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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은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를 둘러싼 맥락을 구성한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노인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

려면 이러한 효과가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작동하는 맥

락에 초점을 맞추어,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단체 참여가 우울에 미치

는 효과가 독거 여부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

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일반화 추

정 방정식 모형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대한 독거 여부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를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지역 간 비교를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둘째, 친한 사람과의 만

남은 우울을 낮추었으나, 단체 참여는 친한 사람과의 만남을 보정한 

상태에서 오히려 우울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하위집단 분석에서 

농어촌 지역은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효과가 대도시보다 강했고, 단체 

참여의 부정적 효과도 농어촌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셋째, 독거는 친

한 사람과의 만남의 효과에만 조절 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농어촌 지역에서 친한 사람과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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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긍정적인 효과는 비독거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에서 더 약해졌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는 맥락에 따라 변동하므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중재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는 맥락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복합적인 맥락이 작동한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으나, 맥락이 작동하는 경로와 기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집단 간의 건

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과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

다.

주요어 : 사회적 관계, 우울, 거주 지역, 독거, 조절 효과, 노인

학  번 : 2019-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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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노인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disadvantaged) 집단’이라는 표현으로 묶

이는 경우가 많으나, 노인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은 상이하다. 생물학

적 노화는 논외로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 노인의 삶을 나쁘게 만드

는데, 소득이나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와 지지 등 광범위한 요인이 이에 속

한다. 이 조건들은 제각각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함께 엮여서 

다른 요인들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맥락과 환경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이 노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적지 

않게 논의되어 온 사실이다(CSDH, 2008).

노인의 열악한 사회적 조건은 특히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울

은 노인의 삶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21.1%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우자가 없고, 독거 가구이며, 미취업 상태이고, 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 

증상의 유병률도 높았다(정경희 등, 2017). 이외에도 많은 연구가 우울의 위

험요인을 개별적으로 규명해왔다. 여기에는 인종, 성별, 사회적 관계, 가족 

형태,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소득, 독거, 시설 거주 등이 포함된다(Vink et 

al., 2008).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에 대한 지식에 비하면,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효과가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 대한 지식은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각 노인의 불리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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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하지 않다면, 일반화된 지식을 넘어 상이한 조건에서의 조절된 효과

를 충분히 이해해야 적절히 세분된 접근을 통해 노인의 삶에 효과적으로 개

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관계는 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관계

의 양상과 관계에 대한 주관적 경험, 의미가 상이할 개연성이 있다. 이는 우

울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이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함

의한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을 구성하는 사회적 조건 중에서도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에 주목한다. 거주 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소속된 지역사회의 

문화가 달라지고, 이러한 문화적 환경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 독거노인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데, 독거 상태가 삶의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독거

는 그 자체로 우울의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도 양적·질

적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작동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관계를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 및 단체 참여 빈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독거 여부 및 거주 지역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적 층위에서 검증해 본다. 이를 통해 연구와 실

천 모두에서 노인의 삶에 대한 일원화된 접근 대신 다양한 요인이 함께 얽

혀 구성하는 복합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세분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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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맥락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려면 먼저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기제와 

경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Berkman & Krishna(2014)는 사회역학을 다

룬 문헌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대한 축적된 근거

들을 토대로 개념적 모형을 수립하였다(그림 1). 이들은 주로 사회학 분야에

서 발전한 연결망 접근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보여주는 틀을 제시하였다. 사

회 연결망의 측정과 평가는 개별 연결에 초점을 두는 자아중심적 접근 방법

이나 공동체 수준의 분석인 사회 중심적 접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 사회적 관계의 건강 영향에 대한 개념틀 

Adapted from Social epidemiology (p.242), by Berkman, L.F., 201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opyright 2014 by th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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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가운데 가장 주요한 방식은 사

회적 지지를 통한 것인데, 이는 정서적, 도구적, 판단적, 정보적 지지를 호혜

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지지 외에도 사회적 관계는 여러 기제

를 통해 건강을 좌우한다. 여기에는 연결망 구성원의 태도나 행태에 관한 규

범을 좌우하는 사회적 영향, 사회적 단체에 대한 소속과 이를 통한 활동을 

의미하는 사회적 참여, 감염병 전파의 경로가 되는 대면 접촉, 물질적 자원

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이때 사회적 관계는 건강을 증진

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관계에서의 압박과 부담, 갈등과 비난 등을 

통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Berkman & Krishna, 2014)

Berkman & Krishna(2014)는 사회적 관계를 그 자체의 특성으로만 보

지 않고 거시적인 맥락 속에 위치 지음으로써 사회구조적 조건을 함께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류 수준의 조건에는 사회 내의 규범, 가

치, 공동체 의식 등을 묶어서 지칭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가 포함된다. 

또한 노동·생산 체계나 불평등과 차별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 법·제도적 

배경과 공공 정책을 포괄하는 정치적 환경, 감염병 대유행이나 경제 불황에

서 촉발되는 사회적 변화 등은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으로 작용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거시적 환경을 진지하게 고려한 연구가 충

분히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사회적 관계의 맥락으로서의 사회자본

본 연구는 사회자본을 집단 수준에서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사회적 

연결망의 개별적인 연결(ti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으로 고려하고자 한

다. 사회자본은 어떤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연결망을 통해 획득하는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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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Kawachi & Berkman, 2014). 개인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때 사회자본은 앞서 설명한 사회적 

지지 개념과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대신 집단 수준의 관점에서 접근하

면 사회자본은 전체 공동체의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연결망을 

통한 효과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층위의 효과로 발

현된다. 즉 사회자본은 다양한 기제를 통해 연결망 안팎의 개인과 관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제에는 규범이나 행태의 변화가 전혀 모르

는 사람에게까지 파급되는 사회적 확산(contagion), 응집력이 높은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개입 ‘가능성’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규범에 대한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 집단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진하는 집합적 효능감 등이 

포함된다(Putnam, 2000).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맥락에 따른 변동을 탐구하는 관점

에서는 사회자본을 특성에 따라 유대형(bonding)과 연결형(bridg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두 유형을 구분 짓는 주요한 기준은 

구성원 간의 동질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대형 사회자본은 유사한 사회

적 특성을 공유하는 내부적 연결망에서 획득하는 자원을, 연결형 사회자본은 

상이한 배경을 포괄하는 비교적 다양한 연결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유대형 사회자본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사회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므로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보면 사회적 관계가 부담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져 부정적인 건강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반면 연결형 사회자본은 외부 사회의 자

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를 통해 건강에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모든 구성원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Kawachi & Berkm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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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관계와 우울

사회적 관계가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일반적 이론으로부

터 초점을 좁혀 구체적인 조건 및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근

거를 톺아봄으로써 현재 존재하거나 부재하는 지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된 

상황이다. 연구 대상을 노인으로 제한하지 않은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사회

적 관계는 우울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

의 크기에 주목한 13개 연구 중 9개 연구가 너른 사회적 관계망의 유의한 

보호 효과를 보고하였다. 사회적 접촉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덜 일치된 결과

를 보였는데, 총 4개의 연구 중 절반에서만 적은 접촉 빈도가 높은 우울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Satini et al., 2015). 연구 대상을 아시아의 지역사

회 거주 노인에 국한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사회적 지지는 접촉 빈도를 

포함하여 열 가지의 구성요소로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결과 

가족과 동거하고, 너른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며,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정도가 좋은 노인은 우울 증

상을 덜 보이고 있었다(Tengku et al., 2019).

