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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배우자의 사망과 은퇴로 대표되는 노년기 삶에서의 비자발적

변화는 우울에 대한 취약성의 기반이 된다. 노년기 우울은 삶의

질과 관련되며 정신건강, 신체 건강, 그리고 인지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의학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

이 노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통합적인 시

각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 삶의 중요

한 일부인 가족과 직업의 부재가 우울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상실이나 부재가 노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관계가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751명의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 및 사

회연결망의 크기와 연결의 강도를 측정하였고, 결혼 상태, 직업 유

무와 만성질환 병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농사일이나 사업 등의 직업 활동

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 또한, 소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인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작을수

록, 그리고 소통의 빈도로 정의된 사회연결망의 강도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나아가 사회연결망 강도가 강한 남성들에게

서 배우자와 직업의 유무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완화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회적 사건이 우울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때, 사회연결망 속성의 완충효과를 시사한다.

주요어 : 노년기 우울, 결혼 상태, 직업 상태, 사회적 관계,

사회연결망 크기, 사회연결망 강도

학 번 : 2018-2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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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 사회는 특히나

급격히 노화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65세 이상인 노인 비중이

인구의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의 노인 비중은 7.3%로

고령화 사회에 속했던 2000년에서 17년만인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즉, 노인 인구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이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18).

따라서 점차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행복한 노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

취약성이 존재한다(Baltes, Mayer, & Hoffmann, 1999). 신체와

인지기능의 노화는 물론 은퇴나 가까운 이의 사망 등 노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상실 경험 또한 노년기에 우울 위험을 높인다(서경현 &

김영숙, 2003).

노년기에는 단순히 치매 등 질환을 피하는 것보다는 성공적

노화(Rowe & Kahn, 1987)가 이상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란 질병과 장애가 없고, 높은 신체 및 인지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참여 및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노년기에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노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사회적 사건과

사회적 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 활발한 사회적 삶은 노화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꼽히지만, 사회적 삶의

다양한 측면 중 일부만이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노년기에 증가하는

우울의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사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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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년기 우울의 통합적 이해

노화는 다양한 변화를 수반한다.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과 인지기

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상실 경험에도 빈번하게 노출되어 정

신건강 및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서경현 & 김영숙, 2003). 지금까지

의 삶에서 쌓아온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자원들을 서서히 상실하는 과정

에 진입하며 부정적 변화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울 증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Alexopoulos, 2005), 노년기 정서적 건강의 다양한 측면 중 특

히 우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노년기 우울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며(Auning et al., 2015), 이후의 심리적 건강,

신체 건강, 그리고 인지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terniti,

Verdier-Taillefer, Dufouil, & Alpérovitch, 2002). 심각한 경우 노년기 우

울은 자살 시도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Dombrovski,

Szanto, Clark, Reynolds, & Siegle, 2013). 반면, 낮은 우울 수준은 노년

기의 심리적 건강(psychological well-being)과 강력히 연관되며, 삶의 의

미를 유지하고 기능적인 삶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Pinquart,

2007). 따라서 노년기 우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정서와 인지 같은 심리학적 측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노년

기 우울에 기여한다. 대표적으로 성별, 교육 연한이나 혼인 상태 등의 인

구통계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이나 만성질환, 신체적 장애 등의 의학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꼽힌다.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을 먼저 보자면, 많은 연구에서 여성이거나 소득수

준이 낮은 경우 노년에 더 우울한 것으로 밝혀졌다(Beekman, Copeland,

& Prince, 1999). 또한, 사별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말년에 배우자가 없

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더 우울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Kamiya, Doyle, Henretta, & Timonen, 2013).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주관적 건강 수준, 그리고 신체 질환과 장애 등의 건강 문제가 높

은 노년기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다(Baiyewu, Yusuf, & Ogund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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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ienvenu et al., 2012).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그리고 사회적 지

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

한다. 대표적으로 주관적으로 보고한 사회적 지지는 성별, 연령, 그리고

실질적 지원을 통제할 때도 낮은 우울 수준과 관련된다(Grav, Hellzèn,

Romild, & Stordal, 2012).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는 노인에게도 마

찬가지로 나타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

관계의 질,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등 사

회적 삶의 질적 측면들이 일관적으로 낮은 우울과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Schwarzbach, Luppa, Forstmeier, König, & Riedel-Heller,

2014).

노년기 우울과 연관된 요인들이 신체 건강과 사회적 관계 등 삶

의 조건 전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노년기 우울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고찰하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수적이다.

2. 노년기 삶의 변화와 우울

노년기 우울의 취약성은 노년기에 맞는 비자발적인 변화들과 얽

혀 있다(Serby & Yu, 2003). 나이가 들며 신체적 노화를 비롯하여 은퇴

나 가까운 이의 사망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더욱 빈번히 발

생하기 때문이다. 이 중 우울을 일으키는 노년기 삶의 대표적 사회적 사

건으로 배우자의 사망과 은퇴를 꼽을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은 우울을 야기하고, 경제적 불안정, 외로움, 집안

일 관리에 대한 불안 등의 변화를 낳는다(Gary R. Lee & DeMaris,

2007). 사별로 인해 발생하는 애도 과정에서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더해지는 것

이다. 삶의 큰 부분을 함께 보낸 가족을 상실한 상태에서 삶의 방식을

갑작스럽게 조정하는 과정은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는 노년기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은 노년기 1인 가구의 증

가와도 관련된다. 세대별로 1인 가구가 되는 경로에는 차이가 있는데,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보다는 사별이나 황혼이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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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자녀와의 분리 등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보건사회연

구원, 2015). 독거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지지가 감소했다고 느끼며, 결과적으로 고독감에 취약해져 우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Dean, Kolody, Wood, & Matt, 1992; Jennifer Yeh

& Lo, 2006).

은퇴 등의 이유로 직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업을

유지하는 동년배에 비해 대체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Doshi, Cen,

& Polsky, 2008),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직업

을 가지지 않게 되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을 포함하여 직업 활

동 능력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들로 인해 실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J. Lee & Smith, 2009). 우울한 사람들일수록 더 일찍 퇴직하여 연

금을 받고자 한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Karpansalo et al., 2005).

반면, 직업의 상실이 갑작스럽고 비자발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은퇴 후

더 많은 우울 증상의 보고로 이어졌다(Szinovacz & Davey, 2004). 직업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는 것은 삶의 보람과 의미를 낳는 중요한 부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비자발적일 때 그 상실감은 증폭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퇴직은 많은 경우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친다

(Palmore, Fillenbaum, & George, 1984). 한편, 은퇴의 관점에서 직업 활

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직업 활동을 스

스로 마무리 지었다는 의미에서 은퇴는 심적 여유와 여가 생활의 증대를

가져오고 높은 삶의 질로 이어진다(Calvo, Haverstick, & Sass, 2009).

