소득을 예측하는 변수

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우울

과 소득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고연령일수록 우울에 

연관된 위험요인이 증가하여 우울증상이 증가한다는 연구들(Beekman, Deeg, 

Tilburg, Smit, Hooijer, and Tilburg, 1995; Mirowsky and Ross, 1992)은 연령

이 우울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활

동에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Fullerton Jr, 

1999) 역시 소득에 연령이 주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연

령은 소득과 우울에 동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별은 우울의 기

본적인 영향요인으로 종종 설명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한 것으로 보고

될 뿐만 아니라(Dobson and Dozois, 2011; Picinelli and Willkinson, 

2000), 소득에서도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석

재은․임정기, 2007; Davies and Joshi, 1998; Rosenfeld and Kalleberg, 

1991). 또한 낮은 교육수준은 개인의 건강행위증진을 위한 의사결정방식과 

자원활용 능력에 영향을 주어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Culter and 

Lleras-Muney, 2006), 인적자본 축적 제한으로 소득활동에 불리할 수 있다

(안종범‧전승훈, 2008; 지은정, 2011; Araya et al., 2003; Card, 1999). 근로

상태 및 직업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근로상태와 우울 및 소득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을 통해 근로상태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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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우울과 소득에 관련된 요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상태 역시 우울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세홍 외, 2009; Link et al., 1993; 

Hamilton et al., 1997; Mossakowski, 2009; Zimmerman and Katon, 2005). 

배우자를 단순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볼 것인지, 심리적 자원 요인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울개선에 

효과가 있고(박재규‧이정림, 2011; 신경림 2001),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로 

소득수준에 영향(정진호‧최강식, 2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등 심리적 자원이 증가할뿐만 아니라 맞벌이 등을 통

해 가구의 주요 소득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우울과 소득 모두에 관련이 있다. 만성질환과 장애가 

있는 경우 우울증상이 높아질 수 있으며(서홍란·정윤경·김희년, 2013; 이미숙, 

2010; Kaplan, Roberts, Camacho, and Coyne, 1987; Aneshensel, Frerichs, 

and Huba, 1984; Friedland and McColl, 1992), 동시에 낮은 소득수준과 

관련이 높은 것(김승곤, 2004; 홍백의, 2005; Frank and Gertler, 1991)으로 

보고된다.

종합하면, 우울과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요인 

및 신체적 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

성을 개인 내‧외적 예측요인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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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에 대한 재검토

앞선 문제제기를 통해 우울과 사회경제적지위의 상호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즉 연구대상자의 정신

장애 종류(Chandola et al., 2003; Dohrenwend et al., 1992, Dunham et 

al., 1966, Hamilton et al., 1997)와 전체 집단과 일반집단의 구분(Eaton, et 

al., 2001: Ritsher, 2001), 비 성인기 대상(Fletcher, 2008; Miech et al., 

1999), 주요 변수의 시간적 선후관계(Hollingshead, et al., 1954; Jarvis, 

1971; Ettner, 1996; Weich and Lewis, 1998b; Zimmerman and Bell, 

2006) 및 상호 관련성 통제(Kaplan et al., 2008; Lorant, Deliège, Eaton, 

Robert, Philippot, and Ansseau, 2003; Mckenzie et al., 2014; Melchior et 

al., 2013; Miech and Shanahan, 2000; Rodgers and Mann, 1993; 

Zimmerman and Katon, 2005),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 등의 차이

(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Eshleman, Wittchen, and 

Kendler 1994; Lorant et al., 2003; Mckenzie et al., 2014; Miech and 

Shanahan, 2000; Ritsher et al., 2001; Weich and Lewis, 1998a; 

Zimmerman and Katon, 2005)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논

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분석적인 절차가 타당성과 일반

화에 어떠한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적 개선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 가운데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 사

람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종단적 연구에서 나타난 최종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또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성인

기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고자 한다.

둘째,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

들은 점차 진화해 왔으나 연구 질문이 분석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었

다. 초기에는 단순히 정신장애와 빈곤의 발생률을 횡단적 측면에서 비교하거

나(Jarvis, 1971), 로그 선형모형(log-linear model)과 같이 초기의 정신장애 

여부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빈도가 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빈도와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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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지를 분석하여(Johnson et al., 1999; Fox, 1990; Rodgers and 

Mann, 1993) 상관관계 및 교차분석 이상의 분석적 함의에는 한계를 가졌다. 

이후 관계의 경로계수를 모수화 할 수 있는 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분석방법들은 양방향

의 영향을 동시에 추정하고 종단적 변화의 다양한 궤적을 설명하는 데 한계

를 가질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경우 양방향의 분석과 측정오차

를 고려한 분석이 모두 가능하나 종단적 분석에서 변화율을 모수화 하는데는 

역시 한계를 가진다. 

이 논문에서 활용하는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의 장점인 측

정오차를 고려한 분석에 더해 초기시점의 다양한 개인 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개인 내 모형(within-subject 

model)과 개인 간 모형(between-subject model)로 추정이 가능하며, 두 잠재

변수의 종단적 상호관계모형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예측요인의 투입으로 잠

재변수의 궤적을 설명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초기의 우

울과 소득수준이 개인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평균적인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차이를 나타내는지, 두 변수의 종단적 상호관

계가 동시에 어떻게 추정되는지를 보다 간명한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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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가설

 

제1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개인의 우울 및 소득의 궤적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이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우울과 소득수준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개인과 가구에서도 그 변화가 예측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한

국사회의 성인기 인구집단에서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연령 집단에 따라 우

울궤적 및 소득궤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연구가설 1-1. 개인의 우울증상 궤적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개인의 우울증상 궤적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1-3. 개인의 소득수준 궤적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4. 개인의 소득수준 궤적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연구문제 2]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횡단적 상호관련성을 

전제하고, 나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과 소득의 궤적이 변화하는 양상

을 동시에 추정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초기의 우울증상이 이후의 소득수준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사회적 



- 33 -

선택가설과, 초기의 소득수준이 이후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사회적 원인가설이 동시적 모형에서도 설명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청․장년기와 노년기로 구분되는 연령 집단

에 따라 우울궤적 및 소득궤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본

다.

연구가설 2-1. 초기값의 우울증상이 이후 소득수준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초기값의 소득수준이 이후 우울증상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1]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우울과 소득궤적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하여 각각의 궤적을 개

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세 번째 연구목적이다.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동시적 관계를 설정한 모형 내에서 분석에 포함된 예측요인들의 

영향과 연령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3-1. 개인 내·외적 요인들이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예측요

인들이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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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연구문제와 가설에 따라 이 논문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그림 4> 연구모형

 

위 <그림 4>는 동일 시점의 출발점에서 개인의 우울과 소득수준이 상호관

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의 우울수준이 이후 소득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로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의 소득수준이 이후 우울

증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로를 동시에 나타낸다. 우울이 소득에 미치는 경

로가 유의하다면 이는 사회적 선택가설에 대한 기존 이론을 지지하는 함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현재의 소득 수준이 이후의 우울 변화를 설

명한다면 이는 사회적 원인가설에 대한 기존 이론을 지지하는 함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모형을 통해 탐색적 수준에서 이러한 가설이 연령 집단

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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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은 전국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널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국내에서 수행중인 가구단위 패

널조사로는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하며 2006년 조사시작시의 원표본이 2013년 

8차에 72% 이상 유지되어 기타 패널조사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제주도와 가구유형으로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

어 패널조사로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지출수준이 통계청의 가

계조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한

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조사대상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자료로부터 24,000여 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

년도 가구를 기준으로 1차(2006년)에서 8차(2013년)까지의 가구 및 가구원 

자료를 합병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 기준 우울과 소득항목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는 6,848명

이다.  

 

제4절 변수의 구성과 측정

 

1. 우울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활용한 우울척도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11문항이다. 원래 CES-D 척도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20문항으로 개

발한 것으로 지난 1-2주간의 우울에 대해 개인의 인식을 질문하며 우울의 

하위요인은 우울 정서와 긍정적 정서, 신체적으로 불편함 및 대인관계에 관

한 개인의 인식과 같이 총 4개 요인들로 구성된다. CES-D 척도는 우울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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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적 평가점수와의 비교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

으며 요인구조의 구성체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이다(Radloff, 1977). 한국에서

도 DSM-IIII-R에 의해 진단된 주요 우울증 환자군에서 CES-D 점수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우울

증군과 정상인군을 구별해주는 감별타당도도 검증된 것으로 보고된다(조맹제‧
김계희, 1993). 

그러나 대규모의 설문조사나 노인들이 많이 포함된 연구에서 CES-D의 

원척도를 활용하는데 드는 시간 및 응답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단축형 척도가 선호되기도 한다(kohout, 

Berkman, Evans, and Cornoni-Huntley, 1993). 축약된 CES-D-11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들 역시 단축형 척도가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유사함을 보고

하였다(Covinsky, Yaffe, Lindquist,  Cherkasova, Yelin, and Blazer, 2010; 

Gellis, 2010; Khout et al., 1993). 이에 따라 노년기를 포함한 전체 성인기 

인구집단에 대한 우울연구에서 단축형 척도의 활용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Covinsky et al., 2010; Yin, Chang, Hung, and Yang, 2013).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단축형 CES-D-11역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활용되었으며, 조사

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의 우울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다. 세부항목은 “식욕

이 없음”,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침”, “외로움”, “불만 없이 생활”,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뭐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극히 드물다(일주일

에 1일이하),’ ‘2=가끔 있었다(2-3일간)’, ‘3=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

간)’, ‘4=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와 같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1-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

을 0-3으로 전환하여 모든 문항을 합산 후 20/11을 곱해준 점수로 우울 수

준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1차부터 7차 년도까지 총 7개 시점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

자 한다.

이 연구에서 우울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분석결과, 크론바흐 알파값

(Cronbach Alpha Coefficient)은 2006년 .89, 2007년 .87, 2008년-2012년 

.8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을 일정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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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가구 가처분소득

  기존연구들이 활용한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중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된 

변수는 교육이다(Lorant et al., 2003). 그러나 종단적 연구에서 교육수준을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Miech et al., 1999). 또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 변

수는 직업인데 직업 또한 조사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Melchior et al., 2013). 특히 이 두 변수는 특정기간 혹은 시점 이후에는 시

불변(time-invariant)적이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Zimmerman 

et al., 2004), 시간적 선후 관계 설정 및 종단적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의 경우 역시 가구소득(Kaplan et al., 2008; Sareen et al., 

2011), 자산(Carter, Blakely, collings, Gunasekara, and Richardson, 2009), 

주관적 경제수준(김진영, 2007; 성준모, 2010) 등 다양한 측정치가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의 조사대상자가 성인기 전 연령대에 속한 점과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비교하고 모수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지표로 

삼았다. 특히 건강과 가구소득을 지표로 한 소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가

구소득이 재화와 용역의 소비능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가정한다(Halleröd 

and Gustafsson, 2011). 한국복지패널 자료에는 개인과 가구의 소득자료가 상세하

고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 1>과 같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uxembourg Income Study, LIS)에서 활용하는 가처분소득자료를 근거로 활용하

였다. 

분석에 앞서 소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가구가처분

소득에 대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소득으로 환산하였다. 이 실

질가구가처분소득에 대해 LIS자료 활용안내서와 국내 빈곤연구를 참고로 극

단치를 조정한(LIS self teaching pakage, 2015; 남상호, 2012) 다음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소득의 로그값을 활용하였다5). 

5) 빈곤과 소득비교연구에서는 소득의 극단치를 조정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도 소득이 주요 
종속변수로 활용됨에 따라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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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득구분

통계청 OECD LIS

소

득

비경

상소

득

경조소득,

폐품

매각대금,

기타

경상

소득

근로소득 Wage and Salary Income
1차소득

(Primary 

Income)
시장

소득

(Market 

Income)

총

소

득

(Gross 

Income)

가처분

소득

(Disposa

ble 

Income)

가처분소

득

(Disposa

ble 

Income)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zed Property Income

이전

소득

사

적

기업연금(Ocucupational 

Pensions)과 기타 사적 

현금소득

공적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현금급여

지

출

비

소비

지출

공적연금
사회보장 부담금

사회보험

조세
소득세

제산세, 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기타 

비소비지출

소비 

지출

출처: 한국복지패널 User Guide_1차년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8:55)

한편 한국복지패널에서 소득 자료는 지난 한 해동안의 총소득을 조사한

다. 즉 2006년 조사시점에서의 소득은 2005년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울은 지난 2주간의 증상정도를 조사한 것이므로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의 

동시적 상관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가구 가처

분소득자료는 2차년도 조사자료부터 활용하였다. 즉 소득의 초기 측정시점은 

2007년이 된다.

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자료의 극단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를 부여한 가처분소득에 대해 중위소
득을 구하고 중위소득의 10배에 해당하는 값을 상한 값으로(top coding), 하한 값은 0으로(bottom coding) 
조정(winsoris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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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측변수

소득과 우울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내·외적 자원 및 특성을 

예측변수로 통제하고자 한다. 예측변수들은 모두 2006년 조사시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요 예측변수들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

령, 교육수준, 근로여부, 배우자유무를 포함하였고, 신체적 건강특성을 나타내

는 변수로, 장애유무, 만성질환유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수의 측정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0, 여자가 1로 측정되

었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은 0, 고

등학교 졸업이상은 1로 구분하였다. 근로여부는 비 근로 상태일 경우 0, 근로

상태일 경우 1로 구분하였다. 결혼여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0으로 배우자

가 있는 경우를 1로 구분하였다. 장애유무는 장애등급이 있거나 비 등록장애

인인 경우를 모두 1로 비 해당일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은 6개월

의 투약 및 투병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를 1

로, 6개월 미만과 질환이 없는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다. 

 4. 연령 집단 구분: 청‧장년기 vs 노년기

이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19세 이상 성인기 가구주이다. 전 연령의 성

인기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탐색적으로 청‧장년기와 노년기의 차이를 확인

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목적에 따라 연령 집단의 구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9세 이상 59세 이하는 청‧장년기로 구분하였고 60세 이상은 노

년기로 구분하였다. 우울과 소득이 연관된 노년기 연구를 검토한 결과 노년

기에 대한 기준은 주로 60세 이상(김정은․신동환․윤성욱․백준형․전동욱․문정준․
이봉주․김영훈, 2010, 최현수․류연규, 2003; 홍백의, 2005) 또는 65세 이상(백

옥미, 2013; 전혜정․김명용, 2013)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노년기 연

령의 기준은 65세이지만, 소득이 주요변수인 이 논문에서는 은퇴의 기준연

령6)을 고려하여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6)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

로자의 정년은 60세로 의무화되었다(시행은 2016년 1월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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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우울

과 소득수준의 변화수준을 각 연도별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울과 소득궤

적의 변화와 관계를 확인하고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

용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

형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수의 변화를 다루는 모형이다. 횡

단자료를 이용한 구조방정식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요인계수와 각 

요인 간의 경로계수라면 잠재성장모형에서는 각 요인(절편, 기울기)의 평균과 

각 요인 간의 경로계수를 추정한다. 절편은 관찰 시점에서의 변수의 평균값

이며, 기울기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정도를 의미한다. 구조방정

식모형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은 이러한 절편과 기울기를 잠재변수로 설정하

여 추정한다. 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면 측정치 변화에서 개인차의 유의미

한 정도, 개인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그리고 한 

변수에서의 변화와 다른 변수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패

널 데이터 분석에 용이하다(Bollen and Curran, 2006).