Berkman & Krishna(2014)의 개념틀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거

시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한국 상황에 

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는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고독감(박경순 등, 2020), 참여 단체의 다양성(손용진, 

2010), 친구·이웃의 수, 연락 빈도, 왕래 빈도(이신영 & 김은정, 2012; 김은

경, 2015), 자원봉사, 노인회관 이용, 사회적 모임 참여, 지역사회 내 수업 

수강(Lee et al., 2018), 노인의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인 Lubben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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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cale(LSNS)(채철호 등, 2018; 김현옥 등, 2016) 등으로 측정되

어 우울과의 관련성이 평가되었다. 국내 연구들이 보고한 사회적 관계의 측

정 지표들은 노인집단 일반이나 적어도 일부 노인집단에서 우울에 대한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단면연구로 설계되

어 인과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박영란, 박경순(2013)은 2011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에 대한 양적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 대상, 주제, 개념 정의, 측정 

방법, 분석 방법 등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

수를 차지하였으나, 저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이 노인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

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

를 일방향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 부정적 효과까지 고려한 상호적인 작동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 등 효과의 다양

한 형태를 고려하여 분석할 것을 제언하였다.

4. 가구 형태와 거주 지역이 구성하는 맥락

본 연구는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거

주 형태와 거주 지역에 주목하였다. 먼저 거주 형태에 있어서, 한국에서 독

거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전국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3.8%, 가구 수는 542,690가구였으나 비율과 가구 수 

모두 매해 증가하여 2019년에는 각각 7.9%, 1,532,847가구에 달하였다

(KOSIS, 2020). 강은나, 이민홍(2018)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인구사회

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건강 요인에 기반한 성향 점수에 따라 짝지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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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는데, 독거노인의 우울 수준은 비슷한 조건의 비독거노인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독거 상태는 그 자체로 우울의 위험요인으

로 볼 수 있는데, 단선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넘어 가구 바깥의 사회적 관

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도 존재한다. 우울에 대한 사회적 통합의 효

과를 연구한 Lee et al.(2018)에 따르면 독거는 사회적 통합의 조절 요인으

로 작용하여, 독거노인에서 우울에 대한 사회적 통합의 보호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독거가 야기하는 사회적 고립의 영향이 복합적이며 다양

한 삶의 영역에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권혁철, 2019), 독거가 노인의 사

회적 관계를 둘러싼 맥락을 구성한다고 간주할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거주 지역 역시 사회적 관계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손용진(2010)은 도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약한 연대가, 농어촌 노인

의 사회적 관계망은 강한 연대가 우세할 것으로 가정하고 사회적 관계망과 

우울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종류는 도시

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우울에 대한 사회

적 관계망의 효과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도시 지역은 연결형 사회자본이, 농어촌 지역은 유대형 사회자본

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형태가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을 전제하더라도 거주 지역은 사회적 관계의 중

요한 맥락이 된다. 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조

건, 정치적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

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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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가설

국내의 많은 연구가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관계를 탐구하였지만, 대부분 

단면연구로 설계되어 있어 인과적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

회적 관계의 효과를 둘러싼 맥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

려웠다. 구체적으로는 거주 지역을 층화 변수로 고려하거나(손용진, 2010), 

가구 형태를 조절 변수로 분석에 포함한 연구(Lee et al., 2018)는 존재하였

지만, 이 요소들이 함께 구성하는 복합적인 맥락까지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만일 독거 여부가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조절하고, 이 조절 효과는 다시 거

주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면 세분된 집단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발생하므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적실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를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 및 ‘단체 참

여 빈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구조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구한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의 개념 정의를 참조하면 친한 사람과의 만남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념에, 단체 참여는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개념에 가

까우나, 본 연구의 초점은 맥락에 따른 효과의 변동에 있으므로 두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비교적 단순한 조작적 

정의로는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고 효과의 경로와 기제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간명함의 측면에서 장점

이 있다. 

구조적 맥락으로는 가구 형태와 거주 지역을 고려하는데, 이들 요인이 사



- 10 -

회적 관계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일은 단순치 않다. 

가족과의 일상적 교류가 없거나 적은 독거노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도 더 

소극적이게 되어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는 독거노인에게 사회적 관계는 더 희소

한 자원이 되므로, 그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든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동거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존

도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지되어 부정적

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듯 내부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조절 

효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위의 문화적 맥락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예측은 더욱 어렵다.

거주 지역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유대형 사회자본이, 도시 지역에

서는 연결형 사회자본이 우세하리라 간주하지만, 거주하는 공간은 사회자본

의 형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힘들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 내로 초점을 좁혀 사회자본의 형태만을 

고려해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관계의 강도가 강하므로 우울을 비롯한 건강 

영향도 강하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일상화되

어 있어 그 효과가 오히려 덜 분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각자의 경향을 갖는 여러 조건들이 경합 혹은 결합하여 현상의 층

위에서 어떠한 형태로 관찰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연구의 일

차적 목표는 구조적 맥락이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가하는 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좁힌다. 연구 가설을 정식화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우울과 음의 연관성을 보일 것이다.

둘째, 노인의 가구 형태는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하여 조절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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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일 것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효과 및 가구 형태의 조절 효과는 노인의 거주 지역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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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자료원 및 변수 정의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에서 조사된 2006~2018년도의 7개년

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포

착하여 정책 개발 및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패널 자료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45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며, 2006년 1차 

조사년도(wave)를 시작으로 2년마다 조사를 수행하여 현재 7차 자료까지 제

공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1).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는 모든 차수의 

자료에서 조사되었으며, 효과 추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능한 많은 표본을 포

함하는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서

울대학교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면제를 승인받았다(IRB No. 

E2104/002-001).

