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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년기 부부의 우울 전이 및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허선영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전 생애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

히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

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와 우울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신

체적·사회적 측면의 제약이 증가하는 노년기에 있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증대된다. 또한 우울은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

신질환으로서 이로 인한 개인과 가족, 사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를 대표하는 부부관계와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우울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노년기 부부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부부의 우울 수준 간 상호영향을 탐

색하였다. 이는 노년기 우울에 대한 개인 내적 요인 중심의 접근에

서 벗어나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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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상

호영향은 지속적이며 또한 필연적이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이 경험하

는 정서나 태도, 인지, 행동 등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점차 확산되

는 사회적 전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전이 현상은 우울

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부부관계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국외 연구를 중심으로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의 우

울 수준이 배우자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

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부부관계의 질(quality)적 특성인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에 높은 관련성

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지만, 두 변인 간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이견

(異見)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들에서 두 변인이 양방향적, 상호순환

적 관계일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상대방의 우울 수

준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년기 부부의 우

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고 부부자료를 하나의 모형

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종단

연구모형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평가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부부관계만족도를 

공통운명변수(common fate variable)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과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0차 년

도(2015년)부터 13차 년도(2018년)까지의 4개년도 가구 및 가구원 조

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5년 기준 연령이 60세 이상인 부부 

1,383쌍(2,76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대응표본 T 검정,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양적연구방법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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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부부관계에

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종단적으로 상호 정적 영향을 미치

는 우울의 전이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내 우울 수준의 자

기회귀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전 시점에서의 남편의 우울 수준

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에서의 아내의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남편 우울의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이전 

시점에서 아내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남편의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은 종단적으로 상호순환적 관계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인 방향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전 시점에서 부부 공통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았

을수록 이후 시점에서의 남편의 우울 수준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전 시점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에서의 부부 공통의 관계만족도가 

낮아졌으며, 이전 시점에서의 아내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시

점에서의 부부의 관계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노년기 우울

에 관한 개인 내적 요인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대인관계의 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우울의 상호영향, 즉 우울의 전이를 경험적으로 확

인하였다. 노년기 부부관계는 우울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이 될 수 있으며, 부부 간 우울의 부정적인 상호순환의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부관계가 노년기 우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개입 지점이라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이 전이될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노년기 부부의 관계만족도와 우울은 상호순환적인 관계에 

있으며, 종단적인 상호부적관계로 인해 부부 모두의 우울 수준이 증

가하고 부부관계만족도가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노년

기 우울 및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한 동시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즉, 노년기 우울의 감소를 위해 부부의 관계만족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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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 동시에 부부관계만족도에의 개입을 통

해 우울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개선을 위한 실천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 부부 단위의 개입방법과 부부 각자에 대한 개

별적 접근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부부 공통의 관

계만족도는 남편과 아내 각자의 우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

부와 개인 모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우울을 완화하고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노년기 부부, 우울 전이, 부부관계만족도,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 공통운명변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학  번: 2010-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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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전 생애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 관계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

련이 있어서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되는 한편,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기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인정, 1999; Antonucci, 1998). 본 연구는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고, 그 중에서도 부부관

계와 우울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성인기 이

후 전 생애과정에서 중요하지만, 신체적·사회적 측면의 제약이 증

가하는 노년기에 있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증대되며, 우울은 노년

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지기 때문이다(Blazer, 1989). 구체적으로는 노년기 부부관계 속

에서 배우자의 우울 수준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부부관계의 특성과 우울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우울증은 노년기 정신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인지 기

능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의 노인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개인과 가족에게 고

통을 안겨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과 

손실을 초래한다(류재성 외, 2013; 이산 외, 2016; Copeland, 1999). 

이에 따라 의학, 노년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

년기 우울을 연구해왔는데, 선행연구들의 연구주제를 크게 개인 내

적 요인 위주의 접근과 개인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 내적 요인 위주의 접근은 주로 노인의 인구학적인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나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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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영향 요인들과 노년기 우울 사이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김미혜, 이금룡, & 정순둘, 2000; 이민아, 

2010; 이미애, 2011; 이미숙, 2012; 성준모, 2013). 이 외에도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거나(천재영, & 이난희, 2011), 보호요인을 탐

색하고(박미진, 2007),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였다(임경춘, & 김선호, 2012; 이현주, 2013; 박소영, 

2018). 또한 우울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거나(전해숙, & 강상경, 2009; 

남일성, & 윤현숙, 2014; 정준수, & 이혜경, 2017), 생애주기 관점에

서 노년기 이전의 요인들이 노년기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전혜정, & 김명용, 2013; 이현주, &　정은희, 2016), 우울의 

결과적 측면에 주목하여 우울과 자살 사이의 관련성을 탐색하기도 

하였다(강상경, 2010; 김신열, 장영은, & 서효정, 2011; 전해숙, 

2016). 

반면, 노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들

은 주로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노

년기 우울을 설명해왔으며(김수옥, & 박영주, 2001; 최미영, 2008; 임

정연, 김호영, & 염유식, 2016; 송시영, 전혜정, & 주수산나, 2019), 

몇몇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제반 요인들이 개인의 우울 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고정은, & 이선혜, 2012; 김동배, & 유병선, 

2013; 정준수, & 이혜경, 2017). 

선행 연구들의 학문적 기여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인 내

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상호성 측면에서 우울

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대다수의 연구

들이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신체적·사회경제적 

측면이 개인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편중되어 

있고(Rehman, Gollan, & Mortimer, 2008),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

춘 연구들도 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개인의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개인 내적 요인 위주의 관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 사회 제도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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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환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이 역시 대인관

계의 상호성과는 동떨어져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노년기 우울 역시 사회 환경과 대인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Coyne, 1976b; Lazarus, & Lazarus,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노년기 우울을 살펴

보고자 하며,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부부관계에 있다고 

본다. 신체적 쇠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 인해 사회적 상호

작용이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노년기에 배우자는 신체

적·정서적 필요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Landis et al., 2013). 

사회적 전이(Social Contagion)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상대방과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한 사람이 경험하는 정서나 생각, 행동 등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며(Eisenberg et al., 2013; Iida, Seidman, & Shrout, 

2018), 스트레스나 폭력, 자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이 현상이 연

구되어 왔다. 우울 역시 사회적 관계 내에서 전이될 수 있어서 한 

사람이 경험하는 우울은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다(Rosenquist, Fowler, & Christakis, 2011). 우울의 전이는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김정식, & 김완

석, 2007; Coyne, 1976a; Coyne et al., 1987; Joiner, & Katz, 1999; 

Hill et al., 2010), 특히 부부관계는 다른 가족관계에 비해 더 오랫동

안 지속되어온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

다는 점에서 우울의 전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관계

적 맥락이다(Tower, & Kasl, 1995, 1996a; Goodman, & Shippy, 2002; 

Meyler, Stimpson, & Peek, 2007). 

우울 전이에 대한 연구는 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부부의 우울 수준 간에는 횡단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Tower, & Kas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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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an, & Shippy, 2002), 남편의 우울과 아내의 우울이 종단적으

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egel et al., 2004; 

Ruthig et al., 2012). 국내에서는 두 편의 연구(김은하, 남현숙, & 김

태훈, 2013; 진윤아, & 정민혁, 2014)를 통해 아내의 우울이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우울이 종단적으로 아내의 우울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 및 연

구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전이에 대해 합의

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또 다른 연구문제는 부부관계의 특성과 우울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결혼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는 결혼지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이미숙, 2012). 사회적 

원인설(Social Causation Theory)에 의하면 유배우자는 무배우자들에 

비해 보유하는 자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배우자와 정서적 지

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우울 수준이 낮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도 높다

(이민아, 2010). 그러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 결혼관계의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혼 지위라는 구조적인 특성이 아니라 관계

의 질(quality)적 특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Schmitt, Kliegel, & 

Shapiro, 2007; Rehman, Gollan, & Mortimer, 2008). 동일한 결혼 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의 질에 따라서 우울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

로 더 건강한 것은 결혼생활의 질이 좋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며, 결

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Diener et al., 2000; Williams, 2003). 

흔히 노년기 부부관계는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모선희, 1997; Carstensen, Gottman, & Levenson, 1995). 

하지만 부부 간 성격의 차이나 생활 습관 및 가치관의 차이, 의사소

통이나 경제적 문제 등 이전 단계에서 미해결된 문제와 갈등이 노

년기에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고, 자녀 독립 및 은퇴 이후의 역할 

재정립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와 갈등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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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이나 졸혼과 같은 사회적 현상 역

시 노년기 부부관계의 불안정성과 부정적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

다. 그러므로 노년기 부부관계의 특성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

에 있어서 무엇보다 결혼관계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계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서 부부관계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사이의 높은 관련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Davila et al., 2003).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

구들이 노년기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일방향적인 관계를 상

정하여 분석함에 따라 두 변인 간 선후관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

다(Kronmüller et al., 2011). 즉, 결혼불화가설에서는 부부관계에 대

한 불만족이 우울 수준을 높인다고 보는 반면, 개인의 우울 증상과 

그에 따른 행동적 양상이 부부관계에서의 부정적 변화를 야기한다

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두 변인 간 단일방향 가설을 검증한 실

증연구들이 역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왔고(김은경 외, 

1999; Whisman et al., 2006), 일부 연구를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

가 양방향적이고 상호순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지만(Davila 

et al., 2003; Kouros, Papp, & Cummings, 2008), 아직까지 두 변인 

간 상호순환적 관계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

년기 부부관계 내에서 남편의 우울과 아내의 우울이 상호영향을 미

치는지, 즉 우울의 전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한다. 둘째, 노년기 우울

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상호순환적 관계를 검증한다. 

노년기 우울과 부부관계를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들에 비교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부부자료를 하나의 종단모형에서 분석함으로써 부부 간의 상호영향

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부부관계만족도를 부부 수준에서 

개념화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한다. 선행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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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개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내에서의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해 

왔기 때문에 배우자 변인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더

욱이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패널조사자료가 가구

를 표집단위로 하므로 부부의 상호의존성이 표본 내에 반영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립적인 개별자료로 분석하는 데 따른 한계

를 안고 있다(박병선, & 배성우, 2011; 이미숙, 2012; 이주연, & 정

혜정, 2015; 하상희, 2018). 한편, 부부관계만족도의 경우 개인의 주

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측정되는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의 측정

치를 반영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Kenny, 

Kashy, & Cook, 2006; Galovan, Holmes, & Proulx, 2017). 그러나 대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부부관계만족도를 개인 수준의 변수로만 분석

해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

도로서 본 연구는 이자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에 기반하여 연

구모형을 설정하며,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를 하나의 잠재변

수인 공통운명변수(common fate variable)로 설정한다(Kenny, 1996a, 

1996b; Kenny, & La Voie, 1985; Griffin, & Gonzalez, 1995).

둘째,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우울의 상호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

도로서 노년기 부부 간의 우울의 전이(Contagion of Depression)를 

살펴본다. 우울의 전이를 탐색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맥락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의 기본 관점에 부합하는 연

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우울 예방과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지점인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에서 분석

함으로써 두 변인 중 선행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혹은 두 변인 사이

에 상호순환적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부부관계만족도의 경우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함에 따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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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수준에서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틀에

서 벗어나 부부 공통의 부부관계만족도와 개인의 우울 간의 관련성

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 수준 및 부부 수준 모두에

서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

적 개입전략과 정책수립을 논의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문제

노년기 부부관계와 우울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로 구성된다. 첫째, 노년기 부부관계 내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과 아내의 우울 수준 간의 상호영향을 살펴본다. 둘째, 노

년기 부부관계의 질적 특성인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상

대방의 우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2. 노년기 부부의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과 아내의 우

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부부관계만족도

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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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우울 전이와 노년

기 부부의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였다. 1절에서는 노년기 우울에 대한 정의와 우울 전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고, 2절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인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해 검

토하였다. 3절에서는 앞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

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마지막 절에서는 통제변인의 설정을 위

해 노년기 부부의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정리하였다.

제1절 노년기 우울과 우울 전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노년기 우울

1) 우울의 정의 

201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억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우

울장애(Depressive Disorders)를 가지고 있으며(WHO, 2017), 이는 

2005년에 비해 18.4% 증가한 수치이다(GBD 2015 Disease and Injury 

Incidence and Prevalence Collaborators, 2016). 세계보건기구(WHO)

에 따르면, 여러 질병들 중에서 우울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1990년

에는 4위였으나 2020년에는 2위, 2030년에는 1위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Murray, Lopez, & WHO, 1996; WHO, 2008).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2001년 첫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시행 

당시의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on Disorder) 평생유병률이 4.0%

였으나, 2016년에는 5.1%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서

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 보건복지부, & 삼성서울병원, 2017).1) 

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점차 확대하였다. 2001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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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되는 우울은 정신질환으로서의 우울, 즉 우울장애를 

의미한다. 우울장애는 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 및 건강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 통계 분류 10판(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10th edition, 

이하 ICD-10)이나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 이하 DSM-V)을 기준으로 

진단된다. ICD-10에서는 우울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기분의 저하, 기

력 감소, 활동성 저하, 흥미/관심/집중력의 저하, 자존감 및 자신감의 

저하, 죄책감,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기 증상

이 최소 2주 이상 발현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의 수와 심각도에 따

라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로 분류한다(WHO, 

1992). DSM-V에서는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현저한 체중의 변화, 수면장애, 정신운동 초조 혹은 지연, 피로감 또

는 활력 상실, 무가치감 혹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와 

집중력 저하 또는 우유부단함, 그리고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과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등 9가지의 증상을 우울증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핵심 증상인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

의 감소를 포함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과 직업생활 등에서 유의미한 손상이 

야기될 경우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Black, & Grant, 2014).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겪을 수 있는 가

벼운 질환으로서의 우울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즉, 우울을 일종

의 스펙트럼을 갖는 질환(spectrum disease)으로 보고 일시적인 정서

적 기분변화나 정상적인 슬픔에서부터 병리적으로 심한 우울에 이

르기까지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박준혁, & 김기

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18세~64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에는 
만 18세~74세까지로 확대하였고, 2016년에는 만 75세 이상도 조사대상에 포함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를 위해 18세~64세의 유병률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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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2011a; Baldwin, 2010). 이와 관련하여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부

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우울도 심각한 사회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른바 역치하 우울상태(subthreshold depressive 

state), 혹은 아증후군적 우울증(subsyndromal depression)에 대한 관

심도 증가하고 있다(박준혁, & 김기웅, 2011a; Sadek, & Bona, 

2000).2)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우울도 일상생활기능 및 

사회심리적 기능의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와 예후를 초래할 수 

있다(Sadek, & Bona, 2000; Davila et al., 2003). 또한 아증후군적 우

울증군이 정상대조군에 비해서 정신의학적 증상과 기능 상태에서 

나쁜 결과를 보였고, 1년 동안의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 자살사고, 

불안, 인지기능, 의료비 부담 등에서 주요우울 장애군과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재성 외, 2013; Judd et al., 1994; Grabovich 

et al., 2010). 

낮은 수준의 우울은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관한 논의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Baldwin, 2010). 노인들의 우울수준은 주요우울장애로 분류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Tannock, & Katona, 1995; Blazer, 

200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상당수의 노인이 우울장애로 분류될 정

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

울증의 핵심증상이 없는 노인들도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류재성 

외, 2013; 박현용, 2018; Mackin et al., 2012). 또한 노년기 우울증의 

경우 증상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해서 나타나기보다는 하루 중이나 

한 주 중에도 변동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Geiselman, & Bauer, 

2000; Chopra et al., 2005), 기존의 우울장애 진단기준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박준혁, & 김기웅, 2011a). 

2) 아직까지 역치하 우울상태에 대한 표준화되거나 통일된 진단기준은 없지만(박준
혁, & 김기웅, 2011a), 주로 DSM-V를 기준으로 하되 증상의 유무와 개수, 지속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진단하거나(Judd et al., 1994; Lyness et al., 
2006),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등의 우
울척도를 활용하여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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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 인구에서 주요우울장애는 연령과 유병률 간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Blazer, & Williams, 1980; Ernst, & Angst, 1995), 아증후군

적 우울증을 포함했을 때는 연령증가에 따라 유병률도 증가하는 특

징을 보인다(Tannock, & Katona, 1995; Lavretsky, & Kumar, 2003). 

Gatz 등(1993)의 연구에서 CES-D 기준 16점 이상의 집단에서는 연

령과 우울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으나 전체 집단에서는 5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울 수준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노인의 

비율이 6.3%인 데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

는 노인은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Mackin et al., 

2012).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장애 질문문항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택하는 경향이 있고, 증상이 있다고 응답하는 역치

가 높아서 서구권 국가에 비해 주요우울장애 유병률이 낮게 나타나

는 경향이 있다(박준혁, & 김기웅, 2011b). 이는 우울이라는 개념이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기인한다(Weissman et al., 1996). 비

서구권 문화에서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

하기 때문에 우울을 부정하고 숨기거나, 우울한 기분 대신 신체화, 

집중력 저하나 기력부족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김진영 외, 

2000; Chang et al., 2008; Jeon et al., 2014). 따라서 노인에게서 우

울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우울증상이 신경과적, 내과적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낮은 수준의 우울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민수, 2015).

요컨대, 우울증상은 ICD-10, DSM-V 등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상, 즉 우울한 기분이나 기력의 감소, 죄책감, 수면장애, 식욕감퇴, 

집중력 저하 등을 의미하며, 우울장애는 이러한 우울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업, 사회생활 등의 영역에서 기능적인 장애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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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가리킨다(WHO, 1992; Black, & Grant, 2014).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우울 증상이나 임상적으로 진단된 우울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우울 수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울한 정서와 기분을 비롯

하여 신체적인 증상이나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우울감 등 포괄적

인 측면을 우울로서 규정하고, CES-D에 의해 측정된 우울 점수를 

기준으로 우울 수준을 평가한다. 

2) 노년기 우울

노년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체적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신체적·생리적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쇠퇴하는 등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낮아진다. 2017년 노인실

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89.9%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1인당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복합이환자도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14.5%의 노인들이 인지저하 상태를 보이고, 조사대

상자의 16.6%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이 제한되어 있으며, IADL과 일상생활수행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모두 제한되어 있는 노인도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7).

이처럼 노년기에는 여러 건강 지표들이 악화되는데, 이 연구에서 

특히 우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울증은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이기 때문이다(Blazer, 1989).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노인 인구 전 연령대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8

년 기준 우울증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 751,930명 중 

42.9%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통계청

의 2018년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청, 2019)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

비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 비율을 계산해 보면, 60세 미만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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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2,802명) 중 1.1%가 우울증 진료를 받은 데 비해 60세 이상 노

인 인구(11,193,257명) 중에서는 2.9%가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노년기 우울증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는 60세~69세 남성의 4.0%, 70세 이상 남성의 5.1%가 

우울장애를 보였고, 같은 연령대 여성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각각 

8.8%, 11.8%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6).3) 또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는 지역사회

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우울로 진단되는 비율이 

각각 30.8%, 29.2%, 33.1%, 21.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

복지가족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정경희 외, 2012; 정경

희 외, 2014; 정경희 외, 2017).4)5) 조사대상과 진단 기준에 따라 어

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상기한 전국 단위의 조사들에서는 우울증으

로 인해 치료받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거주하

3)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는 우울증선별도구는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로 일차적 임상 장면에서 접하기 쉬운 정신질환들을 감지하고 심각한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Kroenke, Spitzer, & 
Williams, 2001). 한국판 PHQ-9의 경우 기존 우울증 평가도구보다 우수한 신뢰도
와 타당도를 가진다고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문항수가 적어 작성시간이 적게 걸
리고 점수 산정이 용이하여 우울증상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이혜상,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PHQ-9 척도를 활용하여 총 27점 중 10
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장애로 진단하였다.  

4) 노인실태조사는 1994년, 1998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적 조사가 시행된 
바 있으며, 이후 2007년 1월 노인복지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노인
생활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제화되었다(정경희 외, 2012). 2008년 조사에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1년에서는 만 63세 이상(2011년 
기준), 그리고 2014년, 2017년은 각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상 비율 비교를 위해 만 65세 이상
의 수치를 제시하였다. 우울수준은 15문항으로 구성된 GDS 단축형(SGDS)으로 
측정되며, 8점 이상을 우울로 진단한다(0~15점 범위).

5) 이전 세 차례의 조사에 비해 2017년 조사에서 우울증이 있는 노인 비율이 줄어
든 것이 치료접근성의 제고, 인식개선 등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우울장애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 보건복지부, & 삼성서울병원, 2017), 우울 
수준의 감소를 뒷받침할만한 이론적·경험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허만세, 
2014), 잠재계층분석 결과 우울 증상의 변화궤적에 있어서 하위집단이 있음을 
고려할 때(허만세, 2014; 강은나, & 최재성, 2014; 박현용, 2018), 노년기 우울 수
준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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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

타난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우울증 환자수① 586,916 601,152 643,102 680,169 751,930

연령별

60세 미만 325,831 326,669 351,278 372,887 429,576

60-64세 56,713 59,931 65,108 69,738 73,642 

65-69세 56,927 58,730 61,819 63,954 65,587 

70-74세 61,678 62,010 62,209 62,383 62,988 

75-79세 50,262 53,256 56,572 60,438 63,706 

80세 이상 35,505 40,556 46,116 50,769 56,431 

60세 

이상 

환자수② 261,085 274,483 291,824 307,282 322,354 

전체 환자수 대비 60세 

이상 환자 비율(②÷①)
44.5% 45.7% 45.4% 45.2% 42.9%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국민관심질병통계 재구성.

<표 2-1> 우울증 외래 및 입원 진료 환자 수(2014년~2018년) 

둘째,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은 어떤 시기에 발병되더라도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년기에는 특별히 더 문제가 

된다(Sandberg, & Harper, 2000; Lebowitz, & Olin, 2004). 청소년기

나 성인기에 우울삽화가 시작되었다가 노년기에 재발하는 경우에 

비해, 노년기에 처음 발병하는 우울증(late-onset depression) 환자는 

더 만성적 경과를 밟는 경향이 있다(이상혁, 2007). 노년기 우울은 

기대여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Sandberg, & Harper, 

2000).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을 저하시키고(이석구, & 전소연, 2006), 인지기능의 저하를 야기하

여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정은주, & 최기홍, 2013; 류재성 

외, 2013; Barnes et al., 2006). 특히 우울증은 노인자살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데(Copeland, 1999), 실증연구에서 자살생각, 

자살태도, 자살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강상경, 2010; 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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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초고령 노인 집단에서도 우울진단군의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전해숙, 2016). 

셋째, 우울증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주지

의 사실이지만(Halfin, 2007), 노년기 우울증은 선별해내기가 더 어렵

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김진영 외, 2000). 노인

들의 경우 우울 증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호소하기보다는 신체

증상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불면증, 불안 등

을 먼저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이상혁, 2007). 또한 노인들은 내과적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이상혁, 2007; Blazer, 2003), 내과적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서 발병한 우울은 더욱 자주 만성화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민수, 2015). 게다가 우울로 인해 나

타나는 불면, 무력감, 운동량 감소, 기억력 상실 등의 증상은 일반적

인 노인성 질환의 증상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간

주하기 쉽다(이상혁, 2007).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 우울증은 조기에 

진단되지 않은 채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방치될 위험성이 높고, 우울

증이 심화되거나 자칫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노인의 우울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생

산성의 저하, 의료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

한 비용부담과 손실을 초래한다(이민수, 2015; 이산 외, 2016). 특히,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우울 증상을 나타내는 노인의 증가

는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

정이다.

그 동안 노년기 우울에 관해 의학과 노년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크게 개인적 요인을 중

심으로 한 연구와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선행된 노년기 우울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우울에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성별, 결혼지위, 연

령, 교육수준, 가구형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소득이나 취업여



- 16 -

부, 국민기초생활수급 등의 경제적 변인,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수행

능력, 만성질환, 장애 등의 건강 관련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허준수, & 유수현, 2002; 강상경, & 부가청, 2010; 이민

아, 2010; 한삼성, 강성욱, & 정성화, 2012; 성준모, 2013). 또한 이러

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거나(김미혜, 이

금룡, & 정순둘, 2000; 천재영, & 이난희, 2011), 보호요인을 탐색하

고(박미진, 2007), 성별이나 연령집단 등에 따라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이민아, 2010; 임경춘, & 

김선호, 2012; 이현주, 2013; 박소영, 2018). 이 외에도 우울의 변화양

상을 살펴보거나(전해숙, & 강상경, 2009; 남일성, & 윤현숙, 2014; 

정준수, & 이혜경, 2017), 생애주기 관점에서 아동기 및 성인기의 지

위나 사건들이 노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전혜정, & 김

명용, 2013; 이현주, & 정은희, 2016), 우울의 결과적 측면에 주목하

여 우울과 자살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등 노년기 우울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과 노력이 축적되어 왔다(김신열, 장영

은, & 서효정, 2011; 전해숙,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노인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Joiner, Coyne, & Blalock, 1999; Rehman, Gollan, & Mortimer, 

2008). 즉,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신체적·사회경제

적 측면이 개인의 우울 수준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우울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 속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Lazarus, & Lazarus, 1994), 개인

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접근은 한계가 있다.

둘째,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하거나 자녀나 배우자, 가족 등의 관

계가 노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이인정, 1999; 한혜경, 

& 이유리, 2009; 박소영, 2018). 이 외에 지역사회의 제반 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거주지역의 특성이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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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서비스, 범죄율과 같은 지역사회의 객관적 지표들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고정은, & 이선혜, 2012; 정준수, & 이혜경, 

2017), 이웃신뢰 및 유대감, 동네애착이나 지역사회만족도 등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최미영, 2008; 고

정은, & 이선혜, 2012).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개인

의 평가와 인지를 중심으로 우울과의 연관성을 설명해왔다는 한계

가 있다(김수옥, & 박영주, 2001; 이주연, & 정혜정, 2015; 임정연, 

김호영, & 염유식, 2016; 송시영, 전혜정, & 주수산나, 2019). 즉, 지

역사회나 사회적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환경

적 요인 그 자체가 개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뿐 대인

관계의 핵심인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우울을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개인 내적인 속성과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노년기 우울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으

나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울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사회

적 존재로서 한 개인의 기분이나 정서, 행동, 사고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완전히 무관하거나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맥

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Katz, Beach, & Joiner, 1999). 마찬가지로 

노년기 우울 역시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탐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개인의 우울이 배우자의 

우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노년기 우울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2. 우울의 전이(Contagion of Depression)

전이(contagion)라는 용어는 원래 의학, 역학(Epidemiology)에서 사

용되는 용어이지만,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전이(Social contagion)이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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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적 전이란 사회적 관계들 간의 접촉과 상

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조건들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Bastiampillai, Allison, & Chan, 2013; Eisenberg et al., 2013).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전이는 폭력(Fagan, Wilkinson, & Davies, 2007), 자살

(Gould, 1990; Gould, Jamieson, & Romer, 2003), 스트레스(Bolger et 

al., 1989), 정서(김정식, & 김완석, 2007; 김미애, & 이지연, 2013; 

Barsade, 2002; Hill et al., 2010), 행동(Wheeler, 1966; Howard, & 

Gengler, 2001; Kotte, & Ludwig, 2011)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난

다. 자살 연구를 예로 들면, 자살 전이는 자살사고, 자살태도, 자살

행동, 그리고 자살로 인한 사망이 한 집단 내에서 동시적으로, 빠르

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Gould, 1990; Cheng et al., 2014). 이러한 

자살의 전이 현상으로 인해 지리적 혹은 시간적 영역 내에 속하는 

자살 클러스터(suicide cluster)가 나타날 수 있으며, 미디어(media)의 

영향으로 인해 확산되는 속도와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Gould, 

Jamieson, & Romer, 2003). 