구체적으로 잠재성장모형은 개인 내 모형과 개인 간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내 모형(within-subject model)에서는 변화함수가 선형임을 가정

할 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개인 내 모형:      

여기서  는 시간(j=0,1,2...n)에서 개인의 점수이며, 그리고 는 측정시간

을 코드화한 값이다. 그리고 는 개인의 초기값(intercept; 절편), 는 개인

의 변화율(change rate; 기울기),  는 개인에 대한 시간에서의 모형의 오차

를 각각 나타낸다. 이 분석모형에 따르면 특정 시점의 개인의 우울증상은 초

기값의 우울증상과 그 시점에서의 우울증상 변화율 및 오차로 모수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의 모수가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추정되는 모형이 개인 

내 모형이다. 각 개인들의 선형 회귀선이 도출될 수 있다.

개인 간 모형(between-subject model)은 이러한 모든 개인들의 Y값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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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체집단의 평균 초기값과 평균변화율에서 개인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모형이다. 즉 개인 간 모형에서 개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개인 간 모형:
   

    

             

 즉 개인 i의 초기값은 전체집단의 초기값 평균()에서 개인이 벗어난 정

도()로 표현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개인 i의 기울기는 전체집단의 기울

기평균( )에서 개인이 벗어난 정도()가 된다. 이를 다음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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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 :    

Level-2 :   

            

<그림 5> 잠재성장모형(무조건부 모형)

   : 시점 j(j=0,1,2,...n)에서 개인  i의 값  

  : 개인 i의 초기값(절편) 

  : 개인 i의 반복측정값의 변화율(기울기) 

   :  j시점에서의 측정시간을 

      코드화한 값(trend variable)

 : j시점에서 개인 i의 측정오차

   :  초기값의 집단평균

   :  변화율의 집단평균 

  : 개인 i가 초기값의 집단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 개인 i가 변화율의 집단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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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개인 내 모형과 개인 간 모형은 다음과 같이 조합된 모형으로 나

타낼 수 있다. 

조합 모형(combined equation):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내생 확률 회귀계수였던 초기값과 기울기는 외

생요인과 분산으로 대체된다. 개인의 Y값은 집단 초기값 평균과 측정시점을 

반영한 집단 기울기평균 값 및 각 값의 분산과 오차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산은 각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괄호안의 식은 고정

요소(fixed component)이고, 두 번째 괄호는 확률적 요소(random 

component)이다. 즉 고정요소는 초기값과 기울기의 전체평균을 나타내고, 확

률요소는 개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변량을 나타낸다(Bollen and curran, 

2006). 이를 통해 변화궤적을 가진 주요변수에 대해 개인들의 다양한 궤적을 

추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체 집단의 평균궤적을 추정할 수 있다. 집단의 

평균궤적을 중심으로 특정방향으로 진행되는 개인들의 궤적과 다른 개인들의 

궤적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 주요 관심변수인 우울증상

과 소득수준의 궤적에 대하여 평균궤적이 추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초기값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들과 낮은 개인들을 비교 해석할 수 있다.

무조건부 모형의 평균과 변량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예측요인을 투입

한 조건부 모형의 추정이 가능하다. 조건부 모형에서의 1수준은 무조건부 모

형의 1수준과 동일하다. 예측요인은 무조건부 모형의 2수준에서 포함된다. 

즉, 두 개 이상의 예측요인  가 포함된 모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가 0일 때의 평균 절편(mean intercept)과 기

울기(mean slope)이다.  는 각 절편과 기울기의 예측요인들이며, 

와 는 각각 절편과 기울기에서의  에 대한 회

귀계수이다. 와 는 절편과 기울기의 조건부 분산과 공분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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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건부모형의 조합모형(combined equation)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조건부모형에서  는 복합절편( 평균절편과 j시점의 기울기가 합쳐진)과 

시간의 변화, 에 따른 개의 예측요인의 복합회귀계수 및 시간에 따

른 이들의 분산과 오차로 구성된다. 마지막 괄호를 제외한 앞의 괄호들은 모

두 조건부모형의 고정된 요소들이고 마지막 괄호는 확률요소이다. 고정된 요

소는 평균구조를 의미하고 확률요소는 다양성을 가진 개인들의 변량을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을 통하여 우울과 소득의 변화궤적

(trajectory)을 분석하였다. 무조건부 모형에서 잠재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 

평균 및 변량의 유의성을 확인한 후 [연구문제 2]의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동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증상과 소

득수준의 초기값의 각각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두 변수의 초기값의 상호

관계를 통제하고 살펴볼 수 있으므로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변화를 추정하

여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을 보다 합리적이고 간명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분석모형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6>와 같다. 또한 연령 집

단에 따라 종단적 상호관계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

단 잠재성장 모형(Multi-group Latent Growth Curve Model)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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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개인 

내․외적 예측요인들을 포함한 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Conditional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분석 및 연령 집단에 따른 다중

집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전체 성인기 인구집단에서 우

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내외적 예

측요인을 파악하고, 연령 집단에 따른 경로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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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최종 분석 모형(다중집단 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였다. 자

료에 대한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통계

량,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로 

IFI(Incremental Fit Index)와 모델의 복잡성과 간명성을 고려한 

TLI(Turker-Lewis Index)및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판단기준으로 사

용하고자 한다(Hong, Malik, and Lee, 2003:645; Hu and Bentler, 1999). 

카이제곱값이 모델의 복잡성이나 사례 수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카이제곱

값이 유의하더라도 RMSEA가 .08이하이고 IFI, TLI, CFI가 .90이상이면 모

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u and Bentler, 1999). 

1차 년도에 조사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8차 년도까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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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료를 사용하므로 소득 및 우울 등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결측치는 분석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측치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구조 방정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대 우

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측치가 없어야 하므로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FIML(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FIML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관측 자료에서 결측이 없는 동일한 패턴을 갖

는 사례를 대상으로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을 만들고 (결측이 포함된)나머지 

사례 역시 평균벡터와 공분산행렬을 만든 다음 개별 사례에 대한 로그우도함

수식을 만들고 이 개별로그우도의 합이 전체표본의 로그우도가 되게 하는 것

이다. 즉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된 모델의 모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배병렬, 2009). FIML 방법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으로 발생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와 한 변수의 

결측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경우(mission at 

random: MAR)에 목록별제거(listwise deletion), 대응별제거(pairwise 

deletion) 및 유사응답패턴대체(similar response pattern imputation)와 같은 

결측치 처리방법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Enders and Bandalo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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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기초자료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개인 내‧외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개인 내․외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적‧심리적 특

성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19세 이상의 성인 가구주를 청‧장년기 및 노년기 집단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청‧장년기에 해당하는 19-50대의 평균 연령은 약 

43세이며 60대 이상의 노년기 연령의 평균은 약 7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

‧장년기와 노년기의 비율은 각각 약 59%와 41%로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에서

는 노년기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성비는 남

성이 75.1%, 여성이 24.9%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가구주 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력은 고졸이상이 53%이며 고졸미만은 

47%로 고졸이상의 학력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유무의 경우 약 

68%가 근로상태로 이 역시 패널자료에서 가구주의 정의가 가구의 주된 생계

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내려지는 것과 관련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6개월 이상의 만성질

환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5%로 조

사되었다.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장애 종류는 지체장애

(약 380명)이며 시각(72명) 및 청각장애(50명)가 뒤를 이었다.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수는 1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분석대상자 가운데 

장애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신체적 장애가 대부분

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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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개인 내‧외적 특성

구분 빈도(비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
청‧장년기

(60세미만) 4,030 (58.8) 19 59 42.971 8.992

노년기(60세이상) 2,818 (41.2) 60 96 70.345 6.649

성별
여(=1) 1,708 (24.9)

0 1 .249 .432
남(=0) 5,140 (75.1)

학력
고졸이상(=1) 3,632 (53.0)

0 1 .530 .499
고졸미만(=0) 3,216 (47.0)

근로
상태

근로(=1) 4,647(67.9)
0 1 .679 .467

비 근로(=0) 2,201(32.1)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1) 4,539(66.3)
0 1 .663 .473

무배우자(=0) 2,309(33.7)

신체

건강

특성

만성

질환

유(=1) 2,739(40.0)
0 1 .400 .489

무(=0) 4,109(60.0)
장애

유무

유(=1) 649(9.5)
0 1 .095 .293

무(=0) 6,199(90.5)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신체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60세를 기준으로 청‧장년기와 노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

과 아래 <표 3>과 같이 연령 집단에 따른 특성들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성별의 경우 청‧장년기와 노년기 내에서 남성의 비율은 각각 

83.6%와 62.8%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특히 청‧장년기의 남성 비율이 보

다 높았다. 학력의 경우 청‧장년기 내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비율은 75%이

며 노년기의 비율은 21.6%로 노년기의 고등학교 졸업비율이 유의하게 낮아 

학력에 있어 연령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상태의 경우 청‧장년기집

단에서 근로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86.2%인 반면, 노년기집단에서의 

비율은 41.6%로 근로상태의 연령 간 격차 역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

자의 경우 두 연령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청‧장년기 집단에

서 유배우자의 비율은 72.2%인데 비해 노년기 집단에서의 비율은 57.9%로 

청‧장년기 집단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전체집단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40%이지만 연령 집단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청‧장년기 내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은 19.4%인 반면, 

노년기 내에서의 비율은 69.5%로 노년기의 만성질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장애유무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장애가 없는 경우

가 많았지만 청‧장년기집단에서는 7.7%, 노년기집단에서는 12%로 노년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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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장애비율이 더 높았다. 

종합하면,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은 연령 별

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과 근로상태 및 만성질환의 경우, 노년

기에 속한 사람들이 낮은 학력수준과 비 근로상태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

는 비율이 높아 청‧장년기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개인 내‧외적 자원이 불리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표 3> 연령 집단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개인 내‧외적 특성

구분
청‧장년기 노년기

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

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 3,370(83.6) 1,770(62.8)

383.707***
여(=1) 660(16.4) 1,048(37.2)

학력
고졸이상(=1) 3,024(75.0) 608(21.6)

1902.972***
고졸미만 1,006(25.0) 2,210(78.4)

근로
상태

근로(=1) 3,475(86.2) 1,172(41.6)
1515.083***

비 근로 555(13.8) 1,646(58.4)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1) 2,908(72.2) 1,631(57.9)
151.334***

무배우자 1,122(27.8) 1,187(42.1)

신체

건강

특성

만성

질환

유(=1) 781(19.4) 1,958(69.5)
1734.587***무 3,249(80.6) 860(30.5)

장애

유무

유(=1) 312(7.7) 337(12.0)
34.374***무 3,718(92.3) 2,481(88.0)

2.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분포 특성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빈도와 범위 및 일변량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

울증상 점수는 왜도와 첨도 값이 4 이내로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균등화소득의 왜도와 첨도가 편포된 분포를 

보여 분석에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부록 1)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2010년-2012년 조사시점 간의 소득수준 상관관계는 

.85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의 값은 모

두 10미만으로(범위: 1.084-5.076)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의심되지는 

않는다.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분포 특성은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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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매년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은 매

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기술통계

변수 조사시점 빈도 최소 최대
평균 왜도 첨도

통계
표준  

편차
통계

표준  

오차
통계

표준  

오차

우울

증상

W1(2006년) 6,848 0.00 60.00 11.466 11.683 1.252 .030 1.143 .059

W2(2007년) 6,021 0.00 60.00 11.130 11.068 1.212 .032 1.060 .063

W3(2008년) 5,665 0.00 56.36 9.912 10.075 1.282 .033 1.412 .065

W4(2009년) 5,415 0.00 60.00 9.520 9.885 1.371 .033 1.915 .067

W5(2010년) 5,118 0.00 60.00 8.764 10.040 1.662 .034 2.946 .068

W6(2011년) 4,735 0.00 60.00 8.113 9.448 1.650 .036 3.019 .071

W7(2012년) 4,608 0.00 52.73 7.049 8.558 1.570 .036 2.523 .072

W8(2013년) 4,396 0.00 56.36 7.197 9.099 1.727 .037 3.133 .074

소득

수준

*

W1(2006년) 6,848 0.000 22,259 1,500 1,262 2.934 0.030 22.398 0.059 

(Ln소득) (6,755) (0.496 (10.011) (7.031) (0.813) (-0.627) (0.030) (2.453) (0.060) 

W2(2007년) 6,302 0.000 26,488 1,682 1,416 3.713 0.031 34.004 0.062 

(Ln소득) (6,253) (-0.384) (10.184) (7.161) (0.770) (-0.545) (0.031) (3.100) (0.062) 

W3(2008년) 5,888 0.000 26,530 1,760 1,498 4.291 0.032 43.676 0.064 

(Ln소득) (5,855) (0.102) (10.186) (7.206) (0.767) (-0.536) (0.032) (2.661) (0.064) 

W4(2009년) 5,642 0.000 25,227 1,807 1,457 3.283 0.033 24.515 0.065 

(Ln소득) (5,616) (0.749) (10.136) (7.250) (0.732) (-0.408) (0.033) (2.278) (0.065) 

W5(2010년) 5,318 0.000 29,268 1,843 1,480 4.496 0.034 48.731 0.067 

(Ln소득) (5,307) (2.741) (10.255) (7.255) (0.700) (-0.254) (0.034) (1.032) (0.067) 

W6(2011년) 4,937 0.000 23,590 1,894 1,464 3.574 0.035 31.338 0.070 

(Ln소득) (4,925) (2.175) (10.069) (7.314) (0.701) (-0.318) (0.035) (1.415) (0.070) 

W7(2012년) 4,822 0.000 22,317 1,908 1,481 3.321 0.035 24.772 0.071 

(Ln소득) (4,810) (3.211) (10.013) (7.319) (0.699) (-0.172) (0.035) (0.343) (0.071) 

W8(2013년) 4,606 0.000 19,513 1,970 1,500 2.967 0.036 18.922 0.072 

(Ln소득) (4,590) (3.544) (9.879) (7.356) (0.693) (-0.124) (0.036) (0.065) (0.07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적용한 실질가처분소득임. 또한 가처분소득은 극단치를 
   조정한(bottom coding: 0으로, top coding: 중위소득 10배값으로) 후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값을 사용함. 
   소득평균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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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상 평균값의 변화를 연령 집단 별로 살펴본 결과, <표 4-1>과 같이 

노년기의 평균 우울증상 수준이 청‧장년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1차 시점부터 7차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

고 있었다. 따라서 노년기의 우울증상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청‧장년기보다

는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울과 연령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를 

나타내준다.