종합하자면, 배우자의 사망과 은퇴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대표적

인 사회적 사건으로,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혼과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울을 방지

할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 중요하다(Pinquart, 2007).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

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혼과 직업의 상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기전, 그리고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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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년기 사회적 관계와 우울

사회적으로 통합된(socially integrated) 삶은 신체 및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 반응을 완충하

는 효과를 가지고 질병의 위험을 낮추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한다

(Hostinar, 2015). 반대로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

호요인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증폭된 위험

신호와 스트레스 반응성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여러 우울 증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Shankar, McMunn, Banks, & Steptoe, 2011).

사회적 통합의 여러 수준을 나누어 보면 사회적 삶(social life)의

여러 층위를 구조화하고,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Berkman, Glass, Brissette, & Seeman,

2000). 거시적으로는 문화와 정치 등의 사회구조적 조건이 존재하고, 이

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연락 빈도나 친밀감 등 사회적

관계의 특성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연결망을 통해 사회참여

(social engagement)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획득하

는 등 미시적인 심리사회적 기제가 구성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연결망은 사회적 관계의 이익이 흐르는

길 혹은 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 및 정신건강에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는 노년기에

사회활동은 노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 보호요인이자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받아왔다. 대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한다는 것은

신체 및 정신적인 노력과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사회연결망 크기(social network size)는 환경적 차원

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원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다.

사회연결망이 크다는 것은 정보적(informational), 도구적(instrumental),

정서적(emotional)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연결망을 통한 자원의 교류는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

에서 오며, 각 개인이 자신의 사회연결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



6

라 사회적 관계의 이득이 더욱 활성화된다. 사회적 삶의 양적인 측면에

서는 사회활동이나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과 관련된 크기나 연락

빈도 등의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다. 질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등을 살펴볼 수 있다(김호영, 2015).

노년기에 사회활동에 빈번히 참여하면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활동의 종류에 따라 효과의 방향과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일례로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울 증

상 감소를 예측했으나, 정치 활동이나 지역사회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은

우울 증상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었다(Croezen, Avendano, Burdorf, &

Van Lenthe, 2015). 반면, 친구의 수가 많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낮은 우울 수준이 나타난다(Hays, Steffens,

Flint, Bosworth, & George, 2001).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사회연결망의

형태로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기 보고로

구성된 사회연결망의 크기는 개인이 가진 친밀한 관계의 수와 사회적 자

원의 양을 반영한다. 또한, 사회연결망 속 사회적 관계와의 소통 빈도는

사회연결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며 구성원들과 얼마

나 가깝게 느끼는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Roberts & Dunbar, 2011).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노년기에는 자신의 사회적

자원을 반영하는 사회연결망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

하다(Gray, 2009). 그러나 노년기에는 사회적 삶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고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Wrzus, Hänel, Wagner,

& Neyer, 2013). 사회연결망 크기의 감소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연결망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사회적이고

정서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원천으로 기능하고, 이로부터 단절되는 것

은 교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고 지각하게 하기

때문이다(Cornwell & Waite, 2009). 사회연결망 크기가 감소하면 자원을

얻을 창구가 줄어들고, 고독감과 사회적 단절을 느끼게 되어 높은 우울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사회연결망의 크기 감소와 더불어 실질적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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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통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

의 이득이 더욱 활발하게 생성되고 순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과 관련되며 사회적 관계가 더욱 오랫동안 친밀하게 유지될

가능성을 높인다(Roberts & Dunbar, 2011). 따라서 연결된 사회적 관계

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사회연결망에 대한 추가적

인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가지는 정보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즉, 노년기에 풍부한 사회적 자원은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고 정

서적인 지지를 얻는 등 기타 자원을 취득할 수 있는 귀중한 통로를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연결망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들

과 더욱 활발히 교류하여 다양한 자원을 얻는 것은 소통의 빈도에 달려

있다. 이렇듯 사회적 삶의 다양한 측면들이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년기 우울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탐색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사회적 삶의 변화와 역할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4.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년기에 대표적인 삶의 변화인 배우자와 직업의 상

실,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감소가 노년기 우울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배우자와 직업의 부재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완충하

는지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대표적인 사회적 사건들인 사적 영역

에서의 배우자의 상실과 공적 영역에서 직업의 상실을 종합해서 보는 경

우가 적었고, 이러한 사건들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

의 역할에 관한 탐구가 부족했다. 사회적 삶은 성별이나 교육 등 우울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개입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회적 자원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년기 우울에

대한 현실적인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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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노년기 우울 수준이 높을 것이다. 둘째, 직업이 없는 사람은 노년

기 우울 수준이 높을 것이다. 셋째, 사회연결망이 작고 사회연결망의 강

도가 약한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높을 것이다. 넷째, 사회연결망의 크기

와 강도가 결혼 상태와 직업 유무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할 것이

다. 즉, 배우자와 직업이 없더라도 사회연결망이 크고 사람들과 빈번히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우울 수준이 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배우자와 직업이라는 변수의 부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성별, 교육,

연령 등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체적 건강 수준을 통제하고도 이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작용 기제를 탐색하고, 우울의 보호요인으

로서 사회적 삶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 사회적 자

원이 어떠한 외부적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고, 사회적 삶이 가

지는 의미를 탐색하며, 종합적으로 노년기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이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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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한 노화에 대한 조사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이하 KSHAP)'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한국의 농촌 지역 L면에

거주하는 814명과 2014년 기준 K면에 거주하는 947명으로 구성된 총

1751명의 60세 이상 정상 노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령을 비롯한 연

구참여자들의 측정치는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정상노화의 과정에 있는 노인을 선별하기 위해 아래 기준이 적

용되었다. 즉, 1) 정신과 및 신경과적 병력이 있는 자, 2) 두부외상으로

인한 1시간 이상의 의식 상실을 경험했거나, 뇌 수술과 같은 신경외과적

병력이 있는 자, 3)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당뇨와 고혈압 병력이

있는 자, 4) 시각 및 청각의 문제가 있는 자, 5) 대뇌 기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약물 복용 경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자는 연구에서 배제되었

다. 연구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우울 척도와 사회연결망 설문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만이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설명문을 통해 검사자로부터 직접 전반적인 연구 절차와 목

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연구도구

우울 증상의 수준

우울 증상은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이하 CES-D)로 측정되었다.