본 연구의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인과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Berkman 

& Krishna(2014)의 개념틀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지지 등의 기제

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주 지역과 거주 형태는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녀와의 관계, 건강상태, 과거 시점의 우울은 사회적 관계와 우울 모두에 

영향을 주는 교란변수로서 관심 효과를 편향 없이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래프의 실선에 해당하는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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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수는 우울 증상의 정도를 0점~10점의 범위로 나타낸 CES-D-10 

점수를 4점을 절단점으로 하여 우울 증상의 유무로 이분변수화하였다(Irwin 

et al., 1999). CES-D-10은 우울 증상의 측정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도구이며, 타당도, 측정불변성 등에 대해 검증한 결과, 측정된 점수를 집단 

간 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배성우 등, 2019). 

설명 변수인 사회적 관계는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 및 단체 참여 빈도

로 조작화하였다.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는 친한 사람을 주 1회 이상 만나

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분화하였고, 단체 참여 빈도는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이분화하였다. 주 1회를 절단점으

로 한 주분석을 수행한 후, 기준을 주 2~3회, 2주에 1회로 다르게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절 변수인 독거 여부는 가구원 수가 1인이면 독거, 2인 이상이면 비독

그림 3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에 대한 인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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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정의하였다.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층화 변수는 거주 지역이며, 대도시  

거주자와 중소도시 거주자, 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분류하였다. 대도시는 특

별시 및 광역시이면서 동부인 지역으로, 중소도시는 도이면서 동부인 지역으

로, 농어촌은 읍면부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 관련 변수, 자녀와의 관계, 이전 

시점의 우울을 고려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소

득, 경제활동 상태, 종교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분화하였

고, 나이는 연속변수로 활용하되 평균중심화 처리하여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

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미만을 낮은 교육 수준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

을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이분화하였으며, 소득은 1년간의 개인 총소득을 자연

로그화한 연속변수로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종교는 무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와 기타 종교로 범주화하였다. 자녀와의 관계는 연락 빈도와 만남 빈

도를 고려하였으며, 각각 주 1회를 기준으로 이분화하였다. 건강 상태는 주

관적 건강상태와 ADL, IADL, 만성질환을 고려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

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것을 1점(매우 좋음)~3점(보통)의 경우 좋음으로, 

4점(나쁜 편)~5점(매우 나쁨)의 경우 나쁨으로 이분화하였다. ADL은 0~7점

으로 지수화된 변수를, IADL은 0~10점으로 지수화된 변수를 연속변수로 모

형에 포함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많음

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은 의사에게 진단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로 이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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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방법

기술 분석을 통해 사회적 관계, 독거 여부, 우울 등 변수들의 분포를 확인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ANOVA 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한 후, 

Bonferroni 방법으로 사후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분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종단형 자료의 특성

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사회적 관계와 독거, 우울의 시간에 따른 추세선을 그

려봄으로써 변수들의 증감 양상을 비교하였다. 

다변수 분석으로는 적절한 가상관구조를 가정하여 패널 자료의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하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을 사용하였다(민인식 & 최필선, 2012). 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중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을 제거하여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 불변 변수의 효과를 추정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랜덤 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은 시간 

불변 변수의 효과 추정이 가능하고 고정 효과 모형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

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이 설명변수와 독립이라는 강한 

가정이 필요하다. 반면 일반화 추정 방정식은 고정 효과 모형과 랜덤 효과 

모형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구집단 수준의 평균 효과를 추정하는 데 

적합하다(Gardiner, Luo & Roman, 2009). 본 연구는 시간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은 거주 형태, 측정되지 않은 개인 간 이질성과 독립적이라고 간주하

기 어려운 사회적 관계를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하며 인구집단 수준 효과에 

관심을 두므로 일반화 추정 방정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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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와 이에 대한 독거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다음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ln
        

   ϵ

은 시간 t에서 관측치 i의 우울을 나타내며, 아래첨자의 의미는 모두 

동일하다. 은 이분변수로 정의하였으므로 로짓 연결함수를 적용하였다. 

일반화 추정 방정식에서 설명변수의 계수 의 의미는 해당 변수가 1단위 증

가할 때 전체 모집단에서의 평균적인 종속변수 증가분을 의미하며, 본 모형

에서는 로짓 연결함수가 적용되었으므로 ln 로 해석한다. 은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며,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와 단체 참여 빈도를 포함한다. 

사회적 관계의 시간지체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전 시점에서

의 사회적 관계가 2년 뒤 시점의 우울을 좌우한다고 가정하기에는 조사 간

격이 너무 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 독거 여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독거의 상호작용 항의 계수 의 유의성을 확인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대한 독거의 조절 효과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은 이전 시점에서의 우울을 나

타낸다. 노인의 우울은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WHO, 2017), 이전 시점의 

우울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란효과를 방지하

기 위해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녀와의 관계, 

건강 관련 변수를 포함하며, 는 가상관구조를, ϵ는 잔차항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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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관구조의 선택은 범주형 변수인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포함한 

완전(full) 모형의 QIC(Quasi-likelihood under the Independence 

model Criterion) 값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값이 계산되는 구조로 결정하

였다(Cui, 2007). 계수의 표준오차 추정에는 Huber–White 추정량을 사용

하여 선택한 가상관구조 가정을 위반하더라도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는 것

을 최소화하였다. 

연구 대상은 연구자료에 포함된 대상자 중 65세 이상이면서 우울의 시간

지체변수가 존재하는 관측치이므로, 2006년 1차 조사자료는 2차 조사 응답

자의 시간지체변수를 얻는 데만 사용되었다. 조건을 충족하는 전체 관측치 

24,507인년 중 변수별 결측치는 우울 83인년, 교육 수준 1인년, 소득 

1,082인년, 종교 2인년, 자녀와의 연락 빈도 97인년, IADL 점수 1인년이었

으며, 결측치가 존재하는 관측치 1,259(5.14%)를 제외하여 총 23,248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패키지는 STATA version 14를 

사용하였으며, 일반화 추정 방정식에는 xtgee 명령어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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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 분석

기술 분석은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하위집

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의 차이를 관찰하였다(표 1).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

도는 전체 표본 중 64.3%가 주 1회 이상이었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농어

촌(74.0%), 대도시(63.0%), 중소도시(56.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 관측치의 비율을 지역에 따라 비교했을 때는 대

도시(38.1%), 농어촌(32.8%), 중소도시(31.3%) 순으로 나타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은 농어촌에서, 단체 참여는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함을 확인하였

다. 연 1회 이상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는 대도시(평균 0.89개)와 중소도시

(평균 0.85개)가 농어촌(평균 0.78개)보다 다양하였다.