<표 4-1> 연령 집단에 따른 우울증상 평균변화

구분
청‧장년기(19-59세) 노년기(60세 이상) 집단 간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value

우울

증상

W1(2006년) 4,030 9.425 10.515 2,818 14.386 12.615 -17.680***

W2(2007년) 3,419 9.360 10.289 2,602 13.456 11.615 -14.469***

W3(2008년) 3,148 8.196 9.271 2,517 12.059 10.617 -14.604***

W4(2009년) 3,021 7.846 9.076 2,394 11.632 10.445 -14.253***

W5(2010년) 2,864 6.394 8.491 2,254 11.775 11.005 -19.742***

W6(2011년) 2,653 5.857 8.004 2,082 10.988 10.328 -19.259***

W7(2012년) 2,592 5.085 7.351 2,016 9.575 9.308 -18.294***

*p<.05, **p<.01, ***p<.001

소득수준 평균값의 변화 역시 연령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

래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장년기의 2006년 가구소득은 평균 

2,117만원이지만 노년기의 평균 가구소득은 1,104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의 경우 청‧장년기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소득수준이 낮으며 시간이 

지나도 청‧장년기의 소득수준보다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 <표 2-1>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60세 미만의 가구주가 60

세 이상의 가구주에 비해 소득활동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장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근로상태인 경우(86.2%)가 비 근로상태인 경

우(13.8%)보다 많지만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비 근로상태인 경우(58.4%)

가 근로상태인 경우(41.6%)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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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령 집단에 따른 소득수준 평균변화

구분
청‧장년기(19-59세) 노년기(60세이상) 집단 간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value

소득

수준

†

W1(2007년) 3,595 2,117 1,498 2,707 1,104 1,050 30.066***

(ln소득) (3,565) (7.465) (.672) (2,688) (6.755) (.701) (40.536***)

W2(2008년) 3,288 2,250 1,657 2,600 1,139 959 30.383***

(ln소득) (3,263) (7.527) (.665) (2,592) (6.801) (.690) (40.809***)

W3(2009년) 3,143 2,278 1,522 2,499 1,214 1,119 29.210***

(ln소득) (3,124) (7.551) (.636) (2,492) (6.872) (.665) (38.904***)

W4(2010년) 2,966 2,332 1,645 2,352 1,226 928 29.117***

(ln소득) (2,957) (7.551) (.610) (2,350) (6.882) (.623) (39.253***)

W5(2011년) 2,746 2,415 1,599 2,191 1,240 926 30.552***

(ln소득) (2,739) (7.617) (.623) (2,186) (6.933) (.600) (38.874***)

W6(2012년) 2,708 2,427 1,600 2,114 1,243 969 29.996***

(ln소득) (2,699) (7.625) (.607) (2,111) (6.927) (.607) (39.511***)

W7(2013년) 2,613 2,505 1,619 1,993 1,268 947 30.365***

(ln소득) (2,605) (7.656) (.608) (1,985) (6.960) (.592) (38.826***)

*p<.05, **p<.01, ***p<.001, 
†<표 4>의 조정된 가처분 소득에 대해 연령 집단별 분석 실시

3. 체계적 결측에 대한 확인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에서는 시점이 반복됨에 따라 임

의적 혹은 체계적인 이유로 결측자료(missing data)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

다. 이상적으로는 결측이 완전 무작위(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로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실제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기는 어

렵다. 앞선 분석방법 설명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구조방정식에서는 무작위 결

측을 가정한(missing at random, MAR)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지만 체계적 결측

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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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에서 체계적인 결측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은 결측치를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 내 변수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중도에 탈락한 대상자와 남아있는 대상자의 특성이 체계적으로 

다른지, 결측변수의 포함으로 연구모형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체계적인 결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1차

년도인 2006년을 기준으로 2차년도 이후 7차년도까지 우울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결측변수를 설정하여 1차년도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

들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2 참조). 분석결과 2차년도 이

후 분석에서 우울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응답한 사람보

다 우울할 승산이 높고, 남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배우자 및 직업이 없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측변수를 최종 분석모형에 

포함한 결과 기초연구모형과 χ²값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

다(부록3  참조). 이에 연구결과는 결측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최종 연구모형

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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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연구문제 1 : 개인의 우울 및 소득의 궤적은 각각 어떠한가?

우울과 소득수준의 궤적과 궤적간의 관계, 그리고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궤적에 대한 무조건부 모형

(Unconditional Model)분석을 통해 각 궤적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체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는 한국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우울증상과 가구소득의 궤적에 

대한 각각의 무조건부모형을 분석하고 탐색적으로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1) 우울증상의 변화궤적

(1)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 궤적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만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의 우울증상이 매해 어떠한 궤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

해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 모형을 분석하였다. 무조건부모형은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가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한다는 가정7)하에 적합도를 확인하

였다. 

<표 5>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 궤적 모형적합도

7)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 외에 변화모형으로 다차함수모형의 설정 및 비교가 가능하지만 잠재
성장모형은 기본적으로 선형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차함
수모형의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서
베이의 특성과 변화모형으로 해석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7개 시점을 고려할 때, 선형모형
의 적합도가 양호할 경우 선형모형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χ² df p RMSEA IFI TLI CFI

872.260 29 .000 .065 .935 .937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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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확인결과 χ²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본 수에 

덜 민감한 대안적 절대적합지수 값(RMSEA=.065)과 표본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지수들의 값(IFI=.935, TLI=.937, CFI=.935)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아래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은 조사 기간인 7

년 동안 조금씩 감소하였다. 우울궤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증

상의 초기값 평균은 11.544(p<.001)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마다 .681

점씩 감소하였다(변화율 평균=-.681, p<.001). 초기의 우울증상과 기울기의 

공통분산은 -5.057(p<.001)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우울증상 초기값이 낮

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의 우울증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울증상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초기값 변량=72.046, p<.001; 변화율 변량=.816, p<.001) 

개인들의 우울증상이 초기값과 변화율 평균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차이가 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의 우울증상 궤적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 1-1]은 지지된다. 

<표 6>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 궤적 추정치

궤적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우울증상 초기값(intercept) 11.544(.120)*** 72.046(1.719)*** 

우울증상 변화율(Slope) -.681(.022)*** .816(.056)***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covariance) -5.057(.265)***   

*p<.05, **p<.01, ***p<.001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울증상의 궤적은 초기값과 변화율 평균이 유의하고, 

각각의 변량이 유의하므로 전체 우울증상의 궤적에 개인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음단계로 이러한 궤적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2) 연령 집단별 우울증상 궤적의 차이

우울은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Mirowsky and Ro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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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년기의 우울에 대한 연구들(Blazer et al., 1991; Jeon et al., 2006; 

Stordal, et al., 2001)은 우울에 있어서 노년기와 비 노년기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에서의 우울궤

적이 연령 집단에 따라 초기값과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교차타당성을 파악하는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이 전

제되는데 여기에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잠재성장모형

에서는 잠재변수인 절편과 기울기의 각 시점별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는 

집단 간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으므로 요인구조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측정동

일성 검증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우울증상 궤적의 초기값(절편)과 변화율(기

울기) 평균에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델과 비 제약모델의 카이제곱증가량을 연

령 집단별로 확인하고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청‧장년기와 노년

기에 속한 사람들의 우울증상 궤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2=682.267, ∆df=2, p<.001). 이는 초기값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 및 공분

산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에서 청‧장년기와 노년기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우울증상 궤적 다중집단 분석 : 연령 집단 간 차이

 *p<.05, **p<.01, ***p<.001

먼저, 위 <표 7>과 같이 청‧장년기의 초기값의 평균은 약 9.757이고 노년

기의 평균은 약 13.997로, 노년기의 우울증상 초기값이 높다. 이러한 연령 집

8) 비 제약모델에서 해당 경로 및 모수의 값을 제약한 모델의 카이제곱값의 증가량에 대한 통계적 임계
치를 제공해 주는 값으로 분석자가 개별적인 관심 경로를 하나씩 제약하여 비 제약모델과 비교할 때
의 값과 동일하다. Amos의 결과 값에서 간편하게 설정 및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다중집단분석의 집
단 간 차이는 이 값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궤적
청‧장년기(n=4,030) 노년기(n=2,818) 집단 간 

차이의 
임계값(C.R)8)평균(S.E) 변량(S.E) 평균(S.E) 변량(S.E)

우울증상 

초기값(intercept)

9.757(.144)

***

55.945(1.924)

***

13.997(.197)

***

71.302(2.983)

***

17.365

*** 
우울증상 

변화율(Slope)

-.778(.025)

***

.640(.061)

***

-.575(.037)

***

.984(.110)

***

4.474

***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covariance)
-4.152(.298)***   -4.551(.484)*** -.706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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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C.R=17.365, p<.001), 

우울증상의 초기값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이 청‧장년기보다 초기 우울증상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울증상의 변화율에서 청‧장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연간 약 .778점씩 

우울이 감소하였는데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연간 약 .575점씩 감소하여, 노

인들의 우울이 청‧장년들보다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C.R=4.474, p<.001), 우울증상의 변화율에서도 연

령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청‧장년기와 노년기의 우울증상 궤적은 동시에 감소하지만 노년

기의 초기 우울증상 수준이 높고 우울감소 속도도 느려 청‧장년기와의 우울 

궤적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증상 궤적의 무조건부 모형 

추정치를 바탕으로 초기값과 변화율

의 평균을 대입하여 매년 우울증상

의 궤적이 연령 집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오

른쪽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이를 통해 우울궤적은 두 연령 

집단 모두에서 조금 감소하고 있으

며, 60세 미만의 청‧장년기가 60세 

이상의 노년기에 비해 초기 우울증

상 수준도 낮지만 우울 감소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초기값의 격차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우울증상 궤적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수준의 변화궤적

(1) 전체 집단의 소득수준 궤적

이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변수인 소득수준이 조사기간인 7년 동안 어떻게 

<그림 8> 우울증상 평균 변화 추정치:

연령 집단 간 차이

우울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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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만 

19세 이상 전체 집단의 가구소득수준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조사 기준 

시기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궤적을 

나타내는지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소득수준 궤적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²값이 1214.798(df=29, 

p<.001)으로 유의하였지만, 대안적 절대적합지수인 RMSEA 값이 .077이었으며 

증분적합지수들이 모두 .96이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8> 전체 집단의 소득수준 궤적 모형적합도

χ² df p RMSEA IFI TLI CFI

1214.798 29 .000 .077 .966 .967 .966

<표 9> 전체 집단의 소득수준 궤적 추정치

궤적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소득수준 초기값(intercept) 7.177(.009)*** .473(.009)*** 

소득수준 변화율(Slope) .030(.001)*** .005(.000)***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covariance) -.020(.001)***   

*p<.05, **p<.01, ***p<.001

또한 위<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집단의 소득수준은 조사기간인 

7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궤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초기값 평균은 약 7.177(로그값, p<.001)이었고, 시간

이 지남에 따라 해마다 .030씩 증가하였다(변화율 평균 로그값, p<.001). 초

기의 소득수준과 기울기의 공통분산은 -.020(p<.001)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초기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의 소득증가속도가 초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

다. 소득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초기값 변

량=.473, p<.001; 변화율 변량=.005, p<.001). 이는 소득수준의 초기값과 변

화율의 평균이 0이 아니며, 개인들의 우울증상이 초기값과 변화율 평균을 기

준으로 다양하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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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의 소득수준 궤적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3]은 

지지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소득수준의 궤적은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 및 변량

이  유의하므로 전체 소득수준의 평균 궤적을 중심으로 개인 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음단계로 설명변수 투입을 통해 개인 

간 차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2) 연령 집단 간 소득수준 궤적의 차이

소득수준 궤적의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청‧장년기와 노년기의 집단 간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

다. 우울증상 궤적의 다중집단 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궤적의 잠재성장

모형에서도 잠재변수인 절편과 기울기의 각 시점별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

수는 집단 간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어 요인구조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측정동

일성 검증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소득수준 궤적의 초기값(절편)과 변화율(기

울기) 평균에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델과 비 제약모델의 카이제곱증가량을 확

인한 결과(∆x2=2116.119, ∆df=2, p<.001)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10>과 같이 소득수준 궤적의 초기값(절편)과 

변화율(기울기) 평균 및 공분산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10> 소득수준 궤적 다중집단 분석 : 연령 집단 간 차이

 *p<.05, **p<.01, ***p<.001

궤적
청‧장년기(n=4,030) 노년기(n=2,818) 집단 간 차이의 

임계값평균(S.E) 변량(S.E) 평균(S.E) 변량(S.E)

소득수준 

초기값(intercept)
7.481(.010)*** .336(.009)*** 6.781(.012)*** .353(.006)*** -42.806***

소득수준

변화율(Slope)
.031(.001)*** .004(.000)*** .028(.002)*** .005(.000)*** -.984n.s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covariance)
-.016(.001)*** -.021(.001)***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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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청‧장년기에 속한 사람들의 2006년 한해 소득수준 평균값은 

7.481(로그값, p<.001)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소득이 평균 .031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율 평균 로그값=.031, p<.001). 반면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수준 평균값은 6.781(로그값, p<.001)로 청‧장년기보다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변화율은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율 

평균 로그값=.028, p<.001). 이를 통해 노년기의 소득수준 초기값은 청‧장년

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두 연령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청‧장년기 초기값 변량

=.336, p<.001; 청‧장년기 변화율 변량=.004, p<.001; 노년기 초기값 변량

=.353, p<.001; 노년기 변화율 변량=.005, p<.001), 청‧장년기와 노년기 내 

개인들의 소득수준이 초기값과 변화율 평균궤적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수준의 궤적이 연령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노년기의 소득수준 초기값이 청‧장년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C.R=-42.806, p<.001). 하지만 청‧장년기와 노년기 집단의 소득수준 증가

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C.R=-.984, n.s) 초

기값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연령 집단 모두 소득수준이 증가하는 궤적을 보이고 있으나 청‧
장년기에 속한 사람들이 노년기에 비해 초기 소득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시간

이 지나도 소득수준 증가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초기의 소득수준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 궤적의 무조건부 모

형 추정치를 바탕으로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을 대입하여 매년 

소득수준의 궤적이 연령 집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

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06년(조

사시점 2007년)의 노년기 소득수

준은 청‧장년기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출발을 보이고 시간이 <그림 9> 소득수준 평균 변화 추정치: 

연령 집단 간 차이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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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도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유지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소득수준 궤적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4]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국사회 전체 성인기 집단의 우울과 소득궤적의 평균적 추세는 

우울이 점차 감소,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집단

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노년기의 우울증상이 출발점에서도 높고 감소

속도도 느려 청‧장년기와의 우울증상 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노년기의 소득수준은 청‧장년기에 비해 출발점에서 낮고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 우울과 소득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이 연구의 주요목표는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각각의 궤적을 무조건부 잠재성장 

모형을 통해 각 변화궤적의 평균과 변량이 유의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각

의 평균과 변량이 유의하다면 다음 단계로 각각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요인의 투입이 가능하다. 이에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을 상호 예측요인으로서 

분석하는 무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

이 소득의 초기값과 변화를 예측하는지, 반대로 소득이 우울의 초기값과 변

화를 예측하는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탐색적으로 연령 집단에 

따른 궤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1)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

우울증상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변화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보

기 위해 <그림 10>과 같은 무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경

로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무조건부 모형에서 우울증상의 초기값과 기울기는 

유의한 공분산 관계를 나타내었고, 소득수준의 초기값과 기울기의 공분산 역

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므로, 동시적 모형에서는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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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변화

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방향 경로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우울증상과 소득

수준의 초기값의 상관을 설정하고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종단적인 상호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값의 우울증상이 소득수준의 변화율에 이르는 경

로 및 초기값의 소득수준이 우울증상의 변화율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동시적 궤적 모형의 적합도는 아래 <표 11>에 제

시한 바와 같다. 절대적합지수인 χ²값이 1146.966(df=91, p<.001)으로 나

타나 모형이 자료를 정확히 적합시킨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만 χ² 값은 표

본수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적 절대적

합지수인 RMSEA 값이 .040, 증분적합지수 IFI=.977, TLI=.973, CFI=.977 

등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1>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동시적 궤적 모형 적합도

χ² df p RMSEA IFI TLI CFI

1146.966 91 .000 .041 .979 .975 .979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동시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추정치는 아래 <표 

12>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2>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동시적 궤적 추정치

경로 b β S.E C.R  

소득수준 변화율 <--- 소득수준 초기값 -.044 -.428 .002 -17.291*** 

우울증상 변화율 <--- 우울증상 초기값 -.075 -.678 .003 -20.067*** 

우울증상 변화율 <--- 소득수준 초기값 -.257 -.192 .038 -6.718*** 

소득수준 변화율 <--- 우울증상 초기값 -.001 -.096 .000 -3.656*** 

우울증상 초기값-소득수준 초기값의 상관 -3.053 .097 -31.353*** 

우울증상 변화율-소득수준 변화율의 잔차 간 상관 -.016 .001 -10.775*** 

    *p<.05, **p<.01, ***p<.001, N=6,848

먼저 우울증상의 초기값과 소득수준의 초기값은 상호 부적인 상관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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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053, p<.001) 초기의 우울증상이 많은 사람은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낮

고, 반대로 초기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우울증상 초기값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울증상 변화율과 소득수준 변화율 잔차 간에는 역의 관

계가 나타났다(b=-.016, p<.001). 이는 우울증상 초기값과 소득수준 초기값

이 우울증상의 변화율을 설명하고 남은 변량의 잔차와 소득수준의 초기값과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소득수준의 변화율을 설명하고 남은 변량의 잔차와 부

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을 적용하여 검증하고

자 하는 주요 경로인 우울증상 초기값이 소득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수준 초기값이 우울증상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

과, 양방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증상의 초기값

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수준 초기값이 낮고 소득수준도 천천히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b= -.001, p<.001). 동시에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높은 사람일

수록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낮고 우울증상의 감소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b=-.257, p<.001).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권태연, 2012; Carter et al, 2009; Lorant et al., 

2007)과 우울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상록·이순아, 2010; 이상

문, 2008; Kiely and Butterworth, 2014)을 동시에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

는 것이다. 