이는 지난 1주일간의 기분 상태에 관한 총 20문항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내용을 경험한 빈도에 관한 자기 보고로 평정된다. 평가는

‘극히 드물다(1일 미만)’ 0점, ‘가끔 있었다(1-2일)’ 1점,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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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3-4일)’ 2점, ‘대부분 그랬다(5-7일)’ 3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다. 우울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의 둔화, 그리고

대인관계의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Radloff, 1977), 총점은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한국판 척도에서는

임상적 우울을 판별하기 위한 절단점으로 21점이 사용되고 있다(조맹제,

김계희, 1993).

사회적 관계 측정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는 L면과 K면의 사회연결망을 구축하여

참가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삶을 분석하였다. 미국 General Social

Survey에서 Burt(1984)가 고안한 모듈을 KSHAP에서 공동 번안하여,

“지난 1년간을 돌아보았을 때, 어르신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연구참여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목하는 관계의 수는 0명에서 6명까지로

제한되었고, 마을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연결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완성된 L면과 K면의 완전 사회연결망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L면과 K면의 완전사회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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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의 크기와 강도

사회적 관계의 양적 측면을 각 개인이 보유한 사회연결망의

크기로 측정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사회연결망의 크기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의 수를 말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자원을 반영한다(Golbeck & Klavans, 2015). 단,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선택되었다. 사회연결망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연결망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각 변인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분석에서 배우자를 제외하여 최대 5명으로 구성된 사회연결망의

크기를 사용했다.

사회연결망의 강도는 대화의 빈도로 측정되었다. 사회연결망이

관계적 자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연결망 구성원들과 더 자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축된 연결망을 통해 더욱 많은 정보와 지원이

교환되고 연결망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통의

빈도를 사회연결망의 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응답한 사회적 관계와 각각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를 묻고 그 값들의 평균을 구했다. 답변은 ‘일 년에 1번

미만(1점),’ ‘일 년에 1번(2점),’ ‘일 년에 여러 번(3점),’ ‘한 달에 한

번(4점),’ ‘2주일에 한번(5점),’ ‘일주일에 한 번(6점),’ 일주일에 여러

번‘(7점),’ ‘매일(8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각각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총 1점에서 8점까지로 수치화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신체적 건강

설문을 통해 연구 주제인 배우자와 직업에 대해 답변을 얻었다.

현재 결혼 상태에 대한 답변은 별거, 사별, 이혼, 미혼 등의 사유를 모두

포함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1)’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

음(=2)’의 두 범주로 분류되었다. 직업이란 농사일을 비롯하여 개인 사업

을 운영하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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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현재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직업 활동에 참여함(=1)’과 ‘직업 활동에 참여

하지 않음(=2)’이라는 두 범주의 결과를 얻었다.

지역사회 내부에서 사회연결망 크기와 관련이 높은 해당 면에서

의 거주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노년기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과 연령, 교육 연한, 그리고 소득수준 또

한 수집되었다. 교육 연한은 무학(=1), 서당 및 초등학교 졸업(=2), 중학

교 및 고등학교 졸업(=3),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4)의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소득수준은 참여자가 보고한 가정 내 연간 총소득 정보를

연 1000만 원 미만(=1), 연 2000만 원 미만(=2), 연 3000만 원 미만(=3),

연 4000만 원 미만(=4), 그리고 연 4000만 원 이상(=5)으로 분류하여 기

록하였다.

끝으로, 우울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신체적 건강을

통제하기 위해 영국 노화 종단 연구(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를 기준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였다

(Steptoe, Shankar, Demakakos, & Wardle, 2013). 당뇨, 뇌졸중, 관상동

맥질환, 관절염, 혹은 암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은 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질환의 수를 합산하여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5점 만점

의 점수를 산출했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R version 3.5.2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우선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결혼 상태와 직

업 유무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직업의 유무가 우울을 설명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이후 결혼 상태와 직업 상태가 노년기 우울에 미치는 관

계에서 사회연결망 특성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이때,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강도를 분리하여 우울에 대한 개별

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사회연결망 속성이 결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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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및 직업의 유무와 상호작용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우울에 대한

사회연결망의 조절효과를 탐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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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총 1751명의 연구참여자에게서 측정한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서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었다. 표본은

730명(41.7%)의 남성 노인과 1021명(58.3%)의 여성 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72.88세(표준편차:7.71)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구참여자가 표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42.4%),

무학자(27.4%),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25.5%), 그리고 대학교 이상

졸업자(4.2%)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연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1%), 연 1000만 원 미만이 34.8%, 연 3000만 원 미만

3.5%, 연 4000만 원 미만 3.5%, 연 4000만 원 이상 0.02%, 그리고

무응답자가 9.48%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현재 거주 중인 면에서

45.44년을 거주하였으나, 편차가 큰 편으로(표준편차:26.92) 현재 거주

중인 공동체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부터 비교적 최근 귀농한 사람까지 그

양상이 다양했다. 신체적 건강 수준은 최대 5점 중 평균 0.63점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1개 이하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본 중 1297명(74.07%)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상태이며, 1230명(70.24%)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0에서 최대 5까지의 값을 가지는 사회연결망의 크기는

평균이 2.88로 연구참여자들은 중요한 일을 상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평균적으로 3명 정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연결망의 강도는 평균 6.84로, 연구참여자들은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사람들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고했다.

최대 60점인 CES-D로 측정된 우울 수준은 평균 8.4점으로, 임상적

우울의 절단점이 21점임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우울 수준의 인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상태와 직업 유무에 따른 집단별 변인들의 차이는 각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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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표 3]에 제시되었다. 우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연령이 더

높았으며 교육 연한이 낮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현재

거주하는 면에서 더 오랜 기간 거주했으며, 직업이 없는 비율 또한 높고

더 우울했다. 신체적 건강,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강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직업이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직업이 있는 집단과 비교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많았으며,

거주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만성질환을 더

많이 앓았고, 더 우울했다. 직업이 있는 연구참가자들의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더 컸지만, 사회연결망의 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직업 활동 여부에 따라 교육 연한과

소득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자면, 배우자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이고 나이가 많은 것과 관련되었다. 배우자와 직업의 부재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더 우울한 것과도 관련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낮은

교육 연한을 보고했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좋지 않은 신체적 건강과 작은 사회연결망 크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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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빈도 표준편차/%

성별 남 730 41.7

여 1021 58.3

연령 72.88 7.71

교육 연한 무학 480 27.4

서당 및 초졸 742 42.4

중졸 및 고졸 447 25.5

대졸 이상 74 4.2

소득수준 연 1천만원 미만 610 34.8

연 2천만원 미만 893 51

연 3천만원 미만 62 3.5

연 4천만원 미만 21 1.2

연 4천만원 이상 3 0.02

무응답 162 9.48

거주기간 45.44 26.92

신체적 건강 0.63 0.75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1297 74.1

배우자 없음 454 25.9

직업 상태 직업 있음 1230 70.2

직업 없음 521 29.8

사회연결망 크기 2.88 2.31

사회연결망 강도 6.84 1.02

우울 수준 8.40 8.24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정서, 사회연결망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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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존재

