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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

의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인적 특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강결정요인의 중요한 요소인 환경적

요인을 간과하였으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였더라도 정신건강을

특정 한 가지 증상이나 질환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거나 대표성이

부족한 임의 표본 연구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을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으로 다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인 및 지역수준의 관

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거주지역의 유형(도시, 비도시)에 따

른 하위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노인의 연령과 사회활동 참여의 관계가 정신건강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이에 기반한 보건정책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결

측치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의 응답자료 63,060건에 대해 표본의

가중치를 적용한 기술분석, chi-square, t 검정, 그리고 다변량, 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 수준의 변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과 독거 여부, 사회적 고립과 사회참여로 파악하였으며 지역 수준

의 변인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전체 노인의 약 18.3%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약 7.7%는 우울감을, 약 11.2%는 자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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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준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첫째, 전체 노인의 주관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살생각 경험에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성별, 주관적 건강인식, 가족과의 접

촉빈도, 지역 유형, 자동차 보유율이었으며, 정신건강 요인별 효과

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은 8.83배,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은 4.26배

로 높았고,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자살생각도 경험할 가능성은

11.62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거주지역 유형을 도

시와 비도시로 구분했을 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접촉빈도,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십만 명당 문화

기반시설 수, 지역범죄등급지수는 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정신건

강 관련 요인에 차이를 보였다. 셋째, 노인을 연령대에 따라 전기,

후기 노인으로 구분했을 때 전기노인에서 사회활동 참여는 한 단

위 증가할수록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로 한국 노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거주지역 유형에 따른 차이

를 확인하여 지역사회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역 맞춤

형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으로 파악한 변인들에

대해 종단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로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노인,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 다수준 분석, 지

역사회건강조사

학 번 : 2019-2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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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추세 속에 한국

역시 2019년 기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4%로,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0).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증가시켰고(질병관리청, 2021) 동시

에 우울, 치매, 자살과 같은 노인의 정신건강 관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WHO는 인생 중 어느 때보다 노년에서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한 문제

라고 강조했으나(WHO, 2017),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문제

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자존감 상실

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시선이나 오해

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음

에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시적인 신체건강에 비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

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1)에 따르면 노인의 13.5%가 우

울 증상을 겪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동일 조사 응답자의 2.1%는 60세 이후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연도 기준의 OECD 회원국

만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에서 한국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전체

회원국 중 1위1)를 차지(보건복지부, 2020)한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노

1) 2020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은 한국이 2016년 기준 53.5명으로 OECD 평균 18.4명을 크게 상회하며, 뒤이은

슬로베니아(38.7명), 헝가리(34.2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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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 정신건강 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처럼 노인의 정신건강은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므로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국 단위로 다수준 분석

을 활용하여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관련 개인 및 지역적 요인

을 고려한 연구가 없었고(문석준 외, 2020), 자살생각의 관련 요인을 고

려하는 체계의 외연이 점차 확장되는 추세임에도 지역사회 특성이나, 환

경적 요인과 같은 거시적인 특징을 이용한 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신상수 외, 2014). 특히 그동안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등의 관계를 주제

로 한 연구들이 주로 대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김정유 외,

2015) 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상

대적으로 부족했고 거주지역 차이에 따른 비교 분석, 고찰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거주지역 밖으로의 이동

이 제한되므로 다른 연령층보다 거주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지역사회 환경은 노인의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단선적인 인과관계만 분석하였다는 한계

가 있었다(김재희, 2021). 끝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정신건강

을 우울(김규민 외, 2020; 고민성, 2020; 김재희, 2021; 남궁은화 외,

2021)이나 자살생각(유용식, 2019; 이수정 외, 2019; 조명선, 2019)과 같이

특정 한 가지 증상이나 질환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노년층 정신건

강의 다면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특성상 주관적 스트레스와 우울, 자

살생각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포괄하여 정신건강 상태로 간주함으로써 기존 선행연

구들보다 정신건강 범위를 더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대표성 있는 지역

사회건강조사 자료와 공개된 지역 수준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노인 전체

의 정신건강 관련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을 함께 파악한다. 나아가 노인

의 거주지역을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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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특히 거

주지역별로 노인의 연령과 사회활동참여의 관계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지역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될 수 있

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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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개인 변수

와 지역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다층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개인과 지

역 수준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관

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전

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문

제를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부터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경험까지 각각에

대한 개인과 지역 수준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역을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여 지

역 특성에 따라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특히 한국 노인의 연령과 사회활동 참여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목

적을 갖는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 현황과 관련된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

의 특성을 파악한다.

2.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개인수준 요인의 특성을 분석한다.

3. 개인수준 요인을 보정했을 때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역수준 요인을 분석한다.

4. 한국 노인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다.

5.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가 연령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효과(조절 효과)를 갖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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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특성

WHO는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productively)이고 성

과 있는(fruitfully)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 상태

(state of well-being)”라고 정의했다(Galderisi, Silvana et al., 2015). 이

러한 정신건강 정의는 이전의 정신질환 유무를 기준으로 한 이분법적이

고 제한적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은 신체적, 사회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그 결과

건강관리의 부담이나 전반적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자의 정신

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물리환경적, 심리적 특

성들을 고려해야 하고(이현진, 2019) 신체건강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노년기는 신

체적 건강의 악화,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그리고 배우자와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의 사망에서 느끼는 심리적 고독감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전영자, 2015)이므

로 정신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건강, 경제, 상실 등과 같은

문제들은 노인에게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다양하고 복잡하여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혜경 외, 2021; 구전경 외, 2020; J. N.

Park., 2014; J. M. Choi, 2010).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감, 자

살생각 경험 여부로 세분화하였고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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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의 주관적 스트레스

주관적 스트레스(subjective stress) 지각은 내,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과 그 해석을 의미한다. 동일한 사건이 누군가에게

는 스트레스로 해석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개인 내 인지적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

(황윤정 외, 2020).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가족 문제, 경제문제, 건강문제,

주거 문제, 상실 문제와 같은 생활 사건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평균 이상 수준의 스트레스

를 인지한다(이혜경 외, 2021). 이러한 생활 사건들로부터 야기된 부정적

인 감정은 다시 그 자체로 노년층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 이처럼 노년기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다양한 생애 사건들이 동시다

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과 역량

은 점차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노년기 스트레스 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

해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신경림 외, 2003).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누적된 스트레스를 가진 노인은 신경 예민, 걱정, 긴장, 불안 등

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노인의 이러한 높은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 경제문제 등의 하위 변인을 통해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김봉금, 2019).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모든 노인에서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 경험이 우

울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전영자, 2015) 개인의 인지과정에 따라 차이

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한 임상적, 또는 치료적 접

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다차원적이면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비룡 외, 1998). 이러한 노인의 스트레스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 포괄

적 접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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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우울 경험

우울(depression)은 생각의 내용, 사고, 동기, 의욕 등 전반적인 전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노년

기에서 가장 흔한 정신증상 중 하나이다.