한국 사회 전체 성인기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우울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의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이들의 상호 부적인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높은 우울증상이 향

후 소득수준 증가속도를 늦출뿐만 아니라, 현재의 낮은 소득수준이 향후 우

울증상의 감소를 늦추는 상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우울과 낮은 소득수준의 위험성 가중(double jeopardy) 및 우울증상

이 소득수준의 증가를 늦추고 낮은 소득수준은 다시 우울증상의 감소속도를 

늦추는 악순환(vicious circle)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에서 

나타난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의 동시적 적용가능성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되는 우울과 소득의 상호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

의할 필요를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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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초기값의 우울증상이 이후 소득수준의 변화궤적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1]과 초기값의 소득수준이 이후 우울증상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2]는 동시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p<.05, **p<.01, ***p<.001

        2)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인과적 방향 경로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로 제시함

<그림 10>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의 동시적 관계(다변량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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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과 소득 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 연령 집단 간 차이

한국 사회의 성인기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는 초기의 밀접한 관련성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상호간의 부적

인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 내‧외적 특성 및 우울

과 소득궤적에서 파악된 연령 집단 간의 차이가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

적 상호관계 모형에서도 설명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 집단 간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집단에 따른 우울과 소득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다중집단분석 결

과, 먼저 <표 13>과 같이 주요 경로에 모두 제약을 가한 모델과 비 제약모델

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다중집단 동일성제약

모형비교 χ²(df) ∆χ²(∆df) P값(∆χ²) TLI RMSEA

비제약모형 1321.961(182) .968 .030

경로 동일성 제약모형* 1334.527(187) 12.565(5) .027 .968 .029

* 주요경로(4) 및 상관관계(1) 제약

<표 14>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 추정치: 

연령 집단 간 차이

경로
청‧장년기(n=4,030) 노년기(n=2,818) 집단 간 

차이(C.R)b β S.E C.R b β S.E C.R

IS<--II -.058 -.474 .004 -14.367*** -.066 -.557 .003 -22.640*** -1.472 n.s

DS<--DI -.075 -.699 .004 15.655*** .025 -.592 .006 n.s .670 n.s

DS<--II -.008 -.005 .053 -.146 n.s -.225 -.095 .070 -5.921*** -1.728†

IS<--DI -.001 -.105 .000 -3.038** -.004 -.139 .000 -5.586*** -.415 n.s

Cov(DI,II) -2.423 .102 -23.765*** -2.263 .136 -16.543*** .936 n.s

Cov
(eDS,eIS)

-.013 .001 -8.050*** -.012 .002 -4.728 *** .579 n.s

  

 †p<.1 *p<.05, **p<.01, ***p<.001
 주: II=소득수준 초기값, IS=소득수준 변화율, DI=우울증상 초기값, DS=우울증상 변화율. 

Cov(DI,II)=우울증상과 소득수준 초기값의 공분산, Cov(eDS,eIS)=우울증상과 소득수준 변화율 잔차의 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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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주요 경로에 대한 다중

집단분석 결과 값과 집단 간 차이의 임계값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

다. 

에에 따르면, 이 연구의 주요 관심 경로인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소득수준

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우울증상의 변화율에 미치

는 영향이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우울증상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청‧장년기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b=-.008, p=n.s), 노년기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225, 

p<.001).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한 결과 .1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1.718, p<.1). 이는 전체집단에서 나타났던 초기 

소득수준이 우울증상의 감소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청‧장년기에서는 적

용되지 않았고 노년기에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년기의 

경우 소득활동이 조사 기간인 7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청‧장년기보다 낮을 

수 있으며, 소득활동의 중단이 있었을 경우 우울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초기 우울증상이 소득수준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
장년기와 노년기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장
년기:b=-.001, p<.001; 노년기:b=-.004, p<.001). 즉 두 연령 집단 모두 우

울증상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조사기간 동안 소득수준의 증가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도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R=-.415, p=n.s). 

다음으로 각 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 및 초기값 간의 공분산과 변

화율 잔차 간의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초기 소득수준이 소득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청‧장년기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b=-.058, p<.001). 즉 초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의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더 천천히 증가한다.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 역시 소득수준의 초

기값과 변화율은 부적관계로 나타나(b=-.066, p<.001) 노년기에도 초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의 증가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소득수준

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C.R=-1.472, p=n.s) 두 연령집단의 초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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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변화율 관계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우울증상이 우울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청‧장년기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b=-.075, p<.001) 초기 우울증상이 

높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

년기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b=.025, p=n.s). 

그러나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어서 우울증

상의 초기값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볼 수 있다(C.R=.670, p=n.s).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초기값의 공분산은 두 연령 집단 모두 부적인 상관

을 보였으며(청‧장년기:b=-2.423, p<.001; 노년기:b=-2.263, p<.001),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R=.936, p=n.s). 즉 두 연령집단 모두 소득수준 

초기값이 높을수록 우울증상 초기값이 낮고, 우울증상 초기값이 높을수록 소

득수준 초기값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율의 잔차 간 공분산 역시 두 

연령 집단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청‧장년기:b=-.013,p<.001; 노년

기:b=-.012, p<.001),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R=.579, p=n.s).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이 우울과 소득감소의 

이중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청‧장년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울의 문제는 소득수준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령 집단에 따라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상호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3]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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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 우울과 소득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1)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에 대한 영향요인

앞선 [연구문제 2]를 통해 우울과 소득궤적이 양방향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나타냄을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이 취약한 상태에 있을

수록 장기적으로도 상호간에 부적인 영향력이 증대되는 위험을 유추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인의 누적 및 연쇄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

울증상과 소득수준에 관련된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의 상호관계에 예측요인을 

투입한 최종모형으로 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우울과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신

체적요인들, 즉 성별, 연령, 교육, 근로, 배우자유무, 장애유무, 만성질환유무

와 같은 총 7개의 예측요인을 최종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조건부 다변량 잠

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아래 <표 15>와 같이 χ²값이 1388.42(df=161, 

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대안적 절대적합지수인 RMSEA 값이 

.033, 증분적합지수 IFI=.982, TLI=.975, CFI=.982 등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

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5>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조건부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χ² df p RMSEA IFI TLI CFI

1388.42 161 .000 .033 .982 .975 .982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살펴보면 아

래 <표 16>과 같다. 구체적으로 우울증상과 소득수준궤적을 구분하여 각각의 

궤적에 7개의 예측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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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예측요인
우울증상 초기값 우울증상 변화율

b β S.E C.R  b β S.E C.R  

성별(여=1) 1.882 .099 .379 4.966*** .103 .049 .062 1.668† 

연령 -.044 -.085 .010 -4.461*** .015 .266 .002 9.097*** 

교육수준
(고졸이상=1) -3.038 -.185 .276 -10.997*** -.048 -.026 .047 -1.018n.s 

근로유무(유=1) -3.551 -.203 .274 -12.964*** -.045 -.023 .047 -.959n.s 

배우자유무(유=1) -3.534 -.204 .340 -10.382*** -.140 -.073 .057 -2.465* 

장애유무(유=1) 2.540 .091 .371 6.847*** .029 .009 .061 .469n.s 

만성질환(유=1) 3.712 .222 .266 13.951*** -.020 -.011 .045 -.445n.s 

예측요인
소득수준 초기값 소득수준 변화율

b β S.E C.R  b β S.E C.R  

성별(여=1) -.059 -.038 .026 -2.273* .001 .007 .004 .293n.s 

연령 -.009 -.210 .001 -13.287*** -.001 -.253 .000 
-10.176**

* 
교육수준

(고졸이상=1) .373 .275 .019 19.777*** .012 .086 .003 3.901*** 

근로유무(유=1) .282 .195 .019 15.086*** .001 .004 .003 .173n.s 

배우자유무(유=1) .202 .141 .023 8.682*** .016 .107 .004 4.252*** 

장애유무(유=1) -.083 -.036 .025 -3.260** .001 .003 .004 .165n.s 

만성질환(유=1) -.085 -.061 .018 -4.648*** -.006 -.038 .003 -1.837† 

 잠재변수 간 
경로

잠재 변수 간 경로 계수

II-소득수준 초기값,

 IS-소득수준 변화율,

DI- 우울증상 초기값,

 DS-우울증상 변화율

b β S.E C.R  

IS<-II -.066 -.635 .003 -22.929*** 

DS<-DI -.081 -.728 .004 -19.305*** 

DS<-II -.008 -.006 .043 -.196n.s 

IS<-<DI -.000 -.052 .000 -1.836† 

   †p<.1 *p<.05, **p<.01, ***p<.001, N=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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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p<.1, *p<.05, **p<.01, ***p<.001

      II=소득수준 초기값, IS=소득수준 변화율, DI=우울증상 초기값, DS=우울증상 변화율. 

      유의한 경로만 제시함. 
     내생변수는 잠재변수만 제시함. 
     제시된 일방향 경로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생략함.

<그림 11>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의 관련요인(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1) 우울증상 궤적의 관련요인

우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바

탕으로 우울궤적을 개선 혹은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우울증상의 궤적을 예측하는 요인 중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초기 우울증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099 

p<.001),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우울증상이 더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β=.049 p<.1)  성별에 따른 우울증상의 격차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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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상 궤적에 대한 연령의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집단 내에서 연령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상 초기값이 낮았지만(β=-.085, p<.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감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나(β

=.266, p<.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의 초기 우울증상격차가 완화 및 반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궤적 

초기값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른 인구사회학적 예측요인들

의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오히려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초기 우울증

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예측요인들 즉, 

성별, 근로, 교육수준, 배우자, 장애및 만성질환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

우 우울증상의 초기값은 고연령인 사람들이 보다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울증상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고연령에 속한 사람들이 우울이 현저

히 느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연령의 증가는 우울의 감소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초기 우울증상 수

준이 낮고(β=-.185, p<.001), 시간이 지나도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증상의 

차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6, p=n.s).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우울증상의 격차를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유무의 영향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상태에 있는 

사람이 비 근로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낮고(β=-.203, 

p<.001), 시간이 지나도 이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3, 

p=n.s). 즉 근로상태유무는 우울궤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영향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에 비해 우울증상 초기값이 낮고(β=-.204, p<.001), 시간이 경과할수록 우

울증상의 감소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β=-.073, p<.0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우울증상의 격차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상 초기값이 높았

고(β=.091, p<.001),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09, p=n.s).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상 초기값이 높고(β=.222, p<.001), 이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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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경과해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1, p=n.s). 만성질환은 특

히 연령 다음으로 우울증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장

애와 만성질환과 같이 신체적 건강상태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

고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울궤적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영향을 종합해보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

층의 특성과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

성과 고졸미만, 비 근로상태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애 및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격차가 유지되거나 악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울증상 초기값에 대한 연령의 영향에서, 연

령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연구

대상 중 청‧장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 인해 나타

나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청‧장년기의 경우 생애주기상 우울이 

감소하는 시기이므로(Mirowsky and Ross, 1992) 다른 예측요인들의 영향을 

고정시킨 후에는 청‧장년기집단 내에서 고연령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우울증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연령

인 사람들의 우울감소 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집단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를 보여준다. 

전체 집단에서 초기 우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인은 만

성질환, 배우자 및 근로유무 등으로 나타났고, 우울의 변화속도에는 연령과 

배우자 유무 등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수준 궤적의 관련요인

다음으로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집단에서 유의한 결과를 바

탕으로 소득궤적을 개선 혹은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소득수준의 궤적에 대한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

보다 초기 소득수준이 낮았고(β=-.038 p<.05), 시간이 지나도 그 차이는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나(β=.007, p=n.s), 성별에 따른 소득수준 격차가 유지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초기 소득수준이 낮고(β=-.210, p<.001) 소득

의 증가속도도 느려(β=-.253, p<.001),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증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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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

으로 초기 소득수준이 높고(β=.275, p<.001) 소득의 증가속도도 빠르게 나

타나(β=.086, p<.001)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근로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초기 소득수준이 높고(β=.195, p<.001) 시간이 지나도 그 차이

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4, p=n.s).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 초기값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β=.141, p<.001),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득수준도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7 , p<.001). 이는 소득수준의 증가에 

배우자요인이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초기 소득수준이 낮고(β

=-.036p<.01, 시간이 지나도 소득수준의 초기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003, p=n.s).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

에 비해 낮은 초기 소득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β=-.061, p<.001), 소

득증가 속도도 느려져(β=-.038, p<.1) 초기 소득수준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

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질환과 장애는 소득활동을 직접

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며 시간이 지나도 그 영향력이 유지 또는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궤적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영향을 종합하면, 소득수준의 초기값에도 

모든 예측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고, 

여성과 고졸미만, 비 근로상태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애 및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낮고 시간이 지나도 격차가 유지되거나 악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소득궤적이 불리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집단에서 초기 소득수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인들

은 교육수준과 연령, 근로유무 등이며, 소득의 변화속도에는 연령과 배우자유

무 및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개인 내·외적 요인들이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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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요인을 통제한 후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9)

예측요인들이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우

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두 잠재변수 간 경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초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의 증가율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β

=-.635, p<.001) 마찬가지로 초기 우울증상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

록 우울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28, p<.001). 이러한 결

과는 <그림 10>의 무조건부 잠재성장모형과도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울

증상의 초기값이 소득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수준 초기값이 우울

증상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우울증상 초기값이 

소득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b=-.052, p<.1) 소득수준 초기값은 우울증상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06, p=n.s). 

따라서 예측요인을 포함한 최종모형에서는 초기 우울증상이 소득수준의 

변화를 설명하는 관계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지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수준 초기값이 우울증상 변화율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분석에 포함된 인구사

회학적․신체적 요인들이 소득수준의 초기값에 해당하는 잠재변수의 변량을 상

당부분 설명할 경우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우울증상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

이 낮을 수 있다. 이는 연구의 분석대상이 가구주이며 청‧장년기의 비율이 높

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은 변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된 예측요인들이 가구의 초기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부분이 클 경우 초기 소득수준은 우울증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9)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의 검증은 <그림 10>의 무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예측요인을 통제한 후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대한 해석
은 예측요인의 영향이 반영된 경로계수로써의 의미로 해석하고 이에 따른 실천적 정책적 접근
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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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집단에 따른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에 대한 영향요인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발달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전체 집단에서 비교

적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앞선 기초통계자료에 의하면(표 2-1), 연령 집단에 

따라 예측요인들의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각 궤적에 영향을 주

는 예측요인들이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측요인을 포함

한 조건부모형에 대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내에 존재하는 32개의 경로계수에 대해 경로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

델과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고 예측요인의 경로계수가 자유롭게 추정되도

록 설정한 비 제약모델의 카이제곱값의 증가량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x2=404.865, ∆df=32, ∆TLI=.006 p<.001, 

표 17참조).