(n=1297)

배우자 없음

(n=454)
P

성별 남 656 73 <.001

여 641 380

연령 72.88 (7.52) 79.2 (8.04) <.001

교육 연한 무학 237 243 <.001

서당 및 초졸 584 157

중졸 및 고졸 407 40

대졸 이상 65 9

소득수준 연 1천 미만 434 176 <.001

(단위:만원) 연 2천 미만 686 207

연 3천 미만 57 5

연 4천 미만 20 1

연 4천 이상 3 0

무응답 97 65

거주기간 45.44 (26.92) 52.9 (23.36) <.001

직업 유무 직업 있음 986 243 <.001

직업 없음 311 210

신체적 건강 0.61 (0.77) 0.67 (0.7) 0.15

사회연결망 크기 3.06 (1.47) 3.03 (1.41) 0.76

사회연결망 강도 6.85 (0.96) 6.83 (1.19) 0.72

우울 수준 7.71 (7.7) 10.39 (9.35) <.001

[표 2] 결혼 상태에 따른 집단별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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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있음

(n=1230)

직업 없음

(n=521)
P

성별 남 549 181 <.001

여 681 340

연령 73.31 (7.52) 77.37 (8.87) <.001

교육 연한 무학 286 194 .96

서당 및 초졸 585 157

중졸 및 고졸 314 133

대졸 이상 40 34

소득수준 연 1천 미만 408 202 .28

(단위: 만원) 연 2천 미만 668 225

연 3천 미만 41 21

연 4천 미만 9 12

연 4천 이상 3 0

무응답 101 61

거주기간 50.96 (23.22) 38.87 (30.68) <.00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86 311 <.001

배우자 없음 340 210

신체적 건강 0.59 (0.73) 0.73 (0.79) <.001

사회연결망 크기 3.15 (1.46) 2.83 (1.42) <.001

사회연결망 강도 6.87 (0.99) 6.79 (1.09) .15

우울수준 7.44 (7.39) 10.65 (9.6) <.001

[표 3] 직업 유무에 따른 집단별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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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인 간의 상관이 강한 경우, 회귀계수의

분산이 커져 회귀분석의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변인 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활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측정 변인을 모두 포함한 모형 7,

8, 9. 10에서 변인 간 VIF의 범위는 1.01에서 1.61로 모두 10보다 작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가 변인 사이의 높은 상관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성별은 우울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여, 여성이 더 많은 우울

증상을 보고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r=.07, p=.003). 여성 노인은

배우자의 부재(r=.30, p<.001)와 직업의 부재(r=.09, p<.001)와도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여성은 높은 연령(r=-.36, p=.01), 낮은 교육

연한(r=-.34, p<.001), 현재 거주 중인 면에서의 긴 거주기간(r=-.12,

p<.001), 좋지 않은 신체적 건강(r=.12, p<.001)과 상관을 보였다.

연령은 우울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16, p<.001). 연령과

결혼 상태(r=.35, p<.001), 그리고 직업 유무와의 정적 상관(r=.25,

p<.001)은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직업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은 교육 연한(r=-.35, p<.001)과 소득수준(r=-.18,

p<.001)과는 부적 상관을, 거주기간(r=.37, p<.001)과 만성질환의

수(r=.07, p=.003)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교육 연한은 우울 수준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23, p<.001).

또한, 교육은 결혼 상태(r=-.31, p<.001)와는 부적 상관을, 사회연결망의

크기(r=.05, p=.05)와 사회연결망의 강도(r=.05, p=.04)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소득수준 또한 우울 수준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24, p<.001).

소득수준은 거주기간(r=-.19, p<.001), 결혼 상태(r=-.11, p<.001), 그리고

만성질환의 수(r=-.19, p<.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연결망

크기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28, p<.001). 거주기간은 우울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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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상관을 보였다(r=.10, p<.001). 거주기간은 또한 결혼 상태와는 정적

상관을(r=.12, p<.001), 직업 유무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21,

p<.001). 이는 해당 지역에 더욱 오래 거주할수록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의 수 또한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5, p<.001), 직업이 없는 것과도 관련되었다(r=.05,

p<.001).

배우자가 없는 것과(r=.14, p<.001) 직업이 없는 것(r=.18,

p<.001)은 더 높은 우울 수준과 상관을 보였다. 또한, 결혼 상태와 직업

유무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21, p<.001). 또한, 직업이 없는 것은

사회연결망 크기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r=-.10, p<.001).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강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23, p<.001). 이는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연락의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시사한다. 우울과

사회연결망 크기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r=-.25, p<.001), 사회연결망

강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26, p=.28). 이는 연구에서

선정된 사회연결망의 속성이 우울 수준과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지지하는 연구 내적인 근거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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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 1

2 연령 -.06* 1

3 교육연한 -.34*** -.35*** 1

4 소득수준 -.01 -.18*** -.22*** 1

5 거주기간 -.12*** .37*** -.40*** -.19*** 1

6 결혼 상태 .30*** .35*** -.31*** -.11*** .12*** 1

7 직업 유무 .09*** .25*** .00 -.29 -.21*** .21*** 1

8 신체적 건강 .13*** .07** -.15*** -.19*** .05* .03 .09*** 1

9 사회연결망 크기 -.01 .00 .05* .18*** -.00 -.01 -.10*** -.09*** 1

10 사회연결망 강도 .03 -.04 -.05* -.03 .09*** -.01 -.04 .03 -.23*** 1

11 우울 수준 .07** .16*** -.23*** -.24*** .10*** .14*** .18*** .25*** -.25*** -.26 1

[표 4]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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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결혼 상태와 직업 유무는 값이 큰 경우 각각 배우자와 직업의 부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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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노년기 우울 수준에 대한 결혼 상태와 직업 유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성별, 연령, 교육 연한,

소득수준, 거주기간,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 통제 변인으로 투입되었고,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았다(p=.02). 마찬가지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았다(p<.001). 자세한

결과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모형 2와 3에 제시되어 있다.