노인은 사별, 은퇴, 경제적 곤란 등의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

험하고 각종 신체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은 만큼 우울 증상을 가진 경

우가 많다. 실제로 전 세대에서 겪는 우울은 젊었을 때 높았다가 55세가

될 때까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은퇴 시기인 60, 70대가 되면 다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양지은, 2016). 노인의 후기 삶에서

이러한 우울 증상은 다차원적인 장애를 일으키거나 특정 질환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다른 연

령층에 비하여 우울로 인한 신체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대한 관련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한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므로 개입의 시급성이 강조되며(김명일 외, 2019; Blazer

D. G, et al., 1991), 구전경 외(2020)는 노인에서 우울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우울감을

증가시키는데, 이 때 노인은 우울감을 호소하기보다는 우울과 동반되는

건강 염려, 기억력 장애, 불안, 집중력 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노인 우울의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한다(김봉금,

2019). 또한 우울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장기화된 자살생각 또

는 정신적 문제가 동반된 우울에서 자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노인의 우울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요소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증

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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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의 자살생각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죽음과 자살에 대한 다양한 생각, 선입

견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범위한 용어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일관된 정의는 아직 없다(Harmer B, et al., 2016). 주로 자살생각, 자

살시도, 자살행위를 포괄하여 자살을 논하므로, 노인 자살 역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써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는 자살생각이 자살행동까지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어

진다고 가정했지만 자살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Simon, R. L., et al., 1985). 하지만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의 전조

로 보기에 충분하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추세

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

다. 자살생각에 대한 중재를 통해 자살시도와 자살행동을 직접적으로 조

절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살행동을 예측, 예방함으로써 OECD 국가들 중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자살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유용식, 2019). 그러나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이러한 배경에는 노인자살에 대한 미시적 자료를 구하

기 어렵다는 한계, 자살생각 경험을 타인(조사원 등)에게 털어놓았을 때

의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는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인자살을 은폐

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한삼성 외, 2009). 따라서 노인의 자

살생각, 자살시도, 또는 노인 자살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하고 정

책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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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

1. 한국 노인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

1) 개인수준 요인

일반적으로 연령은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우울, 자살생각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역시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

수의 연구(이소정, 2002; 이진희, 2016; 문석준, 2020; 고민석, 2020; 김규

민 외, 2020)에 따르면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현경 외(2012)는 노인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만, 만 65

세 이상 노인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한 연구들과는 달리 홍민주(2002)는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

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을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별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현경 외(2012)는 남성 노인의 삶의 질이 여성

노인보다 더 높고, 여성의 삶의 질 저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진희(2016)의 연구에서 주관적 스트

레스 수준과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현경 외(2012)는 교육 수준이 높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수

록 삶의 질이 향상되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고, 이진희

(2016)는 교육 수준이 높고 연간 수입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고 밝혀 상반된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2017년에 수행된 조사에서 만

65세 이상에 해당된 대상자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높은 삶의 질로 인하여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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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그 유형과 크기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 미

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자연적 원조관계망과 상호 원조관계망은 노

인의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문적 원조관계망은

접촉이 있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양지은, 2016).

2) 지역수준 요인

노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다층분석한 이진희(2016)의 연구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확인한 지역수준 요인 중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자가용 보유율, 공원, 건강도시부서 변수였고, 부의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재정자립도, 인구 규모, 수도권 입지 여부였다. 재정

자립도의 영향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적 역량이 높을수록 거주 노인의 스

트레스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지역

의 경기상황을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자가용 보유율이 높을수

록 지역 노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취약계층일수록 자동차

가 많은 환경에서 안전, 소음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Goodman et al., 2012; 이진희,

2016에서 재인용). 다만, 공원이 많고, 건강도시부서가 있는 지자체에 거

주할수록 노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고 이는 건강도시정책과 물리적 환경이 긴

밀하게 연결되어 거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반대되었다

(이진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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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노인의 우울 관련 요인

1) 개인수준 요인

일반적으로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우울할 것이라고 밝힌 선

행연구(이현경 외, 2012; 조명선, 2019; 고민석, 2020; 남궁은하 외, 2021)

들이 많았으나, 김규민 외(2020)의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우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 연구 대상, 우

울 측정도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등이 달라서 생긴 차이일 것으로 예상

되는 결과였다. 특히 노인을 독거 여부로 구분한 연구에서 조명선(2019)

은 독거노인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고민성(2020)은 비독거노인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유병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분석하였

다. 두 연구 모두 대상자 정의는 동일하였으나 전체 표본 크기와 가중치

적용 여부가 달라 연구결과가 상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연구설계를 보완하여 독거 여부에 따른 성별과 우울감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령과 우울감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 유

병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연구(고정은 외, 2012; 이현경 외,

2012; 김규민 외, 2020; 고민성, 2020; 남궁은하 외, 2021)와, 이와는 반대

로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연구(고

정은 외, 2015; 전해숙, 2018)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별로 연령대를 만

65세 기준 5세, 또는 10세 단위로 범주화했거나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

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자 연령의 정의가 상이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예상하였다. 노년층에서 전기노인, 후기노인 등의 연령 구분 기준

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인을 만 65세

이상 인구라는 단일 조건으로 분류하여 하나의 인구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연구 결과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배우자가 있고, 함께 사는 경우보다 이혼, 사별, 별거 또는 미혼은 우

울감을 경험했거나 우울 유병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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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은 외, 2015; 박소영, 2018; 이수정 외, 2019; 남궁은하 외, 2021). 또

한 김규민 외(2020)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에서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더

우울했고, 이종욱(2016)과 김규민 외(2018)에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체계의 영향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전해숙(2018)에서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울감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주로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우울감 경험에 대한 승산비가

높게 나타났다(이현경 외, 2012; 신상수 외, 2014; 이혜상, 2018; 문석준,

2020; 남궁은하 외, 2021). 특히 일반가구에서보다 저소득가구에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김규

민 외, 2020), 비독거노인에서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일 때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민성, 2020).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감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해숙, 2018; 박소영, 2018; 남궁은

하 외, 2021). 특히 직업 관련하여 이현경 외(2012)는 지속적으로 경제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에서 삶의 질과 건강수준이 더 좋고 이는 낮은

우울감과 유의하게 연결된다고 하였으며, 남궁은하 외(2021)에 따르면

현재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에서 우울감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직업과 경제활동 여부가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우울과 만성질환 유병 상태의 관련성은 선행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

았다. 이혜상(2018)에 따르면 우울군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교차비가

높았으나 당뇨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Sung HN, et al.(2014)

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 우

울증 교차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해숙(2018)에서 3개월 이상의 만

성질환 투병 및 투약 여부는 초고령 노인에서 우울감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선행연구(고정은 외, 2012; 박소영, 2018; 조명선,

2019; 남궁은하 외, 2021)에서 만성질환 유병 여부는 높은 우울감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만성질환 유병과 우울 간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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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면 김규민 외(2020)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정도가 우울 가능성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

다고 밝히기도 하여 만성질환 유병사실 자체보다 관리의 정도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더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 측면에서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울 유병상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

다(고정은 외, 2015; 전해숙, 2018; 박소영, 2018). 건강인식 이외의 주관

적 평가인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자아존중감(이종욱, 2016; 전해숙,

2018), 생활만족도(이종욱, 2016; 김규민 외, 2020),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김명일 외, 2019),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관계 만족도(김재희, 2021) 역시

우울감 경험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정도를 판단하는 타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규민, 2020; 양지은, 2016; 김현정, 2003). 특

히 시민참여 수준이 높을 때 우울은 감소했고(김명일 외, 2019), 지인 만

남의 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박소영, 2018).