독거노인의 비율은 전체 표본에서 18.9%였으며, 농어촌(20.0%)이 대도시

(18.5%)나 중소도시(18.2%)보다 높았다.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주 1회 이상

인 사람의 비율은 농어촌(80.0%), 대도시(74.8%), 중소도시(72.1%) 순이었으

며, 자녀와의 연락은 대도시(34.1%), 농어촌(31.8%), 중소도시(30.3%) 순으

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의 유무를 CES-D-10 점수 4점을 절단점으로 구분하

였을 때,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중소도시(54.1%)와 농어촌

(53.4%)에 비해 대도시(49.0%)가 낮았다.

전체 대상의 평균 나이는 74.7세였으며, 여성의 비율은 57.1%였다. 교육 

수준의 지역 간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였는데, 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대도

시(43.1%)와 중소도시(42.0%)가 비슷하였으나 농어촌(23.0%)은 다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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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수준이었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역시 차이가 커서 농어촌(35.7%)은 

대도시(15.6%)와 중소도시(19.4%)의 두 배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1년간 개

인 총소득의 상·하위 0.1%를 제하고 계산한 전체 표본의 평균은 843만 원

이었고, 대도시(855만 원)와 중소도시(863만 원)의 소득이 농어촌(811만 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소득의 분포는 대도시(SD 1005)와 중소도시(SD 

1016)가 농어촌(962)보다 더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와 

ADL 지수, IADL 지수는 세 지역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만성질환

을 진단받은 사람의 비율은 농어촌(74.2%)이 대도시(78.72%)나 중소도시

(80.59%)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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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Large Cities Rural Area M-S Cities
P value

(SD, %) (SD, %) (SD, %) (SD, %)
N 23,248 9,253 7,081 6,914
Age 74.70 (6.78) 74.55 (6.86) 75.17 (6.76) 74.42 (6.67) <0.001
Sex 　 　
  Female 13,267 (57.07) 5,309 (57.38) 4,035 (56.98) 3,923 (56.74)

0.711
  Male 9,981 (42.93) 3,944 (42.62) 3,046 (43.02) 2,991 (43.26)
Meeting with Neighbors 　 　
  < 1/week 8,302 (35.71) 3,423 (36.99) 1,844 (26.04) 3,035 (43.90)

<0.001
  ≥ 1/week 14,946 (64.29) 5,830 (63.01) 5,237 (73.96) 3,879 (56.10)
Diversity of Groups 0.85 (0.74) 0.89 (0.76) 0.78 (0.67) 0.85 (0.78) <0.001
Group Participation 　 　
  < 1/week 15,234 (65.53) 5,726 (61.88) 4,760 (67.22) 4,748 (68.67)

<0.001
  ≥ 1/week 8,014 (34.47) 3,527 (38.12) 2,321 (32.78) 2,166 (31.33)
Education 　 　
  < 9 years 14,738 (63.39) 5,270 (56.95) 5,455 (77.04) 4,013 (58.04)

<0.001
  ≥ 9 years 8,510 (36.61) 3,983 (43.05) 1,626 (22.96) 2,901 (41.96)
Income1) 843.8 (1005.1) 855.1 (1015.6) 810.6 (961.5) 862.7 (1033.6) 0.003
Economic Activity 　 　
  Active 5,316 (22.87) 1,444 (15.61) 2,529 (35.72) 1,343 (19.42)

<0.001
  Inactive 17,932 (77.13) 7,809 (84.39) 4,552 (64.28) 5,571 (80.85)
Living Status 　 　
  Living alone 4,388 (18.87) 1,713 (18.51) 1,419 (20.04) 1,256 (18.17) 0.009
  Living with others 18,860 (81.13) 7,540 (81.49) 5,662 (79.96) 5,658 (81.83)
Religion 　 　
  No Religion 12,414 (53.40) 4,584 (49.54) 4,294 (60.64) 3,536 (51.14)

<0.001
  Protestant 4,373 (18.81) 1,869 (20.20) 1,060 (14.97) 1,444 (20.89)
  Catholic 1,744 (7.50) 870 (9.40) 232 (3.28) 642 (9.29)
  Buddhist 4,533 (19.50) 1,853 (20.03) 1,448 (20.45) 1,232 (17.82)
  Others 184 (0.79) 77 (0.83) 47 (0.66) 60 (0.87)
Meeting with Children 　 　
  < 1/week 17,568 (75.57) 6,920 (74.79) 5,664 (79.99) 4,984 (72.09)

<0.001
  ≥ 1/week 5,680 (24.43) 2,333 (25.21) 1,417 (20.01) 1,930 (27.91)
Contact with Children 　 　
  < 1/week 7,504 (32.28) 3,158(34.13) 2,254 (31.83) 2,092 (30.26)

<0.001
  ≥ 1/week 15,744 (67.72) 6,095 (65.87) 4,827 (68.17) 4,822 (69.74)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9,489 (40.82) 3,717 (40.17) 2,953 (41.70) 2,819 (40.77)

0.142
  Good 13,759 (59.18) 5,536 (59.83) 4,128 (58.30) 4,095 (59.23)
ADL 0.31 (1.30) 0.31 (1.42) 0.29 (1.23) 0.33 (1.36) 0.157
IADL 0.93 (2.44) 0.94 (2.43) 0.91 (2.40) 0.94 (2.48) 0.574
Chronic Disease
  ≥ 1 18,109 (77.89) 7,284 (78.72) 5,253 (74.18) 5,572 (80.59) <0.001  None 5,139 (22.11) 1,969 (21.28) 1,828 (25.82) 1,342 (19.41)
CES-D-10 score 　 　
  < 4 11,193 (48.15) 4,722 (51.03) 3,300 (46.60) 3,171 (45.86)

<0.001
  ≥ 4 12,055 (51.85) 4,531 (48.97) 3,781 (53.40) 3,743 (54.14) 

1) The upper and lower 0.1% are trimmed

표 1 연구 대상의 기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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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연구대상자의 나이와 독거노인의 비율,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

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역별로 보여준다. A는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를 나타내는데, 동일 대상을 반복 측정하는 패널 자료의 

특성과 신규 대상자의 유입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평균나이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독거노인의 비

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비율의 증가 속도는 중소도시가 가

장 빨랐다. C는 우울 증상을 지닌 노인의 비율이며 불규칙한 추세를 보인다.

그림 4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 독거 비율, 우울 비율의 지역별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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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역별로 

보여준다. A는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를 나타내는데, 등락이 있으나 전

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 노

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B에서 대도시는 추세가 비교적 일정하고 농어촌은 증

가하는 반면 중소도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C는 연 1회 이상 참여하

는 단체의 다양성을 나타내는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증가

세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뚜렷하다.