사회적 관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면

서 인간의 선택과 행동, 사고, 감정에 미묘하면서도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Christakis, & Fowler, 2013). Barsade(2002:667)의 표현을 빌리

자면,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기분 유도자(walking mood inductors)'

로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기분과 판단,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에서 분노, 불안, 기쁨과 슬픔, 행복 등의 전

이가 나타나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으며(김정식, & 

김완석, 2007; Fowler, & Christakis, 2008), 우울 역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이되고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Joiner, & Katz, 1999; Hill et al., 2010; Rosenquist, Fowler, & 

Christakis, 2011; Eisenberg et al., 2013). Coyne(1976a)은 우울증상이 

없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환자군, 우울하지 않은 환자군, 통

제집단(정상군)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게 한 후, 이들의 통화 전후의 

정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울환자군과 통화한 연구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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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적개심, 거부감 등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

울의 전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Joiner와 Katz(1999)는 1976년부터 

1997년까지의 우울 전이에 관한 연구 36편(40개의 연구설계)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40개 중 25개의 연구결과에서 우울 증상

이나 부정적 정서가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우울 증상의 

전이는 모든 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규모 패

널조사자료(Framingham Heart Study)를 활용한 종단 연구에서도 한 

사람의 우울 수준은 친구와 이웃 등의 우울 수준과 강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quist, Fowler, & Christakis, 2011). 

우울이 무력감, 침울함, 실패감, 죄책감, 분노, 상실감 등 복합적인 

정서를 포함한다는 점(Lazarus, & Lazarus, 1994; Baldwin, 2010)에서 

우울의 전이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정서 전이 이론을 기반으로 

우울의 전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서 전이(Emotional Contagion)

란 다른 사람의 표정, 발성, 자세,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흉내 내고 

따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서적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

러한 현상은 흉내 내기(mimicry)와 피드백(feedback)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2:153-154). 사람들

은 대화를 하면서 반사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꾸준히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자세나 동작, 도구적 행동(instrumental behavior)

을 흉내 내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Hatfield, &  Rapson, 1993). 흉

내 내기에 뒤따르는 과정은 정서의 안면피드백 가설(Facial 

Feedback Hypothesis)로 설명된다. 안면피드백 가설에서는 정서 경

험에 있어서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선행한 후, 그 결과로 주관

적인 감정이 결정된다고 본다. 특히, 얼굴은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

한 정보가 집약된 원천으로서(Cappella, 1993),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

에 있어서 얼굴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Adelmann, & 

Zajonc, 1989). 인간의 여러 정서는 본태적(생래적)으로 내재된 정서 

프로그램(affect program)을 갖고 있는데, 특정한 정서를 표현하는 

안면표정을 짓게 되면 대뇌는 안면근육의 여러 패턴의 움직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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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현재 어떤 감정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안면근육을 통해 표현된 정서와 유사한 태도

와 행동을 유발하고, 표현된 정서와 불일치하는 것은 약화시키게 된

다(Adelmann, & Zajonc, 1989). 따라서 정서 전이 이론에서는 우리

가 타인이 표현하는 정서를 무의식적으로 흉내 내게 되면 자연히 

상대방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의식적이고 인지적

인 과정을 거쳐 발생하기보다는 자동적이고, 신속하며, 매우 광범위

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생애과정 관점에서도 강조하듯이 사람들 간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

어서(linked lives), 끊임없이 상호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Elder, 

1994; Hagestad, 2003). Coyne(1976a)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관

계를 맺고 있는 대상과의 친밀성이 우울의 전이에 영향을 주는 것

은 아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커플(Katz et al., 1999)이나 배우자

(Kahn, Coyne, & Margolin, 1985; Ruscher, & Gotlib, 1988; Tower, 

& Kasl, 1995; Bookwala, & Schulz, 1996), 룸메이트(Howes, 

Hokanson, & Loewenstein, 1985) 등 친밀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관

계에서 더 강한 전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oiner, & 

Katz, 1999; Katz et al., 2000; Kimura, Daibo, & Yogo, 2008; 

Eisenberg et al., 2013). 따라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 등의 

가족관계에서 우울의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Coyne et al., 1987).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 Theory)에서는 가족을 유기적으로 얽

혀있는 하위체계들로 구성된 체계이자 역동적인 단위로 간주한다

(Ackerman, 1959; Minuchin, 1974; Bowen, 1978; Cox, & Paley, 

1997). Bowen(1978)은 가족을 연합 혹은 통합(togetherness)과 분화

(individuality)라는 두 힘에 의해 규제받는, 상호연결된 관계망의 정

서체계(emotional system)로 정의하였다(Kerr, & Bowen, 1988). 체계

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성원들은 상호의존적이며, 정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는 다른 가족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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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행동 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따라서 가족의 문제는 상호순

환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Walsh, 1982). 

특히, 부부는 가족의 기본적인 하위체계로서, 비혈연적이지만 가장 

밀접하면서도 지속성이 있는 관계이며(김분한 외, 1999), 다른 가족

관계에 비해 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

지는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의 어떠한 하위체계보다 부부

관계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Goodman, & 

Shippy, 2002). Meyler 등(2007)은 결혼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결

혼관계 속에서 개인의 기분과 정서 등이 배우자에게 얽혀있을 수밖

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Tower와 Kasl(1995, 1996a, 1996b)은 부부 간 

우울 수준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였는

데, 첫째, 부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슷한 환경과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있고, 둘째 결혼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한 

사람이 경험하는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데, 우울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iegel et al., 2004).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과 제반 사회적 관계들과의 상호작용 기회

가 감소하는 반면, 부부 간에는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빈번

한 접촉과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부 간 상호영향이 더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Connidis, & Barnett, 2018). 더욱이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상호간의 영향이 누적되어 왔으며, 상호

작용의 패턴이 학습되고 강화되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다른 관계에 비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Birditt, Fingerman, & 

Almeida, 2005; Pruchno, Wilson-Genderson, & Cartwright, 2009). 따

라서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우울의 전이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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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노년기 부부관계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자(Diener, & 

Seligman, 2002), 웰빙과 건강의 중요한 요소이며(Antonucci, Ajrouch, 

& Birditt, 2013), 인간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인 요소

이다(Hill et al., 2010).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정보나 지지의 원천으

로서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Thoits, 1995),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은 우울 증상을 유발하는 생활스

트레스의 영향력을 완화시켜 준다(이인정, 1999; 박소영, 2018).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지만, 노년기

에는 더 중요해진다(장수지, 2010). 하지만 역설적으로 노년기에는 

신체적·사회적 이유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하게 된다(Antonucci, & Akiyama, 1987). 노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사회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에서는 사람들은 연령이 증가하고 연륜이 쌓이면서 정서적으로 의

미 있는 목표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덜 중요

하고 이해타산적인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줄이는 대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집단을 선택하여 상호작용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6) 즉, 노인들은 타의에 의해 사회적 관계나 활동에서 도태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며, 능동적·전략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취사선

택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는 이득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Carstensen, 1992). 

6) 물론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 연령 그 자체를 원인요인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생애주기마다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데, 시간을 무한한 
것으로 인식하는 청년기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정보 습득이나 자신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시간의 유한성
을 절실히 깨닫는 노년기에는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친밀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으
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서 연령은 사회적 관
계망 변화에 있어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된다(Carstensen, & Mikel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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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누구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년기 사회적 관계 중에서 가장 중

요하다고 강조한다(Pearlin, & Johnson, 1977; Hoppmann, & 

Gerstorf, 2009). Kahn과 Antonucci(1980)가 제시한 호위대 모델

(Convoy Model)에서는 개인의 삶의 경험과 위기와 도전, 성공과 낙

담 등을 함께 나누면서 개인을 형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

회적 관계를 호위대(convoy relationships)라고 정의한다(Antonucci, 

Akiyama, & Takahashi, 2004). 호위대 모델은 사회적 관계를 정서적 

친밀도와 중요도에 따라 내부원(inner circle), 중간원(middle circle), 

외곽원(outer circle)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내부원은 `그들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하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Kahn, & Antonucci, 1980). 개

인이 삶의 도전에 대응하고 발달해감에 따라 호위대의 크기나 호위

대 내에서의 구성 혹은 배열도 변하게 된다(Antonucci, Akiyama, & 

Takahashi, 2004). 그러나 장휘숙(2011)의 연구에서 40대~60대의 남녀 

모두 배우자를 내부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흐르더라도 배우자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친밀한 

관계로 인식된다.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배우자의 존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다

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배우자의 존재는 노년기 삶의 질, 

신체적·정신적 건강, 행복이나 우울, 심지어 사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Kurdek, 2002). 대부분의 성인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중요한 지지의 원천이자 정체성, 만족감의 원천으로서 높

은 수준의 상호의존성과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Carstensen, 

Gottman, & Levenson, 1995).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줄어드는 

노년기에 있어서 배우자는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동원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서(Landis et al., 2013), 신체적·정

신적 질환 및 장애가 발생했을 때 돌봄과 경제적 지원, 정서적 안정

감을 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권오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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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수, 2010; 임연옥, 윤현숙, & 황지성, 2016).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에 따른 역할의 감

소 및 상실로 인해 결혼지속기간이 증가하고,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증가하게 된다. 김태현(1989)의 연구에서 1920~1925년 코호트

의 경우 막내 자녀가 출가했을 때의 연령에서부터 평균수명까지의 

기간이 평균 4.3년이었던 데 비해서, 1940년~1945년 코호트는 평균 

19.4년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동일한 

거주공간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부

부단독가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노년기 부부관계

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가구 

형태 중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이 1994년에는 26.8%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8.4%로 증가한 데 반해, 자녀와의 동거가구 비율은 

1994년 54.7%에서 2008년 23.7%로 감소하였다(정경희 외, 2017). 한

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2008년에는 37.3%의 노인

이 자녀와 동거하였으나 2014년에는 노인의 30.3%만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진, 2018). 이러한 추세는 노년기 부

부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향유하려는 경향과 맞

물려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년기 개인의 삶에

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Landis 

et al., 2013).  

국내에서도 1980년대 이후 노년학 관련 연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년기 가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신화용, 1996). 그러

나 생애주기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년기의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

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양적인 증

가와 더불어 주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기 부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노년기 부부관계

에 관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부부관계가 가족 내 인간관계의 중심이고 근간이 되는 관계

임에도 불구하고(권오균, & 허준수, 2010),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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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가족관계 중에서 노년기 부부관계보다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어 왔다(모선희, 1997; 조혜선, 

2003). 노년기 가족관계를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년기 부부라

는 결혼관계, 그리고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혈연관계 이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집단주의적 가치를 선호하고 공동체 의식

이 강한 한국 문화 속에서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의존성이 증가

하는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원과 부양이 사회규범으로서의 당위

성을 가져왔고(이미숙, 2012), 이에 따라 연구의 주제 역시 자녀의 

부양부담이나 노인의 부양기대, 혹은 고부 갈등과 같이 피부양자로

서의 노인과 부양주체로서의 자녀 간의 관계에 편중되어 있었다(신

효식, & 서병숙, 1992; 한은주, & 김태현, 1994). 또한 부분적으로는 

과거 평균수명이 짧아 노년기의 결혼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

하고 단기간에 종결되어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이미

숙, 2012), 한편으로는 노인을 성(性)과는 무관한 무성(無性)적 존재

로 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이동옥, 2010). 이러한 사

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노년기 부부관계는 가족이라는 집단과 

공동체에 가려진 채 결혼관계 혹은 부부관계의 관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도외시되어온 측면이 있다. 

둘째, 노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결혼지위

(marital status)라는 구조적 속성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이미숙, 

2012).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결정 요인이 된다

고 보는 사회적 원인설(Social Causation Theory)에 따르면, 기혼자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등 비혼자에 비해 물질적 및 사회적 자원, 정

서적 자원 등에 대한 접근성이나 자원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많

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본다(이미숙, 2012; Dohrenwend et al., 

1992). 즉, 사회적 원인설에서는 기혼이라는 지위가 그 자체로서 보

호요인이 된다고 본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배우자의 유무는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유배우자의 우울 수준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의 우울 수준에 비해 더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한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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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리, 2009; 신창환, 2010; 한삼성, 강성욱, & 정성화, 2012; 성

준모, 2013; 박소영, 2018). 또한 사별이나 이혼 등 결혼지위의 변화

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가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차승은, 2007; 손정연, & 한경혜, 2012; 이민아, 2014; 민

주홍, & 최희정, 2015). 

인생에서 결혼지위는 그 자체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인구학

적 변인이며, 배우자는 최우선적이고 유용한 자원임에 틀림이 없다

(권오균, & 허준수, 2010). 또한 노년기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

아오면서 서로 적응해왔기에 다른 연령대의 부부관계에 비해 긍정

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일 수 있다(모선희, 1997; Carstensen, 

Gottman, & Levenson, 1995). 더욱이 갈등의 수준이 높은 부부관계

는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이혼이나 별거 등의 결혼해체가 이

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년기에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 부부는 성격 차이,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 부

정적이거나 충분하지 못한 의사소통, 경제적 수준이나 성생활 등에 

대한 불만족 등 이전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여전히 경험

할 수 있다(이주연, & 정혜정, 2015; Bookwala, & Jacobs, 2004). 게

다가 자녀 독립과 은퇴 이후 가사노동의 분담이나 역할재정립에 대

한 견해 차이는 노년기 부부관계에 새로운 위기와 긴장상태를 유발

할 가능성도 있다(김정석, & 최형주, 2011). 

따라서 노년기에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즉 기혼상태의 

결혼지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다(Schmitt, Kliegel, & Shapiro, 2007). 선행연구들에서

는 결혼만족도와 같은 결혼의 질적 요인이 결혼지위와 건강 간의 

논리적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본다(Diener et al., 2000). 즉, 유배우

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건강이 더 좋은 것은 결혼 생활의 질이 좋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며,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Williams, 2003). 부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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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화와 갈등을 겪게 되면 개인의 행복수준이 저하될 뿐만 아니

라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Paykel, 1979; 김은경 외, 1999에서 

재인용). 결혼지위와 우울에 관한 한 종단연구에서는 무배우자의 우

울이 유배우자의 우울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으나, 60대 이후에는 결

혼이 주는 심리적인 이득은 감소했고, 80대 이상에서는 유배우자의 

우울이 무배우자의 우울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Kim, & Woo, 2017). 더욱이 결혼지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비

해 결혼의 질적 측면은 결혼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서적 지원이나 

관계에 대한 불화와 불만족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우

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주는 함의가 더 클 수 있다(Proulx, Helms, & 

Buehler, 2007). 그러므로 노년기 부부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가 결

혼지위나 구조적 특성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부부관계만족도나 

결혼적응, 부부 간 의사소통방식 등 관계의 질적 특성까지 관심범위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hman, Gollan, & Mortimer, 2008). 그러나 

결혼의 질과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결혼초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편이다(Schmitt, Kliegel, & Shapiro, 2007; Kouros, Papp, & 

Cummings, 2008). 

상술한 바와 같이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고, 특히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적 특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부관계만족

도를 중심으로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2. 부부관계만족도

결혼관계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결혼행복도(marital 

happiness), 결혼적응도(marital adjustment),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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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데 이 중 결혼만족도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Spanier, 

& Lewis, 1980). 그러나 각 개념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학

자들마다 같은 개념을 다른 용어로 쓰기도 하고, 명백히 다른 개념

들을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모호한 측면이 있다(Burr, 

1973). 

결혼만족도 역시 다른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으며,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의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는 부분적으로 만족

(satisfaction)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선 만족

의 개념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이 일치하

는 정도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결혼만족도를 개인이 결혼생활과 배

우자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실제 결혼생활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일

치하는 정도로 정의한다(Lenthall, 1977). 그러나 만족의 개념을 개인

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느낌이나 평가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결혼만족도를 부부 각자가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자 선호의 태도

로 정의한다(Roach, Frazier, & Bowden, 1981). Hawkins(1968)는 결

혼만족도를 현재의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 만족, 기

쁨 등의 주관적 감정 혹은 느낌이며, 매우 만족함에서부터 매우 불

만족함까지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러한 정의들은 결혼만족도를 배우자, 자녀, 가족이 처한 상황 등 결

혼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평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식으로 규

정한다. 이는 결혼생활의 복잡성과 다양성에서 기인하며, 결국 결혼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혼만족도를 단일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결혼만족도를 개인의 

평가로서의 만족도, 결혼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갈등해결방안, 갈등

의 정도 등 결혼생활의 독특하면서도 상징적인 특징을 측정한다. 이

는 복잡한 결혼 현상을 단순화시켜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

으로는 다양한 영역의 특징을 포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정현

숙, 2001). 반면, 결혼만족도를 다수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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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념으로 보는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수의 하위요인들을 측정함으로써 결혼만족도를 개념화한다. 이 경

우 결혼에 대한 관점이 문화와 시대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하위차

원에 포함되는 요인들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녀양육 갈등, 

가사분담, 재정관리, 여가활동, 신경증, 신체외모 등 매우 광범위하

고 다양하다. 다차원 척도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하

위요인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변인들과

의 관계를 분석할 때 그 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문제

점이 보고되고 있다(정현숙, 1997).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만족도, 결혼적응, 결혼의 질 등의 용어가 혼

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부부관계만족도는 결혼만족도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부부관계

에 국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이여봉, 2010), 아직까지 이에 대

한 분명하고 합의된 정의는 없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부관계만족

도를 결혼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거나(박병선, & 배성우, 2011; 

염지혜, & 전미애, 2018), 부부관계,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생활만족도의 한 차원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백용

운, & 이태숙, 2010; 임연옥, 윤현숙, & 황지성, 2016). 생활만족도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평가를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보면(허준수, 2004),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가능

성이 있지만, 생활만족도 척도는 결혼생활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평

가하지는 않는다. 또한 부부관계는 결혼생활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는 관계로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

므로 부부관계만족도는 결혼만족도의 하위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부부관계만족도는 그 의미상 부부관계에 한정하여 

정의한 것인 데 비해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겪게 되

는 제반 환경적 상황과 결혼관계를 기반으로 맺게 되는 다양한 대

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부부관계만족도와 결혼만

족도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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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봉(2010)은 결혼만족도를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결혼행복도라

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였는데, 관계만족도는 부부 간의 관계에 

국한된 것인데 비해 결혼행복도는 여타 가족상황에 대한 주관적 느

낌으로서 자녀나 친지와의 관계, 일상적 가족상황에 대한 감정을 측

정하기 위한 변수로 규정함으로써 부부관계만족도와 결혼만족도를 

구분하였다. 

한편, 결혼만족도를 주관적인 평가이자 태도로 정의하면, 결혼관계

에 있는 두 사람의 만족도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결혼만족도가 고

정된 속성이 아니라 동적 혹은 가변적인 속성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선희, & 전명희, 1999). 따라서 부부관

계만족도를 특정 시점에서 한 번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변동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선행연구들에서 노년기 부부관계만족도는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안정적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Whiteman, McHale, & 

Crouter, 2007),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거나(김미령, 2009; 박병선, 

& 배성우, 2011; 주수산나, 전혜정, & 채혜원, 2013; 이주연, & 정혜

정, 2015; 정성창, & 이가현, 2017), 결혼생활 초기 이후 점차 감소하

다가 중년기 이후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Rollins, & Cannon, 1974; Vaillant, & Vaillant, 1993).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관계의 질적 특성의 대표적인 지표인 부부관계

만족도를 중심으로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부부관계만

족도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

관적인 평가로 정의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노년기 부부 간의 우울 전이와 우울과 부부관계만족

도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만, 노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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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부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충분한 함의를 얻기 

어려울 경우 검토범위를 전 연령대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결

혼만족도를 포함한 결혼의 질 관련 변인까지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1.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전이

노년기 부부의 우울 전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

졌으며, 대부분의 횡단연구들이 한 배우자의 우울 수준과 다른 배우

자의 우울 수준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agles et al., 1987; Tower, & Kasl, 1995, 1996b; Bookwala, & 

Schulz, 1996; Townsend, Miller, & Guo, 2001; Goodman, & Shippy, 

2002). 또한 노년기 부부 간 정서 전이 효과는 제3의 요인을 통제하

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부부를 대상으

로 한 Tower와 Kasl(1995), Bookwala와 Schulz(1996)의 연구에서 사

회인구학적 요인,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상태, 인지저하 등을 통제했

을 때도 한 배우자의 우울 수준은 다른 배우자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dman과 Shippy(2002)가 노화로 인해 

시각장애를 갖게 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서 배우자의 건강, 돌봄 부담, 가족갈등 등을 통제한 후에도 응답자

의 우울이 배우자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와 같이 횡단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횡단

연구 결과만으로는 부부 간 우울의 전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

기는 어렵다. 같은 시점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우울의 관련성은 선택

결혼(assortative mating)에 의한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로도 

일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혹은 성격

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Tower, & Kasl, 1996a; Kenny, Kashy, & Cook, 2006), 배우자 간

의 우울 수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반면, 종단적으로 

시점 간 우울 수준에 있어서 부부 모두 같은 변화를 보인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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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결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고, 공유된 환경이나 부부 간 상

호작용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Siegel et al., 2004). 

그런데 부부 간 우울 전이에 관한 종단적 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

린다. 먼저 부부 간 우울이 전이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

면, 55세 이상의 말기 신장질환 환자와 배우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건강과 우울증상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Pruchno, 

Wilson-Genderson, & Cartwright, 2009)에서 부부의 우울 수준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증가하였고,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 간 정

적 관계가 있었으며, 우울증상의 변화율 간에도 강하고 안정적인 정

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Tower와 Kasl(1996a)은 미국 New 

Haven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년 간 3회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한 종단자료(Yale Health and Aging Project)를 이용

하여 부부 317쌍의 배우자간 우울 전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우울 변화는 다른 배우자의 우울 변화에 유의미한 예측변인

으로 나타났다. 1992년과 1994년의 미국 HRS(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배우자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 분석을 실시한 

Siegel 외(2004)의 연구에서도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우울 수준이 높을

수록 2년 뒤 응답자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간 우울의 전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다. 

Druley 등(2003)은 60세 이상의 여성 골관절염 환자 101명과 그 배

우자를 대상으로 우울, 분노 수준을 6개월 간격, 두 시점에 걸쳐 측

정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의 초기 우울 수준과 분노 수준이 높을수

록 6개월 후 남편의 분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자의 

초기 우울 수준이 6개월 후 남편의 우울 수준을 높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우울에 있어서는 전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

다. 대신, 환자의 우울 수준과 남편의 우울 수준 간의 관계는 통증

행동(pain behaviors)에 따라 달라서 환자의 우울 수준이 높고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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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 남편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7) 그러나 이 연구는 골관절염 여성 환자를 우울의 원천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고, 골관절염 환자인 아내가 부양자인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에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노년기 부부에 일

반화하여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Ruthig 등(2012)은 지역사회에 거

주하는 54세~91세의 부부 71쌍을 2년 간격, 두 시점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기능적 건강 수준이 다른 배우자의 심리적인 웰

빙(우울, 인지된 스트레스, 인지된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우울의 전이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의 우울 간 상

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아내와 남편의 우울 수준은 

2년 후 상대방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는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기 위해 아내와 남편 모두의 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를 각각의 연구모형으로 분석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노년기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로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우울 전이에 관한 연구는 두 편에 불과하다. 40, 50대인 부부 150쌍

을 대상으로 아내의 우울과 화병이 남편의 우울과 화병을 예측하는

지 살펴본 연구(김은하, 남현숙, & 김태훈, 2013)에서 아내의 우울은 

남편의 우울을, 아내의 화병은 남편의 화병을 각각 유의미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부부 모두에게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우울 수준이 상대방의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

향 요인임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내의 남편

에 대한 영향만을 분석함으로써 배우자 상호간 우울의 영향을 밝혀

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자료 수집으

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40, 50대를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노년기 부부에게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

7) 이 연구에서 통증행동은 지난 한달 동안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배우자 앞에서 
했던 행동을 다섯 가지(아픈 부위를 문지르거나, 앓는 소리 혹은 한숨을 쉬는 
것,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 짓기, 흐느끼거나 울기, 짜증을 내거나 성질 급하게 
행동하기)로 분류하여 빈도에 따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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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진윤아와 정민혁(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복

지패널 5차 년도(2010년)에서 8차 년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60

세 이상 부부 1,006쌍을 대상으로 노년기 남편, 아내의 우울 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부부 상호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자신의 초기 우울 수준이 상대

방의 우울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부 간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우울 초기치가 높으면 아내의 우울 초기치도 

높았고, 남편의 우울의 감소속도가 빠르면 부인의 우울 감소속도 역

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의 초기 우울수준은 남편의 

우울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데 비해, 남편의 우울의 

초기치는 아내의 우울 감소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전

이 효과가 남편과 아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년기 부부관계에서의 우울 전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부부의 우울 수준은 횡단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남편의 우울 수준과 아내 우울 수준이 종단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결과들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2. 노년기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관계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다수의 연

구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Kahn, Coyne, & Margolin, 1985; Karney, 

2001; Whisman, 2001; Davila et al., 2003). 그러나 두 변인 간 선후

관계, 즉 우울이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지, 결혼불화(marital discord)가 우울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Kronmüller et al., 2011). 
다음에서는 두 변인 간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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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관계만족도를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 

결혼 불화 모델(Marital Discord Model of Depression)에서는 결혼

생활에서의 불화나 불만족이 부부의 우울을 유발하고 증가시키며, 

또한 우울을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간주한다

(Beach, Sandeen, & O'Leary, 1990; Gotlib, & Beach, 1995; Hollist et 

al., 2007; Whisman et al., 2015). 부부 사이의 불화나 결혼생활에 대

한 불만족은 배우자로부터 얻는 자원을 제한하거나 제거하고, 배우

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적대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의 증가를 가

져온다. 또한 부부 간 응집력이나 상호의존, 친밀함과 같은 긍정적

인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반면, 배우자를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이나 신체적인 폭력 행사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증가

시킴으로써 우울 수준을 높이게 된다(Proulx, Helms, & Buehler, 

2007).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행

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 비해 임상적인 우울 진단을 받을 

확률이 25배 높고(Weissman, 1987), 결혼생활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우울증상으로부터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며(McLean, Ogston, & 

Grauer, 1973), 우울증상의 재발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였다(Rehman, 

Gollan, & Mortimer, 2008). 또한 임상적으로 진단된 우울 환자들 상

당수가 결혼불만족이 우울 증상을 높인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

다(Birtchnell, & Kennard, 1983). Whisman(2001)이 26편의 횡단연구

에 대해 실시한 메타 분석에서 결혼의 질은 우울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메타분석에서도 결혼의 질을 독

립변수로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Proulx, Helms, & 

Buehler, 2007). 결혼의 질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종단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Kurdek, 1998; Hollist et al., 2007). 한 연

구에 따르면 기초선 측정 때 주요우울삽화를 보이지 않은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1년 후 추적조사를 했을 때, 결혼에 대해 불만족하

는 경우 1년 후의 주요우울삽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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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hisman, & Bruce, 1999). Hollist 등(2007)이 브라질에 거주하는 

라틴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서도 부부관계만족도는 

이전 시점의 우울을 통제한 상태에서 2년 후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결혼불화나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이미숙, 

2012; 하상희, 2018; Whisman et al., 2015). 고령화패널자료를 활용

한 이미숙(2012)의 연구에서 부부관계만족도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

인 모두에서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들은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개인 내 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자신의 부부관계만족도가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자신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배우자의 우울에 미치는 효

과, 즉 배우자 간 효과(cross-spouse effect)를 검증한 연구들도 있

다. Sandberg와 Harper(2000)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55~75세의 노

인 부부 535쌍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디스

트레스(distress) 수준이 배우자의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60세의 중년부부 207쌍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남편의 우울이 감소하는 반면,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차근영, 김석

선, & 길민지, 2017). 윤지연과 강선경(2018)이 한국아동패널조사 7

차 년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부부 1,066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상대방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분석에서는 연구결과가 다소 엇갈

렸는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 166쌍에 대한 연구에서 남편과 아

내의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1년 후 상대방의 우울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났다(Beach et al., 2003). 국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노년기 부부에 대해 종단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관계만족도의 초기치가 배우자의 우울 초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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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만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부관계만족도

의 변화율은 상대방의 우울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즉, 부부관계만족도는 종

단적으로 상대방의 우울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을 부부관계만족도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 

결혼관계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우울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관

점이 우세하지만, 우울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결혼 갈등이나 이

혼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관점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Whisman, Uebelacker, & Weinstock, 2004).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

스 유발 모델(Stress Generation Model)은 우울한 개인이 나타내는 

우울 증상과 행동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을 야기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Hammen, 1991; Davila et al., 1997). 즉, 스트레스 유발 모

델에서는 개인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사건에 반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형성해나가기 때문에, 개인의 우울

증상과 그에 따른 행동적 양상이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에 기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변화나 갈등 등의 스트레

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우울의 대인관계이론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역시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양상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

한다(Coyne, 1976b). 이 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오히려 상대방의 거절과 부정적인 정서를 유

도하게 된다. 그 결과 우울한 사람들은 디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부정

적 귀인에 이르게 되며 타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반복하게 된다

(Joiner, & Metalsky, 1995). 