그러나 김재희(2021)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친구, 이웃, 지인과의 왕래

정도를 정의한 지역사회관계와의 접촉빈도가 우울감 경험에 유의하지 않

았고 이는 해당 연구에서 제주지역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괸

당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이미 노인의 지역사회 관계 접촉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2) 지역수준 요인

최광수(2016)는 지역 거주자의 우울감과 지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안정성, 물가수준, 주거비 부담, 그리고 경제수준을 각각

지역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전세비율, 가구 평균소득 지표로 반영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소비자

물가지수가 증가할수록, 전세비율이 낮아질수록, 가구 평균소득이 낮아질

수록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우울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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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지역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고정은 외, 2015)이나 지역사회빈곤율(김명일 외, 2019), 자동차 보유율

(문석준 외, 2020)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며 우울감 경험에 대

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측면에서 노인복지예산(고정은 외, 2015), 주거 및 보건의료시설

(김명일 외, 2019)은 우울감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유의했으나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개수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김명일 외, 2019).

지역 유형을 분류한 고민성(2020)에 따르면 중소도시, 읍면부, 대도시

에 거주하는 순으로 우울증 유병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궁은하 외(2021)에서 읍면수 거주자가 동부 거주자보다 우울감

경험이 낮을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지역의 유형뿐 아니라

거주 기간에 따라 분류했을 때 해당 지역에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 15

년 이상 장기 거주했을 때보다 우울감 경험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측되

기도 하였다(남궁은하 외, 2021).

이외에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소(안전, 자연환경, 생활환경, 대중교통

여건,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남궁은하 외, 2021),

인구 십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문석준 외, 2020), 우울

증 유병상태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외부환경에 대한

접근성 자체는 우울감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희, 2021).

3.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1) 개인수준 요인

전체 성인, 또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

각 경험이 증가하였고(문영희 외 2013; 신상수 외, 2014) 이는 2019년 연

령별 자살률이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결과

와 일치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이와는 반대로 비독거노인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조명선, 2019), 이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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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따른 특성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상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선행연구 결과가 일치되지 않아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결과(김현주, 2019)와 이와는

반대로 남성노인에서 더 높다고 밝힌 결과(최광수, 2016)도 있었으며 성

별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 연구결과(유

병선 외, 2016)도 있었다.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에 유의한 관련 요인은

차이가 있었는데, 노인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분석한 구춘영 외(2014)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 노인의 자살생각에는 교육수준, 경제상태, 스

트레스와 우울, 활동제한, 삶의 질이 유의하였고 여성 노인의 자살생각에

는 스트레스와 우울, 활동제한, 삶의 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배우자가 있고 함께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이혼, 사별, 별거, 미혼 상

태의 노인은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신상수

외, 2014; 박소영, 2018; 이수정 외, 2019). 또한 가족, 특히 자녀와의 접

촉빈도가 높은 노인은 남녀 모두에서 자살생각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는데(이형실, 2003; 김보욱, 2010; 조명선, 2019), 경욱현(2012)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간의 접촉빈도가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세 가지 요인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접촉빈도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독감을 느낄수록 자살생각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도 하였다(유용식, 2019).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승산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문영희 외, 2013; 신상수 외, 2014; 이혜상, 2018; 문석준,

2020),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문영희

외, 2013), 경제상태 충족도를 낮게 평가할수록(조명선, 2019) 자살생각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신상수

외(2014)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때보다 더 많을

때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였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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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했을 때에도 유의할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앞서 기술한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뿐만 아니라 자

살생각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쁘다고 응답

한 경우는 좋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 오즈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신상수 외, 2014).

스트레스(문영희 외, 2013), 우울(문영희 외, 2013; 이수정 외, 2019; 조

명선, 2019),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 모두(신상수 외, 2014; 유용식, 2019)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2) 지역수준 요인

신상수 외(2014)는 지역박탈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자살생

각과 유의미하게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역박탈지수와 기초생

활보장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지역규모별로 다수

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농어촌 지역의 영향력에 의해 역효

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 지표를 1인당 지

방세금 부담과 재정자립도로 분석한 이용재 외(2018)는 두 지표가 지역

자살률과 부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

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자살률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장기화된 자살생각이 자살시도,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자살률과 관련된 지역수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이용재 외(2018)는 1인당

지방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지역일수

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체로 지역경제가 안정되고 관련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지역에서 지역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인자살률과 관련된 거시적 요인을 살핀

김형수 외(2013)는 노인경제활동참가율이 노인 자살률에 부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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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률)이 노인 자살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

고용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자살생각을 예방, 중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4. 한국 노인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요인

그동안 노인의 우울 등 정신건강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농촌 및

도시 지역의 구분 없이 관련 요인을 탐색했거나 농촌 또는 대도시 지역

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강현욱 외, 2012). 이에 노인의 거주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관련 요인을 분석한 일부 연구들에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보다 지각된 스트레스과 우울 수준

이 유의하게 높을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승미 외, 2010) 이는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녀와 떨어져 노인 부부만 동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움, 외로움이 동반되어 우울을 심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강현욱 외, 2012). 특히 농촌 노인의 우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시력이 나쁠수록 유의하게 낮아지고(강현욱 외,

2012) 도시 노인의 우울은 여성일 때, 경제적 지지가 부족할 때, 이혼한

상태일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경옥 외, 2006). 배우자 유무와

결혼상태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배우자 유무에 따른 우울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석소현 외, 2008),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만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거인 유무에 따른 우울 정도는 차이가 나

지 않았다(송민선, 2010). 이는 일반적으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사별, 이혼, 별거 상태에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유

의하게 우울 수준이 높은 것(오경옥 외, 2006)과는 구분되는 결과로 우울

감 정도에 대해 도시, 농촌 등의 지역 특성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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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농촌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을 고독

감이라고 설명한 연구(양순미 외, 2007)에서는 가족관계 신념, 주관적 신

체 건강과 지역사회 참여 정도를 주요 변인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자살생각은 도시 노인에서 연령이 증가할 때, 흡연자일 때, 높은 수준

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동반했을 때 증가하였고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고등학교 졸업으로 높았을 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희 외, 2013). 동일 연구에서 농촌 노인은 가구 평균 소득이 낮을

때, 일상활동 제한이 있을 때, 우울과 스트레스가 동반되었을 때 자살생

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에 있어서 거주지역 유형에 따른

관련 요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지역은 여성과 독거노인이

많고, 낮은 의료접근성과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소외, 건강생활을

위한 관련 시설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환경적 조건이 불리하여 거주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은석 외, 2009). 그러나 노인의 이러한 욕구에 상응하는 사회복지서비

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와 그 행태는 도시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신체 능력이 저

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 야기되고, 우울이 자살

생각이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Coren et al., 1999; 이은석 외, 2009에

서 재인용)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 주거지는 다른 인구 집단보다 더 중요하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므로(배진희, 2012; 서인균 외, 2016에서 재인용) 거주지역의

특성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인정하여 도시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수준과 양상,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노인의 거주지역 유형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한

결과 도시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

인은 사회활동 참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다수의 유사한 특

징을 공유하는 동일 집단인 것 같으면서도, 도시와 그 외 지역, 특히 농

촌으로 설명되는 지역들 사이에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격차가 점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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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됨에 따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기