그림 5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관계의 지역별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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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반화 추정 방정식 모형 분석

1. 가상관구조 선택

가상관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완전 모형의 QIC 값을 계산하였을 때 독립 

상관 구조(Independent correlation structure)를 가정하는 것이 가장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 전체 표본 분석

표 3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한 일반화 추정 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

과를 보여준다.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분석한 단변수 분석에서 

친한 사람과의 만남(OR 0.56)과 단체 참여(OR 0.86)는 모두 우울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Model 1; Model 2). 이는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단체 참

여의 빈도가 많은 인구집단은 그렇지 않은 인구집단에 비해 우울 증상을 지

닐 오즈비가 각각 0.56, 0.86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변수를 동시에 모

형에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효과는 큰 변화가 없었으

나 단체 참여의 효과 방향은 반전되었는데(Model 3), 이는 우울에 미치는 

Correlation QIC QIC_u Rank

Exchangeable 26980.50 26978.42 4

Independent 26553.95 26549.62 1

Autoregressive 26979.72 26968.78 3

Unstructured 26605.65 26603.77 2

Stationary 27276.91 27264.52 6

Nonstationary 27266.22 27254.00 5

표 2 완전 모형의 가상관구조별 QIC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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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참여의 긍정적 효과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친한 사람과의 만남을 매개

하여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한 사람과의 만남을 보정한 단체 

참여의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효과의 크기가 크다고 보기

는 어려웠다(OR 1.13). 독거를 비롯한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에서(Model 

4)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효과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였고(OR 

0.60), 단체 참여의 부정적 효과는 약간 증가하였다(OR 1.15). 사회적 관계

와 독거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했을 때(Model 5), 독거는 친한 사람과의 만

남의 효과에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였으나, Wald 카이제곱 값은 약간 감소

하여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Model 4)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2년 전의 우울은 현재 시점의 우울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OR 

4.16). 자녀와의 만남은 우울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나, 연락은 우울에 긍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OR 0.82).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불교나 기타종교를 가진 집단에서 우

울 증상을 지닐 가능성이 낮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집단은 우울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았다(OR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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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VARIABLES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Meeting with 
Neighbors

0.556***
(0.519, 0.596)

0.527***
(0.490, 0.568)

0.602***
(0.559, 0.648)

0.582***
(0.537, 0.632)

Group Participation 0.863*** 1.134*** 1.151*** 1.187***
(0.806, 0.924) (1.053, 1.220) (1.067, 1.242) (1.091, 1.291)

Living Alone 1.319*** 1.274***
(1.214, 1.433) (1.121, 1.447)

Meeting with Neighbors 
by Living Alone

0.822*
(0.684, 0.989)

Group Participation 
by Living Alone

1.160
(0.976, 1.380)

Lagged Depression 4.157*** 4.157***
(3.881, 4.453) (3.881, 4.453)

Meeting with 
Children

0.967
(0.899, 1.041)

0.968
(0.899, 1.041)

Contact with 
Children

0.820***
(0.766, 0.878)

0.821***
(0.766, 0.879)

Age 0.999 0.999
(0.994, 1.004) (0.994, 1.004)

Female 1.044 1.045
(0.970, 1.129) (0.968, 1.128)

Education 0.806*** 0.806***
(0.747, 0.871) (0.746, 0.870)

lnIncome 0.928*** 0.928***
(0.902, 0.955) (0.901, 0.954)

Economic Activity 0.810*** 0.810***
(0.747, 0.878) (0.748, 0.878)

Protestant 0.964 0.962
(0.882, 1.054) (0.880, 1.052)

Catholic 0.909 0.907
(0.807, 1.024) (0.805, 1.022)

Buddhist 0.884** 0.883**
(0.815, 0.958) (0.814, 0.957)

Other Religion 0.587** 0.588**
(0.418, 0.824) (0.419, 0.826)

Subjective Health 0.421*** 0.421***
(0.394, 0.450) (0.394, 0.450)

ADL 1.023 1.023
(0.977, 1.072) (0.977, 1.072)

IADL 1.081*** 1.081***
(1.055, 1.108) (1.055, 1.108)

Chronic disease 0.945 0.945
(0.873, 1.022) (0.873, 1.022)

Constant 1.574*** 1.133*** 1.560*** 2.392*** 2.425***
(1.483, 1.671) (1.083, 1.186) (1.469, 1.657) (1.927, 2.969) (1.950, 3.015)

Observations 23,248 23,248 23,248 23,248 23,248
Number of pid 6,188 6,188 6,188 6,188 6,188
Wald chi-square test 278.4 17.89 297.6 3663 3661
*** p<0.001, ** p<0.01, * p<0.05

표 3 전체 표본의 일반화 추정 방정식 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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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집단 분석

표 4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의 지역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결과를 보여준

다. 사회적 관계와 독거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지 않은 모형에서 친한 사람

과의 만남의 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유의하였으며, 효과 크기는 중소도시(OR 

0.45), 농어촌(OR 0.60), 대도시(OR 0.79) 순이었다(Model 4). 반면 단체 

참여의 효과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친한 사람과의 만남을 보정

한 상태에서 농어촌 지역의 단체 참여는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는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보다 더 강했다(OR 

1.37).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대한 독거의 조절 효과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관찰

되었다(Model 5). 농어촌 지역에서 독거는 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조절 효과

를 보이지 않았으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조절 효과를 보였다. 즉 

비독거노인에서 우울에 대한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효과는 OR 0.55였으나, 

독거노인에서는 OR 0.88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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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다른 변수가 평균일 때 우울 증상을 가지게 될 예측확률이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독거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대도시에서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우울의 기울기는 독거 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한 양상

을 보이고, 중소도시에서는 독거노인에서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해지지만 이

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 독

거노인의 기울기는 비독거노인보다 확연히 완만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

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독거의 조절 효과를 

의미한다.