특히, 우울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효과는 대인관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Hammen, 1991). 즉, 개인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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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비해 우울한 개인이 보이는 행동이

나 증상이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건인 경

우 우울이 선행 요인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울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이다(Rehman, Gollan, & Mortimer, 2008).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심한 수준의 우울감은 부부

관계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sman, Uebelacker, & Weinstock, 2004; John, & Montgomery, 

2009). 미국 NCS(National Comorbidity Survey)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서 우울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장애가 없거나 비정동장

애를 가진 사람에 비해 긍정적 상호작용은 적게 하고 부정적 상호

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lotnick et al., 2000). 또한 일차

의료 가족코호트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배우자의 우울

증이 가족의 기능(적응력과 결속력)과 가족 간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승현 외, 2016). 

Whisman 등(2006)은 CLOC(Changing Lives of Older Couples)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부부 416쌍의 결혼불화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

해 횡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우울은 결혼불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제시된 연구들도 있는데, Davila 등(1997)이 154쌍의 신

혼부부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아내 집단에서는 우울

이 결혼관계에 종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남편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복지패널 

2~4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 수준이 부

부관계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의 

경우는 우울 수준이 부부관계만족도의 초기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선, & 배성우, 2011). 19세 이상 부부 관계 내

에서 한 사람의 우울이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에서는 남편의 우울은 5년 후 자신의 결혼만족도에만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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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있었으나, 아내의 우울은 자신과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Faulkner, Davey, & Davey, 

2005). 이와 같이 개인 수준에서 우울이 결혼만족도의 선행요인이면

서,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의 우울 수준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 간에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상호순환적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결혼 불화 

가설이 다소 우세하였으나 스트레스 유발 가설이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됨으로써 우울이 부부관계에서의 불화나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Liu, & Alloy, 2010). 그러나 부부

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계는 일방향이기보다는 양뱡항적으로 나

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동시적이고 상호순환적인 관계일 가

능성이 있다(Whisman, & Uebelacker, 2009). 두 변인 간 단일방향을 

가정하고 검증한 연구들 역시 반대방향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김은경 외, 1999; Whisman et al., 2006). 이와 

관련하여 Kurdek(1998)은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수준이 함께 변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발생 관점(doubly developmental 

perspective)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상호순환적 관

계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둘로 나눠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는 개인 내에서의 두 변인 간 상호순환관계에 대한 연

구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Kurdek(1998, 1999)의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이 우울을 예측하지만, 우울은 결혼의 질을 예측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불화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Davila et al., 2003)와 오랜 기간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couple in established relationships)를 대

상으로 한 연구(Kouros, Papp, & Cummings, 2008)에서는 우울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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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만족도 간 상호순환관계가 확인되었고, 두 연구 모두에서 성별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부부 관계에서 두 변인 간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

색한 연구이다. Fincham 등(1997)이 결혼한 지 3개월~8개월이 된 신

혼부부 116쌍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아내의 경

우 결혼만족이 18개월 후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남편의 경우에는 우울감이 다음 시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자신의 우울과 결혼만족도가 상

대방의 우울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내의 우

울은 18개월 후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우울이 결혼만족도에 선행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Woods 등

(2019)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경우 자신의 우울과 자신의 결혼불만족 

간에 상호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경우는 자신의 결

혼불만족이 자신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경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부 관계에서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편의 결혼불만

족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 상호순환적 관계가 한 개인 내에서와 부

부 관계 모두에서 확인되지만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 상호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

고, 특히 부부 관계 내에서 이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

로 확인된다. 이주연과 정혜정(2015)은 한국복지패널 5차~8차 자료를 

이용하여 55세 이상 3,149명을 대상으로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

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초기

치는 우울의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우울의 

초기치는 부부관계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초기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가 악화되고, 감소속

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관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만이 부부관계만족도에 종단적 

영향을 주었으며, 남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주연과 하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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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는 상기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55세 이상 노인 3,071명을 대

상으로 부부관계의 질과 우울,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부부관계의 질

이 우울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와 우울이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남성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을 뿐 여성 집단

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기 두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

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사이의 종단적 상호관

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패널자료

와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음에도 두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두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방법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 부부관계만

족도를 단일문항을 이용한 데 비해, 후자의 경우 부부관계만족도를 

부부관계만족도 1문항, 갈등대처 3문항의 합을 두 개의 지표로 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서로 연결된 측면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개념화될 필요가 있는데

(Fincham et al., 1997),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없는 정도로 측정된 

갈등대처 변수와 부부관계만족도를 부부관계의 질이라는 단일 잠재

변수로 개념화한 것에 따른 한계도 있다. 또한 두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종단적인 변화를 파악하는데,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은 이전 시점의 상태를 예측변수로 포함하여 각 

변인 내에서의 변화 및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비해, 잠재성장

모형은 전체 시점 동안의 개인 내 변화궤적을 추정하고, 전체 집단

의 평균적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개인들 간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를 파악한다는 점에서도 두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3. 선행연구의 한계

본 절에서 검토한 노년기 부부의 우울의 전이, 그리고 우울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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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전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외에서 이

루어졌는데(Bookwala, & Schulz, 1996; Townsend, Miller, & Guo, 

2001; Goodman, & Shippy, 2002), 횡단 연구에서 배우자의 우울 수

준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Townsend, Miller, 

& Guo, 2001), 종단연구에서도 부부 간 우울 수준이 서로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Tower, & Kasl, 1996a; Siegel et al., 

2004). 국내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며, 결혼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결혼지위를 중

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손정연, & 한경혜, 2012), 부부관계

에서 우울이 전이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부부 

간 우울 전이에 관한 국내 연구는 중년기 부부와 노년기 부부를 대

상으로 각각 한 편씩 진행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부부 간 우울 전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김은하, 남현숙, & 김태훈, 2013; 진윤아, & 

정민혁, 2014). 그러나 김은하, 남현숙과 김태훈(2013)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아내의 우울이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함으로

써 부부 간 상호영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부부 상호 간의 우울 

전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진윤아와 정민혁(2017)의 연구에서는 노

년기 남편의 우울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

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성과만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전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양상

은 어떠한지에 대해 충분한 함의를 얻기는 어렵다. 

둘째, 노년기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

로 개별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노년기 부부라는 이

자관계(dyadic relationship)의 자료가 한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 동안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분석단위를 부

부가 아닌 개인, 즉 부부 중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부관계에서 보이는 상호역동적인 측면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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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부부관계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측정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이며(Kenny, Kashy, 

& Cook, 2006; Galovan, Holmes, & Proulx, 2017), 배우자의 관측치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Cook, & Kenny, 

2005). 즉, 개인이 평가하는 부부관계만족도는 오롯이 자신의 평가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자의 평

가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의 측

정치만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전국노인생활실태나 한국복지패널, 고령화연구패널 등 전

국 단위의 대규모 패널조사의 경우 대부분 가구 단위로 표본을 추

출하여 일정 연령 이상인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

우가 많은데, 이렇게 표집된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구성

할 경우 표본 내에 부부나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를 들면, 40~50대 중년기, 혹은 65세 이상 노인 등 연령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같은 연령대에 속한 부부 모두 혹은 같은 가구

에 속한 비슷한 연령대의 가구원 모두가 표본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경우 표본에 속한 개인들이 보고한 점수들이 서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호의존적인 자료를 독립적인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하게 되

면 가설검증에 있어 제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Kenny, 

Kashy, & Cook, 2006).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표본을 성별 혹

은 남편과 아내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각 집단의 결과는 사실

상 집단 간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성/남편 혹은 여성/아

내의 차이로 해석되거나 가정될 우려가 있고, 표본이 분리되어 있음

에 따라 결과를 결합할 수 없으므로 검증력이 없다(Kenny, Kashy, 

& Cook, 2006). 혹은 단일 모형을 설정하되 집단 구분변수를 더미변

수로 포함시키는 분석전략을 취하는 경우, 남편 집단과 아내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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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차이만 드러낼 뿐 부부 간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주수산나, & 전혜정, 2014a). 그 동안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지 않고 개별 

자료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이와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박병선, & 배성우, 2011; 이미숙, 2012; 이주연, & 정

혜정, 2015; 이주연, & 하상희, 2016; 하상희, 2018).

셋째,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 관계에 대해서는 단일방향에 대

한 검증 위주로 진행되어왔으나, 두 변인은 상호순환적인 관계일 가

능성이 있다(Kurdek, 1998). 이를 개인 수준과 부부 관계에서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고(Fincham et al., 1997; 

Kurdek, 1998, 1999; Davila et al., 2003; Kouros, Papp, & Cummings, 

2008; Woods et al., 2019), 국내에서 진행된 두 편의 연구는 동일한 

패널 자료와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변

인 간 관계에 대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주연, & 정혜정, 

2015; 이주연, & 하상희, 2016). 또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모두 개인 

내에서의 변인 간 관계만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우울

과 부부관계만족도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관계 내에서의 우울의 전이, 그리고 부부의 우

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상대

방 상호의존모형과 공통운명모형을 활용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

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에 기술하였다. 

 

제4절 노년기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노년기의 우울 수준과 부부관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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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이금룡, & 정순둘, 2000; 

전해숙, & 강상경, 2009; 김미령, 2009; 이민아, 2010; 이미애, 2011; 

고정은, & 이선혜, 2012; Bradbury, Fincham, & Beach, 2000; 

Faulkner, Davey, & Davey, 2005). 따라서 노년기 부부 간 우울의 

전이와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서 이들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

준, 경제적 상태 및 건강상태, 자녀들과의 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은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

적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연령이 두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려운데, 연령이 증가

할수록 우울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이현주, 2013; 

정경희 외, 2017), 연령에 따라 우울 수준이 감소하거나(Haynie et 

al., 2001), 연령과 우울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진영, 2009; Mroczek, & Kolarz, 1998). 연령과 부부관계만

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혼 초에는 높다가 중년기

에 감소하고 자녀 독립 이후 다시 증가하는 비대칭적인 U자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Vaillant, & Vaillant, 1993), 최근 노년

기 이후에도 부부관계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박병선, & 배성우, 2011; 주수산나, 전혜정, & 채혜원, 

2013; 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

식되는데, 교육수준은 우울 수준과 부부관계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

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

만(이현주, 2013),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고령으로 인한 사회

적 분리와 역할 상실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 우울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준수, & 이혜경, 2017). 또한 교육수준은 부부관계만족도

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 최형주, 2011; 주수산나, 전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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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원, 2013; 정성창, & 이가현, 2017). 

소득수준은 사회경제적 상태를 잘 반영하는 지표로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데(고정은, & 이선혜, 

2012), 낮은 소득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허준수, & 유수현, 2002; 김동배, & 손의

성, 2005),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Kinnunen, & 

Feldt, 2004). 

노년기의 삶의 질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는 건강상태

는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노인의 신체기능의 악화는 활동의 감소를 가져

오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야기하여 노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미혜, 이금룡, & 정순둘, 2000; 정

준수, & 이혜경, 2017),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병숙, & 김수현, 2000; 김정석, & 최형주, 

2011; Yorgason, & Booth, 2008).

노년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도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손정연, & 한경혜, 201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와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제공 받는 정서적 지지나 도구적 지

지 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처자원이 된다(장수지, 2010). 따라서 이들과의 접

촉빈도가 높고,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다양할수록,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을 낮추고 부부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서병숙, & 김수현, 2000; 김미혜, 이금룡, & 정순둘, 2000; 장수

지, 2010; 이미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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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노년기 부부관계 내에서 부부 간 우울 수준의 상호영향, 그리고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자관계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과 공통운명모형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1절에서 

연구모형 설정의 기반이 되는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과 공통

운명모형을 중심으로 방법론적 논의를 진행한 후, 2절에서 연구모형

과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제1절 연구모형 설정을 위한 방법론적 논의 

1.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자관계(dyadic relationship)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위

이다. 이자관계에 속한 개인들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된 두 

명의 개인이 아니며,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공유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다(Kenny, Kashy, & Cook, 2006). 예를 들면 연인이

나 부부, 쌍둥이, 부모와 자녀, 단짝, 선수와 감독, 수퍼바이저

(supervisor)와 수퍼바이지(supervisee) 등이 이자관계에 속한다.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에서 측정되는 다수의 변수는 본질적으로 이

자적인 성격(dyadic nature)을 갖고 있으며(Kenny, Kashy, & Cook, 

2006), 이자관계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상

호의존성과 비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호의

존성(interdependence)은 두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

(Kelley, & Thibaut, 1978). 비독립성(nonindependence)이란 이자관계

의 구성원 간 측정치들이 통계적·이론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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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Galovan, Holmes, & Proulx, 2017). 즉, 이자관계에 속한 개

인들은 한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partner effect),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mutual influence)을 미치게 

된다(Kenny, Kashy, & Cook 2006).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결과 두 개

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점수는 독립적이지 않고, 한 사람의 관측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Cook, & Kenny, 2005).8) 결과

적으로 이자관계에 속한 개인의 주관적인 응답은 상대방의 반응이

나 행동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비독립적일 수 있다(Gonzalez, & 

Griffin, 2012; Kenny, 2018).  

앞서 언급한 대로 가구 단위로 조사된 패널자료의 경우 독립적이

지 않은 개인들이 뒤섞여 있어 이자관계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만약 서로 관련 있는 두 명의 개인들의 점수를 완전히 독립적인 

점수인 것처럼 가정하여 분석하게 될 경우, 추정량 자체가 편의되지

는 않지만 변량과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편의되므로 t값이나 

F값과 같은 검정통계량은 정확성을 잃게 되고, 통계적 유의도, 즉 p

값이 편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설검증에 있어 오류를 증가시

키게 된다(Kenny, Kashy, & Bolger, 1998; Kenny, Kashy, & Cook, 

2006). 비독립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행위자-

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이

다(Kenny, 1996a, 1996b).9) 

8) 비독립성(nonindependence)은 관계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Kenny, 
Kashy, & Cook, 2006), 이자관계에서 비독립성은 구성효과, 상대방효과, 상호영
향, 공통운명효과에 의해 발생한다.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는 선택결혼과 
같이 임의적인 짝 선택(nonrandom pairing)에 의해 나타난다. 만약 짝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나서 구성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다른 세 가지 효과가 
여전히 비독립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는 한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등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상호영향(mutual 
influence)은 두 사람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공통운명 효과
(common fate effect)는 두 사람이 동일한 원인 요인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거환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Kenny, 1996a).

9) Kenny(1996a, 1996b)의 연구에서 이자관계에서 상호의존성을 야기하는 상대방효
과(partner effects), 상호영향(mutual influence), 공통운명(common fate)을 제시
함으로써 APIM의 기초를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APIM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Kashy와 Kenny(2000)의 연구이다(Kenn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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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이하 APIM)의 기본 가정은 개인의 독

립변수가 본인의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종속변수에도 동시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PIM의 기본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Ledermann, & Kenny, 2017:444). 

<그림 3-1>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 

XA와 XB, YA와 YB는 이자관계에 있는 두 구성원 A, B의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를 각각 가리키며, eA와 eB는 잔차를 의미한다. 구성원 

A와 B 각각의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인 Y에 미치는 영향, 즉 aA, 

aB를 행위자 효과(actor effect)라고 하며, 각자의 독립변수에서 상대

방의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 즉 pAB, pBA를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라고 한다. APIM에서는 두 구성원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

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두 구성원의 독립변수 간 상관을 설정한

다(Galovan, Holmes, & Proulx, 2017). 독립변수 간 상관을 설정함으

로써 상대방의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행위자 효과를 추정

하며, 상대방 효과를 추정할 때 자신의 독립변수의 영향이 통제된

다. 또한 두 구성원의 종속변수를 추정할 때 독립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잔차

(residual) 간 상관을 설정한다(Cook, & Kenny, 2005). 잔차 간 상관

은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순수한 설명량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주어 모형에서 추정된 값이 두 구성원의 독립변수에 의한 것이

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김시연, & 서영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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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최근 사회과학과 행동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으며(Kenny, 2018),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한 연구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손정연, & 한경혜, 2015; 차근영, 김석선, & 길민지, 2017). 

또한 기본모형 외에도 매개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 등 여러 모형으로 발전되어왔으며

(Ledermann, Macho, & Kenny, 2011; Chow, & Tan, 2013), 종단연구

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Barnett, 

Raudenbush, & Brennan, 1995; Kashy et al., 2008; Peugh, DiLillo, & 

Panuzio, 2013; Morgan et al., 2018; Windle, & Windle, 2018).

APIM은 이자관계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최적의 방법으로(Galovan, Holmes, & Proulx, 2017), 부부의 상호의

존성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가 보고한 자료를 

분리하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의 모형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강

점이 있다(Cook, & Kenny, 2005).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노년기 부

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통의 환경과 생애사건을 공유하면서 지속

적으로 상호작용해 온 관계이므로 APIM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모형

을 설정하는 것이 부부관계 내에서의 상호영향을 반영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우울의 종단적 상호영향, 우울과 부부관계만

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

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이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인들 간 종단적 관계를 추정하

는 데 적합한 모형으로, 이에 APIM을 적용하면 동일한 변인 내 관

련성, 즉 자기회귀계수는 행위자 효과(actor effects)가 되고, 서로 

다른 변인들끼리의 연관성인 교차지연효과는 이자관계 내에서의 상

대방 효과(partner effects)가 된다(Cook, & Kenny, 2005; Steele, 

Rasbash, & Jenkins, 2013; Windle, & Windle, 2018). 이를 <그림 

3-2>에 제시된 모형과 수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Kenny, Kashy, & Cook, 200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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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APIM 종단모형(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Y1ti =  c1i + a1iY1,t-1,i + p12iY2,t-1,i + e1ti

Y2ti =  c2i + a2iY2,t-1,i + p21iY1,t-1,i + e2ti

여기서 i 는 각각의 쌍(dyad)을 의미하며, 1과 2는 각 쌍(이자관계)

의 두 구성원(예를 들면, 1은 남편, 2는 아내)을 의미한다. Y1t, Y2t는 

t 시점에서의 변수 Y의 측정치이고, Y1,t-1, Y2,t-1은 t-1 시점의 측정치

를 의미한다. c1, c2는 해당 시점(t)의 절편, a1과 a2는 t-1 시점의 값

으로부터 t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행위자 효과의 평균값, 즉 

자기회귀계수를 의미한다. p12는 구성원 2의 t-1 시점의 값(Y2,t-1)에 

회귀하여 얻은 상대방 효과의 평균값, 즉 교차지연계수를 의미하며, 

p21은 구성원 1의 t-1 시점의 값 이전 시점의 값(Y1,t-1)이 구성원 2의 

현재 시점의 값(Y2t)을 예측하는 교차지연계수를 뜻한다. e1ti, e2ti 각 

시점의 설명오차를 의미하며, 정규분포가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행위자-상

대방 상호의존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두 

번째 연구모형의 경우 부부관계만족도를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하였

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2. 공통운명모형(Common Fate Model)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각자의 부부관계만족도가 아닌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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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관계만족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부관계만

족도를 공통운명변수(common fate variable)로 설정하였다. 

이자관계에 관한 분석방법은 크게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PIM)과 공통운명모형(Common Fate Model, CFM)으로 분류할 수 

있다(Iida, Seidman, & Shrout, 2018). APIM은 이자관계의 상호의존성

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공통운명모형에 비해 더 많이 사

용되고 있지만,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APIM이 아닌 공통운명모형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Cook, 1998). APIM은 이자관계에 속한 두 구

성원 간에 나타나는 비독립성이 상대방 효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두 측정치 자체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수반

되며, 분석의 관심은 이자관계에 속한 각 개인에게 있다(Iida, 

Seidman, & Shrout, 2018). 

이에 비해 공통운명모형(이하 CFM)은 이자관계에 속한 구성원이 

많은 부분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한다는 점, 즉 공통의 변수에 초점

을 두는 모형이다(Ledermann, & Macho, 2014). 여기서 공통운명

(common-fate)이라는 개념은 두 구성원이 특정 변수에 대해서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Ledermann, & 

Kenny, 2012). 하나는 공유된 외적 요인으로 두 구성원 모두에게 영

향을 미치지만 관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며, 주거환경이나 지역

사회의 환경, 가구 소득, 공통의 생애사건 등이 해당된다(Woody, & 

Sadler, 2015). 또 다른 하나는 이자관계 그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관계의 응집력, 친밀도, 관계 적응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

다(Cook, 1998; Ledermann, & Kenny, 2012). 만약 공통변수가 가구

소득이나 결혼기간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변수라면 한 사람의 응답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에는 두 구성원 모두에게서 측정한 값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edermann, & Kenny, 2012). 즉, CFM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관계

만족도나 응집력, 친밀도 등의 관계참조변수(relationship-referential 

variable)를 측정할 경우 두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변수의 영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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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측정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Ledermann, & Kenny, 2012; Galovan, Holmes, & Proulx, 2017). 따

라서 CFM에서는 두 구성원으로부터 얻은 측정치들의 공통변량에 

관심을 두며, 이를 이자관계 수준(dyad-level) 변수로 모형화한다

(Kenny, & La Voie, 1985; Griffin, & Gonzalez, 1995; Kenny, 1996a).  

<그림 3-3> 공통운명모형(CFM) 

 <그림 3-3>에서 보듯이 CFM의 기본모형은 두 개의 잠재변수, 즉 

공통운명변수(common fate variable)로 구성되어 있다(Ledermann, & 

Kenny, 2017:449). 각 잠재변수는 이자관계의 두 구성원(A, B)이 보

고한 점수를 반영하는 두 개의 지표(XA와 XB, YA와 YB)로 구성되며, 

각 개인의 측정치에서 공통변량을 제외한 나머지 변량은 오차로 남

는다(Gonzalez, & Griffin, 2002). 일반적으로 CFM에서는 공통운명변

수가 두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측

정변수의 요인계수를 1로 고정하며,10) 각 개인 수준에서 각 변수들

이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동일한 구성원의 두 측정변수 간 

10) 2개의 지표를 갖는 잠재변수일 경우에 둘 모두를 고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Kenny, Kashy, & Cook, 2006; Erol, & Orth, 2014). 잠재
변수가 두 개의 지표만 갖는 경우 모델이 과소식별된다. 즉, 2개의 지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3개이지만, 추정해야 할 모수는 3개의 분산(잠재변수의 분
산, 측정오차(eXA, eXB)의 분산), 1개의 요인적재량을 포함하여 총 4개가 된다. 
따라서 과소식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변수에서 각 지표로 가는 요인부
하량에 등가제약을 부과하면 모델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배병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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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공분산을 연결한다(Schaffhuser et al., 2014; Mejía, & Gonzalez, 

2017; Iida, Seidman, & Shrout, 2018). 

CFM은 이자관계에만 국한된 접근은 아니며 이자관계 구성원 이외

의 제 3의 관찰자의 측정치를 포함하거나(Galovan, Holmes, & 

Proulx, 2017), 3인 이상의 소집단을 포함한 모형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Gonzalez, & Griffin, 2002; Ledermann, & Kenny, 2012). 또한 

매개모형(최혜정, 강수경, & 정미라, 2019; Rusu et al., 2015), 잠재

성장모형(정성창, & 이가현, 2017; Erol, & Orth, 2014; Ledermann, 

& Macho, 2014; Gray, & Ozer, 2018)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변수인 부부관계만족도를 공통운명변수

(common fate variable)로 설정한다. 두 사람에게서 측정한 특정한 

변수를 공통운명변수로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연구의 목적과 

개념의 측정에 관련되어 있다(Ledermann, & Kenny, 2012; Iida, 

Seidman, & Shrout, 2018). 연구의 관심변수가 CFM에 적합한 모형인

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구성원이 `동일한 변수'에 대

해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이 개인 수준이 아니라 이자관계 수

준의 변수인지의 여부이다. 

부부관계만족도는 측정단위가 개인이기에 APIM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변수이기도 하며,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 

수준의 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어왔다(주수산나, & 전혜정, 2014b; 

Campbell et al., 2001; Walker et al., 2013; Morgan et al., 2018; Cao 

et al., 2019). 그러나 이론적, 개념적으로 부부관계만족도는 부부 모

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부부가 동일한 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전형적

인 공통관계변수(common relational variable)이기도 하다(정성창, & 

이가현, 2017; Ledermann, & Kenny, 2012; Erol, & Orth, 2014; 

Galovan, Holmes, & Proulx, 2017; Iida, Seidman, & Shrout, 2018). 