이어서 우울 수준에 대한 결혼 상태, 직업 유무,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개별적 영향을 비롯하여 각 변인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모형 1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 연한, 거주기간,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그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p=.02), 교육 연한이 낮을수록(p<.001), 소득수준이

낮을수록(p<.001), 그리고 더 많은 수의 만성질환을 경험할수록(p<.001)

우울 수준이 높았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결혼 상태를 추가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교육

연한(p<.001), 소득수준(p<.001), 그리고 신체적 건강(p<.001)이 여전히

유의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우울 수준이 높았다(p=.02). 우울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사라졌다(p=.14). 모형 3은 모형 1에 직업 활동 여부를

추가한 것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 더 우울했다(p<.001). 또한, 이

모형에서 또한 우울에 대한 연령의 효과가 사라지고(p=.14), 교육

연한(p<.001), 소득수준(p<.001), 그리고 신체적 건강(p<.001)의 효과만

남았다. 즉, 배우자와 직업의 유무는 우울에 대한 연령의 효과를 상당

부분 설명한다.

모형 4는 결혼 상태와 직업을 동시에 분석에 반영하여, 두

변인이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았지만(p<.001),



23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데 그쳤다(p=.08). 적은 교육 연한(p<.001),

낮은 소득수준(p<.001)과 좋지 않은 신체적 건강(p<.001) 또한 여전히

높은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모형 1에서 4까지는 변인이 추가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모형 3에서

볼 수 있듯 직업 활동이 노년기 우울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141).

모형 5는 모형 1에 사회연결망의 크기를 추가한 모형이다. 그

결과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았고(p<.001),

높은 연령(p=.007), 낮은 교육과(p<.001) 소득수준(p<.001), 그리고 나쁜

신체적 건강이(p<.001) 높은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모형 6은 모형

1에 사회연결망의 강도를 추가한 모형이다. 그 결과 사회연결망의

강도가 작을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았고(p=.03), 높은 연령(p=.03), 낮은

교육(p<.001)과 소득수준(p<.001), 그리고 나쁜 신체적 건강이(p<.001)

높은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의 모형들은 노년기 사회적 사건과 사회연결망 속성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모형 7은 우울을

설명하기 위해 결혼 상태와 사회연결망 크기, 모형 8은 결혼 상태와

사회연결망 강도를 포함한 것이다. 그 결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때(p=.01),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작을 때(p<.001) 더

우울했다. 모형 8에서는 우울에 대한 결혼 상태의 영향(p=.02)와 더불어

사회연결망 강도의 영향(p=.03)이 나타났다. 모형 9은 우울을 예측하기

위해 직업 유무와 사회연결망 크기, 모형 10은 직업 유무와 사회연결망

강도를 포함한 모형이다. 모형 9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p<.001),

그리고 사회연결망 강도가 약한 경우(p<.001) 우울 수준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모형 10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p<.001), 그리고 사회연결망

강도가 약한 경우(p=.03)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의 네

모형 모두에서 낮은 교육 수준과 소득, 그리고 나쁜 신체적 건강 또한

높은 우울 수준과 관련된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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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교육과 소득수준,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비롯하여

결혼 상태와 직업,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노년기 우울을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과 직업을 가지는 것은 더 낮은

우울 수준과 관련되었다. 또한,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큰 것과

사회연결망의 강도가 높은 것도 낮은 우울 수준과 연관된다. 앞선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직업의 상실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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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 p<.01, * p<.05, ‘ p<.1)

예측변수 모형 1
모형 2

(결혼 상태)

모형 3

(직업 유무)

모형 4

(결혼, 직업)

모형 5

(사회연결망

크기)

모형 6

(사회연결망

강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t  t  t  t  t  t

성별 -.13 .44 -.45 -.97 -.33 -.75 -.55 .46 .19 .45 -.14 -.32

연령 .07 .03* .04 1.49 .00 .04 -.01 -.43 .08 2.72** .06 .03*

교육연한 -1.25 .22*** -1.21 -5.43*** -1.32 -5.98*** -1.29 -5.83*** -1.13 -5.18*** -1.27 -5.68***

소득수준 -2.08 -6.453*** -2.05 -6.37*** -2.04 -6.38*** -2.02 -6.32*** -1.61 -5.01*** -2.08 -6.42***

거주기간 -.01 -.086 -.01 -.85 .01 1.21 .10 1.15 -.00 -.35 -.01 -.65

결혼 상태 1.23 2.41* .87 .09 ‘

직업 유무 2.96 6.32*** 2.86 6.07***

신체적 건강 1.91 7.10*** 1.94 7.21*** 1.77 6.63*** 1.80 6.72*** 1.78 6.76*** 1.92 7.13***

사회연결망 크기 -1.13 -8.5***

사회연결망 강도 -.41 -2.17*

F 36.82 32.48 38.04 33.68 43.31 32.09

  .123 .127 .145 .147 .162 .126

  .120 .123 .141 .142 .158 .122

[표 5] 노년기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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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 p<.01, * p<.05, ‘ p<.1)

예측변수
모형 7

(결혼, 사회연결망 크기)

모형 8

(결혼, 사회연결망 강도)

모형 9

(직업, 사회연결망 크기)

모형 10

(직업, 사회연결망 강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t  t  t  t

성별 -.13 -.28 -.47 -1.01 -.01 -.01 -.33 -.76

연령 .05 1.77 ‘ .04 .03 .16 .56 -.00 -.13

교육연한 -1.09 -4.99*** -1.23 -5.5*** -1.20 -5.53*** -1.33 -6.05***

소득수준 -1.58 -4.93*** -2.05 -6.33*** -1.60 -5.03*** -2.03 -6.35***

거주기간 -.00 -.34 -.01 -.63 .01 1.43 .01 1.384

결혼 상태 1.23 2.45* 1.24 2.42*

직업 유무 2.57 5.57*** 2.93 6.23***

신체적 건강 1.81 6.88*** 1.95 7.23*** 1.67 6.37*** 1.77 6.64***

사회연결망 크기 -1.13 -8.51*** -1.05 -7.95***

사회연결망 강도 -.41 -2.15* -.40 -2.15*

F 38.77 28.9 42.5 33.6

  .165 .129 .178 .147

  .161 .124 .174 .142

[표 5 (계속)] 노년기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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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태와 직업 유무, 그리고 노년기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연결망의 조절효과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와 직업의 부재는 노년기 우울에

악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으로 기능한다. 이때, 사회적 삶이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노년기 우울에 완충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효과를 탐색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직업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삶의 효과에서 성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변수가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하여 우울로

이어지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전과 같이 성별, 연령, 교육 연한,

소득수준, 거주기간, 그리고 신체적 건강은 통제되었다.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모형 11은 성별, 결혼 상태, 사회연결망의 크기 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한다. 그 결과, 높은 연령(p=.04), 낮은 교육(p<.001), 낮은

소득수준(p<.001), 그리고 좋지 못한 신체적 건강(p<.001)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관심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성별, 결혼 상태, 그리고

사회연결망 강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12를 구성했다. 그

결과 교육(p<.001), 소득수준(p<.001), 그리고 신체적 건강(p<.001)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성별(p=.01), 결혼

상태(p<.001), 그리고 사회연결망 강도(p=.01) 또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인 경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강도가 약한 경우 더욱 우울했다. 또한, 성별과

결혼 상태(p=.004), 성별과 사회연결망 강도(p=.03), 결혼 상태와

사회연결망 강도(p=.01)가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했으며, 성별, 결혼 상태,

그리고 사회연결망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p=.02) 세 방향

상호작용(three-way interaction)이 나타났다.