Large Cities Rural Area Medium-Small Cities
Model 4 Model 5 Model 4 Model 5 Model 4 Model 5

VARIABLES1)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Meeting with 
Neighbors

0.787***
(0.700, 0.884)

0.790***
(0.696, 0.898)

0.599***
(0.524, 0.685)

0.552***
(0.477, 0.639)

0.450***
(0.390, 0.519)

0.428***
(0.366, 0.501)

Group Participation 1.010 1.044 1.366*** 1.408*** 1.137 1.183*
(0.896, 1.139) (0.915, 1.192) (1.197, 1.560) (1.215, 1.632) (0.980, 1.320) (1.003, 1.393)

Living Alone 1.516***
(1.327, 1.732)

1.371**
(1.129, 1.665)

1.213*
(1.043, 1.410)

1.220
(0.959, 1.551)

1.245**
(1.069, 1.451)

1.217
(0.954, 1.552)

Meeting with Neighbors 
by Living Alone

1.046
(0.777, 1.408)

0.626**
(0.446, 0.879)

0.752
(0.535, 1.056)

Group Participation 
by Living Alone

1.173
(0.887, 1.552)

1.154
(0.853, 1.561)

1.210
(0.865, 1.692)

Constant 1.891*** 1.860*** 2.487*** 2.611*** 3.123*** 3.178***
(1.363, 2.624) (1.338, 2.587) (1.669, 3.708) (1.748, 3.902) (2.057, 4.740) (2.086, 4.841)

Observations 9,252 9,252 7,081 7,081 6,914 6,914
Number of pid 2,596 2,596 1,880 1,880 1,954 1,954
Wald chi-square test 1437 1440 1001 1007 1305 1304
*** p<0.001, ** p<0.01, * p<0.05
1) Control variables are omitted

표 4 일반화 추정 방정식 모형의 거주 지역별 하위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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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독거 여부 및 사회적 관계에 따른 우울의 예측확률의 지역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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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도 분석

주 1회로 설정한 사회적 관계의 절단점을 다르게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5). 절단점을 주 2-3회로 설정했을 때 중소도시에서 친한 사

람과의 만남의 효과는 다소 약해졌으며,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독거의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단점을 2주에 1회로 설정했을 때

에는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다소 약해지고, 중

소도시에서는 다소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현저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

웠다. 결과적으로 중소도시에서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독거의 상호작용 항을 

제외하면 효과의 방향이나 유의성이 달라진 추정치는 없었다.

Large Cities Rural Area Medium-Small Cities
Model 4 Model 5 Model 4 Model 5 Model 4 Model 5

VARIABLES1)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OR

(95% Robust CI)

  CUTOFF: 2-3/ 1wk
Meeting with 
Neighbors

0.775***
(0.691, 0.869)

0.792***
(0.696, 0.900)

0.597***
(0.529, 0.672)

0.544***
(0.478, 0.620)

0.616***
(0.535, 0.710)

0.570***
(0.488, 0.666)

Group Participation 1.078 1.078 1.287*** 1.340*** 1.101 1.170
(0.935, 1.243) (0.917, 1.267) (1.109, 1.494) (1.132, 1.586) (0.925, 1.310) (0.963, 1.422)

Meeting with Neighbors 
by Living Alone

1.120
(0.842, 1.490)

0.621**
(0.465, 0.830)

0.666*
(0.481, 0.922)

Group Participation 
by Living Alone

0.992
(0.720, 1.368)

1.193
(0.845, 1.684)

1.345
(0.921, 1.963)

  CUTOFF: 1/ 2wks
Meeting with 
Neighbors

0.825**
(0.732, 0.930)

0.817**
(0.717, 0.932)

0.631***
(0.546, 0.730)

0.577***
(0.493, 0.676)

0.419***
(0.361, 0.486)

0.411***
(0.350, 0.483)

Group Participation 0.999 1.042 1.211** 1.260** 1.012 0.997
(0.891, 1.120) (0.918, 1.182) (1.067, 1.376) (1.095, 1.451) (0.877, 1.168) (0.852, 1.167)

Meeting with Neighbors 
by Living Alone

0.967
(0.707, 1.322)

0.608**
(0.425, 0.871)

0.875
(0.612, 1.252)

Group Participation 
by Living Alone

1.218
(0.920, 1.612)

1.203
(0.896, 1.614)

0.934
(0.667, 1.305)

*** p<0.001, ** p<0.01, * p<0.05
1) Control variables are omitted

표 5 사회적 관계의 절단점을 변경한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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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고찰

1.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기술 분석을 통해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의 현황 및 추세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 노인 비율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의 1년

간 개인 총 소득은 평균 844만 원이었으며, 월 단위로는 70만 원 정도에 불

과하였다. 2019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59.8%, 가처분소득 

기준 41.4%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일반인구집단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

율 21.4%,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16.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이현주 등, 2020). 빈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조

건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CSDH, 2008). 따라서 보건학적 관

점으로만 보더라도 노인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고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

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한국에서 특히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지역에서 노인 소득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역 간 비교는 그중에서

도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농어촌 노인의 평균 소득은 811만 원으

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던 것에 반하여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대도시 

노인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 노인들은 일은 더 많이 하지만 

소득은 더 적은 상황이었다. 교육 수준 또한 중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대

도시나 중소도시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였고, 독거노인의 비율도 유의하게 높

았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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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려진 것처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그 자체로 인구집단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Pickett & Wilkinson, 

2015), 전체 노인의 전반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특성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 노인들은 대도

시나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보다 친한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있었다. 반면에 

대도시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단체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참여 

단체의 종류도 더 다양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유대형 사

회자본의 강한 연결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연결형 사회자본의 약한 연결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득의 분포도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

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질하였는데, 동질적인 구성원들이 유대형 사회

자본을 구성하기 쉽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요인이다. 

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조사 질문에 기반한 양적 자료만으로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사회자본의 

성격을 확정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렵다. 하성규, 박기덕(2011)은 농촌과 대도

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간 사회자본의 차이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농촌은 이웃 간 신뢰가 더 높은 

반면 이익에 초점을 둔 조직적 활동은 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

촌은 사회적 규범의 수준이 도시보다 높았고, 사회 연결망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유대형 사회자본의 특성이, 

도시 지역에서는 연결형 사회자본의 특성이 더 우세할 것이라는 해석을 지지

해준다.