게다가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하

게 측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Schaffhuser et al., 2014; Iida, Sei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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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rout, 2018). 실증연구에서 부부관계만족도는 개인 수준의 변수

보다 부부 단위의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Erol, & Orth, 2014; Gray, & Ozer,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남편과 아내가 보고한 부부관계만족도

를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하여 두 사람이 함께 보고하는 부부관계만

족도가 각자의 우울 수준과 종단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 II는 하나 이상의 개인 수준변수

와 공통운명변수가 서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혼합모델(Hybrid Models)의 형태이다(Ledermann, & Kenny, 2012). 혼

합모델은 가족 체계 내의 집단 수준의 과정과 개인의 행동 간의 관

계를 검증하는 유용한 방법이다(Galovan, Holmes, & Proulx, 2017). 

즉, 공유된 변수, 즉 공통운명변수가 개인의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개인 수준의 변수가 공유된 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Schaffuser et al., 2014).

제2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전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

내의 우울 수준은 상대방의 우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는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우울의 전이가 나타나

는지를 종단적 수준에서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되었으며, 행

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적용하여 다

음 <그림 3-4>와 같은 연구모형 I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I에서 이

전 시점의 자신의 우울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우울 수

준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확인함으로써 우울의 전이를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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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구모형 I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강하

기 때문에 남성의 특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Lynos, 

1983). 따라서 아내의 우울 수준은 남편의 우울 수준에 정적인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과 지속적

인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남편의 우울 수준 역시 아내의 우울 수준

과 무관하지 않고, 아내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노년기 남편들의 경우 직업 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해소되

면서 가족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로부터 받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Whisman, Robustelli, & Labrecque, 2018). 따라서 남편의 우울 수준

도 아내의 우울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1.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은 아내의 

우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우울 수준은 남편의 

우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두 번째 연구문제는 “노년기 부부의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해서 부부관계만족도가 우울의 선



- 57 -

행요인이라고 보는 관점이 다소 우세하지만(Gotlib, & Beach, 1995; 

Hollist et al., 2007),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를 저하시

킨다는 반대의 관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Whisman, Uebelacker, & 

Weinstock, 2004; John, & Montgomery, 2009). 또한 각 가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두 변인 간 관계가 단선적이기 보다는 양방향의 

상호순환적 관계일 수 있음도 제기되었다(Kurdek, 1998; Whisman, 

& Uebelacker,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우

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다음 <그림 3-5>와 같은 연구모형 II를 설정하였다. 

특히, 방법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보고

한 부부관계만족도를 하나의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3-5> 연구모형 II 

부부관계만족도를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하여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

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한 편이지만, 선행연구들에서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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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므로(주수산나, 전혜정, & 채혜원, 2013; 이주연, & 정

혜정, 2015; Bookwala, & Schulz, 1996), 이를 토대로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한 부부관계만족도와 남편 우울, 아내 우울 간의 가설을 설정하

였다.  

먼저, 결혼 불화 모델에서는 결혼생활에서의 불만족이 우울을 증

가시킨다고 본다. 실증 연구들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는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이미숙, 2012; 

하상희, 2018; Hollist et al., 2007). 또한 남편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으면 아내의 우울 수준을 낮추고,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남

편의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근영, 김석선, & 길

민지, 2017; 윤지연, & 강선경, 2018; Beach et al., 2003). 여성의 경

우 남성에 비해 주위 환경에 대해 민감하고 더 관계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부부의 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내의 우울 수준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는 여성

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이민아, 2010), 

배우자와의 관계로부터 받는 영향이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에게

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실증연구에 비추어 볼 때(정순

둘, 2007), 노년기 남편들의 우울 수준도 부부의 관계만족도에 부적

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1.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과 아내의 우

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1.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의 우울 수

준에 종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2.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아내의 우울 수

준에 종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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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유발 모델과 우울의 대인관계이론에서는 우울한 사람들

이 보이는 행동 양상과 증상이 대인관계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내는 우울 증

상과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양상들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실증연구들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은 

결혼만족에 부적 영향을 주고(Fincham et al., 1997; Whisman et al., 

2006), 아내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불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oods et al., 2019). 노년기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적인 특성

과 공통운명변수로서의 부부관계만족도를 고려할 때,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 모두 부부관계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2.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부부관계만족도

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2-1. 노년기 남편의 우울 수준은 부부관계만족도에 종

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2. 노년기 아내의 우울 수준은 부부관계만족도에 종

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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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분석자료 

이 연구의 초점은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울의 전이, 그

리고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상호영향이다. 이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부부 단위의 이자관계 자료(dyadic data)로 구성이 가

능한 종단조사 자료가 필요하며, 전국 단위의 지역사회 기반 조사여

서 일반화가 가능하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국내에는 여러 유용한 

종단 자료들이 축적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n Welfare Panel Study)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11)  

먼저, 전국적인 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된 종단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517개 조사구 중 446개 조사구에서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7,072가구, 14,469명의 가구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12) 이는 국

내의 가구단위 패널 조사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이현주 외, 

2013), 전체 표본에 포함된 60세 이상의 노인의 수도 매년 4,000명 

이상 유지되고 있어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제주도까지 포함하고 있고, 농어가와 읍·면지역이 표본

에 포함되어 있다. 노인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농업이나 어

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과 읍·면부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

11)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존의 공개된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10차 년
도~13차 년도(2015년~2018년)'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에서 심의 면제를 승인받았음(IRB No. E1911/001-003). 

12) 7,000가구를 추출하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3,500가구, 중위소
득 60% 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
사 완료된 가구는 저소득 가구 3,283가구, 일반가구는 3,789가구였다. 가구원 조
사는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중·고등학생 제외)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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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정경희, 2002),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자료이다.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종단자료로서 2006년 1차 조사가 완료

된 이래 매년 한 차례의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노인 인

구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전국노인실태조사는 3년마

다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고령화패널조사의 경우 2008년 이후 

2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주기가 

다른 패널 조사에 비해 짧다는 점은 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우울이나 부부관계만족도와 같은 변수들의 경우 시간 간

격이 길 경우 효과의 크기가 다소 약해져서 지연효과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Beach, Davey, & Fincham, 1999). 또한 우울증

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 노인 환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년 증

가하고 있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노인들의 경우 매년 임상적 

진단 기준을 초과하는 우울 진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비추어 볼 때(정준수, & 이혜경, 2017), 1년 주기로 시행된 

한국복지패널조사가 노년기 부부의 우울 전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복지패널은 조사 설계 상 부부 단위의 짝 자료, 

즉 이자관계 자료(dyadic data)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한국복지패널은 표본 가구를 선정한 후 각 가구에 

속한 가구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각 가구원에 대해 가구주와

의 관계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자료를 병합

(merge)하면 본 연구에 적합한 부부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에 1차 조사가 완료된 이후 2019년 현

재 13차(2018년) 조사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13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방식과 표본 등에 있어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 1

차 조사(2006년)부터 4차 조사(2009년)까지는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5차 조사부터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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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외, 2013). 조사방식의 변화는 자료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여유진, 2010), 종단연구를 위해서는 일관된 조사방식을 이

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널조사의 특성상 

표본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는 표본의 

유지 및 확보를 위해 7차 조사에서 원표본 가구 복원 조사와 신규

패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13) 8차 조사 때 신규패널에 대한 첫 조

사를 완료하였다.14) 따라서 조사방식이 동일하고, 신규 표본 유입이 

완료된 8차 년도 이후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CES-D11의 경우 원척도와 동일

하게 4점 서열척도로 측정되었지만, 8차 년도까지는 하위범주인 횟

수가 `➀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 `➁가끔 있었다(일주일에 

2~3일 간)', `➂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 간)', `➃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6일 이상)'으로 원척도보다 1일씩 많은 오류가 있었다(한

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6).15) 이에 따라 9차 

년도 이후부터 우울문항의 보기를 수정하여 `➀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 `➁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 간)', `➂종종 있었다(일

주일에 3~4일 간)', `➃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으로 변경

하였다.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0차 년도

(2015년)부터 13차 년도(2018년)까지의 4개년도의 가구 및 가구원 자

13) 7차의 원표본 가구 복원 조사는 2차~6차 조사 중 소실된 원표본 가구 66가구를 
재추적하여 복원하였다(이현주 외, 2013). 

14) 7차 본 조사는 2012년 2월 11일~6월 16일(총 127일)의 기간 동안 시행되었고, 7
차 조사 완료 후 신규 패널 가구 추가를 위한 사전검토를 거쳐 7~8월 중에 조
사를 실시하였다(최현수 외, 2013). 따라서 7차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간에는 
조사시점의 차이가 있으며, 7차의 신규 패널 조사는 예비조사로서의 성격을 띠
므로 8차 년도를 신규표본의 첫 시점으로 볼 수 있다. 8차 조사에서 신규표본 
1,800가구 중 실제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1,690가구이다(이현주 외, 2013). 한국
복지패널의 경우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저소득가구의 비율과 지역별 가구의 비율
도 유사하게 배분하였다(최현수 외, 2013).

15) 원척도에는 `Rarely or None of the Time(Less Than 1 Day)', `Some or A Little 
of the Time(1~2Days)', `Occasionally or Moderate Amount of Time(3~4Days)', 
`Most or All of the Time(5~7 Days)'로 제시하고 있다(Radloff, 1977: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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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병합하여 이용하고자 한다.16) APIM 모형에 기반을 둔 이자관

계 분석을 위해서 개인 단위의 자료를 이자관계 구조(dyad 

structure)로 재구성해야 한다(Kenny, Kashy, & Cook, 2006; Planalp 

et al., 2017). 이를 위해 10차 년도부터 13차 년도까지 혼인상태가 

기혼이라고 응답한 개인을 추출하여 남편과 아내 자료로 분리한 후, 

가구주와의 관계코드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병합함으로써 부부 자

료를 구성하였다. 이 중 부부 모두 10차 년도(2015년) 기준 연령이 

60세 이상인 1,440쌍(2,880)명의 자료를 노년기 부부 자료로 구성하

였다.17)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 주요 변수에 대해 지

속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부부 간 상호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4번의 조사시점 중에서 우울과 부부

관계만족도에 대해 부부 모두 1회 이상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

에 포함하였다. <표 4-1>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번의 조사에서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해 한 차례로 응답하지 않은 부부는 2

쌍이며, 남편이 4차례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34쌍, 아내가 4차

례 조사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21쌍으로 총 57쌍의 부부가 연

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1,383쌍

(2,76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18)

16) 본 연구에서는 시점 표기의 혼동을 줄이고자 10차 년도(2015년), 11차 년도
(2016년), 12차 년도(2017년), 13차 년도(2018년)로 한국복지패널자료와 동일하
게 사용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T1, T2, T3, T4로 표기하였다. 

17) 노년기 연령대를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60세'라는 연령이 지니는 상징
성 때문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이전보다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고, 이
를 기념하는 방식도 예전과 크게 달라진 측면이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회갑'
은 여전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공식적으로는 65세를 노
년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연령기준을 70세
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대의 61%가 스스로 
노후시기 해당자로 인식하고, 60~64세를 노후시작 시기로 인식하는 비율도 22% 
가량을 차지하는 등 60세 이후를 노후로 인식하는 경향성도 여전하다(석상훈 
외, 2011). 

18)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가구 단위로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한 가구 내에 60세 이
상의 부부가 두 쌍 혹은 그 이상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1,383쌍 중에서 한 가구에 두 쌍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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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쌍) 백분율(%)

60세 이상 부부 1440 100.0

제외대상

부부 모두 4회 무응답 2 0.1

남편 4회 모두 무응답 34 2.4

아내 4회 모두 무응답 21 1.5

합계 57 4.0

최종 연구대상 1383 96.0

<표 4-1> 연구대상 선정

제2절 변수의 구성 및 측정 

1. 우울 

한국복지패널조사는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ale, 이하 CES-D)를 이용하여 우울 수준을 측정하고 있

다. CES-D는 미국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CES)와 CES의 

전신(前身)인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 의해 개발된 척

도이다(Radloff, 1977). 척도 개발 당시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Depression Scale, BDI,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등 타당도가 검증된 우울척도에서 추출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Radloff, 1977), 이후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의

해 내적일치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Noh, Avison, & Kaspar, 1992).  

CES-D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한 우울증상의 빈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CES-D는 비교적 문항이 간결하고, 증상을 느낀 기간을 기준으로 측

정하기 때문에 우울증상의 정도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 있는 가구가 2가구였으며, 나머지 모든 가구에서는 가구당 한 쌍의 노년기 
부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아 그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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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sman et al., 1977). 또한 임상적인 진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우울 위험에 처해있는 집단을 규명

하고, 우울증상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널리 사

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진단적 검사 도구이다(윤서영, 임재형, & 

한창수, 2012; Radloff, 1977; Haynie et al., 2001). 국내에서도 

Radloff(1977)의 원척도를 번역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CES-D 한국판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조맹제, & 김계희, 1993; 전겸

구, 최상진, & 양병창, 2001). 우울수준은 우울 증상을 묻는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빈도를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

일간)',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로 1점에서 4점까지로 측

정하며, 코딩 과정에서 0점~3점까지로 조정하고, 긍정 문항에 대해

서는 역산한 후 전체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우울 점수

는 0점~6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CES-D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증상

의 빈도를 대답함에 있어서 혼동하는 응답자들이 있고, 척도의 내용

상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질문 자체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이며, 면접자와의 신뢰관계(rapport)를 위협할 수 있고, 노인

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필요한 소요시간이 평균보

다 긴 탓에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Kohout et al., 199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축형 CES-D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연구에서는 CES-D 단축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Shrout, & Yager, 1989; Kohout et al., 1993; Boey, 1999). 국내 패널

조사의 경우 우울 척도 외에도 조사하는 문항 수가 많아 전체 소요

시간이 길고,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특성상 단

축형 척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CES-D11을 이용하여 우울 수준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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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측정한 CES-D11을 원척도인 

CES—D와 동일한 점수 범위(0점~60점)를 갖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

다. 구체적으로 11문항 중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2문항을 역점수

로 코딩하고, 각 문항의 응답을 0점~3점으로 조정한 후 전체 문항을 

합산한 점수에 20/11을 곱하여 원척도와 동일한 점수범위를 갖도록 

하였다. 10차(2015년)에서 13차(2018년)까지의 우울 변수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남편 집단의 경우 각각 .852, .847, .873, .872였

으며, 아내 집단의 경우 각각 .862, .862, .874, .865로 나타났다. 

2. 부부관계만족도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만족도는 노년기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유지

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

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1)'에

서 `매우 만족(7)'까지의 7점 척도로 응답한 변수를 사용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해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은 다양한 역동을 내포하고 있는 

부부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부부가 자신들의 부부관계의 제반 측면을 고려하여 각자의 입장에

서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지표이다. 

또한 부부관계만족도는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

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으로서, 결혼관계의 질을 평

가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미숙, 2012; 김진영, 2016).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초기 시점인 2015년도의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소득을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들은 초기 시점인 2015년의 값을 적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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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변수는 정보의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자료

를 사용하였다. 

우선, 연령은 초기 시점(2015년)에서 응답자의 출생년도를 뺀 후 1

을 더한 값을 계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기간은 최종학

력과 졸업여부 변수를 기준으로 교육받은 햇수를 계산하였으며, 연

속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무학

은 0, 초등학교는 6년, 중·고등학교는 각각 3년, 전문대학은 2년, 

대학은 4년, 대학원 석·박사는 각각 2년을 교육받은 기간으로 산정

하였다. 졸업여부는 재학·휴학·중퇴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기간의 

절반을 인정하여 초등학교는 3년, 중·고등학교는 1.5년, 전문대와 

대학교는 각각 1년, 2년, 대학원 석사와 박사는 각각 1년으로 계산

하였으며, 수료 및 졸업의 경우는 해당 교육기간 전체를 인정하였

다. 따라서 교육기간은 0~20년의 범위를 가진다. 

노년기 부부의 소득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서 제공하는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활용하였

다.19)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모든 소득 자료는 조사 당해가 아닌 

작년 한 해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정보의 시점과 우

울 및 부부관계만족도의 정보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변수들 간 시점을 맞추기 위해 소득 변수에 한해 2016년(2차)의 자

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공하여 분석

에 투입하였다. 우선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한값과 

하한값을 조정하였다(남상호, 2012). 하단코딩(bottom-coding)의 경우 

마이너스로 보고된 소득은 0으로 대체한 후, 평균값의 1% 이하의 

19)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기여금을 제한 금액으로 가계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학교사
회복지연구소, 2016), 우리나라의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의 추정과 OECD의 빈곤 및 불평등 측정, 국제비교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득개념이다.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 68 -

값을 1%에 해당하는 경계값으로 일괄 대체하였고, 중위값의 10배가 

넘는 값은 해당 경계값으로 대체하여 상단코딩(top-coding)하였다. 

상기 방식으로 극단치를 조정한 가처분소득을 가구의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균등화지수인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즉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서 `아주 건강하다(1)', `건강한 편이

다(2)', `보통이다(3)',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4)', `건강이 아주 안 좋

다(5)'로 측정된 것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좋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경우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적 친분관계

에 대해서 만족함을 의미한다. 자녀관계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

에서 `매우 만족(7)'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더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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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우울

①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0,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1,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2~3일간)=2,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3

연속변수(11문항 합산점수*20/11, 

0~60점 범위)

②비교적 잘 지냈다1

③상당히 우울했다

④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⑤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
했다

⑥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
을 느꼈다

⑦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1

⑧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⑨마음이 슬펐다

⑩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
았다

⑪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부부관계만족도

매우불만족=1, 불만족=2, 

약간 불만족=3, 보통=4, 

약간 만족=5, 만족=6, 매우 만족=7 

연령 연속변수(단위: 세) 

교육기간 연속변수(0~20, 단위: 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다=4, 아주 건강하다=5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대체로 불만족=2, 

그저 그렇다=3, 대체로 만족=4, 

매우 만족=5

자녀 관계 만족도

0=비해당, 매우불만족=1, 불만족=2, 

약간 불만족=3, 보통=4, 

약간 만족=5, 만족=6, 매우 만족=7 

연간 균등화가처분소득2 연속변수(단위: 원)

주) 1: 긍정문항. 역점수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함.

    2: 극단치에 대해 상단코딩 및 하한코딩하여 조정한 가처분소득에 균등화지수

(가구원수 )를 적용하였음. 연구모형 투입 시에는 자연로그 변환한 값을 투

입하였음. 

<표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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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60세 이상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이 상호 간

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종단적 관

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인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관심변수를 비롯한 통

제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결측률 등을 확인하기 위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에 대한 남편과 아내들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은 

이자관계 자료의 특성상 노년기 부부의 측정치 간 비독립성

(nonindependence)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겸하고 있다.20)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분석과 가설의 검증을 위해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표

준화된 계수들의 비교를 위해서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의 점수

를 남편과 아내 전체 평균과 전체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

으며, 표준화된 점수로 효과를 추정하였다(손정연, & 한경혜, 2015; 

Kenny, Kashy, & Cook, 2006; Stas et al., 2018). 이상의 분석을 위한 

20) APIM을 기반으로 하는 이자관계 분석에서는 두 구성원이 특정 변수에 의해 완
벽하게 구분되는지가 중요하며, 구분가능성에 따라 분석방법이 달라진다
(Kenny, Kashy, & Cook, 2006). 구별 가능한 이자관계(distinguishable dyads)는 
성별이나 역할 등에 따라 명확하게 양자의 구별이 가능해서 두 구성원이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경우로, 이성의 연인관계나 부부, 모자(母子) 등이 이에 해
당한다. 반면, 구별이 어려운 관계(indistinguishable dyads)는 집단변수가 의미가 
없고 두 구성원이 같은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로서 동성커플이나 일란성 쌍
둥이 등이 해당한다. 구별 가능한 이자관계일 경우 피어슨 적률상관계수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비독립성의 정도를 확
인할 수 있지만, 구별이 어려운 이자관계인 경우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이용하여 비독립성을 확인한다(Kenny, Kashy, & 
Coo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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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프로그램은 SPSS 23.0과 AMOS 23.0(Analysis of MOment 

Structure, Arbuckle, 1999)을 사용하였다. 다음에서는 가설검증을 위

해 활용하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및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

은 종단자료에서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 변화와 상호인과적 방향

성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Schlüter, 
Davidov, & Schmidt, 2007).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회귀교

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모형과 교차지연모형이 결합된 형태로서 한 

변인의 특정 시점의 값은 이전 시점의 동일 변인의 값과 상호인과

적 관계에 있다고 가정된 다른 변인의 값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

다. 이 때, 이전 시점에 측정된 변인의 값이 그 다음 시점의 동일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회귀효과, 이전 시점의 다른 변인의 값이 

미치는 영향을 교차지연효과라고 한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는 

해당 변인의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른 변인의 교차지

연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측정 시점 간 변화

의 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Popp et al., 2008; 

Nestler, Grimm, & Schönbrodt, 2015). 따라서 이 모형은 각 변인의 

순수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며(Bollen, & Curran, 2004; 

Schlüter, Davidov, & Schmidt, 2007),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 간 

상호인과적 방향성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김주환, 김민

규, & 홍세희, 200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일반적으로 두 변인들 

간의 모형 설정이 일반적이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둘 이상의 

변인들 간 상호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모형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Schlüter, Davidov, & Schmidt, 2007).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검증은 측정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고, 그 

다음으로 경로 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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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최희철, & 김옥진, 2009). 측

정 동일성은 잠재변수를 반복해서 측정할 경우, 각 시점에서 측정한 

해당 변수의 개념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인을 측정

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가

정이다(Ferrer, & McArdle, 2003). 측정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면, 각 

잠재변수의 경로계수와 오차공분산이 각각의 측정 간격에서 동일한

지 검증할 수 있다. 이는 아무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에 대해 

경로 동일성 제약과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하면서 제약 이전 모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김주환, 김

민규, & 홍세희, 2009; 김계수, & 송태민, 2012).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과 제약 이전의 모형 간 비교 시  차이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RMSEA, CFI 등의 모형적합도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Hong et al., 2010). 

두 모형 간 CFI 차이값(⊿CFI)이 .010 이상, RMSEA 차이값(⊿
RMSEA)이 .015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추가 제약을 한 모형과 제약 

이전 모형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Cheung, & Rensvold, 

2002; Chen, 2007).21)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저모형에

서 추정된 각 효과의 크기가 시점마다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

며, 두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추가 동일성 제약을 가

한 계수가 시간에 따라서 다름을 의미하므로 해당 경로에 대해 동

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고 추정해야 한다(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이러한 동일성 제약을 통해 변인들 간 종단적 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Johnson et al., 2017; Morgan et al., 2018).

21) Cheung과 Rensvold(2002)가 20개의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es)를 대상으
로 적합도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한 결과, 추가 제약 모형과 이전 모형의 
CFI 차이값이 .01보다 작을 경우 두 모형의 동질성 가정이 성립한다고 제시하
였다(p.247). 또한 Chen(2007)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도 ⊿CFI가 .010보다 크고, 
⊿RMSEA가 .015보다 크면 추가 제약모형과 제약 이전의 모형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hen(2007)은 RMSEA가 표본의 크기와 모델
의 복잡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CFI를 주요 기준으로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p.501).



- 73 -

2) 구조방정식 모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는데(Farrell, 1994),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변인들

을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서 변인들 간 구조적

(structural)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관찰된 자료의 측정오차 

및 변인들 간 관계에서 설명되지 않는 잔차를 반영함으로써 추정된 

계수의 값이 보다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김원표, 2017). 구조방정

식 모형은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 분석

에서 권장되는 분석방법이기도 하다(Kenny, Kashy, & Cook, 2006). 

특히, 특정 변수에 의해 구분가능한 이자관계(distinguishable dyad) 

자료인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이 가장 간명한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Fitzpatrick et al., 2016). 

(1)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즉 모델적합도(Model Fit)를 평가하는 것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과정이다. 모델

적합도는 표본행렬과 적합행렬 간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모델

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es)와 

기초모델 대비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es) 등이 있다(Hu, & Bentler, 1999).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Chi-square Minimization, ) 통계량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수이다. 카이제곱 통계량은 영가설의 내

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홍세희, 

2000), 표본크기와 정규성 가정의 위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근

소한 차이마저 크게 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Kenny, Kashy, & Cook, 2006; Chen, 2007),  분포(central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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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홍세희, 

2000; 배병렬, 2017). 그러나 카이제곱 통계량만으로 모형의 적합성

을 판단하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여러 모델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Tanaka, 1993).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와 모델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대안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적합지수 중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그리고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

다 제시하는 수용 기준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적합도에 관

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NFI, TLI, IFI, CF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일 때 모델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배병렬, 

2017; Kline, 2010; Hooper, Coughlan, & Mullen, 2008).

(2) 모수추정방법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다변량 정규성 가정(multivariate normality)

이 충족될 경우, 즉 정상분포를 따르는 연속변수일 경우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인 추정방법이다. 다변량 정규성 가정은 연속변수가 아닌 서열변

수일 때 종종 침해될 수 있는데(최희철, 황매향, & 김연진, 2009), 3

점 이하의 척도는 범주형 변수로 취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열

변수가 7점 척도 이상인 경우 연속변수에 근사한 것으로 보고, 4~6

점 척도는 응답분포와 모델적합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연속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최성재, 2005; 최희철, 황매향, & 김연진, 

2009; 이순묵 외, 2016). 본 연구에서 5점 척도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22) 각 지수의 계산 공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수가 많을
수록 적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와 모델의 복잡성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김원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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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7점 척도 혹은 

연속변수이므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데 큰 문

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은 결측치가 없는 완전한 사각형 형태의 공분

산자료를 기반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결측치를 적절하게 다룰 필요

가 있다. 이 때 결측치가 완전무작위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의 경우, 즉 자료의 관찰치 및 결측치 모두 결측의 

발생과는 무관하고 독립적이어서 결측치가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가

정한다면, 결측처리방법에 따른 추정모수 편향의 문제가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배병렬, 2017). 그러나 이 가정은 실제로는 거의 충족하

기 어렵기 때문에 결측치를 보정하지 않으면 분석에서의 오류를 초

래할 가능성이 높다(고길곤, 탁현우, & 이보라, 2014). 

이에 비해 무작위결측(Missing At Random, MAR)은 결측치의 발생

이 완전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찰된 변수의 값에 

따라 확률이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기반하는 경우 관찰된 

값으로부터 결측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다양한 통계

적 대체방법들이 무작위결측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Enders, & 

Gottschall, 2011). 

본 연구에서는 확률모형에 기반하여 결측치를 처리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추정방식을 

이용하였다.23) 이는 목록별 제거법(listwise deletion)이나 대응별 제

거법(pairwise deletion)과 같은 결측치 처리방법에 비해 훨씬 더 효

율적이고 덜 편의된 추정치를 제공한다(Little, & Rubin, 2002; 

Newman, 2003). 또한 FIML은 무작위 결측치의 가정이 엄격히 충족

되지 않는 경우에도 편의되지 않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고, 불편향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Schafer, & Olsen, 1998).