<표 17>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다중집단 동일성제약

모형비교 χ²(df) ∆χ²(∆df) P값(∆χ²) TLI RMSEA

비 제약모형 1620.052(322) .966 .024

경로계수 제약모형 2024.916(354) 404.865(32) .000 .960 .026

이는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들의 경로

계수 가운데 최소 하나 이상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만약 다중집단분석에서 경로 간 집단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때에는 연령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 전체집단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예측요인이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아래 <표 18>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청‧장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하

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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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연령 집단 간 차이

구분 경로
청‧장년기(n=4,030) 노년기(n=2,818) 집단 간 차이의 

임계값(C.R)b(S.E) β b(S.E) β

우울
증상

DI<--성별 2.307(.448)***  .114 1.022(.718)n.s .059 -1.518n.s

DS<--성별 .172(.069)*  .078 .080(.123)n.s .038 -.648n.s

DI<--연령 .000(.017)n.s  .000 .062(.028)* .049 1.891†

DS<--연령 .005(.003)†  .051 .027(.005)*** .177 3.832***

DI<--교육 -2.341(.342)***  -.135 -3.935(.459)*** -.192 -2.784**

DS<--교육 -.151(.054)**  -.080 .018(.086)n.s .007 1.660†

DI<--근로 -5.570(.404)***  -.255 -2.439(.387)*** -.142 5.594***

DS<--근로 -.010(.067)n.s  -.004 -.042(.068)n.s -.021 -.337n.s

DI<--배우자 -3.052(.378)***  -.182 -4.421(.695)*** -.258 -1.729†

DS<--배우자 -.167(.059)**  -.092 -.036(.123)n.s -.018 .967n.s

DI<--장애 1.332(.508)**  .047 3.219(.552)*** .124 2.515*

DS<--장애 .113(.078)n.s  .037 -.007(.097)n.s -.002 -.968n.s

DI<--만성질환 4.204(.359)***  .221 3.438(.397)*** .187 -1.429n.s

DS<--만성질환 .009(.058)n.s  .004 -.034(.072)n.s -.016 -.468n.s

소득
수준

II<--성별 -.093(.033)** -.060 -.040(.044)n.s -.033 .969n.s

IS<--성별 .001(.005)n.s  .003 -.004(.007)n.s -.028 -.533n.s

II<--연령 .005(.001)***  .078 -.026(.002)*** -.287 -14.581***

IS<--연령 .000(.000)n.s  -.022 -.001(.000)*** -.095 -2.389*

II<--교육 .347(.025)***  .262 .446(.028)*** .309 2.659**

IS<--교육 .014(.004)***  .086 .011(.005)* .066 -.421n.s

II<--근로 .437(.029)***  .263 .128(.024)*** .106 -8.200***

IS<--근로 .008(.005)n.s  .039 -.006(.004)n.s -.041 -2.168*

II<--배우자 .144(.028)***  .113 .179(.042)*** .149 .698n.s

IS<--배우자 .017(.005)***  .109 .008(.007)n.s .057 -1.114n.s

II<--장애 -.170(.037)***  -.079 -.031(.034)n.s -.017 2.782**

IS<--장애 -.002(.006)n.s  -.008 .005(.005)n.s .022 .843n.s

II<--만성질환 -.137(.026)***  -.095 -.052(.024)* -.040 2.399*

IS<--만성질환 -.008(.004)†  -.044 -.001(.004)n.s -.003 1.243n.s

IS<--II -.064(.004)*** -.526 -.074(.004)*** -.627 -1.575n.s

DS<--DI -.085(.005)*** -.781 -.073(.007)*** -.615 1.335n.s

DS<--II .062(.052)n.s .044 -.032(.077)n.s -.018 -1.014n.s

IS<--DI -.000(.000)n.s -.027 -.001(.000)** -.108 -1.332n.s

 

주: †p<.1*p<.05, **p<.01, ***p<.001, 
II=소득수준 초기값, IS=소득수준 변화율, DI=우울증상 초기값, DS=우울증상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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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울증상 궤적의 관련 요인: 청‧장년기 vs 노년기 

먼저 성별이 우울증상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장년기집단 내

에서는 여성의 초기 우울증상이 높고(b=2.237, p<.001), 시간이 지날수록 우

울감소속도도 느려(b=.172, p<.05), 시간이 지날수록 성별에 따른 우울격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집단 내에서는 성별이 초기 우울증

상(b=1.022, p=n.s)과 우울증상 변화율(b=.080, p=n.s)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별의 영향력은 청‧장년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연령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초기값 차이:C.R=-1.518, p=n.s; 변화율 차이:C.R=-.648, 

p=n.s). 따라서 성별의 영향력은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 집

단의 결과, 즉 전체 성인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초기 우울수준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청‧장년기집단 내에서는 연령이 초기 우울증상에 유의한 영

향을 주지 않았지만(b=.000, p=n.s),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울감소속도가 느려(b=.172, p<.0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 

간 우울격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집단 내에서는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초기 우울증상이 더 높고(b=.062, p<.05),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

상의 감소속도도 느려(b=.027, p<.001), 초기 우울증상의 연령 간 격차가 시

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 내에서 

연령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우울증상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기값 차이:C.R=1.891, p<.1; 변화율 차이:C.R=3.832, p<.001). 

따라서 연령이 우울증상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년기집단 내에서만 유

의하며, 연령이 우울증상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장년기와 노년기 모두 

유의하지만 노년기집단 내에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집단

에서 연령이 높을 경우 우울증상 초기값이 오히려 낮았던 현상은 청‧장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
장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크고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고연령과 우울의 정적인 관련성은 이 논문의 연령 집단 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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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이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장년기집단 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초기 우울증상이 낮고(b=-2.341, 

p<.001),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상 수준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b=-.151, p<.01). 노년기집단 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사람들이 우

울증상 초기값이 낮고(b=-3.935, p<.001), 시간이 지나도 우울증상의 초기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8, p=n.s).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 

내에서 우울증상 궤적에 대한 교육수준의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지 확인한 결과 우울증상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기값 차이:C.R=-2.784, p<.01; 변화율 차이: 

C.R=1.660, p<.1). 즉 교육수준이 우울증상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년

기집단 내에서 더 크다. 또한 우울증상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장년

기집단 내에서는 증대되는 반면 노년기집단 내에서는 초기값의 격차가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장년기집단 내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증상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도 해석

될 수 있으며, 노년기집단 내에서 교육수준은 우울증상의 초기 격차를 시간

이 지나도 유지시키는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근로상태가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장년기와 노년기 모두 

근로상태에 있는 사람의 초기 우울증상이 낮고(청‧장년기:b=-5.570, p<.001; 

노년기:b=-2.439, p<.05), 시간이 지나도 우울증상의 격차가 변화하지 않았

다(청‧장년기:b=-.010, p=n.s; 노년기:b=-.042, p=n.s). 근로유무가 우울증상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C.R=5.594, p<.001), 청‧장년기집단에서 근로유무가 우울증상 초기값에 미치

는 영향이 노년기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유무가 우

울증상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C.R=-.337, 

p=n.s)  

배우자유무가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장년기집단에서는 배

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상 초기값이 낮고

(b=-3.052, p<.001),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b=-.167, p<.01). 노년기집단 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으로 우울증상 초기값이 낮지만(b=-4.421, p<.001), 시간이 지나도 우울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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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036, p=n.s). 배우자유무가 우울증

상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한 결과 초기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C.R=-1.729, p<.1) 변화

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R=.967, p=n.s). 따라서 초기 우울

증상에 대한 배우자의  영향력은 노년기집단 내에서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

고, 시간이 지나도 모든 연령 집단에서 초기의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장애유무가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청‧장년

기집단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초기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높고(b=1.332, p<.01), 시간이 지나도 초기 우울증상의 격차가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113, p=n.s), 노년기집단 내에서도 청‧장년기집단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노년기집단 내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상대적

으로 초기 우울증상이 높았고(b=3.219, p<.001), 시간이 지나도 초기 우울증

상의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7, p=n.s). 장애유무가 우울증

상의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R=2.515, 

p<.05). 즉 노년기집단 내에서 장애유무가 우울증상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력

은 청‧장년기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유무가 우울증상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C.R=-1.007, p=n.s).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청‧장년기와 

노년기 모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의 초기 우울증상이 높고(청‧장년

기:b=4.204, p<.001; 노년기:b=3.438, p<.001), 시간이 지나도 우울증상의 

격차가 변화하지 않았다(청‧장년기:b=.009, p=n.s; 노년기:b=-.034, p=n.s). 

또한 만성질환이 우울증상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집단 간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초기값 차이:C.R=.015, p=n.s; 변화율 차

이: C.R=-.036, p=n.s) 전체 연령 집단 모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상대

적으로 초기 우울증상 수준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그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노년기집단 내에서 우울증상의 초기값에 보다 큰 영

향력을 가진 요인은 연령, 교육, 배우자 및 장애유무이며, 청‧장년기집단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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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요인은 근로상태, 만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집단 내에서 우울증상의 변화율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요인은 연령이

며, 청‧장년기집단 내에서는 교육수준 요인이 노년기집단 내에서보다 우울증상 

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집단 내에서는 연

령과 장애가 우울격차를 악화 또는 지속시키는 주요 위험요인이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과 근로상태 및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낮은 우울증상을 유지시

키는 보호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장년기

집단 내에서는 근로상태가 우울증상을 낮추는 보호요인일 수 있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높은 우울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소득수준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장년기 vs 노년기

소득수준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들이 연

령 집단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이 소득수준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장년기집단에서는 여성의 초기 소득수준

이 낮고(b=-.093, p<.001), 시간이 지나도 소득수준의 성별에 따른 격차가 

변화하지 않았다(b=-.001, p=n.s). 노년기집단 내에서는 성별에 따른  초기 

소득수준 및 변화율이 유의하지 않았다(초기값 b=1.022, p=n.s; 변화율 

b=.080, p=n.s). 그러나 성별에 따른 소득궤적의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초기값 차이:C.R=-1.518, p=n.s; 변화율 차이:C.R=-.648, 

p=n.s). 따라서 성별이 소득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초기 소득수준이 낮고 시간이 지나도 이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의 경우, 청‧장년기집단에서는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초기 소득수준

이 높고(b=.005, p<.001), 시간이 지나도 소득수준의 연령에 따른 격차가 변

화하지 않았다(b=.000, p=n.s). 이는 청‧장년기의 경우 19세 이상부터 59세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인 중장

년층이 높은 소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

년기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낮고(b=-.026, p<.001), 

시간이 지나도 소득수준의 증가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b=-.001, p<.00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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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득수준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연령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초기값 차이:C.R=-14.581, p<.001; 변화율 

차이:C.R=-2.389, p<.05), 노년기집단에서는 연령이 소득수준에 주요한 제약

이 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소득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 

모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사람들이 초기 소득수준이 높고(청‧장년

기:b=.347, p<.001; 노년기:b=.446, p<.001), 시간이 지날수록 두 연령 집단 

모두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수준의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
장년기:b=.014, p<.001; 노년기:b=.011, p<.05).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수준의 초기값은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C.R=2.659, p<.05) 초기 

소득수준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은 노년기 세대에서 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

다. 교육수준이 소득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없

어(C.R=-.435, p=n.s) 모든 연령 집단에서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의 격차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상태가 소득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장년기와 노년기 모두 

근로상태에 있는 사람의 초기 소득수준이 높고(청‧장년기:b=.437, p<.001; 노

년기:b=.128, p<.001), 시간이 지나도 초기 소득수준의 격차가 변화하지 않았

다(청‧장년기:b=.008, p=n.s; 노년기:b=-.006, p=n.s). 특히 근로상태가 소득

궤적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기값 차이:C.R=-8.200, p<.001; 변화율 차이: 

C.R=-2.168, p<.05). 즉 근로상태가 초기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년

기집단보다 청‧장년기집단 내에서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율에 있어서

는 청‧장년기와 노년기 모두 근로가 소득수준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왔지만 집단 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장년기의 경우 

근로가 비 근로에 비해 소득수준을 더 빨리 증가시키지만 노년기의 경우 근

로상태에 있어도 오히려 소득수준이 천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노년기 근로의 특성이 임시․일용직 등 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결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유무가 소득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장년기집단에서는 배

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초기 소득수준이 높고(b=.144, p<.001), 시간이 지날수

록 소득수준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7, p<.001). 노년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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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초기 소득수준이 높고(b=.179, p<.001), 시

간이 지나도 초기 소득수준의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8, 

p=n.s). 그러나 배우자유무가 소득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초기값 차이:C.R=.698, p=n.s; 변화율 차이: 

C.R=-1.114 p=n.s). 이는 소득궤적에 대한 배우자 요인의 영향력은 모든 연

령집단에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전체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모든 연령 집단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초기 소득수

준이 높고 시간이 갈수록 소득의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집단에서 장애유무는 초기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차이가 시간

이 지나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령 집단에 따른 분석 결과 

청‧장년기집단 내에서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초기 

소득수준이 낮고(b=-.170, p<.001), 시간이 지나도 초기 소득수준의 격차가 

변하지 않았다(b=-.002, p=n.s). 반면 노년기의 경우 장애여부와 소득수준의 

궤적은 관련이 없었다(초기값:b=-.031, p=n.s; 변화율:b=.005, p=n.s). 장애

가 초기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C.R=2.782, p<.01). 이는 전체 집단에서 나타난 장애와 초기 

소득수준의 관계가 청‧장년기에만 해당되는 결과임을 보여준다. 즉 청‧장년기

의 경우 장애가 있을수록 초기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

며, 노년기의 소득수준은 장애여부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결정적임을 의미한

다. 변화율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C.R=-1.007, 

p=n.s). 이는 청‧장년기의 경우 장애에 따른 초기 소득수준 격차가 시간이 지

나도 유지되며, 노년기의 경우 소득수준의 변화율 역시 장애여부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 소득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청‧장년기집

단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초기 소득수

준이 낮고(b=-.137, p<.001),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수준의 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8, p<.1). 노년기집단 내에서도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이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초기 소득수준이 낮았지만(b=-.052, 

p<.05), 시간이 지나도 초기 소득수준의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1, p=n.s). 그러나 만성질환이 소득수준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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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 초기값에서만 연령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초기값 차이: C.R=2.399, p<.05; 변화율 차이: 

C.R=1.243, p=n.s). 이는 만성질환이 소득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영향은 노년기보다 소득활동이 보다 활발한 청‧장년기에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예측요인들이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2]도 부분적으로 지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에 따라 소득궤적에 차이를 나타내는 관련

요인은 연령과 교육, 근로상태, 장애 및 만성질환 요인이다. 특히 연령은 청‧장
년기와 노년기집단을 구분함에 따라 전체 집단에서 보인 특성이 달라질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낮은 특성은 노년기집단에

서만 나타났다. 또한 초기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관련성은 노년기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 장애 및 만성질환의 효과는 청‧장년기에서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나타난 

소득궤적의 격차가 연령집단 구분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과 배우자요인은 전 연령 집단에서 소득궤적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궤적 격차를 완화하거나 개선하

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연령 집단에 따른 인구사회

학적․신체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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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함의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에 한국사회 전체 성인기 집단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을 기반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잠재성장모형을 활

용하여 각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연구문제 1] 개인의 우울 및 소득의 궤적은 각각 어떠한가?