도 하였다(문영희 외, 2013).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에게 종교활동,

외출과 여행, 운동, 정서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의 왕성한 사교적 활동이

우울 등의 정신적 건강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송양순, 2001; 신은영 외, 2002; 이지연, 2002),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 여가, 오락, 레저 등의 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인프라와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도시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거주지역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특히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한다면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의 연령대별 정신건강

복지프로그램을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노인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살피는 이유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을 더 이상 만

65세 이상의 단일 인구집단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75세를 기

준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에서 사회활동 참여 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

는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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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모델

본 절에서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적 개념 틀을 살펴본 후, 생태체계이론과 정신건강과 안녕감 모델의 결

합에 준용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선

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할 분석변수를 선정하

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투입

할 변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정신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개념 틀

건강은 사회와 문화적 환경의 산물이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여러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최광수, 2016). 이처럼 사회경제적 환경이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정신건강과도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것은 Faris와

Dunham(1960/1939)가 정신장애 발병률과 시카고 내 사회분열 지역 사이

의 연관성을 기록한 것에서 시작하여, 이후 Massey와 Denton(1993)가

주장한 “환경의 물리적인 악화가 해당 공동체 거주자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연결되었다(Richard G. Wight, et al, 2006).

이들의 연구 결과는 ‘사람-환경 적합(person-environment fit)’이라는 표

현으로 구체화되어 사람과 환경 간의 관계 개념을 설명하면서 개인과 이

웃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정하였다(Richard G. Wight, et al, 2006).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이후 Bronfenbrenner의 생태

학적 모델(ecological model)을 통해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다양한 개인

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건강한 또는 불건

강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되었다(Koren L. Fisher, et al., 2018).

Bronfenbrenner(1979)는 행동이 여러 단계의 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영향

을 미치면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영향을 총 4 단계로, 미시체

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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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system)로 나누어 설명하였다(Bronfenbrenner, 1992; Kenneth

Mcleroy, et al., 1988). 그에 따르면 미시체계는 개인이 직접 대면하여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직계 가족이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또는 직장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같이 특정 환경에서 직접 대면하는 영향력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간체계로 명명하고

가족, 학교, 동료, 그리고 종교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 사이의 상호작

용이라고 설명했다. 외체계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는 없지만 영향을 주

고받는 환경, 즉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적 체계의 영향력이라고 설명하면

서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등을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

로 거시체계는 문화, 공공정책, 가치관 등 상호 관련된 체계들의 복합체

로 미시체계, 중간체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신념이나 가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미시, 중간 등의 하부체계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하부체계 간의 구성요소는 서로 교체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보

았다. 결과적으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은 개인과 개인

을 둘러싼 환경 요인들이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

수준은 개인과 인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 구조화된 체계(가족, 지역

사회 등)와 상호 작용하며 결정될 수 있고(남궁은하 외, 2021) 이는 곧

거래 모델(transactional model)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Kenneth

Mcleroy, et al., 1988).

생태체계이론의 관점과 더불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을 자

세히 다룬 모델로 ‘mental health and well-being ecological model(이하

정신건강과 안녕감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 정신건강과 안녕감 모델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한 모델로, 정신건강을 생태체계 이론에 입각, 구

체화하여 관련 요인을 정리하였고, 특히 Bronfenbrenner의 이론에서 거

시체계로 불렸던 요인들을 정책(policy), 사회(society) 개념으로 세분화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은 생태체계이론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심에

는 개인(individual)이 있고, 그 바깥 첫 번째 층은 개인 간 관계

(relationships), 두 번째 층은 조직(organizations), 세 번째 층은 지역

(communities), 네 번째 층은 정책(policy), 그리고 마지막 층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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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로 구성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안녕감 모델은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를 특정 질환으로부터 정신건강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

고 있어 WHO의 확장된 정신건강 개념과도 동일한 맥락에 있으며, 정신

적 안녕(mental well-being)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의 범

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2).

정신건강과 안녕감 모델의 단계별 세부요인을 살펴보면(그림1 참고),

모형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개인은 생물학적/유전적 요인, 정체성, 성격,

스트레스 반응, 대응력, 리더쉽 등과 같이 개인의 기질, 즉 쉽게 변경하

기 어려운 개인 내부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을 바로 둘

러싼 개인 간 관계 층은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사회적 역할

(social roles),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 가족과 동료(family and

peers), 양육(harsh/developmental parent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층인 조직은 교육 기회(educational opportunities), 지원 체계

(support system),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 접근성(access)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층인 지역사회는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주거 불안정(housing

instability), 그리고 중독, 차별, 낙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들어 설명하

고 있다. 그리고 그 외 거시체계에 해당하는 정책 층은 정부규제와 인센

티브, 법, 정책, 규제, 자원, 자본, 정부 투자 등으로, 그리고 사회 층은

빈곤, 자원 할당, 삶의 질, 전쟁 등의 사회적 갈등, 기술 발전 등으로 이

루어져 복잡한 거버넌스 차원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1992)의 생태체계이론과 미네소타 대

학에서 개발한 정신건강과 안녕감 모델을 결합하여 두 이론 모형의 다층

화된 환경 요소를 미시수준(개인적 수준), 중간수준(개인 간 관계), 거시

수준(조직 및 지역사회 수준)의 3가지 수준으로 정리하여 연구의 이론적

틀을 세우고자 한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최근 자살연구에서 자주 사용되

는 kemp(2001)의 이론과 유사한 접근으로, kemp(2001)는 기존의 생태체

계이론 모델에서 환경적 요소를 4수준(micro/meso/exo/macro)으로 구분

2) https://mch.umn.edu/resources/mheco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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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더 단순화하여 미시(개인적 수준), 중간(가족 체계), 거시(지역사

회와 전체사회 수준)로 구분함으로써 자살 관련 변인들을 보다 체계적이

고 명확하게 구분하였다(배광일, 2017). 이와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환경 요소 단계 중에서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과 가까

운 개인 간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까지로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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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신건강과 안녕감 모델

(출처 : https://mch.umn.edu/resources/mheco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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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틀에 기반한 변수 선정

1-1) 개인 수준 변수 선정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 수준 변인으로는 인

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요인을 고려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을, 건강상태 요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로 주관적 건강인식을, 객관적 건강상태로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를 반영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개인의 기본적이고 쉽게 변경될 수 없는

기질이자 개인의 중요한 건강결정요인 중 하나인 성별(신상수 외, 2014;

조명선, 2019; 김규민 외, 2020; 고민성, 2020; 남궁은하 외, 2021)과 연령

(이현경 외, 2012; 문영희 외, 2013; 고정은 외, 2015; 이진희, 2016; 전해

숙, 2018; 박소영, 2018; 김규민 외, 2020; 고민성, 2020; 남궁은하 외,

2021)을 기본 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소득, 직업, 교육수준과 같은 사

회경제적 지위 변수들(강상경 외, 2008; 이현경 외, 2012; 문영희 외,

2013; 신상수 외, 2014; 이진희, 2016; 전해숙, 2018; 박소영, 2018; 김규민

외, 2020; 고민성, 2020; 남궁은하 외, 2021)을 반영하고자 교육수준과 월

평균 가구소득을 함께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원에서는 노

인 개인의 소득 수준을 조사하는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월평균 가구소득

으로 대체하여 적용하였으며, 노인의 교육수준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음으로 건강상태 요인은 주관적 건강, 객관적 건강으로 분류하여 주