23)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측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기술통계 분석결과에 상세하
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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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노년기 부부 간 우울의 전이, 그리고 부부의 우울 수준과 부부관

계만족도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네 시점의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시점 간의 변화만으로 변인들 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비교적 긴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변인 간 종단적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림 4-1> 분석모형 I

각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모형은 <그림 4-1>, <그림 4-2>와 같다. 

분석모형의 각 경로에 표기된 h1~h3, w1~w3, hw1~hw3, wh1~wh3, 

e1~e4, m1~m3, hm1~hm3, wm1~wm3, mh1~mh3, mw1~mw3, p1~p4, 

q1~q4, r1~r4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성 제약을 위해 부여한 

것이다(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분석모형 I에는 2015년의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을 통제하기 위

해 각자의 연령, 교육기간,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관계만족도, 사회

적 친분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그리고 로그변환된 가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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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분석모형 II에는 2015년의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 부부관계만족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자의 연령, 교육기

간,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그리

고 로그변환된 가구가처분소득을 투입하였다. 부부관계만족도의 경

우 분석모형 I에서는 각자의 우울 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인으

로 설정되었고, 분석모형 II에서는 부부 각자의 우울 수준과의 종단

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통운명변수로 설정되었다. 

주) 각 시점 남편 우울의 잔차(dh1~dh4), 아내 우울의 잔차(dw1~dw4), 부부관계만족도 

잔차(dm1~dm4)를 설정하였으며, 2018년의 잔차만 제시하였음. 

<그림 4-2> 분석모형 II 

아울러 본 분석모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오차 간 상관이 존재한

다. 먼저, 각 시점별 설명오차 간의 공변관계를 설정하였다(예, 분석

모형 I의 dh1과 dw1, dh2와 dw2, ..., 분석모형 II의 dh1과 dw1, dh1과 d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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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1과 dm1,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생변수가 

하나 이상의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설

명오차 혹은 잔차(residual) 사이에 공변량을 허용한다(김윤희, 권석

만, & 서수균, 2008; 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즉, 변인 X의 

현 시점의 설명오차는 이전 시점의 변인 X의 자기회귀효과(Xt-1→Xt)

와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인 Y로부터의 교차지연효과(Yt-1→Xt)로 설

명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 시점의 다른 변인(Yt)과 상관관계

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자관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우, 설명오차 간 상관성은 

개인의 안정성과 상대방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

는 이자관계의 비독립성을 통제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Popp 

et al., 2008; Steele, Rasbash, & Jenkins, 2013).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같이 반복측정을 하는 종단연구의 

경우, 동일한 측정변수들 간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간 공

변량을 허용한다(Bollen, 1989). 횡단자료를 이용하는 구조방정식 모

형의 검증에서는 오차항 사이에 공변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동일한 측정변수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종단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오차항 사이의 공변량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측정변수의 측정오차 중 일부는 단순 무선

오차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동일 잠재변인의 측정지표로 구성된 다

른 측정변인들과 공유되지 않는 체계적인 변량을 갖고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통제하기 위해 동

일 측정변수의 오차 간 상관을 설정한다(Burkholder, & Harlow, 

2003). 만약 오차항 간의 공변량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안정성 계수

의 크기가 증가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도 있다(최희철, & 김옥진, 2009; Pitts, West, & Tein, 1996). 

이에 <그림 4-2>에서 보듯이 각 시점의 남편 부부관계만족도의 오

차항 간에 공변량(예, e1과 e3, e1과 e5, ...), 각 시점 아내 부부관계만

족도의 오차항 간 공변량(예, e2과 e4, e2과 e6, ...)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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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자료의 기술 통계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4)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참여한 60세 이상(2015년 

기준)의 노년기 부부 1,383쌍(총 2,766명)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

적 특성은 <표 5-1>과 같다. 연령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 75~79세가 

27.2%, 70~74세가 25.7%로, 70대가 절반 이상(52.9%)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60대(26.2%), 80대(19.9%)의 순으로 많았으며, 90세 이

상은 전체의 0.9%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아내의 경우 70~74세가 

2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60~64세(23.1%), 75~79세(19.3%) 순으

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편은 85세~89세가 4.7%를 차지한 데 

비해 아내는 0.5%에 불과하였고, 아내의 경우 90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은 초졸 이하인 비율이 32.3%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

하는 25.7%, 중졸 이하는 22.4%였고, 대졸 이하인 경우도 10.7%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도 초졸 이하의 학력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

율이 48.9%로 남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또한 아내의 경우 고졸 초

과의 학력이 3.9%에 불과하였으나, 남편은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남편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남편의 약 33%, 아내의 약 29%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남편의 30.2%, 아내의 32%가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자녀관계만족도에 대해 남편의 81%, 아내의 

84.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남편의 경우 3.6%, 아내는 2.6%에 불과하였다.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해 남편의 68.2%, 아내의 71.5%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

24)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부관계에 초점을 두어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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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그저 그

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남편(N=1383) 아내(N=1383)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연령

60~64세 126 9.1 320 23.1

65~69세 237 17.1 343 2.8

70~74세 356 25.7 338 24.4

75~79세 376 27.2 267 19.3

80~84세 210 15.2 108 7.8

85~89세 65 4.7 7 0.5

90~94세 10 0.7 0 0.0

95~99세 3 0.2 0 0.0

교육기간

(학력)

무학 94 6.8 164 11.9

초졸 이하 447 32.3 676 48.9

중졸 이하 310 22.4 294 21.3

고졸이하 355 25.7 195 14.1

대졸이하 148 10.7 52 3.8

대학원이상 29 2.1 2 0.1

주관적 

건강상태

아주 안 좋음 14 1.0 9 0.7

건강하지 않은 편 417 30.2 443 32.0

보통 471 34.1 507 36.7

건강한 편 457 33.0 403 29.1

아주 건강 24 1.7 21 1.5

자녀관계 

만족도

비해당 16 1.2 17 1.2

매우 불만족 4 0.3 2 0.1

불만족 24 1.7 13 0.9

약간 불만족 22 1.6 22 1.6

보통 165 11.9 148 10.7

약간 만족 231 16.7 218 15.8

만족 827 59.8 874 63.2

매우 만족 62 4.5 71 5.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4 0.3 0 0.0

대체로 만족 47 3.4 37 2.7

그저 그렇다 301 21.8 293 21.2

대체로 만족 943 68.2 988 71.4

매우 만족 56 4.0 47 3.4

<표 5-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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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 검정  

1)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결측률을 확인하고,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통해 자료의 분포 및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의 왜도가 절대값 3 미만이고, 첨도가 

절대값 10 미만일 경우에 정규분포로 간주할 수 있다(Kline, 2010). 

그리고 각 변수들에서 남편들과 아내들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남편 아내

응답
자수

(결측률)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응답
자수

(결측률)

최
소 

최
대

평
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우

울

T1

1351

(2.3)
0 49.09 5.374 7.434 2.062 5.040

1365

(1.3)
0 50.91 7.142 8.362 1.710 3.457

T2

1339

(3.2)
0 50.91 5.680 7.529 2.121 5.951

1362

(1.5)
0 52.73 7.521 8.559 1.702 3.527

T3

1332

(3.7)
0 54.55 5.674 7.928 2.329 6.727

1357

(1.9)
0 60.00 7.255 8.647 2.032 5.607

T4

1304

(5.7)
0 52.73 6.295 8.064 1.857 4.214

1342

(3.0)
0 54.55 7.601 8.380 1.536 2.938

부

부

관

계

만

족

도

T1

1351

(2.3)
1 7 5.363 1.058 -1.177 1.605

1365

(1.3)
1 7 5.115 1.179 -1.077 .949

T2

1339

(3.2)
1 7 5.409 .994 -.920 .692

1362

(1.5)
1 7 5.153 1.180 -.939 .691

T3

1332

(3.7)
1 7 5.315 1.075 -1.045 1.125

1357

(1.9)
1 7 5.021 1.247 -.933 .464

T4

1296

(6.3)
1 7 5.314 1.089 -1.168 1.331

1331

(3.8)
1 7 5.010 1.289 -1.038 .669

주) T1: 2015년, T2: 2016년, T3: 2017년, T4: 2018년

<표 5-2> 변수의 기술통계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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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5-2>에서 주요 변수의 연도별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년기 남편들의 우울 수준의 평

균값은 각각 5.374, 5.680, 5.674, 6.295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내들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조사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우울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임상기준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을 비교해보

면 <표 5-3>과 같다. 우울의 진단을 위한 CES-D의 절단점(cutoff 

point)은 60점을 기준으로 16점과 25점을 많이 사용하는데, 16점 이

상은 유력 우울증(probable depression), 25점은 확실한 우울증

(definite depression)을 의미한다(Kohout et al., 1993). 남편보다 아내

들에게서 우울증의 비율이 높았고, 우울증이 의심되는 비율 또한 아

내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별로 16점 이상인 비율

을 살펴보면, 남성은 10.4%, 10.1%, 10.0%, 12.8%, 여성은 13.8%, 

15.2%, 14.2%, 16.6%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남편 아내

N
정상

유력

우울증
우울증

N
정상

유력

우울증
우울증

N % N % N % N % N % N %

2015
1351

(32)
1211 89.6 97 7.2 43 3.2

1365

(18)
1177 86.2 116 8.5 72 5.3

2016
1339

(44)
1203 89.8 90 6.7 46 3.4

1362

(21)
1155 84.8 139 10.2 68 5.0

2017
1333

(51)
1198 89.9 83 6.2 51 3.8

1357

(26)
1165 85.9 123 9.1 69 5.1

2018
1304

(79)
83 87.3 113 8.7 53 4.1

1342

(41)
1120 83.5 162 12.1 60 4.5

주1) 괄호 안 숫자는 결측 사례수

주2) 유력우울증(probable depression)은 16점~24점, 우울증(definite depression)은 

25점 이상

<표 5-3> 임상기준에 따른 우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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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서 우울의 집단별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

과에서도 아내 집단의 우울 수준이 남편 집단의 우울 수준에 비해

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내들의 평균 우울 수준은 남편들의 평균 

우울 수준에 비해 1.675점(t2015=-8.657, p<.001), 1.607점(t2016=-8.304, 

p<.001), 1.410점(t2017=-6.994, p<.001), 1.186점(t2018=-5.555, p<.001) 높

았고, 이러한 차이는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남편의 우울 수준과 아내의 우울 수준의 평

균 차이는 조사 기간 동안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

편의 경우 2018년의 평균 우울 수준이 2015년의 평균 우울 점수 대

비 0.708점 증가한 데 비해, 아내들은 같은 기간 동안 0.218점 증가

하여 남편 집단의 우울 수준 증가가 아내 집단의 증가보다 두드러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관계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남편과 아내 모두 시간이 지

날수록 대체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동안 생애주기

에 따른 부부관계만족도는 결혼 초기에 높고 점차 감소하다가 중년

기 이후 혹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높아지는 U자 형태를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나(Rollins, & Cannon, 1974; Vaillant, & Vaillant, 

1993; Orth, Robins, & Widaman, 2012), 최근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관계만족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병선, &　배성우, 2011; 주수산나, 전혜정, & 

채혜원, 2013; 이주연, & 정혜정, 2015; 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Homish, & Leonard, 2007).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를 

비교하면 모든 시점에서 남편들의 평균 점수가 아내들의 평균 점수

보다 근소하게 높은 편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2015=11.181, p<.001; 

t2016=9.896, p<.001; t2017=11.176, p<.001; t2018=10.990, p<.001). 이는 여

성 노인 또는 아내들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더 낮다는 선행연구들(이

주연, & 정혜정, 2015; 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염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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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애, 2018)의 결과를 지지한다. 

평균 Paired t-test

남편 아내
평균

(차이)

표준

편차
 t값 df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우울

2015 5.367 7.043 -1.675 7.073 -8.657*** 1335 -2.055 -1.296

2016 5.642 7.249 -1.607 7.033 -8.304*** 1319 -1.987 -1.228

2017 5.635 7.045 -1.410 7.289 -6.994*** 1307 -1.805 -1.014

2018 6.075 7.261 -1.186 7.598 -5.555*** 1265 -1.605 -.767

부부

관계

만족도

2015 5.373 5.135 .238 .778 11.181*** 1335 .196 .280

2016 5.414 5.198 .215 .790 9.896*** 1319 .173 .258

2017 5.332 5.063 .269 .871 11.176*** 1307 .222 .316

2018 5.328 5.066 .261 .847 10.990*** 1265 .215 .308

연령 74.036 70.212 3.824 3.427 41.498*** 1382 3.644 4.005

교육기간 8.826 6.892 1.934 3.165 22.729*** 1382 1.767 2.101

주관적 건강상태 3.043 2.988 .055 .820 2.491* 1382 0.012 .098

자녀 관계 만족도 5.492 5.584 -.092 .579 -5.796*** 1319 -0.124 -.06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3.740 3.768 -.028 .545 -1.907 1335 -.058 .001

주) 양측검정(two-tailed) 

<표 5-4>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한편, <표 5-2>에서 변수들의 결측률을 살펴보면, 우울 변수에 대

한 결측률은 남편의 경우 2.3~5.7%, 아내는 1.3~3.0%였고, 부부관계

만족도 결측률은 남편이 2.3~6.3%, 아내는 1.3~3.8%였다. 남편과 아

내 집단 모두 13차(2018년도) 조사의 결측률이 이전 시점의 결측률

에 비해 약간 높았고, 우울보다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한 결측률이 높

았다. 결측률에 대한 절대적이고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특정 변수

의 결측비율이 5% 이하일 경우 특별한 보정 없이도 분석이 가능하

다는 주장(Schafer, 1999)과 10%까지 누락되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

지 않는다는 견해(Cohen, & Cohen, 1983; 배병렬, 2017 재인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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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결측률은 분석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규성 가정과 관련하여 

남편의 11차 년도, 12차 년도의 우울의 첨도가 각각 5.951, 6.727이

었고, 아내의 12차 년도 우울의 첨도가 5.607로 약간 높은 편이었으

나, 10보다 충분히 적은 수치이므로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Kline, 2010; Hair et al., 2019). 

다음으로 <표 5-5>에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의 기술통계치

를 살펴보면, 남편의 평균 연령은 74세, 아내의 평균연령은 70.2세로 

노년기 부부들의 평균 연령은 남편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들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도 더 높게 나타나지만, 부부 단위로 표본을 구성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남편들의 연령이 아내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주

수산나, 전혜정, & 채혜원, 2013; 손정연, & 한경혜, 2015; Johnson 

et al., 2017). 남편들의 평균 교육기간은 8.8년으로, 아내들의 평균 

교육기간(6.9년)에 비해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편들이 아내보

다 근소하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들이 남편들에 비해 자

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 5-4>에 

제시된 대응표본 T 검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t=41.498, 

p<.001)과 교육수준(t=22.729, p<.001), 주관적 건강상태(t=2.491, 

p<.05), 그리고 자녀관계만족도(t=-5.796, p<.001)에서 나타난 남편과 

아내들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편,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는 아내들의 평균 점수가 남편들의 평균 

점수보다 근소하게 높지만 엇비슷하게 나타났고, 대응표본 T 검정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907, 

n.s.). 2016년의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평균 약 2,903만원으로 조

사되었으며, 가구원수를 고려한 연간 균등화가처분소득은 평균 

1,858만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통제변수는 왜

도와 첨도가 정규성을 충족하였으나,25) 균등화가처분소득의 경우 첨

25) 5점 서열척도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의 왜도 및 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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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007)가 다소 높게 나타나 연구모형 투입 시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26) 통제변수들의 결측률은 

아내는 2.5% 미만, 남편은 3.5% 미만으로 높지 않았다. 

응답자수

(결측률)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연령
남편 1383(0.0%) 60.00 97.00 74.036 6.573 .097 -.330

아내 1383(0.0%) 60.00 89.00 70.212 6.330 .186 -.867

교육기간
남편 1383(0.0%) 0.00 20.00 8.826 4.302 -.065 -.337

아내 1383(0.0%) 0.00 18.00 6.892 3.779 .038 -.038

주관적 

건강상태

남편 1383(0.0%) 1.00 5.00 3.043 0.861 -.015 -1.055

아내 1383(0.0%) 1.00 5.00 2.988 0.836 .111 -1.028

자녀관계

만족도

남편 1335(3.5%) 1.00 7.00 5.490 0.982 -1.561 2.842

아내 1348(2.5%) 1.00 7.00 5.576 0.902 -1.534 2.895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남편 1351(2.3%) 1.00 5.00 3.740 0.602 -1.098 2.036

아내 1365(1.3%) 2.00 5.00 3.766 0.550 -1.031 1.591

소득

가처분

소득
1383(0.0%) 32.18 22070.00 2902.647 2255.835 2.947 14.841

균등화

소득
1383(0.0%) 22.75 11936.67 1858.498 1252.695 2.437 10.007

ln소득 1383(0.0%) 3.12 9.39 7.345 0.623 -.829 6.748

주1) 소득 자료는 11차 조사(2016년)에 측정된 값으로 2015년 기준으로 조사된 값

이며, 연간 소득을 의미함(단위: 만원). 가처분소득은 음(-)의 소득을 0으로 대

체한 후 평균값의 1% 이하는 해당 값으로(N=5), 중위값의 10배 이상의 값(N=3)

은 해당 경계값으로 대체한 값임. 이 값을 토대로 균등화 및 로그변환하였음.  

주2) 자녀관계만족도의 경우 비해당은 결측 처리하였음(Nh=16, Nw=17)

<표 5-5> 변수의 기술통계치 II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연구모형의 분석에서 연속변수로 간
주하고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26) SPSS에서 제시되는 첨도는 3을 뺀 값이므로 첨도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배병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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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측치 확인 

패널조사와 같은 종단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참여거부나 부재, 주

소미상 등으로 인한 추적의 실패, 혹은 사망 등으로 인해 표본이탈

이 나타날 수 있고,27)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일부 항목에 대해 응

답하지 않음에 따라 자료에 결측치가 발생하게 된다. 결측치는 표본

의 규모를 감소시켜 검정력(power)을 떨어뜨릴 수 있고, 표본의 대

표성을 훼손시켜 분석결과에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길곤, 탁현

우, & 이보라, 2014). 또한 입력자료의 행렬 계산과 모수추정에도 영

향을 주어 결론 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배병렬, 2017; 

Schafer, & Graham, 2002). 따라서 결측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

은 연구모형의 통계적 추론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과정이다(이태헌, 2014). 

결측치를 다루기 위해서는 자료의 소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를 점검하고, 결측치가 분석결과를 편의시키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

약 편의가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Ahern, & Le 

Brocque, 2005).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에 대응하기 위해 결측치의 

비율을 점검하고(배병렬, 2017), 결측치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했는지, 

혹은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관련되어 체계적으로 발생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우울 수준과 부부관계만

족도의 경우 변인과 관련된 특성이 해당 문항의 응답 여부에 체계

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해볼 

27) 표본이탈(attrition)이란 표본조사 시에 기존의 응답자가 이탈하는 현상(Frees, 
2004)을 가리키며, 패널조사 자료의 유용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Fitzgerald, Gottschalk, & Moffitt, 1998). 표본이탈은 이탈했던 응답자가 복귀하
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탈 후 복귀(wave nonresponse)와 영구이탈(attrition)로 
구분되기도 한다. 만약 표본이탈을 무시하고 그대로 분석하거나 이탈이 일어나
지 않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면 추정량이 편향될 위험이 있다. 
이는 남아있는 표본은 이탈된 관측단위들을 포함하지 않으며, 전체 모집단이 
아니라 남아있는 단위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모집단만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홍민기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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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먼저 <표 5-6>에서 결측치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울과 부부관계만

족도에 4회 모두 응답한 남편의 비율은 각각 90.7%, 90.1%였고, 아

내의 경우 94.9%, 94.2%였다. 남편들 중 결측이 있는 비율은 

9.3~9.9%, 아내들 중 결측이 있는 비율은 5.1~5.8%로 남편의 결측률

이 아내의 결측률보다 더 높았으나 앞서 언급한 결측률 기준에 비

춰볼 때 남편과 아내 각각의 결측치 비율은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부가 4회 모두에 응답한 비율

은 86.3%로 결측률이 다소 높았다(13.7%).

남편 아내 부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쌍) 비율(%)

우울
4회 모두 응답 1254 90.7 1313 94.9 1193 86.3

1회~3회 응답 129 9.3 70 5.1 190 13.7

부부관계

만족도

4회 모두 응답 1246 90.1 1303 94.2 1193 86.3

1회~3회 응답 137 9.9 80 5.8 190 13.7

<표 5-6> 연구대상자별 응답률

 

이에 부부가 4회 모두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에 응답하지 않은 경

우를 기준으로 결측 여부 변수를 설정하여 변수들에서 평균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결측이 있는 부부 

집단이 결측 없는 부부 집단에 비해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높

았고, 부부관계만족도가 더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측이 있는 부부 집단의 남편, 아내

의 평균 연령이 더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나쁘고, 사회적 친

분관계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기간과 자녀관

계만족도, 소득수준은 결측이 있는 부부와 없는 부부들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부표 1>).

다음으로 결측이 있는 부부와 결측이 없는 부부 간에 보인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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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실제로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두 가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결측 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Davey, Shanahan, & 

Schafer, 2001; Mejía, & Gonzalez, 2017). 분석결과, 아내의 우울 수

준과 남편의 부부관계만족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아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

수록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에 응답하지 않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변수들은 결측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부표 2>). 

두 번째로 결측 여부 변수가 연구모형과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결측 여부 변수를 포함한 모델과 포함하지 

않은 모델을 비교하였다.28) <부표 3>과 <부표 4>에 제시된 것처럼, 

결측 여부가 초기 시점의 남편과 아내의 우울, 부부관계만족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만, 결측 여부를 포함한 모

형과 포함하지 않은 모형 간 경로계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

한 결측 여부를 포함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수용할만한 수준이었

으나 결측 여부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5>).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측 변수를 포함하지 않

은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서술하였으며, 분석 자료에 대해 무

작위 결측(MAR)으로 가정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29) 

28) 결측 여부 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은 비내포모델(non-nested 
model)이므로 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ECVI(Expected 
Cross-Validation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델을 비교한다. AIC는 간명
적합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모델이며, 따라서 모델 간 비교에서 상대
적으로 AIC 값이 적은 모델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한다. ECVI 역시 상한값
이 없고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한다(배병렬, 2017). 

29) 자료가 무작위 결측(MAR)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찰되지 않은 자료에 대
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므로 무작위 결측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Davey, Shanahan, & Schafer, 20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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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 모형의 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 관계의 방향 및 정도를 파악

하고, 부부의 측정치 간 비독립성(nonindependence)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변수 간 상관

관계는 이자관계 자료(dyadic data)의 분석 및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상세히 기술하였다.30) 

먼저 <표 5-7>에서 주요변수의 시점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

편의 경우 10차 년도(2015년)와 11차 년도(2016년) 간의 상관계수가 

.418, 11차 년도(2016년)와 12차 년도(2017년) 간의 상관계수는 .432, 

12차 년도(2017년)와 13차 년도(2018년)의 상관계수는 .418로 모두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positive) 상관관계

를 보였다. 아내의 우울 역시 근접 시점 간 상관계수가 각각 .411, 

.434, .467로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는 남편과 아내들 모두 이전 시점에서 우울 수준이 높

을수록 1년 후 시점에서도 우울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10차 년도와 11차 년도, 11차 년도와 12차 년도, 12차 년

도와 13차 년도 각 시점 간 부부관계만족도의 상관계수가 남편은 

.348, .360, .405였고, 아내는 .383, .409, .419로 모두 .01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 이전 시점에서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에서도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시점 

간 상관계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남편의 10차 년도(2015년)와 12차 년도(2017년)의 우울 간, 

10차 년도와 13차 년도(2018년)의 우울 간, 11차 년도(2016년)와 13

3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서열변수들은 5점 척도 이상의 서열
변수이며, 변수들의 분포 상 정규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므로 피어슨 적률상
관계수를 활용하였다(최성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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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년도의 우울 간 상관계수는 각각 .345, .273, .343으로 .01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근접 

시점 간 상관계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공분

산 구조가 안정적임을 의미한다(김동하, 2015). 아내 우울 역시 10차 

년도와 12차 년도(r=.360), 10차 년도와 13차 년도(r=.319), 11차 년도

와 13차 년도(r=.382)의 상관계수가 근접한 시점 간 우울의 상관계수

보다 더 낮게 나타나 안정적인 공분산 구조를 보였다. 부부관계만족

도를 살펴본 결과도 동일하였다. 10차 년도와 12차 년도, 10차 년도

와 13차 년도, 11차 년도와 13차 년도 간의 부부관계만족도의 상관

계수가 남편들에서는 각각 .286, .166, .304였고, 아내는 각각 .292, 

.230, .347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는 남편의 근접 시점 간 부부관계만족도의 상관계수보다 

낮았고,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근접 시점 간 부부관계만족도의 상관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만족도의 시점 간 공분산 

구조가 아내와 남편 모두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남편의 우울 수준과 부부관계만족도는 모든 시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들

의 두 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노년기 

남편들은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

(rh=-.207~-.270, p<.01). 아내들 역시 우울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rw=-.267~-.356, p<.01), 우울과 부부관

계만족도 간 적률상관계수의 크기는 아내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사람의 우울 수준은 같은 시점에 측정한 배우자의 부부관계만

족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편들의 

경우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와 자신의 우울 수준 간의 상관계수가 

-.189~-.249로 나타났고, 아내들의 우울 수준과 남편들의 부부관계만

족도 간 상관계수는 -.212~-.307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부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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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와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상대방 효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Beach et al., 2003).

남편 우울과 아내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매 시점마다 모두 .01 유

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가 .553~.609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모든 시점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

이 높을수록 아내의 우울 수준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남편이 

보고하는 부부관계만족도와 아내가 보고하는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적률상관계수는 .715~.756(p<.01)으로,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

수록 남편의 부부관계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 간, 부부관계만족도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주수산나, 전

혜정, & 채혜원, 2013; 이주연, & 정혜정, 2015; 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Bookwala, & Schulz, 1996; Gaunt, 2006). 특히, 부부관

계만족도는 관계적 속성이 강한 변수이기 때문에 우울 변수에 비해 

부부 간 상관관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

부관계만족도에 대한 부부의 측정치 간 높은 상관관계는 이를 공통

운명변수로 모형화하기에 적합한 변수임을 보여준다(Lederman, & 

Kenny, 2012). 아울러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 간, 그리고 부부관계

만족도 간 높은 상관성이 확인됨에 따라 부부의 응답치 간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으며, 이자관계의 비독립성을 고려한 분석이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Kenny, Kashy, & Cook, 2006).