한편 중소도시는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단체 참여 모두 다른 지역보다 낮

았다. 변수 정의상 중소도시 지역은 인구 백만 명이 넘는 시에 속한 동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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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이 안 되는 시에 속한 동부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단 내 이질

성으로 인해 해당 중소도시 지역에 대한 일괄적인 해석은 쉽지 않다. 다만 

중소도시의 범주 내에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급격한 도

시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도시 지역에서 나타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는 사

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약화를 경험한 지역이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2. 노인의 우울과 연관된 요인

기술 분석 결과 전체 노인의 절반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노인

실태조사에서 우울증에 대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노인은 3.0%로 나타났는데

(정경희 등, 2017), 모든 우울 증상이 주요우울장애의 의학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노인의 우울이 제대

로 관리·치료받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우울 선별검사 등의 정신건

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높지 않고 항우울제 

복용률도 국제 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이다(박언아, 2017).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우울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우울을 발견하고 중

재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통해 다른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각 요인이 노인 

인구집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년 전의 우울은 현재

의 우울과 가장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노인의 우울이 장기간 지속되

거나 재발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우울과 역인과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연구하는 경우 교란 효과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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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와의 대면 만남은 우울과 연관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녀와의 연락은 

우울을 유의하게 낮추었다. 이는 평상시 자녀와의 정기적인 연락이 노인의 

우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면 만남보다는 연락의 보호 효과가 더 중요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결과를 자녀와의 만남이 노인의 우울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분석 모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자녀와의 

만남이 연락 빈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시와 달리 

신종감염병 유행 등 대면 만남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위기 상황에서의 효과

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연구와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자녀와의 만남을 자주 가지는 노인은 농어촌보다 도시에 더 많았고, 

연락을 자주 하는 노인은 농어촌에 더 많았다. 이는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자녀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경우가 많으므로 만남보다는 연락을 통해 교

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실태조사에서 무배우자, 독거가구, 비경

제활동, 저소득, 기능제한 등의 특성을 지닌 노인은 자녀와의 접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와의 일상적인 

교류가 적은 노인을 찾아내어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정경

희 등, 2017).

주관적 건강 상태는 우울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노인의 

건강 인식이 신체적 증상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안녕과도 깊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낮은 교육 수준과 소득, 비경제활동은 높은 우울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는 우울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Vink et al., 2008). 따라서 우울 위험에 취약한 조건에 

처한 노인을 탐색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나 항우울

제 복용과 같은 보건학적·의학적 중재는 노인 우울 개선을 위해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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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놓인 노인

들이 일상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다양한 정서적·신체적·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관계와 우울

일반화 추정 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음의 연관

성을 보이리라는 첫 번째 연구 가설을 검정할 수 있었다. 우울과 사회적 관

계의 연관성을 분석한 단변수 분석에서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단체 참여는 

모두 우울을 낮추었다. 하지만 두 변수를 함께 분석했을 때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효과는 증가한 반면, 단체 참여의 효과는 반전되어 오히려 우울과 양

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단체 참여가 우울을 낮추는 효과는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친한 사람과의 만남을 매개하여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친한 사람과의 만남은 우울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단체 참여

는 이를 통해 친한 사람과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배제하면 그 자체만

으로는 우울과 관련이 없거나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이웃 등 친한 사람과의 잦은 만남이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Chan et al., 2011; Chao, 2011). 국내

에서 김은정, 이신영(2012)의 연구는 친구나 이웃과의 왕래 빈도보다는 연락 

빈도가 더 중요함을 보고하였는데, 왕래 빈도의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

은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의 연구가 사회적 

관계를 세부적 요인들로 나누어 다른 요인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왕래 빈도의 

효과를 확인한 반면,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간명한 조작적 정의에 

기초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적은 수의 변수로 포괄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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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 모형

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웃과의 왕래가 연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락 빈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관찰된 왕래 빈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효과를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저자

들은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의 상호 교환이 

사회적 관계를 통한 우울 완화의 주된 기제임을 보여주었다(김은정 & 이신

영, 2012). 선행연구 및 이론적 설명에 기초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효과 역시 정서적 교류 등 사회적 지지의 교환이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실태조사에서 친구·이웃·지인과 주 1회 이상 만남을 갖는 노인은 

78.2% 정도였는데, 농어촌 거주, 여성, 취업 노인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 또

한 독거, 무학, 저소득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이웃과의 만남

이 활발한 것은 특징적이었다(정경희 등, 2017). 이는 노인들이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웃과의 왕래는 노인의 삶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유무형의 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울에 대한 보호 효과가 강건하였던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달리, 단체 

참여에 있어서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체에 참여하는지가 우울에 대한 영향

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친한 사람과 교류

할 수 있는 단체 참여는 우울을 낮추지만 구성원과 충분히 친밀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체 참여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작용해 우울을 높일 수

도 있다. 이진향 등(2011)의 연구에서 단체 참여를 정당, 종교모임, 봉사단

체 등 공식적 참여와 노인회, 친목모임 등 비공식적 참여로 구분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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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참여만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

다.

지역 간 비교에서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효과는 중소도시에서 가장 컸고 

그 뒤로 농어촌 지역, 대도시 순이었다. 이는 지역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효

과 변동을 이야기한 세 번째 연구 가설을 부분적으로 검정하는 결과이다. 중

소도시는 집단 내 이질성으로 인해 일괄적인 해석이 어려우나, 단순히 대도

시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이 뒤섞인 중간 내지는 평균 집단으로 환원하여 볼 

수 없는 다른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 분석에서 중소도시는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단체 참여 모두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던 

것을 함께 고려하면 중소도시의 범주를 인구 규모, 도시화의 시기 및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회적 관계의 양상과 효과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비교했을 때, 친한 사람과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

는 긍정적 효과는 농어촌에서 더 컸으며, 친한 사람과의 만남을 보정한 상태

에서 나타난 단체 참여의 부정적 효과도 농어촌에서만 유의하였다. 기술 분

석 결과 및 하성규, 박기덕(2011)의 연구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유대형 사

회자본이 우세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사회자본 특성의 차

이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동질적 구성원 간의 강한 연결이 우세한 유대형 

사회자본에서 사회적 관계는 구성원의 건강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맥락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작용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Kawachi & Berkman, 2014). 다른 지

역과 비교할 때 친한 사람과의 만남이 농어촌 지역에서 더 강한 긍정적 효

과를 보인 것과, 단체 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농어촌에서만 나타난 것은 유대

형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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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사회자본의 특성 외에 거주 지역이 사회적 관계 효과의 맥락으로 작동

하는 구체적인 기제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생활 양식 등 사회자본

의 범주에 묶이지 않는 넓은 의미의 문화적 요인, 사회기반시설이나 경제적 

자원과 같은 물적 요인, 노동·생산 체계나 정치적 환경 등의 거시사회적 조

건들도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독거의 조절 효과

일반화 추정 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 사회적 관계와 독거의 상호작용항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별로 비교함으로써 독거의 조절 효과에 대한 두 번째 연

구 가설과 지역에 따른 효과 변동에 대한 세 번째 연구 가설을 검정할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거 여부의 조절 효과는 

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하위집단 분석에서 독거의 조절 효과는 대도시와 중

소도시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 농어촌 지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다른 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보다 우울에 대한 친

한 사람과의 만남의 보호 효과가 더 약하였다. 