관적 건강인식 수준(신상수 외, 2014; 고정은 외, 2015; 전해숙, 2018; 박

소영, 2018)과 고혈압, 당뇨 진단 경험 여부(고정은 외, 2012; 전해숙,

2018; 김규민 외, 2020; 남궁은하 외, 2021)를 반영하였다. 정신건강과 안

녕감 모델에서 개인 수준의 구성요소로 생물학적/유전적 요인

(biological/genetic factors)을 들어 설명하였고,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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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두 변인을 개인 수준의

변수로 포함하였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서 2020년 기준 고혈압 유병률3)이 56.8%, 당뇨병 유병률이

24.2%로 달하여 2명 중 한 명은 고혈압, 4명 중 1명은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를 고려했을 때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2) 개인 간 관계 변수 선정

개인 간 수준의 변인으로는 두 이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한 사

회적 고립(양지은, 2016; 김재희, 2021)과 사회참여(이종욱, 2016; 박소영,

2018, 김명일 외, 2019)를 반영하고 추가로 노년층에서 유의한 지표인 독

거 여부(조명선, 2019; 고민성, 2020; 남궁은하 외, 2021)를 포함하였다.

노인에서의 독거 여부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서도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으므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서는 각각 어떤 크기의 설명력을 갖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고

립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면서 스트레스와 우

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박소영, 2018) 그 빈도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고자 반영하였다. 끝으로, 사회참여는 성공적 노

화(successful aging)과 관련이 있고(Rowe and Kahn, 1998) 노인의 성

공적 적응, 심리적 건강, 삶의 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노년

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지속시키는 의미있는 요인

이므로(김재희, 2021) 분석변수로 반영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유병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의사진단을 받은 만성질병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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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수준 변수 선정

지역 수준의 변인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물리적 환경 특성으로

분류하고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변수들을 고찰하여 구성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은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과 삶의 질 등 개인의 생활 전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으로

그동안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요인이기도 하다(고정은 외, 2012;

이민홍, 2015; Mair et al., 2008; 김명일 외, 2019에서 재인용). 또한, 상

술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 모형에서 외체계(본 연구에

서의 지역 수준을 의미)를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속해있

음으로 인해 받는 사회적 체계의 영향력’이라고 설명하며 그 예시로 경

제적 안정, 실업률을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

차 보유율(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

산비중을 포함하였다. 먼저 자동차는 비교적 고가품에 해당하므로 자동

차의 구입과 보유는 경기상황에 민감할 것이라는 해석에 따라 자동차 보

유율(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을 해당 지역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로 활용하고자 포함하였다. 이는 문석준 외(2020)에서 자동차 보유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우울증 유병상태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

적으로 예상하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진희(2016)에서는

자동차 보유율이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기도 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의 경우 자동차 중심

의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Goodman, et al., 2012; 이진희,

2016에서 재인용)이라고 해석하였다. 게다가 두 선행연구 모두 19세 이

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어떤 방향으

로 유의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복지재정 수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는 가정 하에(하능식 외, 2012) 지역 수준의 변인을 고려한 선행연구

들(신상수 외, 2014; 이진희, 2016)에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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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였다. 재정자주

도가 높을수록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

여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재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복지 재정의

압박도 측면에서 재정자주도는 재정력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하능식 외, 2012),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 이진희(2016)에서 재정자

립도는 개인의 스트레스와 음의 영향을 보여 지자체의 경제적 역량이 높

을수록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

었다. 그러나 재정의 여유와 그의 활용이 곧 복지예산의 확충을 직접적

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지표를 지역 변수

로 함께 포함하였다. 이창숙 외(2020)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사회

복지 개입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이를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예산

지표를 통해 사회복지 개입의 영향을 보기도 하였다.

물리적 환경의 특성으로는 ‘정신건강과 안녕감 모델’의 조직 단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 그리고 지역 단계에서 사회적 안

녕(social well-being),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요인에 해당하는

지표를 반영하고자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김명일 외, 2019),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김

명일 외, 2019), 그리고 지역범죄등급지수로 총 4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을 의미하며 지역의 취약자 계층 보호와 생활지도, 재활훈련,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

을 뜻한다.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배려복지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포함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상 여성, 장애인, 아동, 부랑인을 대

상으로 한 복지시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노년기 정신건강과의 관계

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예상되었다. 이에, 이점을 보완하고자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함께 포함하였고, 노인복지관, 경로

당, 노인교실 등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수로 지역사회가 확충한



- 29 -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노인 정신건강

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선행연

구(고정은 외, 2015)에서 지역의 노인복지예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단순한 시설 개수도 노년기 정신건강에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와 함께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지

역 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시설로, 다수의 선행연구(조수미

외, 2014; 정은희 외, 2017)에서 일반 성인집단의 정신건강, 특히 자살률

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도 유의한 관

계가 있을지 파악하고자 포함하였다. 끝으로 지역범죄등급 지수는 지방

자치단체 별로 범죄 수준을 계량화하여 1~5등급으로 산출한 상대지수로,

고정은 외(2012)에서 지역사회 내 범죄율은 노인 우울과 양의 효과를 가

진 것으로 나타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범죄율이 1%p 증가하면 노인

우울은 약 2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궁은하 외(2021)의 연

구에서도 지역사회 환경을 자연환경, 생활환경, 대중교통 여건, 의료서비

스 여건, 그리고 안전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만족도 수준이 우울과 유

의한 부의 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와 같이 범죄율은 불안,

두려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범죄율

자체의 의미 이외에도 해당 지역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환경이라는 점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에 대해 어느 정

도 크기의 영향력을 보일지 파악하고자 반영하였다.

분석에 앞서 개인 및 지역 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

하고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개인 수준 변수

간 최대 상관계수는 0.41(성별과 교육수준)으로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

가 0.6 미만이었으므로 구성한 개인 수준 변수를 모두 분석모형에 투입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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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성별 - 　 　 　 　 　 　 　 　 　 　 　 　 　 　 　 　 　 　 　 　　

② 연령 0.06 *** - 　 　 　 　 　 　 　 　 　 　 　 　 　 　 　 　 　 　　

③ 교육수준 0.41 *** 0.29 *** - 　 　 　 　 　 　 　 　 　 　 　 　 　 　 　 　　

④ 월평균 가구소득 0.06 *** 0.13 *** 0.24 *** - 　 　 　 　 　 　 　 　 　 　 　 　 　 　　

⑤ 주관적 건강수준 0.18 *** 0.18 *** 0.27 *** 0.15 *** - 　 　 　 　 　 　 　 　 　 　 　 　　

⑥ 만성질환 진단 경험 -0.06 *** -0.07 *** -0.04 *** -0.01 ** -0.15 *** - 　 　 　 　 　 　 　 　 　 　　

⑦ 독거 여부 0.28 *** 0.16 *** 0.24 *** 0.28 *** 0.11 *** -0.05 *** - 　 　 　 　 　 　 　 　　

⑧ 가족과의 접촉빈도 -0.09 *** 0.00 　 -0.02 *** -0.02 *** 0.02 *** 0.00 　 -0.02 *** - 　 　 　 　 　 　　

⑨ 이웃과의 접촉빈도 -0.10 *** -0.05 *** -0.22 *** -0.13 *** -0.01 ** 0.00 　 -0.07 *** 0.17 *** - 　 　 　 　　

⑩ 친구와의 접촉빈도 0.02 *** 0.07 *** 0.09 *** 0.04 *** 0.12 *** 0.00 　 -0.01 ** 0.12 *** 0.19 *** - 　 　　

⑪ 사회활동 참여 개수 -0.04 *** -0.21 *** -0.33 *** -0.18 *** -0.21 *** 0.03 *** -0.10 *** -0.06 *** -0.01 ** -0.25 *** - 　

***: p<.0001, **: p<.01, *: p<.05

[표 1] 개인 수준의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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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준 변수의 경우 단층 회귀모형에서 분산 인플레이션 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제외

하고 모두 5미만으로 나타났으나[표 2], 지역수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부 변수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3].