동일 시점 남편의 우울과 아내의 우울 간 상관계수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 시점 남편의 우울 수준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아내

의 우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방의 우울과의 상관관계 다

음으로 자신의 우울과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변수는 남편과 아내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rh=-.330, p<.01; rw=-.296, p<.01)로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 



DH1 DH2 DH3 DH4 DW1 DW2 DW3 DW4 MSH1 MSH2 MSH3 MSH4MSW1 MSW2 MSW3 MSW4 AH1 AW1 EH1 EW1 HH1 HW1 CH1 CW1 SH1 SW1 IC2
DH1 1

DH2 .418** 1

DH3 .345** .432** 1

DH4 .273** .343** .418** 1

DW1 .603** .295** .275** .216** 1

DW2 .290** .609** .281** .208** .411** 1

DW3 .258** .294** .608** .280** .360** .434** 1

DW4 .210** .242** .319** .553** .319** .382** .467** 1

MSH1 -.207** -.118** -.107** -.118** -.256** -.155** -.160** -.122** 1

MSH2 -.157** -.236** -.171** -.168** -.174** -.270** -.216** -.168** .348** 1

MSH3 -.159** -.143** -.270** -.172** -.203** -.148** -.307** -.178** .286** .360** 1

MSH4 -.175** -.189** -.184** -.243** -.164** -.136** -.170** -.212** .166** .304** .405** 1

MSW1 -.189** -.111** -.121** -.108** -.267** -.173** -.164** -.141** .756** .312** .249** .157** 1

MSW2 -.155** -.219** -.170** -.166** -.193** -.330** -.240** -.214** .301** .731** .317** .278** .383** 1

MSW3 -.176** -.172** -.249** -.151** -.240** -.216** -.356** -.235** .270** .348** .715** .331** .292** .409** 1

MSW4 -.163** -.203** -.177** -.223** -.188** -.188** -.228** -.296** .172** .277** .334** .746** .230** .347** .419** 1

AH1 .165** .191** .196** .282** .152** .180** .190** .237** -.063* -.073** -.066* -.052 -.027 -.040 -.018 -.064* 1

AW1 .132** .165** .169** .232** .147** .173** .173** .215** -.048 -.042 -.025 -.028 .004 .001 .029 -.024 .860** 1

EH1 -.103** -.136** -.136** -.157** -.109** -.149** -.155** -.127** .083** .093** .064* .076** .059* .091** .074** .067* -.213**-.183** 1

EW1 -.115** -.167** -.163** -.211** -.124** -.173** -.169** -.165** .104** .131** .064* .092* .063* .097** .051 .070* -.386**-.383**.700** 1

HH1 -.330** -.250** -.273** -.246** -.254** -.204** -.213** -.216** .118** .136** .155** .102** .125** .163** .161** .117** -.272**-.239**.208** .218** 1

HW1 -.195** -.173** -.203** -.188** -.296** -.259** -.268** -.256** .098** .163** .134** .110** .055* .131** .116** .105** -.333**-.349**.233** .253** .533** 1

CH1 -.225** -.188** -.183** -.175** -.232** -.193** -.180** -.177** .515** .237** .205** .166** .478** .214** .207** .170** -.062* -.034 .088** .087** .150** .129** 1

CW1 -.205** -.148** -.147** -.166** -.222** -.171** -.164** -.148** .440** .226** .213** .143** .441** .208** .194** .142** -.071** -.019 .110** .110** .117** .113** .813** 1

SH1 -.236** -.210** -.209** -.211** -.184** -.160** -.140** -.154** .205** .158** .113** .157** .201** .162** .160** .116** -.058* -.014 .144** .124** .226** .177** .249** .219** 1

SW1 -.149** -.159** -.164** -.190** -.231** -.202** -.173** -.195** .230** .157** .152** .127** .194** .178** .155** .119** -.080** -.055* .114** .109** .186** .219** .269** .257** .554** 1

IC2 -.159** -.169** -.175** -.161** -.130** -.181** -.196** -.185** .110** .059* .088** .073** .091** .044 .067* .073** -.345**-.323**.336** .377** .209** .228** .149** .151** .164** .144** 1

주) 양측 검정(two-tailed), *: p<.05, **: p<.01, ***: <.001, DH1~ DH4: 남편 우울T1~남편 우울T4, DW1~DW4: 아내 우울, MSH1~MSH4: 남편 부부관계만족도, MSW1~MSW4: 아내 
부부관계만족도, AH1: 남편 연령T1, AW1: 아내 연령T1, EH1: 남편 교육수준T1, EW1: 아내 교육수준T1, HH1: 남편 주관적 건강상태T1, HW1: 아내 주관적 건강상태T1,  CH1: 
남편 자녀관계만족도T1, CW1: 아내 자녀관계만족도T1, SH1: 남편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T1, SW1: 아내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T1, IC2: ln균등화가처분소득T2

<표 5-7> 변수 간 이변량 상관관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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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변수들, 즉 부부관계만족도를 

비롯하여 자녀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와 우울 간 상관계

수를 비교해보면, 부부 모두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

이 낮았으며 유의수준 .01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정도는 남편들과 아내들에게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편

들의 경우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은 사회적 친분관계만족

도(rh=-.236, p<.01), 자녀관계만족도(rh=-.225, p<.01), 부부관계만족도

(rh=-.189, 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들의 우울 수준은 부

부관계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rw=-.267, p<.01), 그 다음

이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rw=-.231, p<.01)였으며, 자녀관계만족도와

의 상관계수(rw=-.222, p<.01)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부관계만족도 역시 부부의 측정치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

관계보다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더 높았고, 아내 역

시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다. 남편, 아내의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 통제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였으나, 이와 달리 부부관

계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통제변수는 남편과 아내 모

두 자녀관계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부부관계만족도는 자

녀관계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rh=.515, p<.01), 아내 역시 

자녀관계만족도와 부부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rw=.441. p<.01)를 보였다. 특히, 배우자의 자녀관계만족도는 

자신의 부부관계만족도와도 비교적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h=.440, p<.01; rw=.478, p<.01), 이는 배우자와 자

녀 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상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문선희, 2015). 마지막으로 연령

(rhw=.860, p<.01), 교육기간(rhw=.700, p<.01), 자녀관계만족도(rhw=.813, 

p<.01), 주관적 건강상태(rhw=.533, p<.01),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rhw=.554, p<.01)에서 부부의 측정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연령과 교육수준은 선행연구들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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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선택결혼의 강력한 요인으로 간주된다(허윤미, 2001).31)

요약하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자기회귀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일 시점에서 동일 변인에 대해 측정한 남편과 아내의 자료 간 높은 

상관관계를 통해 이자관계 자료의 비독립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행

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을 적용한 자료 분석의 근거를 제시한다.

제2절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1.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전이

첫 번째 분석모형은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종단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모형에는 통제변인이 포

함되었으며,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잔차 간 공분산을 연결하였

다. <표 5-8>에서 분석모형 I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581.202(df=102)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분석모형에 

의해 추정된 공분산행렬과 표본공분산행렬이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사용되는 절대적합지수인 RMSEA가 

.058(90% C.I.: .054-.063)로 양호한 수준이고, NFI(.954), CFI(.962) 등

의 증분적합지수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분석모형 I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df p NFI IFI TLI CFI RMSEA(90% C.I.)

581.202 102 <.001 .954 .962 .913 .962 .058(.054-.063)

<표 5-8> 분석모형 I의 모형 적합도

 

31) 대개 독립변수들간 높은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높은 상관관계가 다중공선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70 정도, 표본의 크기가 클 때는 .85 
이하(Berry, & Feldman, 1985; Kline, 2010) 혹은 .90 이하(Tabachnick, & Fidell, 
2001)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보는 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별도의 조정 
없이 분석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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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I에서 추정되는 자기회귀계수 및 교차지연계수가 시점마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 동

일성 및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순차적으로 가한 후, 제약 이전 

모형과 추가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김주

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김계수, & 송태민, 2012).32) 다시 말하

면,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했을 때 각 시점 

간에 나타나는 계수와 유의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보다 간명

하게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의 찾기 위한 방법으로, 모형 비교 

시  변화량과 CFI, RMSEA 값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동일성 제약에 따른 모형의 설명은 <표 5-9>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검증에서 잠재변수일 경우 측정 동일성은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하는 가정이다(Ferrer, & McArdle,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CES-D11의 합산 점수에 20/11을 곱한 값을 하나의 관측변수로 사
용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한 잠재변수 당 관측변수의 수는 3~7개 정도가 적
합한데(배병렬, 2017), CES-D11은 11문항으로 관측변수가 많아서 측정모형 적
합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각 시점의 측
정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측변수를 합하여 3~5개로 줄이는 문항 묶기(item parceling)나 문
항의 합산, 우울증상 경험여부의 합산(박현용, 2018)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분석 자료에서는 문항 묶기의 방법을 통해서도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
지 않았고, 각 증상의 경험여부를 합산(0~11점 범위)하는 방법보다 원 척도대로 
합산하는 방식이 우울 수준을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해서는 관측변수들의 일변량 정규성이 일차적으로 가정되어야 하지
만, 대인관계 측면(<표 4-2> CES-D11의 문항 ⑥, ⑧)을 측정하는 두 문항의 왜
도가 5.310~7.290, 첨도가 32.360~64.040으로 심한 편포를 보였으며, 변수 변환 
등을 통해서도 일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CES-D11
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노인의 우울 증상 프로파일을 변별하는 주요 특징이라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정동희, & 심은정, 2018), 이를 삭제하는 방법 역시 적합
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우울의 요인구조를 밝히는 
것에 있지 않고,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이 경험하는 우울 수준이 배우자
의 우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한
지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정보의 소실을 감내하더라도 합산한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동일성 가정을 검증
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또한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과 아내 각각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관측변수로 하는 잠재변수이다. 즉, 2개의 지표(indicator)를 가진 잠재
변수이므로 이 역시 측정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은 불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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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설명 동일성 제약

모형1
<그림 4-1>에 제시된 모형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

모형2
모형 1에서 남편 우울의 자기회귀계수에 대

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모형3 
모형 2에 추가하여 아내 우울의 자기회귀계

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모형4

모형 3에 추가하여 남편의 우울이 아내의 우

울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

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hw1=hw2=hw3

모형5

모형 4에 추가하여 아내의 우울이 남편의 우

울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

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hw1=hw2=hw3, 

wh1=wh2=wh3

모형6

모형 5에 추가하여 남편 우울의 설명오차와 

아내 우울의 설명오차 간 공분산에 대한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hw1=hw2=hw3, 

wh1=wh2=wh3, e1=e2=e3

<표 5-9> 분석모형 I의 동일성 제약에 따른 모형 설명

<표 5-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회귀계수의 동일성 검증을 위

해 모형 1과 모형 2,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한 결과,  차이값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CFI와 RMSEA 변화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남편 

우울과 아내 우울의 자기회귀효과는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t-1 시점의 변인이 t 시점의 

변인에 주는 영향이 t 시점의 측정치가 t+1 시점의 측정치에 주는 

영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모형 3과 모형 4에 대한 비교 

결과,  차이값이 유의미하지 않았고(⊿=1.157, ⊿df=2, n.s), 모형 

4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으며, 모형 4와 모형 5의 비교에서도 추

가 제약 모형의 적합도가 이전 모형에 비해 근소하게 좋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우울 수준에서 아내의 우울 수준으로 가는 

경로의 교차지연계수와 아내의 우울 수준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으

로 가는 경로의 교차지연계수는 시간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달라진

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모형 5와 모형 6의 비교에서도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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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잔차 간 연결된 공분산의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f)=1.647(3), n.s.).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편 우울 및 아

내 우울의 자기회귀계수, 남편 우울과 아내 우울 간의 교차지연계

수, 오차공분산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6을 최종 분석모형

으로 채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df TLI CFI
RMSEA

(90% C.I)

모형

비교
⊿(⊿df)⊿CFI⊿RMSEA

모형 1 581.202*** 102 .913 .962
.058

(.054-.063)

모형 2 581.899*** 104 .915 .962
.058

(.054-.062)
1 vs. 2 .697(2) .000 .000

모형 3 584.699*** 106 .916 .962
.057

(.054-.062)
2 vs. 3 2.799(2) .000 .001

모형 4 585.856*** 108 .918 .962
.057

(.052-.061)
3 vs. 4 1.157(2) .000 .000

모형 5 587.528*** 110 .920 .962
.056

(.052-.061)
4 vs. 5 1.672(2) .000 .001

모형 6 589.175*** 113 .922 .962
.055

(.051-.060)
5 vs. 6 1.647(3) .000 -.001

주) ***: p<.001 

<표 5-10> 분석모형 I의 동일성 제약에 따른 적합도 비교

최종 분석모형 I(모형 6)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589.175(df=113)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대안적합지수인 RMSEA가 .055(90% C.I.: .051-.060)로 양호한 

수준이고, 증분적합지수도 .90 이상(NFI=.954, IFI=.962, CFI=.962)으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모수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음오차분산(Heywood case)이나 1을 초과하는 표준화계수 등 부적합

한 해(improper solution)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배병렬, 2017). 

다음 <그림 5-1>에 분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였고, <표 5-11>

에는 남편과 아내의 우울의 자기회귀계수 및 교차지연계수를 비롯

한 모든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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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표준화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p <.05, **: p <.01, ***: p <.001).

주2) 각 시점 남편 우울의 잔차(dh1~dh4), 아내 우울의 잔차(dw1~dw4) 간 공변량을 설

정하였으며, 2018년도의 잔차 간 상관만 도식화하였음(시점별 잔차 간 상관계

수는 각각 .555***, .567***, .573***, .552***). 

<그림 5-1> 분석모형 I 경로계수 추정치 

우선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자신의 이전 시점의 우울 수준은 

다음 시점의 자신의 우울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2015년의 남편의 우울 수준이 2016년 자신의 우울 수준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2015→2016=.400, p<.001), 

2016년의 우울 수준은 2017년의 우울 수준에(β2016→2017=.397, 

p<.001), 2017년의 우울 수준은 2018년의 자신의 우울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2017→2018=.384, p<.001). 아내 역시 당해에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해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β2015→2016=.399, p<.001; β2016→2017=.410, p<.001; β2017→

2018=.410, p<.001). 남편과 아내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자기회귀효과

를 보이고 있으나 남편의 자기회귀계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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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남편, 아내 모두 이전 시점의 

우울 수준이 1년 후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우울 수준에서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즉, 이

전 시점에서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을수록 이후에도 우울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전 시점에서 우울 수준이 낮았을수록 

이후에도 우울 수준이 낮게 유지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다음 시점의 상대방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지연효과를 살펴보았

다. 2015년의 남편 우울은 2016년의 아내 우울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15(h)→2016(w)=.063, p<.001). 즉, 아내

의 2015년 우울 수준이 자신의 2016년 우울 수준을 예측하는 자기

회귀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남편의 2015년 우울 수준이 2016년

의 아내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교차지연효과가 .001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의 시점에서도 이러한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 남편의 2016년 우울 수준이 2017년 아내의 우울 

수준에 교차지연효과를 보였으며(β2016(h)→2017(w)=.065, p<.001), 2017년

의 남편 우울 수준은 1년 후의 아내 우울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017(h)→w2018(w)=.067, p<.001). 따라서 남편의 

이전 시점의 우울 수준이 높으면 다음 시점의 아내의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의 아내의 우울 수준이 다음 

시점의 남편 우울 수준에 정적인 교차지연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모든 시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2015년의 아내의 우

울 수준은 2016년의 남편의 우울 측정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2015(w)→2016(h)=.058, p<.01), 아내의 2016년 우울 수준과 2017년의 우울 

수준은 2017년과 2018년의 남편 우울 수준에 각각 정적 방향의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16(w)→2017(h)=.058, p<.01; β

2017(w)→2018(h)=.054, p<.01). 따라서 남편의 이전 시점의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이전 시점의 아내 우울 수준이 다음 시점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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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로 b β S.E. C.R

자기

회귀

효과

남편 우울2015→2016 0.403 0.400 0.018 21.980***

남편 우울2016→2017 0.403 0.397 0.018 21.980***

남편 우울2017→2018 0.403 0.384 0.018 21.980***

아내 우울2015→2016 0.402 0.399 0.017 23.082***

아내 우울2016→2017 0.402 0.410 0.017 23.082***

아내 우울2017→2018 0.402 0.410 0.017 23.082***

교차

지연

효과

남편 우울2015 → 아내 우울2016 0.072 0.063 0.020 3.674***

남편 우울2016 → 아내 우울2017 0.072 0.065 0.020 3.674***

남편 우울2017 → 아내 우울2018 0.072 0.067 0.020 3.674***

아내 우울2015 → 남편 우울2016 0.052 0.058 0.016 3.180**

아내 우울2016 → 남편 우울2017 0.052 0.058 0.016 3.180**

아내 우울2017 → 남편 우울2018 0.052 0.054 0.016 3.180**

통제

변수

연령h  →

남편 

우울2015

0.067 0.073 0.024 2.861**

교육기간h → 0.010 0.011 0.021 0.465

주관적 건강상태h → -0.206 -0.224 0.021 -9.626**

자녀관계만족도h → -0.086 -0.096 0.024 -3.516***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h → -0.116 -0.130 0.021 -5.627***

부부관계만족도h → -0.077 -0.079 0.026 -2.978**

ln소득 → -0.042 -0.045 0.026 -1.632

연령w  →

아내 

우울2015

0.062 0.057 0.028 2.180*

교육기간w → -0.007 -0.006 0.028 -0.252

주관적 건강상태w → -0.242 -0.225 0.025 -9.614***

자녀관계만족도w → -0.069 -0.062 0.028 -2.412*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w → -0.147 -0.133 0.025 -5.853***

부부관계만족도w -0.187 -0.188 0.025 -7.582***

ln소득 → -0.014 -0.013 0.029 -0.485

주1) b는 비표준화계수, β는 표준화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비표준화 회

귀계수는 동일하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점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이용하여 계산되므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

수는 각 시점마다 다름. 

주2) *: p<.05, **: p<.01, ***: p<.001 

주3) 변수명 아래첨자 h는 남편, w는 아내, 2015~2018은 측정시점을 나타냄.

<표 5-11> 분석모형 I 경로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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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우울 

수준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종단적으로 상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편의 우울은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고, 아내의 우울 역시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방 효과는 행위자 효과, 즉 이전 시점

의 자신의 우울 수준이 1년 후 자신의 우울 수준을 설명하는 자기

회귀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남

편의 우울 수준이 아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의 크기가 

아내 우울 수준이 남편 우울 수준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났으나 계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0.690).

<표 5-11>에서 2015년의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에 대한 통제변

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그리고 부부관계만족도가 

각자의 우울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β

=.073, p<.05),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 수준이 증가하였다

(β=-.224, p<.01). 또한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β=-.096, 

p<.001),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β=-.130, p<.001), 그리

고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β=-.079, p<.001). 아내의 경우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

이 증가했고(β=.057, p<.05),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β=-.225, 

p<.001), 자녀관계만족도(β=-.062, p<.05),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β

=-.133, p<.001) 및 부부관계만족도(β=-.188, p<.001)가 높을수록 우

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초기 시

점의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주관적 건강상태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다음으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순으로 우울 수준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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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이 컸으나, 아내의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제외하면 

부부관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

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고(이현주, 2013), 주관적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고(이미애, 2011; 고승덕, 손애리, & 

최윤신, 2001),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사회적 유대가 우울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장수지, 2010; 송시영, 전혜정, & 

주수산나, 2019; Johnson et al., 2017). 한편,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교육기간과 소득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서 교육 수준이 노인들의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허준수, & 유수현, 2002),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년기의 역할 상실이나 사회적 활동의 감소와 같

은 변화를 더 스트레스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오히려 우울 

수준이 증가할 수도 있고(정준수, & 이혜경, 2017), 혹은 교육수준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거나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김철규, & 박승미, 2012).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는 저소득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성준모, 

2010), 고령화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의 결혼관계와 

우울을 살펴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에서는 소득이 우울에 유의미한 

변수였으나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한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이미숙, 2012). 또 본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의 통제를 

위해 객관적인 소득 자료만을 포함하였으나 가구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준모, 2010), 주관적 건강상태나 자녀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때문에 소득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력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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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남편과 아내 각각의 부부관계만족도

를 하나의 잠재변수인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하여 부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만족도의 수준이 남편과 아내 각자의 우울 수준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5-12>에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이 873.310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나, RMSEA(.046), IFI(.962), CFI(.961) 등의 적합도 지수가 수

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df p NFI IFI TLI CFI RMSEA(90% C.I.)

873.310 219 <.001 .949 .962 .933 .961 .046(.043-.050)

<표 5-12> 분석모형 II의 모형 적합도

 

남편의 우울과 아내의 우울, 그리고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일성 검증을 통해 각 변

인의 자기회귀계수와 변인 간 교차지연계수가 시점마다 다른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즉, 각 경로와 

오차공분산에 대해 하나씩 순차적으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추가 

제약 이전 모형과 추가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사이의 적합도 차

이를 확인하였다. 적합도의 비교는 ⊿ 변화량과 RMSEA, CFI 변화

량 등을 고려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Chen, 2007). 동일성 

제약에 따른 각 모형은 다음 <표 5-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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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설명 동일성 제약

모형

1

<그림 4-2>에 제시된 모형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

모형

2

모형 1에서 남편 우울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모형

3 

모형 2에 추가하여 아내 우울의 자기회귀계
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모형

4

모형 3에 추가하여 부부관계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모형

5

모형 4에 추가하여 남편의 우울이 아내
의 우울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hw1=hw2=hw3

모형

6

모형 5에 추가하여 아내의 우울이 남편
의 우울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hw1=hw2=hw3, wh1=wh2=wh3

모형

7

모형 6에 추가하여 남편 우울이 부부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hw1=hw2=hw3, wh1=wh2=wh3, 

hm1=hm2=hm3

모형

8

모형 7에 추가하여 아내 우울이 부부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hw1=hw2=hw3, wh1=wh2=wh3, 
hm1=hm2=hm3, wm1=wm2=wm3

모형

9

모형 8에 추가하여 부부관계만족도가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hw1=hw2=hw3, wh1=wh2=wh3, 
hm1=hm2=hm3, wm1=wm2=wm3, 

mh1=mh2=mh3

모형

10

모형 9에 추가하여 부부관계만족도가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hw1=hw2=hw3, wh1=wh2=wh3, 
hm1=hm2=hm3, wm1=wm2=wm3, 
mh1=mh2=mh3, mw1=mw2=mw3

모형

11

모형 10에 추가하여 남편 우울의 설명
오차와 아내 우울의 설명오차 간 공분
산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hw1=hw2=hw3, wh1=wh2=wh3, 
hm1=hm2=hm3, wm1=wm2=wm3, 
mh1=mh2=mh3, mw1=mw2=mw3, 

p1=p2=p3=p4

모형

12

모형 11에 추가하여 남편 우울의 설명오
차와 부부관계만족도의 설명오차 간 공
분산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hw1=hw2=hw3, wh1=wh2=wh3, 
hm1=hm2=hm3, wm1=wm2=wm3, 
mh1=mh2=mh3, mw1=mw2=mw3, 

p1=p2=p3=p4, q1=q2=q3=q4

모형

13

모형 12에 추가하여 아내 우울의 설명오
차와 부부관계만족도의 설명오차 간 공
분산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h1=h2=h3, w1=w2=w3, m1=m2=m3, 
hw1=hw2=hw3, wh1=wh2=wh3, 
hm1=hm2=hm3, wm1=wm2=wm3, 
mh1=mh2=mh3, mw1=mw2=mw3, 

p1=p2=p3=p4, q1=q2=q3=q4, r1=r2=r3=r4

<표 5-13> 분석모형 II의 동일성 제약에 따른 모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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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제약을 순차적으로 가한 모형 간 적합도 비교결과는 <표 

5-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시점 간 자기회귀계수의 동일성 검

증을 위해 모형 1과 모형 2를 비교한 결과,  차이값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CFI와 RMSEA 등 모형적합도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는 이전 시점의 남편의 우울 수준이 이후 시점의 남편의 우울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이 측정 시점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모

형 2와 모형 3, 모형 3과 모형 4의 비교에서 아내 우울과 부부관계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 역시 시점 간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아내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자기회귀효과 역시 

시점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변인 

간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약을 가하여 비교한 

결과(모형 5~모형 10), 추가 제약 모형과 제약 이전 모형 간  차이

값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형적합도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

라서 시점 간 교차지연효과가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형 11은 남편 우울 수준의 잔차와 아내 우울 수준의 잔차 

간 공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으로서 모형 10에 비해 모형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 

한편, 모형 12와 모형 13을 각각 추가 제약 이전 모형인 모형 11

과 모형 12와 비교했을 때, CFI, RMSEA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형 간  차이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형 1~

모형 10에서는 추가 제약을 가할수록 모형적합도가 좋아졌던 것에 

비해 모형 12, 모형 13은 오히려 적합도가 나빠졌다. 따라서 남편 

우울 수준의 설명오차와 부부관계만족도 설명오차 간, 아내 우울 수

준의 설명오차와 부부관계만족도의 설명오차 간에는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시점마다 다르게 추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우울, 부부관계만족도 세 

변인의 자기회귀계수 및 세 변인 간 교차지연계수, 그리고 남편 우

울의 잔차와 아내 우울의 잔차의 공분산 간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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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1을 분석 자료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보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df TLI CFI
RMSEA

(90% C.I)

모형

비교

⊿
(⊿df)

⊿CFI⊿RMSEA

모형 1 873.310 219 .933 .961
.046

(.043-.050)

경

로

동

일

성

제

약

자기

회귀

계수 

동일성 

제약

모형 

2
873.749 221 .934 .961

.046

(.043-.049)
1 vs. 2 .439(2) .000 .000

모형 

3
876.424 223 .934 .961

.046

(.043-.049)
2 vs. 3 2.675(2) .000 .000

모형 

4
878.999 225 .935 .961

.046

(.043-.049)
3 vs. 4 2.575(2) .000 .000

교차

지연

계수 

동일성 

제약

모형 

5
881.090 227 .935 .961

.046

(.043-.049)
4 vs. 5 2.091(2) .000 .000

모형 

6
883.196 229 .936 .961

.045

(.042-.049)
5 vs. 6 2.106(2) .000 .001

모형 

7
883.360 231 .937 .961

.045

(.042-.048)
6 vs. 7 .164(2) .000 .000

모형 

8
884.560 233 .937 .961

.045

(.042-.048)
7 vs. 8 1.199(2) .000 .000

모형 

9
885.542 235 .938 .961

.045

(.042-.048)
8 vs. 9 .982(2) .000 .000

모형 

10
886.116 237 .939 .962

.045

(.041-.048)
9 vs. 10 .574(2) .001 .000

오차

공분산 

동일성 

제약

모형 

11
887.991 240 .940 .962

.044

(.041-.047)
10 vs. 11 1.875(3) .000 .001

모형 

12
905.459 243 .939 .961

.044

(.041-.048)
11 vs. 12 17.468(3)** .001 .000

모형 

13
913.574 246 .939 .960

.044

(.041-.047)
12 vs. 13 8.114(3)* .001 .000

주1) 모형 1~13의  값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주2) *: p<.05, **: p<.01

<표 5-14> 분석모형 II의 동일성 제약에 따른 적합도 비교

최종 연구모형 II(모형 11)의  값(df)은 887.991(240)로 .00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공분산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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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f=3.700, p<.001). 그러나 대안 

적합지수인 RMSEA(.044)와 증분적합지수인 TLI(.940), CFI(.962)도 양

호하였고, NFI(.949), IFI(.962) 등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

구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된 경로계수들을 

검토한 결과 모수추정치에서 부적합한 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 표준화계수 및 유의도를 중심으로 <그림 5-2>에 제시하

였고, 각 경로계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15-1>과 <표 

5-15-2>에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1) 표준화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p<.10, *: p <.05, **: p <.01, ***: p <.001).