모형 13과 14를 통해 직업에 대해 결혼 상태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모형 13에서는 직업 상태를 비롯하여(p=.03) 낮은

교육(p<.001), 낮은 소득수준(p<.001), 그리고 좋지 못한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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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p<.001)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연결망 크기에 관하여 결혼 상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14에서는 교육(p<.001), 소득수준(p<.001),

그리고 신체적 건강(p<.001)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었다. 또한,

성별(p=.001), 직업 유무(p<.001), 그리고 사회연결망 강도(p=.001) 또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인 경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강도가 약한 경우 더욱

우울했다. 성별과 직업(p=.001), 성별과 사회연결망 강도(p=.001), 직업과

사회연결망 강도(p<.001)가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했으며, 역시 성별, 직업

유무, 그리고 사회연결망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p=.001) 세 방향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앞선 분석을 통해 검증된 성별, 배우자 및 직업의 유무,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은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그림 2]와 [그림

3]에서 도식화되었다. 종합하자면, 배우자와 직업의 상실은 우울 수준을

높이지만, 사회연결망의 강도가 강한 경우 그 효과는 완화된다. 이러한

사회연결망 강도의 조절효과는 남성의 경우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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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년기 우울에서 사회연결망의 조절효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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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변수

모형 11

성별, 결혼 상태,

사회연결망 크기의

상호작용

모형 12

성별, 결혼 상태,

사회연결망 강도의

상호작용

인구통계학적 변인  t  t

성별 1.39 .44 21.68 2.61**

연령 .06 2.02* .05 1.62

교육연한 -1.09 -5.00*** -1.22 -5.52***

소득수준 -1.49 -4.66*** -1.93 -5.99***

거주기간 -.00 -.00 -.00 -.45

결혼 상태 6.35 1.39 37.22 3.41***

신체적 건강 1.85 7.05*** 1.98 7.39***

사회연결망 크기 -2.31 -1.44

사회연결망 강도 5.03 2.45*

　성별×결혼 -2.29 -.90 -18.04 -2.90**

　성별×연결망 크기 .96 1.05

　성별×연결망 강도 -2.64 -2.16*

　결혼×연결망 크기 .58 1.05

　결혼×연결망 강도 -4.41 -2.69**

　성별×결혼×크기 -.52 -.68

성별×결혼×강도 2.14 2.31*

F 27.3 21.29

  .173 .141

  .167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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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노년기 우울에서 사회연결망의 조절효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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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변수

모형 13

성별, 직업 유무,

사회연결망 크기의

상호작용

모형 14

성별, 직업 유무,

사회연결망 강도의

상호작용

인구통계학적 변인  t  t

성별 .96 .35 25.54 3.26**

연령 .01 .50 .00 .04

교육연한 -1.16 -5.36*** -1.30 -5.89***

소득수준 -1.58 -4.96*** -2.04 -6.36***

거주기간 .01 1.47 .01 1.20

직업 유무 7.02 2.14* 26.43 3.89***

신체적 건강 1.67 6.38***

사회연결망 크기 .02 .02

사회연결망 강도 6.12 3.25**

성별×직업 -1.72 -.87 -19.39 -3.46***

　성별×연결망 크기 -.23 -.28

　성별×연결망 강도 -3.79 -3.32***

　직업×연결망 크기 -1.34 -1.36

　직업×연결망 강도 -4.96 3.59***

성별×직업×크기 .49 .84

성별×직업×강도 2.86 3.47***

F 28.92 23.61

  .182 .154

  .17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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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결혼 상태와 노년기 우울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 강도의 조절효과

[그림 3] 직업 유무와 노년기 우울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 강도의 조절효과

사회연결망 강도 Low = 중간값 이하, High = 중간값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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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사건과 사회적 관

계가 노년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탐색하였다. 사회적

사건으로는 배우자와 직업의 상실이 선정되었고,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

회연결망의 크기와 강도를 분리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노년기에 배우자

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직업이 없는 경우 우울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작을 때,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강도가 약

할 때도 더 우울했다. 나아가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했을 때, 성별,

배우자 및 직업의 부재,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강도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즉, 배우자와 직업이 부재할 때 우울 수준이 더 높지만, 사

회연결망 강도가 높은 경우 이 효과가 완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남성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사회적 조건과 사회적 관계가 노

년기 우울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검증하고, 사회연결망을 분석에 포함하

여 노년기 우울의 보호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다.

노년기 우울에 대한 배우자의 영향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보

다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보고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신체적으로 덜 건강할수록 더 많

은 우울 증상을 보고했다.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사회적 삶과 건강에서의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Mutran,

1987). 배우자를 상실한 후에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이것이 고혈압(hypertension)으로 이어지는 등 신체적 건강도

저하된다(Perkins et al., 2016). 이때, 사별 및 이혼으로 인한 이후 삶에

서의 부정적 변화가 남성들에게서 강력하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와 여

성들에게서 주로 관찰된다는 결과가 혼재한다(Kamiya et al., 2013; G.

R. Lee, DeMaris, Bavin, & Sullivan, 2001; Perkins et al., 2016). 그러나

상실의 결과에서 성별 그 자체보다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결혼

제도 내부에서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33

돌봄을 받는 처지였던 개인이 최근 2년 이내에 배우자의 상실을 경험한

경우 우울 증상이 대폭 증가했지만, 보호자(caregiver)의 역할을 하던 배

우자가 상실을 경험할 경우 우울 증상이 비교적 적게 증가했다(Schaan,

2013). 즉, 배우자 상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의 일부는 현재의 노년

세대에서는 남성이 일상생활 기능에서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상실이 소득의 급격한 감

소 혹은 완전한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고, 이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

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Sasson & Umberson,

2014).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삶을 관리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건강 문제와 기능 저

하가 발생하는 노년기에 더욱 큰 어려움을 부를 수 있다(Gary R. Lee &

DeMaris, 2007).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손과의 소통 가능성이 크며, 배우