먼저 전체 연구대상자의 우울궤적과 소득수준의 변화궤적 변화양상을 확인한 

결과 7년의 조사시점 동안 평균적으로 우울증상은 감소하고 소득수준은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하였으므로 전체 평균 궤적을 중심

으로 연구대상자들의 개별 변화궤적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변화궤적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우울증상 궤적의 연령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노년기집단의 

경우 우울증상의 초기값 평균이 청‧장년기집단의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였다. 변화속도에 있어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였는데 노년기집단의 경우 청‧장년기집단보다 초기의 우울증상도 높고 감소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장년기의 경우 노년기보다 초기 우울증상이 낮고 우

울 감소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 집단에 따라 우울증상의 격

차가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노년기집단의 우울궤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소득수준 궤적의 연령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청‧장년기집단의 

초기 소득수준이 노년기집단보다 높지만 소득수준 증가속도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의 소득수준 격차가 시간이 지나도 유

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수준의 궤적 역시 노년기집단에서 상대적인 취약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의 연령 집단 간의 차이

를 통해 노년기집단이 사회경제적 상태와 정신건강 모두에 있어 불리한 변화 양상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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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의 종단적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전체 성인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무조건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두 변수의 동시적 상호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의 증가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동시에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감소속도가 시간이 지

날수록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상호 부적인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다. 

나아가 연령 집단에 따라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소득수준의 초기값이 우울증상의 변화율에 미치

는 영향은 청‧장년기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노년기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소득수준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두 

연령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동시적 상호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장년기 및 노년기 집단에서 우울증상이 소득증가 속도를 늦

추는 영향력의 의미를 심리사회적 기능제약과 생산성감소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었고,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우울과 소득증가 억제의 동시적 관계가 

나타나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문제 3] 우울궤적과 소득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1) 전체집단

(1) 우울증상 궤적의 예측요인

우울증상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 

초기값 및 변화율에 위험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요인은 성별과 장애 및 만

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며 장애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초기 우울증상수준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그 격

차가 증대 또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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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체 집단의 우울증상 초기값 및 변화율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

내는 보호요인은 교육수준, 근로,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졸

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과 근로상태에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초기 우울증상수준이 낮으며 시간이 지나도 

낮은 우울증상수준을 유지하거나 우울증상을 더 빨리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있을수록 초기 우울증상이 낮고 시간이 갈수록 우울

증상의 감소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우울증상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이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증상의 초기값이 낮았으나 시

간이 지나면서 높은 연령의 사람들이 우울이 보다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수준 궤적의 예측요인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소득수준의 궤적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의 초기값 

및 변화율에 위험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애 및 만성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면서 고연령에 속하고 장애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소득수준의 초기값 평균은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소득수준

의 격차가 유지되거나 더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고 만성

질환이 있을수록 초기소득 수준의 격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초기값 및 변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근로 및 배우자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

과 근로상태에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초

기 소득수준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빨리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과 배우자유무는 시간이 갈수록 소

득격차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집단에 따른 우울과 소득궤적의 예측요인

전체 집단의 우울과 소득궤적 예측요인이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 간 제약모델과 비 제약모델의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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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예측요인이 우울과 소득궤적에 미치는 영향력의 

연령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하나 이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

서는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예측요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

약하였다. 

 (1)  우울증상 궤적의 예측요인: 청‧장년기 vs 노년기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에서 우울궤적에 차이를 나타내는 예측요인은 연

령, 교육, 근로, 배우자 및 장애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 집단 내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인을 중심으로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기에 비해 노년기 사람들의 우울궤적을 더 크게 예측하는 요

인은 연령, 교육, 배우자 및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의 경우, 

청․장년기에 비해 노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소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에 속한 사람들이 우울에 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노년기집단 내에서 높은 

초기 우울증상에 관련되며, 시간이 지나도 초기의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과 같이 생애초기에 결정되는 요인이 노년기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역시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배우자의 요인이 심

리적인 측면에서 우울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

요인 역시 모든 연령에서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이지만 특히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년기는 우울궤적

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들이 청‧장년기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연령이 증가함에 배우자 사별, 신체적 건강 상실 등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으며 생애초기에 형성된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지속될 경우 우울에 영향력

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노년기의 우울궤적을 개선하

는 방안에는 이러한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

춰질 필요가 있다. 

둘째, 노년기에 비해 청‧장년기에 더 영향력을 가지는 예측요인은 근로상

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상태에 있는 청‧장년기와 노년기의 사람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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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우울수준이 낮고 시간이 지나도 이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은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청‧장년기집단에서 근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노년기집단에서 근로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초기 우울

증상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상태가 청‧장년기의 우울에 보다 결정적

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장년기의 우울궤적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는 취업 및 직업유지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우울궤적의 주요 예측요인이지만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요인

으로 성별과 만성질환이 확인되었다. 즉, 여성이면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우울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성과 우울 및 만성질환과 우울의 관련성이 모든 성인기 집단에서 우울궤적

을 개선하는 데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보여준다.   

(2) 소득수준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장년기 vs 노년기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에서 소득궤적에 차이를 나타내는 예측요인은 연령

과 교육, 근로상태, 장애 및 만성질환 요인이다. 각 연령 집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인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소득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이 청‧
장년기와 노년기가 달랐다. 먼저 청‧장년기집단에서는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

록 초기 소득수준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초기의 격차가 변화하지 않았다. 이

는 청‧장년기집단 내에는 소득활동이 왕성한 중․장년기가 포함되어있기 때문

으로 보여진다. 반면 노년기 내에서도 연령이 더 높은 사람들은 초기 소득수

준이 낮고 시간이 지나도 소득이 천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소득수준 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노년기에 특히 불리한 것으로 보인

다.  

둘째, 청․장년기에 비해 노년기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소득궤적의 예

측요인은 교육수준이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사람들은 초기 소득수준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연령 집단 별 분석결과 

이러한 특성은 노년기에 보다 더 두드러진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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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형성된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노년기의 소득궤적을 주요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노년기에 비해 청‧장년기에 더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인은 근로와 장

애 및 만성질환이다. 청‧장년기와 노년기모두 근로상태일수록 초기의 높은 소

득수준과 관련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청‧장년기집단 내에서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 변화율에 근로상태가 미치는 영향은 노년

기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집단 내에서 비 근로상태에 있는 

사람이 소득수준 증가율이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장년기집단에서

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소득수준 초기값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도 초기값의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장년기와 노년기 집단 

모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초기 소득수준이 낮고 시간이 지나도 초기 소득

격차가 유지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청‧장년기에서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득궤적의 주요 예측요인이지만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요인

으로 성별과 배우자유무가 확인되었다. 즉 모든 성인기 연령에 속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초기 소득수준이 낮고 시간이 지나도 이 차이가 유지되며, 배우

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초기 소득수준이 높으며 시간

이 지날수록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인기 

집단에서 여성과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의 불리한 소득궤적의 원인과 개선방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신체적 특성들은 우울과 소

득궤적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 집단에 따라 영향력

의 방향과 크기가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노년기에는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연령, 교육, 배우자, 장애, 만성질환), 청․장년기에는 소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근로, 장애, 만성질환)이 보다 부각되었다. 따라서 우

울과 소득궤적의 개선전략에는 연령 집단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반영될 필

요가 있다. 한편 연령 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가 없이 우울과 소득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만성질환은 우울의, 성별과 배우

자유무는 소득의 주요 예측요인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전략은 전체 성인 집단

을 대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장의 사회복지 실천과 정

책에 관한 함의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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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의

1. 한국사회 성인 인구집단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사회 성인 남녀의 우울증상은 평균적으로 감

소하는 궤적을, 소득수준은 증가하는 궤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표면

적으로 해석할 경우 한국사회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우울증상의 평균적인 변화궤적만으로 

한국사회 성인 인구집단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는가는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즉 이 연구의 분석모형은 

전체적인 평균궤적을 중심으로 개인들이 어떠한 궤적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연구결과 개별 변화궤적이 실제 다양함을 확인하

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한국사회 내에서 절대적인 소득은 분명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지만(통계청, 2015), 소득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또한 우울증상 궤적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초기의 우울

수준이 다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강상경 

외, 2015, 박재규‧이정림, 2011; 성준모, 2013; 정은희‧강상경, 2014; 

Melchior et al., 2013). 특히 패널조사를 통한 우울의 변화를 추정할 시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즉 패널조사의 우울궤적은 동일한 연구대상

자들의 반복추적조사로 인한 조기탈락의 영향, 연구대상자의 약 70%가 초기

시점에서 20-50대로 생애주기 상 우울이 감소하는 시기에 속한 점 등을 고

려해야 한다(강상경 외, 2015). 나아가 우울과 빈곤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소수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서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즉 전체적인 우울과 소득의 평균궤적이 나타내는 긍정적인 부분만

을 해석할 경우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간과하는 것이 된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의 분석방법을 통해 우울과 소득의 

평균궤적을 중심으로 개인의 다양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

였다. 

나아가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의 우울과 소득궤적의 특성이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집단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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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발견되었다. 먼저 우울증상의 궤적에 대해 청‧장년기집단과 노년기집단

을 비교한 결과, 청․장년기의 초기 우울증상이 노년기보다 낮았고, 시간이 지

날수록 우울증상이 더 빨리 감소했다. 이는 연령 집단 간 우울격차가 증대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우울과 연령의 

횡단적 관계에서 나타난 격차가 종단적으로도 가속화됨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의 궤적에 대해 청‧장년기집단과 노년기집단을 비교한 

결과, 청‧장년기집단 내에서 초기의 평균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차

가 있었으나 시간변화에 따른 소득의 증가속도는 차이가 없어 초기의 소득격

차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역시 초기의 평균 소

득수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차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소득의 증가속

도에 변함이 없어 초기의 소득격차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노년기가 청‧장년기보다 유의하게 초기 소득수준이 낮았다. 이는 

각 연령 집단 내에서 소득수준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장년

기와 노년기 계층 간의 소득수준의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요약하면, 전체 집단에서 우울궤적이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소득궤적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 간에는 다양한 궤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궤적에서 노년기집단은 청‧장년기집단에 비해 우울증상 격차가 증대되고 있으

며 소득수준의 격차가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동시적 상호관계

1)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변화의 상호 위험성 가중 현상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우울과 사회경제적지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들은 우울이 사회경제적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김 원 외, 2007; 

신현욱, 2009; 이상록‧이순아, 2010; Dohrenwend et al., 1992; Eaton, 

1980; Patel, 2009; Tomas and Morris, 2003; Vargas et al., 2014; 

Wender et al., 1973)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

장(김진영, 2007; 우혜경‧조영태, 2013; Gallo et al., 2005; Kapl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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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Cifuentes et al., 2008; Pabayo et al., 2014; Sturm and Gresenz, 

2002)들이 각자 축적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기의 이러한 관

계를 동시에 통제한 후 상호간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을 지지하는 주장들이 동시

에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매년 조사에 응

답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성인 가구주들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은, 우울증상

이 소득수준 변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득수준이 우울증상 변

화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관계는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이 

횡단적으로 역의 관계에 있을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상호 부정적인 영향

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에 대한 기존

의 단일 방향적 검증 연구들과 논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을 보여준다. 단일방향의 검증은 다른 방향의 영향력을 포괄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우울과 소득의 관계는 현재시점에서 상호 밀접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상호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신

건강 수준의 개선을 위해 소득수준에 대한 개입만이 필요하다거나, 소득수준

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데는 한계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우울과 소득의 밀접한 초

기 관련성과 종단적 상호관련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호 동시적인 개입이 효율

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7년의 조사시점 동안 현재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이 각각의 변화

에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는 이들이 상호 순환적으로도 위험성을 가중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현재 높은 우울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시

간이 지날수록 소득수준이 천천히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에 있

는 사람들은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상이 더 천천히 감소하는 악순환의 

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우울과 소득의 문제가 상호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동시적인 개선방안이 효율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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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집단에 따른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동시적 관계 

청‧장년기와 노년기는 모두 우울과 소득수준이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집단에서 나타난 우울과 

소득의 동시적 상호관계를 연령 집단별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청‧장년기와 노년기내에서 우울과 소득수준

의 관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선택가설, 즉 

우울이 소득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청‧장년기와 노년기 모

두에서 유의하여 모든 성인기 집단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사회적 원인가설은 노년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장년기에

서는 사회적 원인가설은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에 따른 

우울과 소득의 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

다.

(1) 청‧장년기 우울증상이 소득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

먼저 우울증상이 소득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의 차이 없이 모든 

성인기 집단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청‧장년기 집단과 노년기 

집단 모두 우울증상이 소득수준의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사회적 선택가

설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우울과 소득의 관

계를 노년기에 국한하여 설명했던 것에서 나아가, 청‧장년기의 우울증상과 그 

영향력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가구 내에서 주요한 경제

적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도 주요 생산가능 인구집단인 청‧장년기 가구주들

의 우울증상 수준이 높을 경우 향후 소득수준의 증가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결

과는, 이들이 우울증상으로 인해 직업 및 소득활동과 같은 사회적 경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울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제약

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생산성 손실을 야기하고(Patel, 2009; 

Simon, 2003; Tomas and Morris, 2003), 우울로 인해 조기퇴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Karpansalo, Kauhanen, Lakka, Kaplan, and Salon, 2005) 선행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장년기 집단을 포함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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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성인기 집단에서 우울증상이 소득수준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경우 개인과 가구 및 사회적으로도 

우울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청‧장년기집단 내에서 소득수준이 우울증상의 변화를 유의하게 설명

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청‧장년

기집단의 경우 왕성한 소득활동시기에 속한 점, 다수의 사람들이 근로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초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지라도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소득활동의 기회와 자원들이 노년기에 비해서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청‧장년기집단 내에서 가구소득의 변량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이 우울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2) 노년기 우울증상과 소득수준변화의 위험성 가중현상

연령 집단별 다중집단분석 결과 노년기 집단 내에서는 우울증상과 소득수

준이 동시에 상호 영향력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종단적으로 지속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집단에서는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집단 내에서도 청‧장년기와 동일하게 초기

의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수준이 천천히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기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후 우울증상의 개

선정도가 낮은 현상은 노년기에 국한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원인

가설이 노년기 내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노

년기집단 내에서 초기의 우울증상이 이후 소득수준의 증가를 억제하고, 초기

의 낮은 소득수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상의 개선을 억제하는 현상은 노

년기의 우울과 낮은 소득수준의 상호 악순환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우울과 소득수준의 문제가 상호 위험요인임을 주

장하는 연구들에서도(Crystal, et al., 2003; Hirschfeld, et al., 1991; 

Mullahy and Sindelar, 1994; 이주미‧김태완, 2014; 최현수 ‧ 류연규, 2003; 

김용순 외, 2009; 김자영, 2014; 신학진, 2011)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서는 왜 우울과 소득의 상호간 부적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대되는 것일까? 먼저, 우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청‧장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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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울증상에 따른 심리사회적기능에 제약 및 

이를 위한 치료비용증가로 자산소득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노년기

에는 우울이 다른 신체질환의 발병을 증대시키는 특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남

으로 우울증상 자체로 인한 소득감소 뿐만 아니라 동반질환에 따른 소득감소

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반대로 노년기집단 내에서 소득수준이 우울증상의 변

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노년기는 은퇴와 같은 생애 주기

적 사건으로 소득활동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hoits(1992:245-246)는 개인이 지닌 역할 정체성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특히 직업 활동에 대한 역할 정체성이 강하고 

직업 활동을 할 경우 우울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

의 연구대상이 가구주이며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대, 노년기 가구

주인 사람들은 은퇴 등으로 이전의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불안정한 상

태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감소로 인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주로서의 역할 또는 직업적 역할 정체성이 상실되거나 

변화될 수 있으며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울과 소득의 문제는 노년기집단 내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격차가 노년기에 

불리하게 진행되며 상호 위험성이 가중되는 현상은 한국사회 내에서 노인들

의 빈곤과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의 관련요인

1) 전체 집단

전체 집단에서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을 예측하는 요인을 투입하여 분

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인 차이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개인 내‧외적 요인들이 궤적에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며 나아가 우울증상과 

수득수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별과 장애 및 

만성질환은 초기 우울증상 수준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그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상 수준이 높

고 시간이 지나도 그 차이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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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Nolen-Hoeksema, 

2001; Piccinelli and Willkinson, 2000). 또한 장애와 만성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 역시 지속적인 우울유지와 관련이 있는 주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

다(서홍란·정윤경·김희년, 2013; 이미숙, 2010; Aneshensel, et al., 1984; 

Friedland and McColl, 1992). 