VIF 값이 6.3으로 다른 지역수준 변수보다 다소 높았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은 지역 유형(γ>.6), 재정자주도(γ>.6),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γ>.7)로 3개의 지역수준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역시 지역유형(γ>.7)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층모형에서는 타 변수와 너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노인의 거주 지역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유지하며, 정책적 함의(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

는 변수 위주로 투입하고자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과 노인 천 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지역 유형, 자동차 보

유율, 재정자주도,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십만 명당 문

화기반시설 수, 범죄율 총 6개 지표를 지역수준 변수로 선정하였다.

변수 B 표준오차 t Value Pr>|t| VIF

Intercept .172 .028 6.18 <.0001 0

지역 유형 -.009 .005 -1.65 0.0996 3.104

자동차 보유율 .023 .010 2.33 0.0196 1.186

재정자주도 .000 .000 0.06 0.9527 2.603

일반회계중 사회복지예산비중 -.000 .000 -0.38 0.7061 6.312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000 .000 2.77 0.0056 1.346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00 .000 0.56 0.5788 1.651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000 .000 -1.21 0.2255 4.291

지역범죄등급지수 .002 .001 1.57 0.1162 1.197

[표 2] 지역 수준의 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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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지역유형 -

② 자동차 보유율 0.28 *** -

③ 재정자주도 0.19 *** 0.18 *** -

④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

-0.67 *** -0.37 *** -0.66 *** -

⑤ 인구 천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0.43 *** 0.16 *** 0.28 *** -0.48 *** -

⑥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55 *** 0.25 *** 0.31 *** -0.58 *** 0.35 *** -

⑦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0.78 *** 0.32 *** 0.22 *** -0.74 *** 0.42 *** 0.47 *** -

⑧ 지역범죄등급지수 -0.11 *** 0.03 *** 0.08 *** 0.11 *** -0.05 *** 0.022 *** -0.30 *** -

***: p<.0001, **: p<.01, *: p<.05

[표 3] 지역 수준의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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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이론적 개념 틀에 따라 구성한 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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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한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과 미네소타 대학의 ‘정신건강과 안녕감

모델’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 노인

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을 분석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아래와 같은 제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1) 개인 수준의 요인 분석에 그침으로써 건강결정요인의 중요한 요소

인 거주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간과하였다. 신체기능의 저하로 타 지역으

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노인은 다른 연령층보다 거주지역의 영향력을 크

게 받는 집단임에도 거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년층

에 대한 거주 지역의 효과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2) 개인 수준과 지역, 환경 수준을 모두 고려하였더라도 우울, 자살생

각 등 특정 한 가지 증상이나 질환에 국한하여 정신건강의 한 단면 만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3) 일부 대표성이 부족한 임의 표본을 활용한 연구로 한국 노인의 정

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스트레스부터 우울, 자살생각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신건강의 현주소를 전국 규모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동안 노인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로 대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주 지역을 도시 지역과

그 외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

석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노인의 사

회활동 참여가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노인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함으로써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을 효

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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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및 대상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의 2차 분석으로,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면제대상 승인을 받았다(IRB

No. E2110/002-003).

본 연구에서 개인수준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시군구 대표 보건통계의 생산과 지역간 비교 가능한 건강조사체계 확립

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2017년도 원시자료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하나인 자살생각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은 2008년부

터 실시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2008년, 2009년, 2013년, 2017년, 2021년

도 조사에 반영되었으며 2021년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므

로 가장 최근 자료에 해당하는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통·

반/리의 주거용 주택(아파트,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

구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자료를 연계하여 표본추출틀을 작성하고 통·

반/리 내 주택유형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 크기를 고려하여 1차

표본을 비례추출한 후, 표본지점으로 선정된 통·반/리의 가구 수를 파악

하여 계통추출법으로 2차 표본 가구를 추출한다. 이후에 훈련된 조사원

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

북을 사용해서 일대일 면접 조사(전자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개인설문

조사와 가구설문 조사로 구성되어 2017년도 조사 기준, 총 18개 영역과

20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36 -

지역 수준의 분석 자료로 통계청 KOSIS e-지방지표의 시·군·구 단위

로 산출된 수치들을 활용하였다. e-지방지표는 통계청에서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민의 삶의 질 등의 지역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하고,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

스로, 2017년도 기준 16개 부문과 134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전체 부문 중 주거와 교통, 성장과 안정, 사회통합, 문화와 여

가, 안전, 통합 분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구득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연계하여 활용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지역 분류

2017년도 조사에는 228,381명이 참여하였고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87,835명이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쓰인 문항에 답하지 않았거나 응답

을 거부한 일부 자료(결측치)를 제외하고, 63,060건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지역 분류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보건소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개인 수준 자료인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지역 수준 자료인 통계청

데이터 사이에 지역 분류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시 통합·분리 정

황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4). 그 결과 17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과 229개 시군구(77개 시, 82개 군, 70개 구) 단위로 분류되었다.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하위 분석에서 사용한 지역 분류는 최문정

(2020)의 지역 유형 구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상 시와 7대 광역시에

속해있는 군, 구를 도시 지역(152개)으로 분류하였고 도시 지역으로 분류

되지 않은 이외의 모든 지역을 비도시 지역(77개)으로 분류하였다.

4) 예를 들어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고양시 일산서구보

건소를 고양시로 통합 조정하여, 모두 고양시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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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변수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변수들을 검토하여

최종 연구변수로 선정하였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1.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종속변수)

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자료원인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개인의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리커

트 척도를 통해 측정된다.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매우 많이 느낀다'는 4점에서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1점으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스

트레스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매우 많이 느낀다(4점)'와 '많이 느낀다(3점)'고 응답한 경

우를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거의 느끼지 않는다(2점)'와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고 응답한 경우를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

은 것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2) 우울감 경험 여부

개인의 우울감 경험 여부는 이분형 명목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최

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

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예', '아

니오'로 측정되었고 이를 코드화하여 변수로 반영하였다.

3) 자살생각 경험 여부

개인의 자살생각 경험 여부 역시 이분형 명목척도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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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우울감 경험과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분석

시에 개인 수준의 설명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고, 우울감 경험도 자살생

각 경험에 대한 분석 시 개인 수준의 설명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2. 개인수준 요인(독립변수)

개인수준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

인식,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를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 그리

고 연령은 ‘65세 이상부터 74세 미만’, ‘75세 이상’으로, 교육수준은 ‘무

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월평균 가

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

로 범주화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에 이

르는 5분위 척도를 ‘매우 좋음’과 ‘좋음’은 ‘좋음’으로, ‘매우 나쁨’과 ‘나

쁨’은 ‘나쁨’으로 분류하여 ‘보통’과 함께 세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끝으

로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적어도 한 개 이상 ‘예’라

고 응답한 경우를 ‘있음’, 그 외를 ‘없음’으로 이분 범주화하였다.