자의 상실은 배우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는 물론 타인과의 의사소통

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Jeon, Jang, Kim, &

Cho, 2013). 배우자의 상실은 교회에 덜 나가고, 자식들을 지지하기 어려

워진다고 느끼는 등의 생활 변화로 이어져 우울 증상의 증가와 연관되기

도 했다(G. R. Lee et al., 2001). 종합하자면, 배우자의 상실로 인하여 새

롭게 발생한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기존에 배우자가 제공하던 정서적 및

사회적 자원의 상실이 우울 증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노년기 우울에 대한 직업의 영향

직업이 있는 사람이 직업이 없는 사람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았

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신체적으로 덜

건강할수록 더 많은 우울 증상을 보고했지만, 직업을 분석에 포함한 경

우 우울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사라졌다. 직업은 경제적 생존을 위한 중

요한 수단이며 자아실현의 기회로 존재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Iacovides, Fountoulakis, Kaprinis, &

Kaprinis, 2003; Spector, Dwyer, & Jex, 1988). 그러나 전 연령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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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효능감 및 소속감과 관련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Morse & Weiss, 1955). 또한, 직업 활

동에서 경험하는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자극이 신체 건강 및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otter, Helms, & Plassman,

2008).

직업이 없는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는 퇴직 시의 연령과 자발성

에 영향을 받는다(Mandal & Roe, 2008; Palmore et al., 1984). 선행연구

에서는 직업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하면 우울 증상이 더욱 장기적으로 지

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다(Gallo et al., 2006). 따라서 직업을 상실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

을 의미할 수 있지만, 노년기 직업의 상실은 대체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

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Park, Cho, & Jang,

2012). 노년기에 이루어진 직업의 상실은 경제력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감의 혼란과 자기효능감 저하, 그리고 삶의 의미 상실

로 이어질 수 있다(Joelson & Wahlquist, 1987). 이렇듯 직업 상실이 가

져오는 다양한 결과는 우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화될 수 있

다. 반대로 노년기에 자발적으로 전일제 혹은 시간제 직업 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삶의 질

(well-being)이 높았다(Nikolova & Graham, 2014). 또한, 퇴직을 경험한

후 재고용된다면 직업 상실의 결과로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가 이전 수준

으로 회복되었다(Mandal & Roe, 2008).

본 연구에서 결혼 상태와 직업을 모두 고려할 때 우울에 대한

결혼 상태의 영향은 상당히 감소했다. 표본에서 우울 증상을 설명할 때

배우자의 존재보다는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더욱 강력한 설명

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과 관련하여 결혼 상태와 직업 활

동을 함께 본 연구는 드물지만,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은

확인된 바 있다(Mandal & Roe, 2008). 결혼 상태의 상대적으로 낮은 설

명력은 본 연구의 표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에 따라 가족과 결

혼에 대한 가치관에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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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s-Tóth and van de Vijver, 2009),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배

우자가 가지는 의미는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 거주하는 저학력 노인들이 표본의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배우자 간의 관계

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역동이 두드러지는 동아시아 문화에서 배우자의

존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직업의

경우 지역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농촌에

서 일한다는 것은 경제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

끼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신체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촌에서 특히 직업이 삶의 다른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 우울에 대한 직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일부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변인 중, 교육 연한과 소득수준,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연구의 초점

이 되는 결혼 상태, 직업 유무, 그리고 사회연결망 속성들의 영향을 고려

했을 때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다. 교육 및 소득수준과 신체적 건강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다. 단, 교육과

소득에 관하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연구 표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 수준과 소득, 그리고 고용 상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대

표적인 지표로, 서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ncan,

Daly, McDonough, & Williams, 2002). 하지만 해당 지역은 농촌으로, 대

다수의 직업 활동은 농업으로 구성되며 직업이 없는 경우 은퇴 후 귀농

한 사례를 다수 포함한다. 표본의 특성상 직업과 교육, 그리고 소득수준

사이의 정적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것이 최종적인 분석 결과에 영향

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노년기 우울에 대한 사회연결망의 영향

전체 사회연결망 크기가 작은 사람이 더 많은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사람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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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사회적 자원이 적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사회연결망의 손상은

다양한 집단과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우울 증상으로 이어진다(Jensen

et al., 2018; Hatzenbuehler, McLaughlin, & Xuan, 2012). 사회연결망은

도구적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로가 되고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

서 사회연결망의 축소를 통한 사회적 단절(social isolation)은 스트레스

와 관련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kamoto et al., 2011;

Smith & Christakis, 2008). 사회적 단절은 건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

는 노년기에 더욱 치명적이다(Hawkley & Cacioppo, 2007).

사회연결망의 강도가 약한 사람들 또한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보

고했다. 중요한 일을 논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은

실제로 자신이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와 태도를 갖추고, 궁극적으

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Apicella, Marlowe, Fowler,

& Christakis, 2012). 이렇듯 사회연결망이 가지는 이득은 상당 부분 사

회연결망을 직접 활용하는 데서 온다. 따라서 사회연결망 속 교류의 빈

도는 사회연결망을 통해 자원이 전달되어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Roberts & Dunbar, 2011). 소통 빈도는

연결의 종류와 그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며(van den Berg, Arentze, &

Timmermans, 2012), 정보와 사회적 지지의 교환과 밀접히 연관되어 사

회연결망을 활용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반영한다.

종합하자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통해 우울을 방지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

을 준다.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 강도의 완충효과(buffering effect)

사회적 관계는 노년기 회복력(resilience)을 증진시키고, 노화의

국면에서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기 우울의 보호요

인으로 작용한다(Fuller-Iglesias, Sellars, & Antonucci, 2008; Holahan

& Holahan, 1987). 또한, 노년기에 사회연결망을 구성하여 사회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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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Pfeil &

Zaphiris, 2009). 따라서 사회연결망과 관련된 속성들은 이후의 사회적인

삶을 예측하고, 이후에도 사회적 자원과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Bailey, Henry, & Von Hippel, 2008).

사별이나 은퇴 등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 사회적 관계의

영향이 여러 방면에서 탐색 되었다. 배우자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자녀

와의 소통이 감소하는 등 가족 내의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고 중요한 일

을 털어놓을 사람이 줄어들며, 사별 이전에 존재했던 이웃과의 교류나

사회활동 참여가 감소한다(Croezen et al., 2015; Ferraro, Mutran, &

Barresi, 1984; Ha, 2008). 사별 이후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애도 증상

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Vanderwerker & Prigerson, 2004).

퇴직 후 삶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이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 창구가 줄어들게 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양적인 변화가 발생한다(Bosse, Aldwin, Levenson,

Spiro, & Mroczek, 1993). 이때, 은퇴 후 다수의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

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원천이 되어 우울을 방지하는 데 도움

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Steffens, Jetten, Haslam, Cruwys, & Haslam,

2016). 또한, 사회적 지지는 퇴직 후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 수

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완충효과를 보인다(Chou, Chi, & Chow,

2004).