반면 교육, 근로, 배우자는 우울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이러한 차이 역시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는 초기 우울증상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우울

을 더 빨리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우울과 배우자유무의 관련성

(박재규‧이정림, 2011; 신경림, 2001)에 관한 기존연구를 뒷받침하며 배우자

가 우울증상의 변화에 있어 주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사고 및 의사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행동이 개선될 수 있으며(Culter and Lleras-Muney, 2006), 직

업을 통해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가용자원 및 사회적 지지가 확대됨에 따라 우

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재규·이정림, 2011; Link et al., 1993). 한편 

우울증상 초기값에 대한 연령의 영향에서, 나이가 젊을수록 오히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연령대의 우울감소속도

가 느려, 연령증가와 우울의 정적인 관계가 이 연구에서는 변화속도에서만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울증상은 개인의 신체 및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으며(Dobson and Dozois, 2011; Kaplan et al., 1987), 이러한 

영향이 종단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궤적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영향을 종합하면, 소득수준 궤적의 위험요

인은 성별, 연령, 장애와 만성질환이며, 보호요인은 교육수준과 근로, 배우자

요인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과 우울증상의 초기값에 관련된 요인 영향

력이 유사함을 보여주며(예, 성별, 교육수준, 근로유무, 배우자유무, 장애 및 

만성질환 유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낮은 초기 소득수

준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수준과 배우자 유무는 시간

이 갈수록 소득을 빠르게 증대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

한 개입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 역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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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및 직업 능력과 관련한 개인 내적요소뿐만 아니라(안종범‧전승훈, 

2008; Card, 1999; Griliches and Mason, 1972), 배우자 요인(정진호‧최강

식, 2001),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및 이전의 환경적 특성들이 이후의 소

득활동에 영향을 준다는(김승곤, 2004; 홍백의, 2005; Frank and Gertler, 

1991; Weil, 2007)연구결과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이 논문의 분석에 포함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신체적 요인들

에 의해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의 격차가 유지 또는 악화되는 양상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

울궤적의 불평등(강상경 외, 2015; 성준모, 2010; 송이은‧김진영, 2012)및 소

득수준의 격차(Haveman and Smeeding, 2006; Link, 1982)를 가져온다는 

결과들을 동시에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우울과 소득궤적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2) 연령 집단 간 차이

(1) 우울증상에 대한 개인 내‧외적 요인들의 연령 집단 간 차이

우울증상에 대한 영향요인을 전체 집단에서 나아가 연령 집단 별로 구분

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연령 집단에 따른 우울증상 개선요인을 살펴보고 실천

적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성별, 만성질환은 연령 집단

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모든 연령 집단에서 여성이면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울에 보다 취약하며 그 영향도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연령과 교육, 근로, 배우자 및 장애유무는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력이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연령은 

청‧장년기집단보다 노년기집단 내에서 우울을 더 빨리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노년기 내에서도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우울의 문제가 보다 심

각함을 보여주는 연구들(Beekman, et al., 1995; Blazer et al., 1991; 

Mirowsky and Ross, 1992; Murphy, 1982; Stallone, Marx, and Gar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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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근로상태는 초기 우울증상에 대한 영향이 노년기집단에서보다 청‧장년기집

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상 활발한 근로활동

시기인 청‧장년기 집단에서 근로상태가 보다 낮은 우울증상과 관련을 지니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근로상태의 혜택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요인은 초기 우울증상에 대한 영향이 청‧장년기 집단에서

보다 노년기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는 높은 우울 초기값과 

연관되며 시간이 지나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는데 특히 청․장년기보다 노년기

집단 내에서 우울 초기값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신체적 고통 

및 기능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노년기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연

구(Turner and Noh, 1988)에서도 지지된다. 

따라서 우울증상 궤적에 관련된 요인의 전체 집단 결과에 더해 연령 집단

별로 차이가 나는 연령, 근로, 장애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울 개선전략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노년기집단내에서도 고령인 사람들의 우울에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장애가 노년기의 우울에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보다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근로상태는 청‧장년기에서 우울을 개선시키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령 별 우울 개선접근에서는 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수준에 대한 개인 내‧외적 요인들의 연령 집단 간 차이

소득수준에 대한 관련요인 가운데 성별과 배우자는 청‧장년기와 노년기 모

두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다. 즉 여성 가구주는 남성가구

주보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다른 예측요인들 

즉 연령, 교육, 근로, 장애, 만성질환의 영향력은 모두 청․장년기와 노년기집

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과 소득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장년기집단 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노년기집단 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소

득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령 집단 내의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연령 집단 간의 소득격차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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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참여가 청‧장년기내에서는 증가하지만 노년기내에서는 감소한다는 연구

(Fullerton Jr, 1999)에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각 연령 집단 내에서도 소득격

차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지은정, 2011)10), 한국의 경우 우울

증상과 마찬가지로 빈곤문제 역시 노년기에 집중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조용

수‧김기승, 2007; 홍백의, 2005)과도 맥락을 함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연령

과 소득궤적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소득궤적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노년기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

과는 노년기에 속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청‧장년기에 비해 높지 않

아(표2-1). 노년기집단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사람들이 초기 소득수준이 더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격차가 더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의 경우 교육이 생애초기의 중요한 자원이 되며 그 영향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연구(지은정, 2011) 에서도 확인된다. 

소득궤적에 대한 근로의 영향은 청‧장년기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노년기집단에서도 근로가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애 주

기 상 경제활동의 주된 참여집단인 청‧장년기의 근로가 높은 소득수준과 보다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근로가 소득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

계적 유의도는 청‧장년기와 노년기 모두 유의하지 않았지만, 연령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변화에 있어 근로의 영향력이 노

년기에서 더 크지만 각 연령집단 내에서 소득변화율의 변량은 유의하지 않아 

초기 소득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청‧장년기의 소득수준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애는 청‧장년기의 소득수준에만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성질환은 노년기 소득수준보다 청‧장년기 소득수준에 보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상태는 청‧장년기집단에서 소득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요구된다. 

나아가 소득수준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장애 및 만성질환 요인

10) 노년기의 생애초기 획득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누적/이익 불리가설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hypothesis) 및 지위유지가설(Status Maintenance 

hypothesis) 등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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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청‧장년기집단내에서 보다 큰 양상은 청․장년기에는 소득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 기회와 신체적 건강상태가 개입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노년기집단 내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소득활동에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나 연령의 제한과 생애초기 형성된 교육

수준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 및 각각의 궤적에 미치는 예

측요인들과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를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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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함의

1. 이론적 함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 관계 및 종단적인 상호영향력을 설명하는 이

론적 모델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 성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는 양방향의 시간적 선행관계가 동시에 성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우울증상이 소득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선택가설의 함의

사회적 선택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개인의 정신건강이 나쁠수록 개인

이 사회 내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에서 선택

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가정한다(Jarvis, 1971; Kendler et al., 1999; 2006; 

Wender, 1986). 한국사회의 전체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도 사

회적 선택가설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7년간의 조사시점 동안 개

인의 우울증상에 따라 개인과 가구의 소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연구결과 

양방향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적 선택가설의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즉 우울증상이 높은 집단에서 소득의 증가속도가 느려지는 결과의 함

의는, 세대 내에서 개인의 정신장애가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개인의 정신건강이 개인과 가구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우울이 소득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종단적인 시간 변

화에 따른 직접적 과정으로 제시하였지만, 기존연구에서 밝힌 우울과 소득관

계의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우울이 가구내의 의료비지출을 직

접적으로 증가시켜 장기적인 소득감소를 이끌뿐만 아니라(Patel, 2009; 

Tomas and Morris, 2003), 우울이 개인들의 심리사회적 기능 및 일상생활기

능제약(Godard et al., 2012; Simon et al., 1998; Weels, 1989)을 가져와 생

산성 손실(Petersen, et al., 2004; Simon, 2003)에 이르고 개인을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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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선택가설에 근거하여 이 연구의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관

계를 설명하면, 개인들의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우울치료비용 증가 및 개인의 

생산성 손실을 통해 가구의 소득수준의 증가속도가 느려지고(suppressing 

effect), 반대로 우울증상이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기능의 제약 및 생산성 손실

도 줄어 개인과 가구의 소득수준의 증가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facilitating effect). 사회적 선택가설이 적용되는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

현하면 다음 <그림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소 득

수준
낮은 우울증상 군

높은 우울증상 군

전체 평균

   시간변화

social selection

<그림 12> 우울증상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사회적 선택가설 지지

2) 소득수준이 우울증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원인가설의 함의

사회적 원인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모든 조건

에서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것으

로 가정한다(Gallo et al., 2005; Kaplan et al., 2008). 한국사회의 전체 집단

을 모집단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도 사회적 원인가설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하기 위해 7년간의 조사시점 동안 개인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개인의 우

울증상 변화를 추적하였다. 연구결과 양방향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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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원인가설의 설명 역시 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우울증상의 감소속도가 느려지는 결과의 함

의는, 가구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경제적 곤궁함과 스트레스 및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켜 개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

에, 개인과 가구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정신건강 자원활용을 증

대시켜 정신건강 향상을 촉진하는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의 우울증상의 감소속도가 느려

지고,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과 가구의 우울증상의 감소속도는 더 

빨라지는 연구결과를 사회적 원인가설에 적용하면 다음 <그림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ocial causation

우 울

증상

낮은 소득수준 군

높은 소득수준 군

전체 평균

   시간변화

<그림 13> 소득수준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사회적 원인가설 지지

3) 소득수준과 우울증상 변화의 동시적 상호관계의 함의 

 이 논문의 연구결과 한국사회 성인 남녀의 소득수준과 우울증상 변화의 

종단적 상호관계는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의 영향력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우울증상과 초기 소득수준의 부적인 상관관계는 기존의 횡단적

인 자료를 활용한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경험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둘째, 사회적 선택가설과 원인가설의 동시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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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켰다. 선행연구의 결과 우울증상에 관하여는 사회적 원인가설, 즉 개인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 논문의 분석결과 사회적 원인가설뿐만 아니라 우울증상이 

개인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선택가설 역시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과 사회경제

적 지위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선택가설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종단적인 상호부적 관계는 위험성가중 

및 악순환 과정으로의 진입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

다. 

셋째, 연령 집단별 우울과 소득의 상호관계의 탐색을 통해 청‧장년기와 노

년기에 따른 영향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장년기에서는 소

득이 우울증상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청‧장년기의 우울

증상 개선에 소득이 독립적인 결정요인이 아님을 나타내준다. 대신 청‧장년기

의 우울이 소득변화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통해 청‧장년기의 우울증상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활동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의 격차

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금까지 빈곤과 소득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초점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입에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청‧
장년기의 정신건강개선 역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지 혹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노년기에서는 우울

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가 양방향으로 일관적으로 나타나 우울과 소득격

차의 위험성 가중 현상 및 악순환 과정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는 우울과 소득의 문제가 노년기에 집중된다는 선행연구를 확인하는 데서 나

아가 종단적으로도 노년기의 우울과 소득의 심각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내었다. 

4)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변화의 예측요인에 대한 이론적 함의 

전체 성인기 가구주를 대상으로 우울과 소득변화의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

과, 인구사회학적인 차이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격

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울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요

인들(setting factors)과 심리적‧신체적 요인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궤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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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나아가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을 구분하여 우울궤적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영향력과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노년기집단 내에서 보다 많은 요인들

의 영향력이 청․장년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우울에 대한 위

험요인들을 정리한 메타분석의 결과(장애, 신체질환, 사별 등)와도 연관된다

(Cole and Dendukuri, 2003). 노년기 우울에 대한 위험요인(고연령, 낮은 교

육수준, 장애)과 보호요인(배우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한편 대부분의 요인들이 노년기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청․장
년기집단 내에서 우울에 대한 근로의 영향력만이 노년기집단보다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청‧장년기의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상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희망의 상실, 재정적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우울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Frese and Mohr, 

1987; Hamilton et al., 1997; Mossakowski, 2009; Zimmerman and Katon, 

2005)를 뒷받침하며 청장년기 우울에 근로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을 구분하여 소득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들의 영향력과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청․장년기와 노년기집단의 특성

이 소득을 달리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청․장년기 소득에 대한 위

험요인(장애, 만성질환)과 보호요인(근로)들은 청‧장년기의 소득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노년기 소득에 대한 위험요인(연령)과 보호요인

(교육)은 생애초기 형성된 특성이 노년기 소득수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울과 소득궤적의 예측요인은 청‧장년

기와 노년기와 같은 생애주기에 따라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 역시 생애주기별, 연령 집단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을 보여주었다. 

 

2. 실천적 함의

1) 우울과 소득수준의 동시적 개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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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은 초기값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바

탕으로 종단적으로도 상호 부적인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전체 성인기 집단의 우울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수준의 향상이 주요한 개입

전략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득수준 개선을 위해서도 

우울증상의 완화가 주요개입전략으로써 재고될 필요가 있다. 즉 우울증상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개선전략에 대한 중요성 부각 및 낮은 사회경제

적 지위와 관련된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수의 연구들이 우울의 주요 설명요인으로서 빈곤(김자영, 2014)과 

열악한 근로조건(박세홍 외, 2009; 송이은․김진영, 2012), 소득불평등(Cifuent

es et al., 2008; Jones and Wildman, 2008; Pabayo, 2014)을 주장하고 있

다. 따라서 우울을 개인과 가구의 문제로 국한시키거나 치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만을 강조하기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보다 주목하여 이들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 연계전략이 효과적으로 마

련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같은 기본적인 여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빈곤선의 상향조정과 소득 개선방

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흐름(김교성, 2011; 김영란, 2005; 김재호·정주연, 

2013)에서 나아가 우울이 생산성의 손실을 야기하고 소득수준의 증가를 억제

할 수 있다는 연구들(Patel, 2009; Simon, 2003)은 소득수준의 개선방안에 

우울수준 등의 정신건강 요인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사회 성인들의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 즉 현재 시점

에서의 밀접한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종단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울과 소득의 동시적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우울증의 예방과 개선전략

보다 구체적으로 우울증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제약 및 생산성 손실

을 통해 소득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울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

료와 조기예방을 위한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울의 영향은 개인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 108 -

요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같이 한국사회의 우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Patel(2009)은 우울증상으로 인한 직접적 의료부담 및 개인의 생산성손실

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를 통해 우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대처방법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히 한국사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연구(조현주 외, 2008)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우울을 유전이나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스트레스나 나약한 의지와 같은 성격 문제이며, 개인의 의지로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우울치료 

전문기관을 찾는 경우는 드물며 우울증이라는 진단에 대한 부정적 정서, 즉 

편견과 낙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

확한 지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울증이 조기에 치료될 수 있는 질

환이라는 인식개선과 우울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의료원의 국내 우울증의 질병부담과 치료현황에 관한 연구(허대석

‧이상무‧안정훈‧지선미‧남미희‧강세나‧곽수진‧이윤희, 2011)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과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 및 필요

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홍보지 배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선혜와 서진환(2010)은 일반인들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즉 정신건강문제식별력(mental health 

literacy)11)을 향상시킬 필요를 주장하였다. 한편, 편견과 낙인과 관련하여 정

신의료서비스 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경험적 근거에 기

반한 심리치료(evidence-based psychological therapies)에 대한 접근성을 개

선하는 단계적 전략12) 및 웹기반의 우울치료프로그램13) 시행 등이 실천전략

11) 질환에 대한 단순식별 뿐 아니라 문제의 개념화, 원인지각, 해결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 정신건
강 정보원을 모두 포괄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전반적 능력을 의미한다(이선혜‧
서진환, 2010)

12) 영국의 The 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IAPT)는 우울과 불안장애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심리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Clark, 2011).