주2) 각 시점 남편 우울의 잔차(dh1~dh4), 아내 우울의 잔차(dw1~dw4), 부부관계만족도 잔차

(dm1~dm4) 간 공변량을 허용하였음. 남편 우울의 잔차와 아내 우울의 잔차 간 오차

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가하였으며(p1~p4), 남편 우울의 잔차와 부부관계만족도 잔

차 간(q1~q4), 아내 우울의 잔차와 부부관계만족도 잔차 간(r1~r4) 공분산은 자유롭

게 추정하였음. 남편 우울 잔차와 아내 우울 잔차 간 상관관계(p1~p4)는 시점별로 

각각 .550***, .568***, .575***, .553***이며, 남편 우울 잔차와 부부관계만족도 잔차 간 

상관관계(q1~q4)는 -.110***, -.210***, -.246***, -.213***, 아내 우울 잔차와 부부관계만

족도 잔차 간 상관관계(r1~r4)는 각각 -.194***, -.271***, -.307***, -.203***임. 

<그림 5-2> 분석모형 II 경로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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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세 변인 모두 이전 시점의 측정치

가 다음 시점의 측정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남편의 t 시점의 우울 수준은 1년 후의 남편의 우울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15→

2016=.390, p<.001; β2016→2017=.389, p<.001; β2017→2018=.377, p<.001). 이

는 우울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전 시점에 

높은 수준의 우울을 유지하는 남편들은 1년 후에도 우울 수준이 높

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아내의 경우도 이전 시점의 우울이 다음 시

점의 우울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15→

2016=.370, p<.001; β2016→2017=.381, p<.001; β2017→2018=.380, p<.001). 즉, 

1년 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당해의 우울 수준이 높고, 당해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해의 우울 수준이 높다. 따라서 우울 수

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

는 부부관계만족도의 수준 역시 안정성을 보여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15→2016=.426, p<.001, β2016→

2017=.441, p<.001; β2017→2018=.416, p<.001).33) 따라서 t 시점에서의 부

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t+1 시점에서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으며, 

역으로 이전 시점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았을수록 다음 시점의 부

부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II에서도 남편의 우울 수준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종단적

으로 상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내의 이전 

시점 우울 수준을 통제하더라도 남편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에서 아내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15(h)→

33) 공통운명변수로 설정된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의 측정치와 아내의 측정치를 두 
개의 지표로 갖는 잠재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인 부부관계만족도가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므로 요인계수를 1로 
고정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표준화한 계수가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 적절하다
고 할 수 있는데(배병렬, 2017), 본 연구에서는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의 요인
계수는 시점별로 .832, .812, .805, .817, 남편의 부부관계만족도의 요인계수는 
시점별로 .909, .917, .891, .921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통운명변수인 부부관계만
족도가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만족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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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w)=.053, p<.01, β2016(h)→2017(w)=.055, p<.01; β2017(h)→2018(w)=.057, 

p<.01). 아내의 우울 수준 역시 남편의 우울 수준에 종단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전 시점의 아내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1년 후의 남편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15(w)→

2016(h)=.039, p<.05, β2016(w)→2017(h)=.038, p<.05; β2017(w)→2018(h)=.036, 

p<.05).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각각 자신의 이전 시점의 

우울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한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상대방

의 우울 수준에 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측정 

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내의 우울 수준이 남편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보다 남편의 우울 수준이 아내의 우울 수

준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시점에서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 값 사이의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0.911).

아내와 남편의 우울 수준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

향을 살펴보면, 아내의 우울 수준은 부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부

관계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남편의 우울 수준 역시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부적 

교차지연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2015

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2016년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아졌으며

(β2015(h)→2016(m)=-.057, p<.001), 이후 시점에서도 유의한 교차지연효과

가 나타나서 이전 시점의 남편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

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아졌다(β2016(h)→2017(m)=-.060, p<.001; β2017(h)→

2018(m)=-.059, p<.001). 마찬가지로 2015년의 아내의 우울 수준이 높을

수록 1년 후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아졌으며(β2015(w)→

2016(m)=-.043, p<.001), 2016년과 2017년의 아내의 우울 수준은 각각 

다음 시점의 부부관계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2016(w)→2017(m)=-.044, p<.001; β2017(w)→2018(m)=-.043, p<.001). 그리고 

모든 시점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이 아내의 우울 수준보다 부부관계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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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0.631).

경로 b β S.E. C.R

자기회귀효과

남편 우울2015→2016 0.396 0.390 0.018 21.519***

남편 우울2016→2017 0.396 0.389 0.018 21.519***

남편 우울2017→2018 0.396 0.377 0.018 21.519***

아내 우울2015→2016 0.374 0.370 0.018 20.879***

아내 우울2016→2017 0.374 0.381 0.018 20.879***

아내 우울2017→2018 0.374 0.380 0.018 20.879***

부부관계만족도2015→2016 0.428 0.426 0.018 23.914***

부부관계만족도2016→2017 0.428 0.441 0.018 23.914***

부부관계만족도2017→2018 0.428 0.416 0.018 23.914***

교

차

지

연

효

과

남편 우울 → 

아내 우울

남편 우울2015 → 아내 우울2016 0.062 0.053 0.020 3.123**

남편 우울2016 → 아내 우울2017 0.062 0.055 0.020 3.123**

남편 우울2017 → 아내 우울2018 0.062 0.057 0.020 3.123**

아내 우울 → 

남편 우울

아내 우울2015 → 남편 우울2016 0.035 0.039 0.017 2.053*

아내 우울2016 → 남편 우울2017 0.035 0.038 0.017 2.053*

아내 우울2017 → 남편 우울2018 0.035 0.036 0.017 2.053*

남편 우울 →

부부관계만족도

남편 우울2015 → 부부관계만족도2016 -0.054 -0.057 0.017 -3.099**

남편 우울2016 → 부부관계만족도2017 -0.054 -0.060 0.017 -3.099**

남편 우울2017 → 부부관계만족도2018 -0.054 -0.059 0.017 -3.099**

아내 우울 →

부부관계만족도

아내 우울2015 → 부부관계만족도2016 -0.035 -0.043 0.016 -2.224*

아내 우울2016 → 부부관계만족도2017 -0.035 -0.044 0.016 -2.224*

아내 우울2017 → 부부관계만족도2018 -0.035 -0.043 0.016 -2.224*

부부관계만족도

→ 남편 우울 

부부관계만족도2015 → 남편 우울2016 -0.077 -0.071 0.018 -4.188***

부부관계만족도2016 → 남편 우울2017 -0.077 -0.070 0.018 -4.188***

부부관계만족도2017 → 남편 우울2018 -0.077 -0.064 0.018 -4.188***

부부관계만족도

→ 아내 우울 

부부관계만족도2015 → 아내 우울2016 -0.119 -0.097 0.020 -6.059***

부부관계만족도2016 → 아내 우울2017 -0.119 -0.099 0.020 -6.059***

부부관계만족도2017 → 아내 우울2018 -0.119 -0.097 0.020 -6.059***

주1) b는 비표준화계수, β는 표준화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비표준화 회

귀계수는 동일하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점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를 이용하여 계산되므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

점마다 다름. 

주2) *: p<.05, **: p<.01, ***: p<.001 

주3) 변수명 아래첨자 2015~2018은 측정시점을 나타냄. 

<표 5-15-1> 분석모형 II 경로계수 추정치(우울, 부부관계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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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통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의 우울과 아내의 우울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차지연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전 시점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았을수록 1년 후의 남

편의 우울 수준이 낮아지며(β2015(m)→2017(h)=-.071, p<.001, β2016(m)→

2017(h)=-.070, p<.001; β2017(m)→2018(h)=-.064, p<.001), 이는 이전 시점의 

자신의 우울 수준과 아내의 우울 수준에서 연결되는 자기회귀효과 

및 교차지연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아

내의 우울 수준 역시 이전 시점의 자신의 우울 수준이 미치는 자기

회귀효과와 남편의 우울 수준에 의한 교차지연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이전 시점의 부부관계만족도에 의해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15(m)→2016(w)=-.097, p<.001; β2016(m)→2017(w)=-.099, p<.001; 

β2017(m)→2018(w)=-.097, p<.001). 따라서 이전 시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았을수록 다음 시점의 각자의 우울 수준이 낮

아지며, 반대로 이전 시점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았을수록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부관계만족도가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교차

지연효과는 남편보다 아내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부부 공통

의 관계만족도는 남편 우울 수준보다 아내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2.349).

<표 5-15-2>에서 통제변수들이 2015년의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

준,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우울 수준에는 연령(β=.075, p<.05), 주관적 건강상태(β=-.223, 

p<.001), 자녀관계 만족도(β=-.122, p<.00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β=-.13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관

계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

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가 초기 시점의 우울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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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남편

연령  →

남편 우울2015

0.068 0.075 0.024 2.904**

교육기간 → 0.007 0.008 0.021 0.338

주관적 건강상태 → -0.203 -0.223 0.021 -9.480***

자녀관계만족도 → -0.108 -0.122 0.022 -4.985***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 -0.118 -0.133 0.021 -5.721***

ln소득 → -0.046 -0.050 0.026 -1.774⟊

아내

연령  →

아내 우울2015

0.057 0.053 0.029 1.965*

교육기간 → -0.008 -0.007 0.029 -0.280

주관적 건강상태 → -0.240 -0.225 0.026 -9.397***

자녀관계만족도 → -0.147 -0.134 0.027 -5.481***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 -0.162 -0.147 0.026 -6.340***

ln소득 → -0.020 -0.019 0.029 -0.679

남편

연령  →

부부관계

만족도2015

-0.008 -0.009 0.041 -0.186

교육기간 → -0.019 -0.024 0.028 -0.698

주관적 건강상태 → 0.021 0.025 0.025 0.870

자녀관계만족도 → 0.367 0.444 0.035 10.514***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 0.042 0.051 0.025 1.707⟊

아내

연령  → 0.014 0.016 0.043 0.340

교육기간 → 0.056 0.061 0.034 1.674⟊

주관적 건강상태 → -0.010 -0.012 0.026 -0.396

자녀관계만족도 → 0.095 0.106 0.038 2.498*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 0.064 0.070 0.027 2.357*

ln소득 → 0.001 0.001 0.024 0.053

주1) b는 비표준화계수, β는 표준화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비표준화 회

귀계수는 동일하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점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를 이용하여 계산되므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

점마다 다름. 

주2) ⟊: p<.10, *: p<.05, **: p<.01, ***: p<.001

주3) 변수명 아래첨자 2015~2018은 측정시점을 나타냄.

<표 5-15-2> 분석모형 II 경로계수 추정치(통제변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고(β

=.053, p<.05),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β=-.225, p<.001). 또한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β=-.134, p<.001),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β=-.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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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남편과 아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과 아내의 자녀관계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

계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자녀관계만족도(β=.444, 

p<.001), 아내의 자녀관계만족도(β=.106, p<.05)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특히 남편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부부의 관계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β=.070, p<.05). 

그러나 교육기간과 소득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는데, 이는 부부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교육수준이나 가구소

득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주수산나, 전혜정, 

& 채혜원, 2013; 정성창, & 이가현, 2017). 교육수준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배우자의 특성과 혼재되고 희석

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고(주수산나, & 전혜

정, 2014a), 가구의 실질적·객관적 소득보다는 가구 소득에 대한 주

관적인 만족감이 우울 수준이나 부부관계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성준모, 2013). 한편으로는 선행연구

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자녀관계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의 영향을 중요한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는데(Whisman, Robustelli, & Labrecque, 

2018), 이로 인해 해당 변인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수도 있다. 

한편, 부부 각자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주

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친분관계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요인이 우울을 더 잘 설명한 데 비해, 부부의 관계만족도에는 남편

과 아내의 자녀관계만족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가

족체계 내에서 하위체계들 간 상호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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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관

심에서 출발하였으며, 특히 부부관계와 우울에 주목하였다. 노년기

는 생애 과정의 그 어느 시기보다 배우자의 존재가 갖는 의미와 중

요성이 증대되므로 대인관계 맥락에서 우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노년기 부부관계 내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지 확인하고, 둘째,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노년기 부부의 정신건강과 부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

한 유용한 정보 제공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행위자-상대방 상

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과 공통운명변수

(common fate variable)를 기반으로 부부 간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한국복지패널조사 4개년도(2015년~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및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이

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1.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전이 

노년기 남편의 우울과 아내의 우울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상대

방의 우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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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1.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은 아내의 

우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 결과, 남편의 우울 수준은 아내의 

우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교차지연효과, 즉 남편의 이전 시점의 우울 수준이 다음 시점의 아

내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아내의 이전 시점의 우울이 

1년 후의 자신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한 상태

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의 남편의 우울 수

준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에서의 아내의 우울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남편 우울 수준이 아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우울의 

전이 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1-1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1-2.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우울 수준은 남편의 

우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내의 우울 수준이 남편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지에 대한 자기회

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에서 교차지연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고, 이는 남편의 우울 수준의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이전 시점의 우울 수준은 다음 

시점의 자신의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통제하더라도 아내의 이전 시점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시점

에서의 남편의 우울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연구가설 1-2가 지지되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 각자의 우울 수준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전 시

점의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하더라도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상

대방의 우울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이는 조사 시점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 간 우울 

수준은 종단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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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조사 시점 동안 점차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관관계분석에서 남편과 아내의 수준이 

횡단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우울의 자기회귀효과가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나타나 우울 수

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전 시점의 우울 

수준이 높은 남편과 아내는 이후 시점에서도 우울 수준이 높게 유

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부부 간 우울 수준의 교차

지연효과를 통해서 남편의 우울 수준이 아내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

키고, 아내의 우울 수준은 남편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상호영향

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횡단적, 종단적

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부 간 상호영향 및 

우울의 전이 효과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동안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노년기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55세 이상 유배우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2010년(5차)~2013년(8

차)의 우울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에서 

우울 점수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주연, & 하상

희, 2016),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우울 궤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 궤적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이주연, & 

정혜정, 2015). 반면, 고령화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우울의 궤적을 살

펴본 연구들에서는 노년기 우울 수준이 연령에 따라서 점차 증가한

다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이현주, 2013; 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노년기 우울 변화에 대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모순적이고 상충된

다기보다는 오히려 우울 변화의 궤적이나 형태가 상이한 집단들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궤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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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허만세, 2014). 즉, 우울

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허

만세, & 김민석, 2007), 우울변화궤적 역시 하나의 패턴이 아닌 다양

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우

울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패턴에 따라 4~5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고(허만세, 2014; 강

은나, & 최재성, 2014), 우울 증상에 따라서도 다섯 가지의 하위유형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현용, 2018). 특히, 우울의 이질성

은 연령이나 가족관계만족도, 배우자 상실, 주관적 건강상태 등 다

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허만세, 2014; 강은

나, & 최재성, 2014).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를 우울 궤적에 관한 

여타 연구결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모집단 역시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노년기 부부관계의 맥

락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우울 수준을 높이는 상호영향을 통해 

우울 수준이 증가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의 우울 수

준이 노년기 우울 수준의 이질적인 변화궤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요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부 간의 우울 수준은 상호순환

적인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종단적으로 상대방

의 우울 수준에 정적 교차지연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이 아내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

치고, 아내의 우울 수준이 남편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우울의 

전이 효과가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김은하, 남현숙, & 김태훈, 

2013; 진윤아, & 정민혁, 2014; Siegel et al., 2004; Pruchno, 

Wilson-Genderson, & Cartwright, 2009; Kouros, Cummings, & 

Buehler, 2010; Johnson et al., 2017). 부부의 우울 수준 간 종단적인 

상호영향이 나타남에 따라 두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 사람에서

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서의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다(Siegel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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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의 전이는 무의식적·의식적 요소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타인이 표현하는 정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된다거

나(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부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양식을 공유하면서 우울 수준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stiampillai, Allison, & Chan, 2013). 실직이나 퇴직, 친밀한 사

람의 죽음과 같은 크고 중요한 생애사건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못지않게 일상의 사소하거나 성가신 일 역시 우울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ner et al., 1981). 이러한 맥

락에서 배우자의 우울한 감정과 정서, 행동의 표현은 지속적으로 정

서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자녀나 친구와의 관

계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 측면이 오히

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irditt, Jackey, & Antonucci, 2009; 

Antonucci, Ajrouch, & Birditt, 2013), 사회적 이목과 체면을 중시하

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다른 관계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표현이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 간 빈번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 

수준 역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상대 배우자의 우울 수준에 전이됨에 따라 한 사람의 우울 

수준은 상대방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이

로 인해 높아진 상대방의 우울 수준이 자신의 우울 수준을 또다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순환의 결과 부부 모두의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노년기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배우자의 존재 여부는 우울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입증되어 왔으며,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진영, 2009; 이현주, 2013; 이난희, 방기현, 

& 송혜숙, 2017). 이는 사회적 원인 가설에서 제시하는 결혼지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우울 수준의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하더라도 부부 간에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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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전이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배우자의 존재 그 자체가 

노년기 우울의 보호요인이라는 가정이 성립될 수 없고, 오히려 부부

관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체된 노인들에 

비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우울 수준이 낮다고 하

더라도, 부부 간의 우울 전이를 통해서 우울 수준이 점차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이 효과는 접촉빈도가 

증가할수록 효과가 누적되어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Hill et 

al., 2010), 노년기 부부 간의 지속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이 점차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또한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전이 효과를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

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회귀효과와 함께 포괄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4년 동안 남편의 우울 수

준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지속적인 자기회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자신의 우울 수준이 다음 시점에서의 자신

의 우울 수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우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선숙, & 최희철, 2013; 이주연, 

& 하상희, 2016). 이는 초기 시점에서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는 경

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우울을 유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역으로 

초기 시점의 우울 수준이 낮으면 이후에도 우울 수준이 낮게 유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 간 우울의 전이 효과로 인해 

우울 수준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남편

의 우울 수준이 아내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아내 우울 수준

의 남편 우울 수준에 대한 영향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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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제변수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다음으로 우울 수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의 경우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였으며, 

아내의 경우에는 부부관계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아

내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우울 개선에 있어

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개입전략도 병

행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2.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관계를 종단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두 번째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2. 노년기 부부의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어

왔지만, 두 변인 간 선후관계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다.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우울을 유발하고 유지하며 증가시

키는 위험요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우울한 사람들이 보

이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이나 증상이 부부관계만족도를 떨어뜨

린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

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부부관

계만족도와 남편 및 아내의 우울 간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1.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과 아내의 우

울 수준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1.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의 우울 수

준에 종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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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1-2.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아내의 우울 수

준에 종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에 모두 

유의한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에서

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음 시점에서의 남편의 우울 수준

이 낮아졌으며, 아내의 우울 수준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남편과 아내의 이전 시점 부부관계만족도가 낮

을수록 이후 시점에서 남편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 아내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차지연효과는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 각각의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

하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부가 공유하는 부부관계만족도의 수준

이 각자의 우울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

구가설 2-1-1과 연구가설 2-1-2가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2.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부부관계만족도

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2-1. 노년기 남편의 우울 수준은 부부관계만족도에 종

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2. 노년기 아내의 우울 수준은 부부관계만족도에 종

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 결과,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부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만족도에 종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부관계만족도는 정적인 자기회귀효과를 보여 이전 시점의 부

부관계만족도가 높았을수록 다음 시점에서의 부부관계만족도도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관계만족도의 자기회귀효과를 통제하더라

도 남편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1년 후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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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아내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관계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이전 시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낮으면 이후 시점에서의 부부관계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편의 우울 수준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

는 부적 교차지연효과를 가정한 연구가설 2-2-1과 아내의 우울 수

준이 부부관계만족도에 종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

정한 연구가설 2-2-2가 모두 지지되었다.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이상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 부부의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는 종단적으로 상호순

환적 관계에 있다. 이는 중·노년기 부부들의 경우에 있어서 결혼만

족도와 우울 증상 간에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Kouros, Papp, & Cummings, 2008; Whisman, & 

Uebelacker, 2009; Morgan et al., 2018). 노년기 부부에게 있어서 각

자의 우울 수준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종단적 상호관계가 나타난 것

이 오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두 변인 간 선후관계가 모호해진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종단적 상호영향이 보고된 

연구를 고려할 때(Davila et al., 2003), 부부관계 내에서 우울과 부부

관계만족도는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 부

부관계에서 결혼불화가설이 지지됨을 입증한 국내 선행연구들과 일

치함과 동시에(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정성창, & 이가현, 

2017),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에 상호순환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두 변인의 종단적 상호영향에 대해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

은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두 변인 간

의 관계를 부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선행연구들

은 개인 내의 변인 간 관계, 즉 개인의 우울 수준과 개인이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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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박병선, & 배

성우, 2011; 이주연, & 정혜정, 2015; 이주연, & 하상희, 2016). 따라

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배우자의 변인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우울 

수준이 부부관계만족도와 어떠한 상호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 단위로 자료를 구성하였고, 배우자의 변

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 내 변인 간 관계가 아니라 부부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년기 부부관계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느끼는 부부관계만족

도를 떨어뜨리게 되며, 동시에 부부가 인지하는 관계만족도가 낮을

수록 남편과 아내 각각의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한 실천전략과 부부관

계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전략이 별도로 논의될 것이 아니라 부

부관계와 두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시적인 개입이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부 간의 우울 수준은 정적 방향으로 상호영향을 미치고,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는 부적인 방향으로 횡·종단적인 상호영향

을 주고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노

년기 부부관계만족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며(김미령, 2009; 박

병선, & 배성우, 2011; 주수산나, 전혜정, & 채혜원, 2013; 염지혜, 

& 전미애, 2018), 노년기 우울 수준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고

하고 있다(이현주, 2013; 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마찬가지

로 본 연구에서도 부부관계만족도는 4년 동안 점차 하락하는 반면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의 평균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경향이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전

이, 그리고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횡단적·종단적인 부적 관계 

및 동시발생적인 특성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과 부부관계만족도가 횡단적인 

차원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적인 상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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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적으로 반복되고, 이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서로

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부관계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은 점차 높아지게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악순

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부 간 우울의 전이 효과, 그리고 부부 각자의 우울 수준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편 우울 수준이 아내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아내 우울 수준이 남편 우울 수준

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남편 우울 수준

이 부부 공통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아내 우울 

수준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보다 컸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부부관계만족도가 부

부 각자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

어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 부부관계만족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듯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Lynos, 1983; Cross, & 

Madson, 1997), 아내가 남편의 특성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시연, & 서영석, 2010; 김정석, & 최형주, 2011; 손정연, & 

한경혜, 2015).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에서 결혼 지위가 주는 

이득이 감소하고, 80대 이상에서는 유배우 여성노인들이 무배우 여

성노인들에 비해 오히려 우울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거나(Kim, 

& Woo, 2017),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평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Choi, & Ha, 

2011), 노년기 아내의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편의 우울 수준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상호영향을 미치

고, 부부관계만족도 역시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과 종단적으로 서

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부 중 한 사람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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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으로는 효과적일 수 없음을 동시에 반증한다. 경직된 전통적 성

역할이 팽배했던 시대를 살아온 현재의 남성 노인들은 정서표현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직업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맺어옴에 따라 가족

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

는 사회적 활동범위가 급격히 줄고 가족 영역의 비중이 커지게 되

며, 더욱이 남성 노인들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배

우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민아, 2010). 다수의 실증 연구들에서도 남성 

노인들이 배우자와의 관계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한 것을 감안하면(정순둘, 2007; 주수산나, 전혜정, & 채혜원, 

2013; 진윤아, & 정민혁, 2014; Whisman, Robustelli, & Labrecque, 

2018),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 간 영향력 크기의 차이가 절대적이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자기회귀효

과 및 교차지연효과의 유의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이전 시점의 각 변인 내, 변인 간 영향도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상호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공통잠재변수로 설정된 

부부관계만족도, 즉 부부가 공유하는 부부관계만족도의 수준과 관련

되어 있다는 점은 노년기 부부에 대한 동시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즉, 노년기 부부의 남편이나 아내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느끼는 관계만족도뿐만 아니라 배

우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두 사람의 관

계 만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

다(권오균, & 허준수, 2010; 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결혼

관계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서 상호적 관

계성과 역동을 그 특성으로 한다(문선희, 2015). 따라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부부관계에 만족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만족할 것이라고 

섣불리 가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의 만족도가 아예 상관이 없다는 가

정도 실제와 동떨어진 것이다. 노년기 부부의 관계만족도는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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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서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 부부관계만족도를 

고려할 때 남편과 아내 둘 모두의 만족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

에 대한 개입 역시 동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에는 각자의 연령이 

정적으로, 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녀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만족도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친분

관계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기 부부의 관계만족도

는 남편과 아내의 자녀관계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가 영

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부부의 우울과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개입을 함에 있어서 부부 각자에 대한 개별 전략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에서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은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이 부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동시적으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서 얻을 수 있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울에 관한 개인 내적 요인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대인관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울의 상호영향

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노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활사건을 탐색해왔고, 우울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 혹은 보

호요인으로서의 배우자·자녀·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규명해왔다(허

준수, & 유수현, 2002; 전해숙, & 강상경, 2009; 이민아, 2010). 또 

지역사회나 사회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측면이 노년기 우울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다(최미영, 2008; 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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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혜, 2012; 정준수, & 이혜경, 2017).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우울이 대인관계 내에서 어떠한 관련성과 영

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또한 사

회복지가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관점에 기반하고,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울 그 자체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해온 측면이 있었다. 최근 부부자료를 

통한 분석방법이 사용됨에 따라 노년기 부부 간 우울 수준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제시되었으나(김은하, 남현숙, & 김태훈, 2013; 

양유정, & 신성희, 2014; 진윤아, & 정민혁, 2014), 부부 간 우울 수

준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경험적으로 밝힌 

연구는 드물었다. 

이러한 학문적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갖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상호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네 시점에 걸친 자기회귀교

차지연모형의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경향이 특정 시점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을 관통하는 지속적인 현상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기 우울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과 거시적인 사회 

환경 사이에 위치하는 대인관계적 측면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도출

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

다. 또한 우울의 전이 효과라는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현상을 통해 

노년기 우울에 관련된 역동성을 조명하고(Joiner, & Katz, 1999), 이

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대인관계의 맥락이 노년기 우울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반 대인관

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이 전이 및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

해야 함을 시사한다(Rosenquist, Fowler, & Christakis, 2011). 