독거의 조절 효과가 농어촌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은, 농어촌 지역은 유대

형 사회자본의 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므로 사회적 관계의 건강 영향도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거 여부가 보인 조

절 효과 자체에 대한 해석은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독거라는 조건은 가족 

관계를 넘어 가구 바깥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 가능성이 있

다. 지속적인 독거 상태가 노인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지지의 교

환에 소극적이도록 만든다면, 독거노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약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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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독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규

범도 사회적 관계의 외부적 맥락으로 작동해 효과를 제한하였을 수 있다. 내

부적·외부적 이유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독거노인에게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인식되면, 이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적 효과는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지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게 될 수도 있다.

독거가 부정적인 조절 효과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노인의 사회

적 통합을 자원봉사, 노인회관 이용, 모임 참여, 수업 수강으로 정의하여 독

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통합의 보호 효과는 독거노인

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Lee et al., 2018).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을 독거노

인이 사회적 관계를 더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상호

작용을 성찰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더 독립적이고 활동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독거

의 조절 효과를 두고 이처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비교적 공식적

인 성격의 사회적 통합과 사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적 관계에서 독거의 맥락

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적인 자료만으

로 독거의 조절 효과에 대한 작동하는 기제와 경로를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

를 충분히 해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질적인 방법을 통해 독거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의미와 맥락을 더욱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증가세

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035년 3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정경희, 

2015). 독거노인은 노인부부에 비해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고 심리적

으로 불안하며 외롭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정경희 등, 

2017). 독거노인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대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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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사회참여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반면, 이웃과의 유대는 다른 

노인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정경희, 2015). 이를 종합하면 독거노인이 

사회적 지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거의 조절 효과는 이러한 노력이 단지 양적인 차원에 

그친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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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종단형 자료를 활용해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 사이의 연관

성을 탐구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하위집단 분석 및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거주 지역이라

는 거시사회적 맥락과 가구 형태라는 개인적 조건의 복합적인 영향을 확인하

였다는 데에 연구의 주된 의의가 있다. 또한 충분한 관측치를 분석함으로써 

대상을 하위집단으로 층화하였음에도 효과 추정의 정밀성을 확보하였으며, 

이전 시점의 우울을 통제 변수로 고려하여 잠재적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연구의 한계는 첫째, 관찰된 연관성이 사실은 결과 변수가 설명 변수에 

미친 영향이었을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다.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직관적인 방법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모형에 반

영하는 것이나, 2년 간격으로 조사된 자료에서 이전 시점의 사회적 관계가 

이후 시점의 우울을 좌우한다고 가정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과 단체 참여의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확인된 

것은 관찰된 효과가 역인과관계일 가능성을 낮추는데, 우울한 사람일수록 친

한 사람은 만나지 않는 동시에 단체 참여에는 적극적이라는 해석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거주 지역을 특성에 따라 충분히 세분화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거주 지역이 보이는 맥락 효과의 기제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다. 변수 정

의상 중소도시가 이질적인 지역들을 포괄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으

며, 대도시라 하더라도 아파트 대단지와 교외 지역의 사회적 관계는 다른 양

상일 수 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더 세분된 단위의 지역 변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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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지역을 더욱 적절히 분류하여 맥락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에 입각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

료원의 한계로 거주 지역의 맥락 효과를 구성하는 지역사회 수준의 인프라와 

자원을 변수로 포함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다양한 자료원을 

연계하여 거주 지역이 갖는 효과의 기제와 경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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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연구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연관성을 탐구한 결과, 친한 사람과의 

만남은 우울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친한 사람과의 만남이 같

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단체 참여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우울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노인의 가구 형태는 단체 참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절 효과를 보

이지 않았으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냈

다. 즉 친한 사람과의 만남은 비독거노인보다 독거노인에서 더 적은 효과를 

보였다. 

셋째, 가구 형태의 조절 효과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고, 농어촌 지역에서만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보다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들을 제언한다. 첫째, 사회적 관계는 

우울을 비롯한 노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

만, 사회적 관계를 통한 중재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는 맥락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밀한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

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체 참여는 오히려 농어촌 노인의 우울을 악화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 인구집단은 상대적으로 더 우울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농어촌의 독거노인의 우울을 보호하는 효과는 비독거노인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하고 일원화된 접근은 노인의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존의 건강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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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둘째, 더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복합적인 맥락이 작동하는 경로와 

기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에서 비독거노인에 비해 독

거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지만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설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독거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주

관적 의미와 맥락이 작동하는 기제에 대한 지식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질적인 방법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더 풍성히 이해한다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가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회적 관계가 다양한 구조적 조건에 좌우된다

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다루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건강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할 때 관심 주제에 따라 성별, 연령, 소득, 경제활동 상태 등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도시 중심적인 접근을 넘어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상황을 더 

섬세히 살피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노인들은 사회경제적으

로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으며, 중소도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드문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의 사회자본이 사회경

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완충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Uphoff et al., 2013), 중소도시의 사회자본은 대도시보다 낫다고 보기 어

려웠고, 농어촌에서 사회적 관계의 효과는 노인의 우울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만은 않았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물적 토대를 함께 개선하려는 노

력이 없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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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축적된 근거들은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결

국 건강의 격차로 이어질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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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elations affect health through various path,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constitute the context 

surrounding the mechanism in which social relations affect health. 

Although it is widely known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of the 

elderly affects depress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vary according to specific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elderly effectively.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text in which the social relationship of the 

elderly works, and investigated how the effects of contact with 

neighborhoods and group participation on depression vary 

depending on the residential area and the living a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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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used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and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living alone status on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 through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GEE) model. An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large 

cities, medium-small cities, and rural areas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a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regions was 

performed through subgroup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ural areas were 

under relatively disadvantaged socioeconomic conditions compared 

to other regions. Second, contact with neighborhoods lowered 

depression, but group participation showe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while adjusting contact with neighborhoods. In the 

subgroup analysis, the effect of contact with neighborhoods in 

rural areas was stronger than that of large cities, and the negative 

effect of group participation was also found only in rural areas. 

Third, living arrangement showed moderating effect only on the 

effect of contact with neighborhoods, and this effect was 

significant only in rural areas. In other words, the positive effect 

of contact with neighborhoods in rural areas has become weaker 

in the elderly living alone than in the elderly living with family.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since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on depression vary 

according to context, a delicate approach is needed to fully 

consider contexts and conditions when planning and executing 

interventions through social relationships. Second, this study 

identified quantitatively that complex contexts work on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on depression, but further studi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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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through various methods to clarify the path and 

mechanism of contextual effect. Third, since the social 

relationship of the elderly has a limit to the effect of alleviating 

the health inequality among the groups,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rural areas and elderly living alon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close the health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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