13) 웹기반의 인지행동치료(computeriz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Beating the Blues, MoodGYM, Overcoming Depression on the Internet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
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메타분석을 포함한 몇 몇의 연구 결과 웹기반의 인지행
동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vanagh and Shapiro, 2004; Kaltenthaler, 
Parry, Beverley, and Ferriter, 2008; Titov,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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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14). 여기에는 우울증에 대한 자가진단, 온라인 상담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과 같은 정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내용에 우울

에 대한 기본 정보 외에도 우울이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

하는 것도 효과적인 실천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울증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

연구결과 우울궤적의 주요한 예측요인이지만 연령 집단 간 차이는 없어 

모든 성인기를 대상으로 개입전략이 필요한 예측요인들은 성별과 만성질환이

다. 전체 성인기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상 수준이 높을 수 있으며,  만성질

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상태는 우울과 밀접한 관련요인이 될 수 있다. 성별,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우울궤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우울과 

만성질환과 우울의 동반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개입 방안들이 필요하

다. 

특히 연령, 교육, 배우자, 장애 요인이 노년기의 우울을 더 설명하는 요인

임을 보여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우울 개선 전략

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여성과 노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

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즉 여성 노인들의 우울에 보다 초점을 두고(정영미, 

2007; 김여진‧홍환, 2009) 평생교육 등의 추가적 교육지원(신미식, 2010), 사

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김수옥․박영주, 2001), 저소득층 노인들

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와 사회활동 증진(정순둘‧구미정, 2011)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건소의 가정방문사업은 지역사회 거주 장애 노인의 우울 스크리

닝 및 접수의 통로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

체계(보건복지부, 2015:94)15)내에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해 욕구를 가진 대

14) 2015년 현재 국내에는 13개소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190개소의 기초정진건강증진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5)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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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장년기의 근로상태 유지 및 근로여건 개선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세홍 외, 2009). 따라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청‧장년기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근로와 관련된 직업훈련 정보와 관련자원의 

적극적인 연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및 고용 및 직업유지에 

있어 위험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직장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전민아․왕
은자, 2014)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소득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

 전체 성인기 집단에서 소득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 내‧외적인 예측요인들은 모두 소득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

며 소득궤적 불평등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실

천개입의 초점이 구체화될 수 있다. 즉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수준 궤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

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구 사회학적․신체적 예측요인들과 소득수준 

초기값의 높은 상관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간접적지원이 필요

함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지원 관련 정보와 사회복지 서비스체

계로의 진입 방법을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주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사례관리 서비스

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과 가족에게 직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연계하여 개인과 가구의 사회적 기능 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권진숙·김상곤·김성경·김성천·김혜성·민소영·박선영·박지영·

백은령·유명이, 2012). 특히 사례관리 서비스는 개인과 가족의 심리‧정서적 어

려움에 대한 개입이 동시에 이뤄지며,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다

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개인과 가족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 개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소득수준궤적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변화하는 주요 관심대상자들

이 사례관리 운영체계에 들어왔을 때(연구결과 여성, 고연령, 저학력, 비 근

로, 배우자 없음, 장애와 만성질환 있음에 해당하는 사람), 이들을 위한 개별

개입계획(individual service plan) 내에는 경제적 지원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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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령 집단 간 예측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고려하여, 고령과 저학력의 노년기 소득수준 개선에 초점을 둔 개입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청‧장년기에는 근로지원 및 신체적 건강상태와 불편함을 

개선하는 자원의 연계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적 함의

정책적 방안의 초점 역시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고 정신

건강의 수준별 접근 및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 궤적의 불평등 요인을 

완화하는 것에 맞춰질 수 있다.  

첫째, 이 논문에서 나타난 우울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향후 우울이 세

계에서 가장 높은 질병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WHO(2008)의 전망을 상기

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labeling)이 직업을 구하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데 

제약이 되어 개인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들

(Hamilton et al., 1997; Johnson et al., 1999; Link, 1982)은 한국사회 내

에서도 우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면밀

히 검토하는 시도들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우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정책의 효과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OECD에서 권고한 한국사회의 정신건강정책의 과제(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3)를 고려할 때,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하고 우울에 대한 국민적 인

식제고 및 일반인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우울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치료기관이용에 대

한 부정적 편견 등은 우울예방정책을 저해하는 요소이다(조현주 외, 2008).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적 근거가 마련된 우울개선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빈곤정책의 성과에 정신건강의 향상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

의 연구결과 개인과 가구소득의 증가는 단순히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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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고 정신건강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 따

르면 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게 해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빈곤 자체에 대한 완

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빈곤정책의 성과(outcome)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사회 내 절대적 소득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양극화와 소득불

평등문제 및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연구들(Carr, 2008; Pickles, 2010; 김교성, 2011)은 빈곤정책

이 빈곤선 위로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 단일영역에만 초점을 둔 채 빈곤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빈곤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포함하여 개인과 

가구의 안녕감,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우울과 소득궤적을 예측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들을 

통해 초기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청‧장년기와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혹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장년기의 우울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여건 향상이 정책의 초점이 될 수 

있으며, 노년기의 우울개선을 위해서는 연령 증가로 인한 역할정체성의 변화 

및 교육기회 제약과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장년기의 소득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와 신체적 건강을 향

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생애초기 형성된 인적자본인 교육의 영향력을 보완할 수 있는 평생

교육 등의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정책과, 은퇴시기의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이 

실효성 있게 정착되어 노년기의 안정적 소득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모든 성

인기 연령에서 기본적인 정책의 고려사항이 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은 상호 종단적으로 

동시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부적인 영향이 증대

되는 위험성 가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청‧장년기 및 

노년기 우울집단이 사회적 선택과정을 통해 소득증가가 억제될 수 있음을 보

여준 결과는 우울의 문제가 개인과 가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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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노년기의 우울과 소득격차의 

상호 위험성 가중현상은 시급히 개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우울과 

소득궤적의 상호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 내‧외적 요인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우울증상과 소득수준 궤적의 불평

등 양상 및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소득에 대한 동시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전략과 전체 성인기 집단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및 연령 집

단에 따른 우울과 소득수준 개선 방안이 효율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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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 연구의 한계 

첫째, 이 논문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울증상이 소득수준의 변화속도를 늦추

는 점은 검증할 수 있었지만 초기 우울증상이 높은 사람들의 이후 사회경제

적 지위가 어느 정도 하락하였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는 반대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초기 우울증상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수준의 증가율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감소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우울과 소득이 상호간의 개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일반 성인집단으로 함에 따라 우울 진

단군을 명확히 구분해 내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가구원 중에서 가구주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점은 이 연구의 

장점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가구주가 대부분 남성인 점, 근로상태에 보다 많

이 속한 점으로 인해 우울증상이 두드러지는 여성과 비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분석에 덜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

울과 소득의 동시적 위험성 가중현상과 악순환이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한 분

석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향후 개별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우울

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연구할 때도 기대될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부모세대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이 연구에서는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패널자료의 구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부모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현재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이 7년의 기간 동

안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결과로 한정된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가구 가처분소득을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로 활용하

여 소득불평등 및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등과 같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평

가기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

계를 지닌다. 

여섯째, 우울증상과 소득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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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검토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살펴보았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이를 반영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종단

적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면 연구의 

결과와 함의가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위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종단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면서 우울과 소득의 지위변화를 보다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 시점의 우울과 소득이 다음 시점의 우울과 

소득의 변화를 예측하는 분석 모형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진단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

분하여 종단적인 변화과정을 추적해보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 연구의 결과

를 보다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향후 연구를 통해서 가구원의 우울이 가구의 소득을 설명하는 메커

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전체 성인기 개인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면, 우울과 사회경제적 지

위의 종단적 관계에 관한 논의를 보다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지

위의 관계를 확장하여 검증해 본다면 이론적인 가설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지위로 설명되는 다양한 변수들의 활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함의가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우울과 소득의 관계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 연구들이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과 소득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택적

인 과정(생산성의 손실과 이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과 사회적인 원인과정에 

대한 설명(경제적 곤궁함 혹은 소득불평등)이 분석에 포함된다면 우울과 소득

의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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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년도 이후 결측 자료 여부에 대한 주요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소득수준(2007년) -.084 .158 .284 1 .594 .919

우울증상(2006년) .030 .009 11.755 1 .001 1.030

성별 -.759 .424 3.214 1 .073 .468

연령 .003 .009 .123 1 .725 1.003

교육(고졸=1) .373 .260 2.065 1 .151 1.452

근로(유=1) -.580 .260 4.971 1 .026 .560

배우자(유=1) .602 .353 2.915 1 .088 1.826

장애(유=1) .077 .302 .066 1 .798 1.080

만성질환(유=1) .073 .252 .084 1 .772 1.076

상수 -4.381 1.335 10.774 1 .001 .013

X²(df,p) 40.738(9,p=.000)

-2LL 993.012

Nagelkerke R²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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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전체 집단의 소득수준과 우울증상 궤적 경로 추정치(결측변수 포함모형)

 

변수명
우울증상 초기값 우울증상 변화율

b s.e C.R b s.e C.R

결측 0.391 0.368 1.060n.s 1.389 0.060 23.241*** 

성별 1.875 0.379 4.948*** 0.104 0.062 1.673†

연령 -0.044 0.010 -4.410*** 0.015 0.002 9.066*** 

교육수준 -3.047 0.277 -11.021*** -0.047 0.047 -1.002n.s 

근로유무 -3.543 0.274 -12.930*** -0.045 0.047 -0.970n.s 

배우자 -3.542 0.341 -10.401*** -0.139 0.057 -2.454* 

장애여부 2.544 0.371 6.857*** 0.028 0.061 0.464n.s 

만성질환 3.715 0.266 13.963*** -0.020 0.045 -0.449n.s 

변수명
소득수준 초기값 소득수준 변화율

b s.e C.R b s.e C.R

결측 -0.042 0.025 -1.668n.s 0.021 0.004 5.394*** 

성별 -0.059 0.026 -2.279* 0.001 0.004 .303n.s 

연령 -0.009 0.001 -13.272*** -0.001 0.000 -10.154*** 

교육수준 0.374 0.019 19.776*** 0.012 0.003 3.882*** 

근로유무 0.282 0.019 15.050*** 0.001 0.003 0.211n.s 

배우자 0.202 0.023 8.693*** 0.016 0.004 4.243*** 

장애여부 -0.083 0.025 -3.256** 0.001 0.004 0.171n.s 

만성질환 -0.085 0.018 -4.646*** -0.006 0.003 -1.846†

IS<-II -0.066 0.003 -22.936*** II-소득수준초기값,

 IS-소득수준 변화율,

DI- 우울증상 초기값,

 DS-우울증상 변화율

DS<-DI -0.081 0.004 -19.303*** 

DS<-II -0.009 0.043 -0.201n.s 

IS<-<DI 0.000 0.000 -1.851† 

χ²(N=6,848, df=171)=1395.834(p<.001), RMSEA.=.032, IFI=.982, TLI=.974, CFI=.982

  †p<.1*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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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in 

Korean Society

- Focused on a test of social causation and selection hypothesis -

 

Jung, Eun 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longitudinally, and to identify predictors on each trajectory. 

Korea's economic growth was remarkable during the past decades, bu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has not largely improved at the same 

time. People in relative income disparity experience particular psychological 

distress, while the poverty rate and suicide of elderly Koreans wa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during the past 10 years. 

   Although a lot of research show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level, the results of causal relationship explained by 

social causation (socioeconomic status causes depression) and social selection 

(predisposed depression causes downward mobility in SES) hypotheses have 

not been consistent. Furthermore, these competing approaches have led to 

problems of divided results and implications, which were more focused on 

medical treatment or income support-related polices for preventing depression 

and poverty. And previous cross-sectional explanations abou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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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and their relationship have not considered the longitudinal and 

bidirectional relationship effectively, even though it could be easily predicted.

   Given the inconsistent results and limited implications, this study tried to 

extend discussions about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among Korean adults longitudinally using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from 2006-2012. The study population was 

householders aged over 19. Depression and income variables were assessed by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and by household 

disposable income. The analytic methods are the latent growth curve an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ings: First, How are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income in adult life? Second, how i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Specifically, does income predict 

the rate of change of depression symptoms or does depression predict the 

change rate of income, or do they change simultaneously? Third, which 

factors affect depression and income trajectory? Furthermore, can all these 

questions be differently analyzed by those under 60 versus over 6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verage depression symptoms have 

decreased and income level has increased steadily every year,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By multi-group analysis, the elderly 

group's initial depression symptoms (intercepts) were higher than the younger 

group, and have declined more slowly (slopes). This means that the 

depression disparity increased between two aged groups in 2006-2012. In the 

income trajectory, the elderly group's initial income level was lower than the 

younger group and increased more slowly. This means that there was an 

initial income gap between two aged groups in 2006, and the gap was 

continued to 2012. The elderly group's average depression and income 

trajectory thus reflect that they were more vulnerable than the younger group. 

   Second,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revealed that there 

might be a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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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hat is, having more baseline depression symptoms predicted a more 

slowly increasing income (supported social selection), and having more 

baseline income predicted more steeply declined depression symptoms 

(supported social causation). Multi-group analysis, however, supported social 

selection and causation hypothesis differently between the elderly and the 

early middle aged group. As for the elderly group, depression and income 

was in a negative relationship that continued for 7 years. But in the early 

middle aged group, baseline depression only suppressed increases in income. 

This means that depression effects on income change in rate significantly 

throughout adult life, and there was a double jeopardy and cyclical risk of 

income disparity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group.  

   Third, high-risk groups and predictive factors of depression and income 

trajectories and its age group differences were identified. Socioeconomically, 

demographically and physically vulnerable householders were in a more 

depressed and a lower income level, and these gaps continued or widen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e previous studies supporting each social causation or 

selection hypothesis almost concluded with unidirectional implic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The current study, however, 

extended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there might be a reciprocal suppressing 

effect and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longitudinally. 

In particular, the feature of a double jeopardy relationship between high 

depression and low income was disproportionate in the elderly group. Besides, 

the early middle aged group's results as well as the elderly, supporting the 

social selection hypothesis, gave a warning about depression's selective impact 

on income change over time. 

   The key point that emerges from the results of testing two hypotheses is 

that the vicious circle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trajectory needs to be 

cut off. The strategies of practice and policy thus should aim to decrease 

depression and improve income simultaneously and comprehensive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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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depression, economic st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in advance, and 

at the same time, active programs and policies for improvement and 

awareness of depression among people need to be considered in planning for 

income policy. Specifically, some socioeconomic, demographic, health factors 

as predictive factors on depression and income trajectories need to be 

considered differently by two aged groups. 

 

Keywords: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depression trajectory, income 

trajectory, social causation and selection hypothesis, Korean welfare panel 

study, latent growth cur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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