3. 개인간 수준 요인(독립변수)

개인간 수준 변수는 독거 여부, 사회적 고립, 사회 참여를 반영하였다.

독거 여부는 동거인(친족 범위) 유무에 따라 ‘독거’와 ‘동거인 있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사회적 고립은 가족(친척 포함), 이웃, 친구(이웃 제외)와

의 접촉 빈도로 ‘한 달에 1번 미만’부터 ‘일주일에 4번 이상’으로 조사되

는 6분위 척도를 ‘한 달에 1번 이하’, ‘일주일에 1번 이하’, ‘일주일에 2번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사회 참여는 종교활동, 친목활동(계모임, 동창

회, 노인정, 향우회, 종친회 등), 여가/레저 활동, 자선단체 활동에 한 달

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문항을 기준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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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0으로, 4개 활동에 모두 정기적으로 참여

한다고 응답한 경우 4로 변환하여 연속형 변수로 반영하였다.

3. 지역수준 요인(독립변수)

지역 변수는 지역 유형, 사회경제적 특성, 물리적 환경을 반영하였다.

지역 유형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물리적 환경 이외의 교란 요인

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상 시와 7대 광역시에 속해있는 군, 구를

도시 지역(152개)으로 분류하였고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지

역을 비도시 지역(77개)으로 분류하여 이분형 지역 유형 변수를 생성하

였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살피기 위한 지표는 변수

간 상관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과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은

자동차 보유율(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과 재정자주도를, 지역의 물리적

환경 지표는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지역범죄등급지수를 포함하였고 이들은 모두 연속형 변수로 반

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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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측정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s)
정신건강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1: 높음; 0=낮음

우울감 경험 여부 1: 예; 0: 아니오
자살생각 경험 여부 1: 예; 0: 아니오

독립변수(Individual variables)
개인
수준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 1=65-74세; 2=75세 이상
교육수준 1=고졸 이상; 2=중졸; 3=초졸; 4= 무학
월평균 가구소득 1=400만원 이상; 2=200-400만원; 3=200만원 미만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인식 1=좋음; 2=보통; 3=나쁨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1=유; 2=무

개인 간
수준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1=유; 2=무(독거)
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1=주 2회 이상; 2=주 1회 이하; 3=월 1번 이하
이웃과의 접촉 빈도 1=주 2회 이상; 2=주 1회 이하; 3=월 1번 이하
친구(이웃 제외)와의 접촉빈도 1=주 2회 이상; 2=주 1회 이하; 3=월 1번 이하

사회참여 사회활동 참여 연속형(값이 클수록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 많음)
지역
수준

지역 유형 시군구 분류에 따른 지역유형 1=도시; 2=비도시
사회경제적
역량

자동차 보유율 연속형
재정자주도 연속형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연속형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연속형
지역범죄등급지수 연속형

[표 4] 연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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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원인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표본설계는 확률

표본으로 복합표본설계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료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고자

가중치를 고려한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수의 빈도(%) 또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분석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현황 차이를 개인 및 지역수준 변수에

따라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를 고려한 chi-square, t 검정을 수행하였다.

넷째,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고려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고려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 그리고 개인 간 관계 변인을 개인 수준의 요인 하나로 간주하여

개인 수준(모델 1) 그리고 지역 수준(모델 2)의 두 가지 모델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version 9.4을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이

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 42 -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최종 연구대상자는 63,060명으로, 이들의 일반

적 특성을 전체 노인, 그리고 거주지역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

과는 [표 5]와 같다. 이 때 각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n)와 비율

(%)이며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제외하고 표기하였다.

1) 전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56.12%), 그리고 65세 이상 74세 이하

(58.42%)이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이상이 각각 23.63%,

31.14%, 16.43%, 28.81%로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63.78%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나쁨, 보통, 좋음 순으로

40.85%, 38.10%, 21.05%이었고 전체 10명 중 약 6명은 의사로부터 만성

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61.37%)고 응답하였다. 독거 여부는 독거

가 20.05%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 동거인

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요인으로 살펴본 타인과의 접촉빈도는 가족(43.68%), 이

웃(55.47%)과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친구(42.05%)와는 한 달에 1번 이하

로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활동

참여 개수는 평균 1.12개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노인은 전체의 18.26%,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우울감을 경험한 노인은 7.65%, 최

근 1년 이내에 자살생각을 경험한 노인은 11.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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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역의 자동차 보유율은 평균 0.45, 재정자주도 평균은 53.57로

나타났다.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평균 15.41개였으며,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평균 6.52개, 그리고 지역범죄등급지수(수

치가 작윽수록 범죄율 낮음을 의미)는 전국 평균 3.06이었다.

2) 거주지역 유형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63,060명 중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53,969명

(85.6%)으로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훨씬 더 많았다. 두 지역

모두에서 여성이 더 많았지만 연령대는 도시의 경우 75세 미만의 전기

노인이 더 많았고 비도시의 경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수가 거의 유

사하였다. 도시 지역의 노인 중에서는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도시 지역의 노인 중에서는 무학이 가장 많았다. 지역 유

형과 무관하게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가

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두 지역 모두에서 ‘나쁨’으로 응답한 노인

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 좋음 순이었다. 만성질환 진단 경험은 도시

(61.5%), 비도시(60.6%) 지역 모두에서 전체 노인의 비율과 유사하게 약

60%가 의사로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비도시 모두 친족 관계의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지역별 비율로 보면 도시(18.7%)보다 비도시(27.5%)

지역에서 독거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비도시 모든 지역에서 가족,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일주일에 2번

이상으로 빈번한 노인들이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의 접촉 빈도는 한 달

에 1번 이하가 가장 많았으나 일주일에 2번 이상 접촉하는 빈도와 거의

유사하였다.

사회활동 참여 개수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평균 1.16개, 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0.86개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

회활동이 비도시 지역의 노인보다 더 많았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경험은 도시에 거주하

는 노인에서 각각 18.23%, 7.92%, 10.99%로 나타났고 비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18.42%, 6.01%, 12.72%로 나타나 지역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



- 44 -

지 않았고 도시, 비도시 지역에서 유사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자동차 보유율은 도시 지역 평균 0.43, 비도시 지역 평균 0.55로 나타

나 비도시 지역에서 더 높았고 재정자주도 역시 도시 지역 평균 52.86,

비도시 지역 평균 57.79로 비도시 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과 문화기반시설 수 모두 도시 지역(각 13.57

개, 4.94개)보다 비도시 지역에서(각 26.36개, 15.92개)로 더 많았고 지역

범죄등급지수는 도시 지역 평균 3.06, 비도시 지역 평균 3.07로 두 지역

이 거의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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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시 비도시

n (%) n (%) n (%)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남성 27,672 (43.88) 23,895 (37.89) 3,777 (5.99)

여성 35,388 (56.12) 30,074 (47.69) 5,314 (8.43)

연령
65-74 36,838 (58.42) 32,343 (51.29) 4,496 (7.13)

75 + 26,222 (41.58) 21,627 (34.30) 4,595 (7.29)