회귀모형에서는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우울 증상을 더욱 강력하

게 설명했으나, 배우자와 직업의 상실과 관련된 우울을 조절한 것은 사

회연결망의 강도였다. 즉, 배우자와 직업의 상실과 같은 불리한 사회적

조건에서 우울 증상을 발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연결망 크

기를 크게 유지하는 것보다 가까운 타인들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사회연결망 강도

가 사회적 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사회연결망의 크기에 비해

개인의 사회적 삶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관계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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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 가까운 지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가 보이는 보호 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강력

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직업의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더욱 큰 의미를 가지며(Morse & Weiss, 1955), 주로 아내를 통해 돌봄

과 사회적 자원을 획득한다(Jeon, Jang, Kim, & Cho, 2013b; Schaan,

2013). 따라서 배우자와 직업을 상실한다는 것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더

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은 보통 사회적 사건에 의

한 변화에서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이후 가족 밖의 사람들에게 사

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쉽다(Ha, 2008). 반면 남성의 경우 노년기 사회적

변화에 의해 고립되기 더욱 용이하여,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 결과로 이

어질 위험성이 더 크다(G. R. Lee et al., 2001). 따라서 남성의 경우 자

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보유한다는 것이 노년기 우울을 관리

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배우자

및 직업의 유무가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연결망의 특성이 수행

하는 역할을 직접 검증하지 못한다. 사회적 사건, 사회연결망 속성, 그리

고 노년기 우울의 인과관계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인 자료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배우자와 직업의 유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적 다양성에 대한 추

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직업 모두에서 상실의 원인이 다양하

고, 그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표본

에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사별로 인해 배우자를 상실했

지만, 결혼 경험이 전혀 없거나 이혼 혹은 별거 등의 이유로 인한 경우

도 소수 존재했다. 그리고 표본에서는 비교적 소수였지만, 시대적 변화로

인해 사별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노년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원인에 따른 결혼 상태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마찬가지로 직업이 없는 경우 퇴직의 자발성이 이후 삶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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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인자로 여겨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사일과 지인의 자영업에 도움

을 주는 등의 형태가 직업 활동에 포함하여 일반적인 은퇴의 개념을 적

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표본에서는 은퇴 후 계획의 일환

으로 농촌 지역에 귀농하여 직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참가자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여, 직업 유무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 같은 집단 내에서도 질

적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와 직업의 상실이 발생한 후의 기간과 대처 양식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효과 또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실 경험이 가까울수록

급성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 우울로부터

회복하기도 한다(Perkins et al., 2016). 반면 배우자의 상실 경험 이후

역기능적 상황이 유지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한 건강에의 악

영향을 경험할 것이다(Sasson & Umberson, 2014). 또한, 배우자의 사망

이후 대응 방략(coping style)에 따라서도 이후의 삶에서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Coifman, Bonanno, Ray, & Gross, 2007).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상실 이후의 기간과 대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가진다.

퇴직의 시점이 이를수록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

나지만(Karpansalo et al., 2005), 이러한 지점들은 본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직업을 상실한 후의 기간 또한 조사에 포함

되었지만, 노동을 지속하다 완전히 은퇴한 경우보다는 고용과 은퇴 상태

를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단순히 직업 상실 기간만을 분석하기에는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양적 측면만을 다루었지만, 사회적

관계의 질적 측면이 우울 등 노년기 삶의 다양한 결과들과 가지는 관련

성도 높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질적 측면인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주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한다(Ha, 2008). 또한, 고독감(loneliness) 등

사회연결망 크기와 강도가 유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서적 요인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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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연결망의 기타 특성이 우울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사회연결망을 대상

으로 그 크기와 강도를 분석했지만, 이외에도 사회연결망과 관련된 다른

속성들이 풍부한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연결망의

구성원들이 가족인지 혹은 친구인지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고, 구성원들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따라 사회

적 자원의 교류 양상과 연결망의 유지에서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특성에서 일반화 가능성이 일부 제한

된다. 본 연구는 농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충분

한 사회시설과 독립한 자녀들과의 지리적 거리 문제 등의 어려움이 존재

한다(박경순, 박영란, & 염유식, 2017). 이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특히 적고, 사회연결망을 확장하거나 사회참여를 늘릴 가능성이

도시 거주 노인들보다 제한된다. 또한, 현재의 한국 노인들은 전쟁을 경

험하며 교육 기회가 드물었고, 농촌 지역에서는 특히 저학력 노인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노인들의 교육 수준은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

세이기 때문에, 현재의 중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할 때 새로운 연구를 통

해 재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내부에서 구축된 사회연결망을 활용했다는 점

에서 높은 생태학적 타당성을 가진다. 두 개의 면에서 거주하는 정상노

화 과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실제 한국 농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

다.

배우자와 직업의 상실이 노년기에 우울과 가지는 관련성에 사회

적 관계의 측정치를 도입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한 기제를 규명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노년기 스트레

스 사건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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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남성에서 더 강력

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삶의 긍정적 효과에서 성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삶이 가지는 이득에 대한 정보를 확장했다.

노년기 우울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제안하는 것은 개입

의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노년기에 빈번한 상실 경험이 우울로 이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직업을 상실한 후에도 자신의 사

회적 자원을 유지 및 확장하고 관리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직업을 잃는다는 것이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는, 사회활동의 가장 가까운 매개체를 상실하였을 때도 타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

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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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Relationship Moderates 

the Effect of Marital Status and Work 

on Depression in Late Life

Euns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voluntary changes in late life such as death of the partner or 

retirement constitute part of the vulnerability for depression. Late life 

depression is associated with lower quality of life, and has a critical impact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as well as cognitive function. Since 

demographic, medical, and social factors each play a role in late life 

depression, a more integrative approach is necessary. This research seeks to 

confirm previous literature that the lack of a married partner and occupation 

can lead to depression.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moderation of 

social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in the pathway from adverse life event to 

depression. 1751 normal aging elderly in a community setting were 

recruited, and their depression level, size and strength of social network, 

marital status, work status, and number of chronic illnesses were assessed. 

Results indicate that those who are not residing with a married partner and 

those who are currently not participating in vocational activities have higher 

levels of depression. Smaller social network size and lower social network 

strength, defined as communication frequency, was also associ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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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levels of depression. Furthermore, stronger social network in men 

mitigated the effect of marital or work status on depres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hen adverse social events act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in the elderly,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 can have a buffering effect. 

Keywords : Late life depression, marital status, work status, 

social network size, social network strength

Student Number : 2018-2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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