둘째, 노년기 우울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부부관계의 맥락을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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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문적·실천적·정책적 관심은 신체적·경제적 쇠퇴로 인한 

의존성 증가 및 피부양자로서의 지위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년기 부부들에 대한 관심은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한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고, 가족 내에서의 관계 역시 노년기 부부

관계보다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더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노년기 부부가 서로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고, 

부부관계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확

인됨에 따라 노년기 우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이 노년기 부부관계는 자녀관계나 사회적 관계보다 심리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범, & 박준식, 2004; 임연옥, 윤현숙, 

& 황지성, 2016).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대부분

의 여가시간을 TV 시청과 같은 집안에서의 활동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황남희, 2014),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상호작용이 증가

한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결혼지속기간이 증가하고, 자

녀와의 동거율 감소 및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

상과 맞물려 노년기 부부관계는 노년기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 나

아가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우울 수준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부부의 관계만족도가 남편과 아내

의 우울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과 부부관

계만족도 중 어떤 요인이 선행한다기보다는 두 요인이 동시발생적

이며, 종단적으로 상호순환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ncham et al, 1997; Kurdek, 1998; Whisman, & Uebelacker, 2009).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선후관계에 대해 결혼생활에서의 불화가 

배우자로부터 기대되는 자원의 이용을 제한하고, 배우자의 스트레스

를 증가시키며, 부부 간의 친밀감을 낮추고 배우자에 대한 공격성과 

비난은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상호 간에 우울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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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이가현, 정성창, & 장승민, 2017; Proulx, 

Helms, & Buehler, 2007). 반면, 우울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과도하

게 확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

이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적 반응을 유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결혼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박병

선, & 배성우, 2011; Hammen, 1991; Davila et al., 1997).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의 역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두 

요인 간 선후관계에 대한 논의는 다소 소모적일 수 있으며, 두 변인

이 횡단적·종단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고려하여 실

천적인 개입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특히, 두 변

인 간에 나타난 종단적인 상호부적 관계는 우울 수준의 증가와 부

부관계만족도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

라서 두 변인에 대한 동시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 변인에 대해서는 부부 간의 상호의존성

을 고려하여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적용하고, 부부관계만족

도는 공통운명변수로 모델링하여 각자의 우울 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부부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 특성에 의해 남편과 아내

가 받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년기 부부 각자에게

서 측정한 부부관계만족도를 부부 공통의 관계만족도로 모델링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

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계를 개인 내에서의 변화로만 설명했던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실증

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나아가 이론적 확장에도 기여하였다.

2. 실천적 함의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부부의 우울 수준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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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부부관계만족도가 종단적으로 상호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가 노년기 우울 수준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지점이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울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노년기 부부를 하나

의 단위로 하는 개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인 실천전략으로 우울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정신건강정보이해능

력 제고를 통한 도움추구행위의 증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노년

기 우울의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노년기에 여타의 질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신건강 서

비스에 대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박준혁, & 김기웅, 

2011b),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그리고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우울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격

이나 의지적인 노력이 부재한 탓으로 돌리면서 개인적으로 노력해

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혹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

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대는 경우도 많다(조현주 

외, 2008). 그러나 우울에 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노년기 우울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심화되고 만성화되는 결과로 이

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울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

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울 인식 개선의 또 다른 축은 이른바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mental health literacy)이란 정

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관리 혹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신

념을 일컫는 용어로서(Jorm et al., 1997:182), 정신건강에 관련된 지

식뿐만 아니라 문제 완화를 위한 자조전략(self-help strategy) 및 타

인을 돕는 기술, 정보습득방법, 도움요청 행동(help-seeking 

behavior)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까지 포함한다(Jorm, 2012).34) 노년

34)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mental health literacy)은 보건 분야에서 사용되던 건강정
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라는 용어를 Jorm 등(1997)이 정신건강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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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우울의 또 다른 특징은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 및 

장애의 공존이환율이 높아서 우울 증상이 비전형적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고, 우울 증상을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자신은 물론 

배우자, 가족, 심지어 전문가들도 노년기 우울 증상에 대해 정확하

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상혁, 2007). 우울 증상에 대한 

정보이해능력은 도움요청행위와 개입 및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중

요한 자원이다(Jorm, 2012). 즉, 노인이 우울 증상을 인식하는 능력

에 따라 자신의 우울 수준과 증상을 표현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

고, 그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 요청(help-seeking)으

로 이어져 조기 진단과 증상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이선혜, & 고

정은, 2009; 오두남, & 이지연, 2012). 

따라서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우울 감소, 정신건강정보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

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노년기 정신건강교

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의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

센터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자가진단, 온라인 상담이

나 예방교육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19),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삶에 보

다 밀착되어 있는 기관들을 통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한 우울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에 있어서 책

자나 홍보지 배포나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방법

보다 현장에서의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노년기 부부에게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노인들의 특성 상 인터넷이나 책자 

등은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주로 TV 시

청이나 라디오 청취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

확장시키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mental health literacy를 국내에서는 
정신건강정보문해력, 정신건강역량, 정신건강문제식별력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
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정신건강정보
이해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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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이선혜, & 고정은, 2009),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신건강

정보는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습득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

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Jorm, 2000). 이에 비해 직접

적인 대면을 통한 정신건강교육은 다른 방법에 비해 우울 증상의 

정보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이선

혜, & 고정은, 2009).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신

건강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년기 부

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노년기 배

우자는 부부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상

대방의 우울 수준과 증상,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까지 민감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자신과 상대방의 우울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

록 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개입

전략이라 생각된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이 도움요청 행동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인

식개선을 통한 태도나 신념의 변화, 도움요청을 위한 정보 및 동기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

부 모두가 우울 수준이 높은 경우 실제 도움요청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Keeler, Siegel, & Alvaro, 2014). 따

라서 부부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 내의 사람들까지 교육대상을 점

차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이선혜, & 서진환, 2010). 

둘째,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 완화를 위한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노년기 우울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결과

를 기반으로 여성 노인, 독거노인 혹은 사별노인, 초고령노인

(oldest-old adults),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입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돌봄 서비스나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관련 기관들의 서비스 역시 독거노인 등에 한정되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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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왔다. 이혼이나 사별 등의 생애사건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

인임에 분명하다(이민아, 2014).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노년기 부부관계는 우울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정적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년기 부부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노년기 우울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우울 완화 및 예방을 위한 개입 대

상을 노년기 부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

나 지역사회 노인복지 관련기관,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우울 스

크리닝(screening)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일반의, 상담가, 가족이나 친구의 순으로 

유용성 인식이 높고 정신과의사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나(이선혜, & 서진환, 2010), 보건소나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일상생활과 연계되지 않으면 개입의 효과성이 일시적이거나 낮을 

수밖에 없고(이상영, 2012), 자녀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가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성인자녀와 친구, 

이웃 등의 우울 수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노년기 부부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높아진 부부의 우울 수준은 부부관계만

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부부관계만

족도는 공통운명변수, 즉 노년기 부부 각자가 느끼는 관계만족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느끼는 부부관계만족도의 수준을 반영한다. 즉, 

이는 부부가 함께 느끼는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한 개입의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부부 공동의 부부관계만족도에 대한 개입은 노년

기 부부 각자의 우울에 대한 개입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실천현장에서 실시되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

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여

가활동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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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이여봉, 2010), 노년기 부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의 회복이나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오히

려 운동, 건강이나 죽음 등 노년기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하

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함으로써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부부 대

상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노년기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간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부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부들은 부부관계만족도가 이미 높은 수준이거나 문제해결의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우울 수준이 높고 부부관계가 악화

되어 있어 이러한 자발적인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부들에 대

한 개입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상호영향이 확인되었으므로 남편과 아내 각자의 우울 수준의 

완화를 통해 부부관계만족도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다. 통제변인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부관계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 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자녀관계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

계만족도는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건강 증진이나 자녀, 친구나 이웃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부부관계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부부의 우울과 부

부관계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별적 접근과 부부 단위의 접근방

법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3. 정책적 함의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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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울증은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서

(Blazer, 1989), 낮은 수준의 우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이민수, 2015; Halfin, 2007). 그러나 

노년기 우울은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두 영역 모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사회적·국가적 노력도 사실상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신보건의 영역에서 보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2002년부터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4차 계획(2016년~2020년)에 이르러서야 정신보건 영역에 노인 

우울증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고 그마저도 2020년까지 노인우울증 

치료율을 30% 향상시키겠다는 수치상의 목표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

적인 개입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또

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

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노년

기 우울증에 대한 특화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35)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영역

에서도 노년기 우울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과 인력의 한계 상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

층 위주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년기 우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우선적으로 수

립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신체적 건강이나 치매는 

노인건강 영역에서, 노인 우울증은 정신보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데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 우울증은 성인 우울증

과 다른 원인과 양상을 나타내며, 위험요인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

문에 개입방법도 달라야 한다(이현주, 강상경, & 이준영, 2008). 이

를 고려하여 노인 건강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신체적 건강

과 정신건강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

35) 2016년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2017년 5월 30일 시행)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명칭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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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각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적

으로 조정하고 감독하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노년기 우울의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가 건강

검진체계를 갖추고 있다(조비룡, & 이철민, 2011). 2007년부터 만 40

세와 만 66세 생애전환기 검진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질병 발견 위

주의 선별적 검진체계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였으

며, 이는 선별검사를 통해 우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2차 검사 및 평가를 거쳐 정신과 진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

고 있다. 2017년부터는 우울증 검진 주기를 줄이고 대상을 확대하여 

만 40세~70세까지 매 10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고시 

제 2017-228호), 2018년부터는 만 20세~70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울증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 고

시 제 2018–264호). 그러나 노년기 우울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증

상이 나타나기보다는 단기간에도 변동이 심한 편이며(Chopra et al., 

2005), 노인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매년 임상적 진단 기준을 초과하

는 우울증 진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정준수, & 이혜경, 

2017), 현행 10년 단위의 우울증 검사로는 노인 우울증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우울 수준이 증가할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건강검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06년 고령화패널 

상에 나타난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53.6%에 불과하였는데, 이마저

도 7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수검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여지영, & 

정형선, 2012). 정윤경(2018)의 연구에서 고령화패널 1~4차의 자료 

분석 결과 우울이 수검률에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가 우울증상이 높은 사람들의 탈락률이 높은 데에서 기

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즉, 우울 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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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험 집단이 오히려 국가건강검진에서 탈락된 채 증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사회계층 

간 건강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를 변화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수

검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우울의 상호영향 및 우울

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연

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목적 상 2015년~2018년의 기간 동안 혼인상태를 유

지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기준으로 부부자료를 구성하였

는데,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울 수준

이 높았을 경우 결혼해체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사별이나 이혼 등 결혼해체를 경험한 노인들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집단 내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하

였다(Kim, & Woo,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노년기 부부의 

우울 수준을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

교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렵고, 성인기나 중년기 등 다른 연령 집단과

의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

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심한 우울 

수준을 나타내는 임상 표본(clinical sample)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해야 하며, 임상적 기준

에 따라 세분화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우울 전이,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139

간의 상호순환적인 관계를 연령이나 소득, 가구구성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풍성한 

논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남편의 우울과 아내의 우울 간, 우울과 부부관계

만족도 간의 상호영향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분석방법

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변인 내에서의 순위서열의 안정성과 변인들 간 상호인과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는 매우 적합한 방법이지만, 여기서 자기회귀

효과는 변인의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이러

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분석방법을 병행하거나 

결합된 분석방법의 사용을 대안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결합한 자기회귀잠재궤적

분석(Autoregressive Latent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변인 간 관

계와 개인별 발달궤적의 변화를 동시에 검증하는 모형으로 발전시

킬 수 있다(Bollen, & Curran, 2004). 또한 분석방법의 특성 상 가구 

단위(unit)별 부부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

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이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부부관계만족도의 경우 단일문항

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직관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을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각자에 대한 

측정치를 공통운명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부부의 관계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부관계만족도는 추상적이고 복합적

인 개념으로서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와 인식,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방식, 상호 간의 불화와 갈등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일문항은 어느 정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이미

숙, 2012; 김진영, 2016). 또한 결혼생활과 관련된 특성인 결혼지속기

간이나 재혼 여부 등도 고려될 수 있는 변인이지만 이를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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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Proulx, Helms, & Buehler, 2007; Kouros, Papp, & 

Cummings, 200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과 관

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에 반영한다면 보다 유용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인관계적 맥락 속에서 노년기 우울을 설

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가령, 노년기 부부관계 내에서 우울의 전이

가 발생하며,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의 상호영향이 있음을 밝혔

으나 구체적인 경로나 기제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부부

관계 외에 노년기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인 자녀관계나 사회적 

친분관계 등에서도 우울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Rosenquist, Fowler, & Christakis, 2011),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특히, 자녀관계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소득, 건강상태 등의 통제변인들을 시변변수(time-varying variables)

로 취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Whisman et al., 2015). 한편, 노년기 

부부관계는 부정적 상호영향만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상호

영향도 실재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이를 다루지 못함에 따라 자

칫 노년기 부부관계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을 우려도 있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의 긍정

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주거환경이나 자녀 관련 변인 등의 공

통운명변수나 우울의 전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정책적 개입전략에 있어서 보다 진전된 논

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계속될 노년기 부부관계 및 제반 

사회적 관계, 그리고 노년기 건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활발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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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결측치 없는 부부 결측치 있는 부부 독립표본 T 검정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우울

T1

H 1193 5.045 7.212 158 7.860 8.556 -3.954***

W 1193 6.595 7.891 172 10.941 10.346 -5.292***

T2

H 1193 5.448 7.338 146 7.572 8.739 -2.817**

W 1193 6.994 8.103 169 11.243 10.568 -5.022***

T3

H 1193 5.400 7.618 139 8.031 9.934 -3.021**

W 1193 6.765 8.236 164 10.820 10.557 -4.725***

T4

H 1193 5.983 7.828 111 9.648 9.692 -3.868***

W 1193 7.129 7.970 149 11.373 10.419 -4.799***

부부

관계

만족도

T1

H 1193 5.412 1.005 158 4.987 1.335 3.859***

W 1193 5.166 1.137 172 4.762 1.388 3.649***

T2

H 1193 5.440 0.984 146 5.151 1.040 3.333**

W 1193 5.241 1.123 169 4.533 1.376 6.402***

T3

H 1193 5.347 1.044 139 5.043 1.279 2.698***

W 1193 5.075 1.201 164 4.622 1.483 3.750***

T4

H 1193 5.333 1.079 103 5.097 1.184 2.111*

W 1193 5.080 1.245 138 4.399 1.492 5.164***

연령
H 1193 73.858 6.492 190 75.158 6.977 -2.409*

W 1193 70.069 6.236 190 71.111 6.842 -1.972*

교육기간
H 1193 8.763 4.240 190 9.221 4.665 -1.272

W 1193 6.883 3.709 190 6.947 4.203 -.199

주관적 

건강상태

H 1193 3.080 0.853 190 2.816 0.875 3.946***

W 1193 3.020 0.831 190 2.789 0.841 3.547***

자녀 관계

만족도

H 1178 5.508 0.965 157 5.357 1.098 1.640

W 1178 5.591 0.894 170 5.476 0.950 1.547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H 1193 3.757 0.580 158 3.614 0.738 2.342*

W 1193 3.781 0.534 172 3.657 0.643 2.416*

ln소득 1193 7.346 0.620 190 7.337 0.639 .195

주) *: p<.05, **: p<.01, ***: <.001

<부표 1> 결측여부(결측=0)에 따른 집단간 평균 비교결과(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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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Wald df Sig. Exp(B)

남편

(2015)

 우울 -.009 .014 .382 1 .536 .991

부부관계만족도 .303 .132 5.231 1 .022 1.354

 연령 -.032 .027 1.376 1 .241 .968

교육기간 -.037 .031 1.451 1 .228 .964

주관적 건강상태 .163 .134 1.480 1 .224 1.177

자녀관계 만족도 -.009 .155 .003 1 .954 .991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220 .171 1.648 1 .199 1.246

아내

(2015)

 우울 -.030 .012 5.789 1 .016 .971

부부관계만족도 -.042 .120 .120 1 .729 .959

 연령 -.009 .029 .108 1 .743 .991

교육기간 -.029 .036 .649 1 .421 .971

주관적 건강상태 .143 .143 1.008 1 .315 1.154

자녀관계 만족도 -.189 .164 1.321 1 .250 .828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003 .189 .000 1 .988 1.003

ln소득 -.077 .174 .194 1 .660 .926

Constant 4.601 2.082 4.882 1 .027 99.619

(df), p 6.659(8), p=.574

-2LL 842.982

Nagelkerke R2 .087

<부표 2> 결측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결측=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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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자기

회귀

효과

남편 우울2015→2016 0.403 0.402 0.018 21.996***

남편 우울2016→2017 0.403 0.397 0.018 21.996***

남편 우울2017→2018 0.403 0.384 0.018 21.996***

아내 우울2015→2016 0.402 0.401 0.017 23.099***

아내 우울2016→2017 0.402 0.411 0.017 23.099***

아내 우울2017→2018 0.402 0.410 0.017 23.099***

교차

지연

효과

남편 우울2015 → 아내 우울2016 0.072 0.064 0.020 3.679***

남편 우울2016 → 아내 우울2017 0.072 0.065 0.020 3.674***

남편 우울2017 → 아내 우울2018 0.072 0.067 0.020 3.674***

아내 우울2015 → 남편 우울2016 0.052 0.059 0.016 3.176**

아내 우울2016 → 남편 우울2017 0.052 0.058 0.016 3.180**

아내 우울2017 → 남편 우울2018 0.052 0.054 0.016 3.180**

통제

변수

연령h  →

남편 

우울2015

0.064 0.07 0.024 2.723**

교육기간h → 0.008 0.009 0.021 0.393

주관적 건강상태h → -0.204 -0.220 0.021 -9.484***

자녀관계만족도h → -0.086 -0.096 0.024 -3.523***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h
→ -0.115 -0.128 0.021 -5.547***

부부관계만족도h → -0.070 -0.071 0.026 -2.683**

ln소득 → -0.044 -0.046 0.026 -1.681⟊

결측여부(결측=0) → -0.214 -0.079 0.069 -3.106**

연령w  →

아내 

우울2015

0.056 0.052 0.028 1.987*

교육기간w → -0.011 -0.010 0.028 -0.404

주관적 건강상태w → -0.235 -0.218 0.025 -9.364***

자녀관계만족도w → -0.070 -0.063 0.028 -2.48*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w
→ -0.143 -0.128 0.025 -5.682***

부부관계만족도w -0.175 -0.175 0.025 -7.085***

ln소득 → -0.016 -0.015 0.029 -0.573

결측여부(결측=0) → -0.376 -0.122 0.076 -4.94***

주1) 모형적합도: =631.676(df=119, p<.001), NFI=.951, IFI=.960, TLI=.913, CFI=.959, 

RMSEA=.056(90% C.I, [.052, 060])

주2) b: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주3) ⟊: p<.10 *: p<.05, **: p<.01, ***: p<.001 

주4) 변수명 아래첨자 h는 남편, w는 아내, 2015~2018은 측정시점을 나타냄.

<부표 3> 분석모형 I 경로계수 추정치(결측변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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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자기회귀효과

남편 우울2015→2016 0.396 0.393 0.018 21.539***

남편 우울2016→2017 0.396 0.390 0.018 21.519***

남편 우울2017→2018 0.396 0.377 0.018 21.539***

아내 우울2015→2016 0.374 0.371 0.018 20.876***

아내 우울2016→2017 0.374 0.381 0.018 20.876***

아내 우울2017→2018 0.374 0.380 0.018 20.876***

부부관계만족도2015→2016 0.429 0.428 0.018 23.998***

부부관계만족도2016→2017 0.429 0.443 0.018 23.998***

부부관계만족도2017→2018 0.429 0.417 0.018 23.998***

교

차

지

연

효

과

남편 우울 → 

아내 우울

남편 우울2015 → 아내 우울2016 0.061 0.054 0.020 3.123**

남편 우울2016 → 아내 우울2017 0.061 0.055 0.020 3.123**

남편 우울2017 → 아내 우울2018 0.061 0.057 0.020 3.123**

아내 우울 → 

남편 우울

아내 우울2015 → 남편 우울2016 0.034 0.038 0.017 2.034*

아내 우울2016 → 남편 우울2017 0.034 0.038 0.017 2.034*

아내 우울2017 → 남편 우울2018 0.034 0.036 0.017 2.034*

남편 우울 →

부부관계만족도

남편 우울2015 → 부부관계만족도2016 -0.054 -0.058 0.017 -3.111**

남편 우울2016 → 부부관계만족도2017 -0.054 -0.060 0.017 -3.111**

남편 우울2017 → 부부관계만족도2018 -0.054 -0.059 0.017 -3.111**

아내 우울 →

부부관계만족도

아내 우울2015 → 부부관계만족도2016 -0.035 -0.042 0.016 -2.188*

아내 우울2016 → 부부관계만족도2017 -0.035 -0.044 0.016 -2.188*

아내 우울2017 → 부부관계만족도2018 -0.035 -0.042 0.016 -2.188*

부부관계만족도

→ 남편 우울 

부부관계만족도2015 → 남편 우울2016 -0.078 -0.072 0.018 -4.239***

부부관계만족도2016 → 남편 우울2017 -0.078 -0.071 0.018 -4.239***

부부관계만족도2017 → 남편 우울2018 -0.078 -0.065 0.018 -4.239***

부부관계만족도

→ 아내 우울 

부부관계만족도2015 → 아내 우울2016 -0.120 -0.098 0.020 -6.124***

부부관계만족도2016 → 아내 우울2017 -0.120 -0.100 0.020 -6.124***

부부관계만족도2017 → 아내 우울2018 -0.120 -0.098 0.020 -6.124***

주1) 모형적합도: =957.580(df=253, p<.001), NFI=.945, IFI=.959, TLI=.934, 

CFI=.959, RMSEA=.045(90% C.I, [.042, .048])

주2) b: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동일하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점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를 이용하여 계산되므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점마다 다름. 

주3) *: p<.05, **: p<.01, ***: p<.001 

주4) 변수명 아래첨자 2015~2018은 측정시점을 나타냄.

<부표 4> 분석모형 II 경로계수 추정치(결측변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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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남

편

연령h →

남편 우울2015

0.065 0.071 0.024 2.740**

교육기간h → 0.006 0.006 0.021 0.266

주관적 건강상태h → -0.201 -0.218 0.022 -9.329***

자녀관계만족도h → -0.105 -0.118 0.022 -4.864***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h 
→ -0.116 -0.130 0.021 -5.615***

ln소득 → -0.047 -0.050 0.026 -1.819⟊

결측여부(결측=0) -0.243 -0.090 0.068 -3.558***

아

내

연령w   →

아내 우울2015

0.050 0.047 0.029 1.757⟊

교육기간w → -0.013 -0.012 0.029 -0.456

주관적 건강상태w → -0.232 -0.216 0.025 -9.121***

자녀관계만족도w → -0.143 -0.130 0.027 -5.361***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w

→ -0.155 -0.140 0.025 -6.111***

ln소득 → -0.022 -0.021 0.029 -0.767

결측여부(결측=0) → -0.435 -0.142 0.076 -5.690***

남

편

연령h   →

부부관계

만족도2015

-0.003 -0.003 0.040 -0.070

교육기간h → -0.014 -0.017 0.028 -0.505

주관적 건강상태h → 0.017 0.020 0.025 0.710

자녀관계만족도h → 0.364 0.439 0.035 10.479***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h 

→ 0.038 0.046 0.024 1.575

아

내

연령w → 0.016 0.018 0.042 0.370

교육기간w → 0.058 0.062 0.033 1.723⟊

주관적 건강상태w → -0.016 -0.019 0.026 -0.626

자녀관계만족도w → 0.096 0.106 0.038 2.530*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w 

→ 0.061 0.067 0.027 2.254*

ln소득 → 0.003 0.004 0.024 0.144

결측여부(결측=0) → 0.309 0.122 0.061 5.051***

주1) b: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는 동일하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점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를 이용하여 계산되므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점마다 다름. 

주2) ⟊: p<.10, *: p<.05, **: p<.01, ***: p<.001

주3) 변수명 아래첨자 h는 남편, w는 아내, 2015~2018은 측정시점을 나타냄.

<부표 4> (계속) 분석모형 II 경로계수 추정치(결측변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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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NFI IFI TLI CFI
RMSEA

(90% C.I.)
AIC ECVI

분석

모형 

I

결측

여부 

불포함

589.175(113)*** .954 .962 .912 .962
.055

(.051-.060)
867.175 .627

결측

여부 

포함

631.676(119)*** .951 .960 .913 .959
.056

(.052-.060)
943.676 .683

분석

모형 

II

결측

여부 

불포함

887.991(240)*** .949 .962 .940 .962
.044

(.041-.047)
1217.991 .881

결측

여부 

포함

957.580(253)*** .945 .959 .934 .959
.045

(.042-.048)
1319.580 .955

주1) ***: p<.001

주2) 적합도는 최종 분석모형 기준임.

<부표 5> 결측변수 포함 여부에 따른 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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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Analyses on Contagion of 

Depression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Elderly Couples in Korea 

Heo, Sun-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dyadic longitudinal 

interplay between married elderly couples' depression and to 

examine reciprocal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marriage.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focused on intra-individual 

predictors of depression in later life, neglecting interpersonal 

phenomena such as interdependence or reciprocal influences. Given 

that people are continuously and inevitably influenced by emotions, 

attitudes, thoughts and behaviors of significant others, such as a 

spouse, the risk of depression can increase if his or her spouse 

experiences depressive symptoms. That is, the contagion of 

depression may occur.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contagion 

of depression between marital partners, which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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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depression in interpersonal context.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 widely 

used indicator of marital quality. Despite substantial research 

reporting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causal relations between two constructs remain unclear 

to this date. Thus, the present study simultaneously examines the 

bidirectional or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es elderly husbands' and wives' depression affect depression of 

one another over time? Second, is there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elderly married 

couples? 

The analytic model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longitudinal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 In addition, marital satisfaction consists 

of one latent variable, named common fate variable measured in 

both spouses. The present study uses data from four annual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15, 2016, 2017, 2018) for 

analyses. The final sample of this study comprises a total of 1,383 

married couples over 60 years of age in 201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 employed to identify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stru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 that the 

depression level of one spouse had a significant long-term effect 

on depression of the other spouse. Specifically, husbands' higher 

level of depression significantly predicted the wives' higher level of 

depression one year later, while controlling for autore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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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ir depression level of previous year, and vice versa. 

Second, marital satisfaction, conceptualized as a common fate 

variable, was also longitudinally related to the depression level of 

both partners. That is, a higher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depression in both husbands and 

wives in the following year. On the other han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in both spouses also predicted lower levels of marital 

satisfaction in later years.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e 

presence of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elderly married couples.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empirical evidence for contagion of depression in 

interpersonal context.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that marital 

relationships are an important of interventions in preventing and 

treating elderly depression, and that longitudinal interplay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can lead to a vicious cycle. In 

sum, the finding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need for concurrent 

interventions both in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s using 

individual and couple-centered approaches. 

Keywords: Married Elderly Couples, Contagion of De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Common Fate Variabl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Student Number: 2010-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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