교육수준

고졸 이상 18,166 (28.81) 17,020 (26.99) 1,145 (1.82)

중졸 10,359 (16.43) 9,259 (14.68) 1,099 (1.74)
초졸 19,635 (31.14) 16,345 (25.92) 3,290 (5.22)

무학 14,901 (23.63) 11,345 (17.99) 3,556 (5.64)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8,077 (12.81) 7,697 (12.21) 380 (0.60)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4,764 (23.41) 13,435 (21.30) 1,329 (2.11)

200만원 미만 40,219 (63.78) 32,837 (52.07) 7,382 (11.71)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3,275 (21.05) 11,645 (18.47) 1,630 (2.59)
보통 24,023 (38.10) 20,987 (33.28) 3,036 (4.81)
나쁨 25,762 (40.85) 21,337 (33.84) 4,425 (7.02)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유 38,701 (61.37) 33,192 (52.64) 5,509 (8.74)
무 24,359 (38.63) 20,777 (32.95) 3,582 (5.68)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유 50,418 (79.95) 43,829 (69.50) 6,589 (10.45)

무(독거) 12,642 (20.05) 10,140 (16.08) 2,502 (3.97)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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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27,544 (43.68) 22,738 (36.06) 4,806 (7.62)

주 1번 이하 18,394 (29.17) 15,860 (25.15) 2,534 (4.02)

한 달 1번 이하 17,122 (27.15) 15,371 (24.38) 1,750 (2.78)

이웃과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34,980 (55.47) 27,314 (43.31) 7,666 (12.16)
주 1번 이하 8,344 (13.23) 7,536 (11.95) 808 (1.28)
한 달 1번 이하 19,736 (31.30) 19,119 (30.32) 617 (0.98)

친구와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24,169 (38.33) 20,454 (32.44) 3,714 (5.89)
주 1번 이하 12,376 (19.63) 10,944 (17.36) 1,432 (2.27)
한 달 1번 이하 26,515 (42.05) 22,571 (35.79) 3,944 (6.25)

사회 참여 사회 활동 참여 mean (SD) 1.12 (1.00) 1.16 (1.01) 0.86 (0.89)

정신건강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낮음 51,548 (81.74) 44,132 (69.98) 7,416 (11.76)
높음 11,512 (18.26) 9,837 (15.60) 1,675 (2.66)

우울감 경험 여부
없음 58,234 (92.35) 49,690 (78.80) 8,544 (13.55)
있음 4,826 (7.65) 4,279 (6.79) 546 (0.87)

자살생각 경험 여부
없음 55,972 (88.76) 48,037 (76.18) 7,934 (12.58)
있음 7,088 (11.24) 5,932 (9.41) 1,156 (1.83)

Level 2 : Regional factors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mean (SD) 0.45 (0.12) 0.43 (0.10) 0.55 (0.20)

재정자주도 mean (SD) 53.57 (11.00) 52.86 (11.62) 57.79 (4.16)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mean (SD) 15.41 (9.98) 13.57 (8.63) 26.36 (10.43)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mean (SD) 6.53 (6.54) 4.94 (4.50) 15.92 (8.59)

지역범죄등급 지수 mean (SD) 3.06 (1.12) 3.06 (1.12) 3.07 (1.1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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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요인별 관련성

1. 한국 노인의 주관적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별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분석변수의 유의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중치를 고

려한 빈도수로 표기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개인,

개인 간 관계 수준 요인은 성별(p<.001), 교육수준(p<.001), 월평균 가구

소득(p<.001), 주관적 건강인식(p<.001),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p<.01), 가족(친척 포함), 이웃, 친구와의 접촉빈도(p<.001). 사회활동 참

여 개수(p<.001)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요인에서는 자동차 보유율((p<.01),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

지시설 수(p<.001),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p<.05), 지역범죄등

급지수(p<.05)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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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스트레스
낮음(N=51,695)

주관적 스트레스
높음(N=11,365) χ² or t

n (%) n (%)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남성 23,634 (37.48) 4,038 (6.40)

261.49***
여성 27,914 (44.27) 7,474 (11.85)

연령
65-74 30,163 (47.83) 6,675 (10.59)

.59
75 + 21,385 (33.91) 4,837 (7.67)

교육수준

고졸 이상 15,683 (24.87) 2,483 (3.94)

342.88***
중졸 8,663 (13.74) 1,695 (2.69)
초졸 15,934 (25.27) 3,701 (5.87)
무학 11,268 (17.87) 3,633 (5.76)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6,919 (10.97) 1,158 (1.84)

135.50***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2,606 (19.99) 2,158 (3.42)

200만원 미만 32,023 (50.78) 8,196 (13.00)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2,166 (19.29) 1,110 (1.76)

1559.6***보통 20,867 (33.09) 3,155 (5.00)
나쁨 18,515 (29.36) 7,247 (11.49)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유 31,453 (49.88) 7,249 (11.49)

8.06**
무 20,095 (31.87) 4,263 (6.76)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유 41,242 (65.40) 9,176 (14.55)

0.32
무(독거) 10,306 (16.34) 2,336 (3.70)

[표 6] 한국 노인의 주관적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별 관련성(단변량) (N=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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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22,856 (36.24) 4,688 (7.43)

57.78***주 1번 이하 15,134 (24.00) 3,260 (5.17)
한 달 1번 이하 13,558 (21.50) 3,564 (5.65)

이웃과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29,048 (46.06) 5,932 (9.41)

66.77***주 1번 이하 6,880 (10.91) 1,464 (2.32)
한 달 1번 이하 15,620 (24.77) 4,116 (6.53)

친구와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20,619 (32.70) 3,549 (5.63)

324.99***주 1번 이하 10,419 (16.52) 1,957 (3.10)
한 달 1번 이하 20,509 (32.52) 6,005 (9.52)

사회 참여 사회 활동 참여 mean (SD) 1.17 (1.01) 0.90 (0.92) -20.21***

Level 2 : Regional factors

지역유형 시군구 분류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도시 44,132 (69.98) 9,837 (15.60)
0.28

비도시 7,416 (11.76) 1,675 (2.66)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mean (SD) 0.45 (0.12) 0.45 (0.13) 2.65**

재정자주도 mean (SD) 53.55 (10.98) 53.66 (11.09) 0.63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mean (SD) 15.31 (9.94) 15.86 (10.15) 4.60***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mean (SD) 6.50 (6.52) 6.64 (6.65) 2.17*

지역범죄등급 지수 mean (SD) 3.05 (1.11) 3.09 (1.15) 2.3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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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요인별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우울감 경험에 관한 분석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중치를 고려한 빈도수로 표

기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우울감 경험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개인, 개

인 간 수준 요인은 성별(p<.001), 교육수준(p<.001), 월평균 가구소득

(p<.001), 주관적 건강인식(p<.001),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p<.01), 독

거여부(p<.001), 가족(친척 포함), 이웃, 친구와의 접촉빈도(p<.001), 사회

활동 참여 개수(p<.001)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p<.001)도 우울감 경험 여부에 있어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수준 요인에서는 지역 유형(p<.001), 자동차 보유율(p<.01),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p<.001)가 우울감 경험 여부에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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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 경험
없음(N=58,820)

우울감 경험
있음(N=4,240) χ² or t

n (%) n (%)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남성 26,153 (41.47) 1,519 (2.41)

165.74***
여성 32,081 (50.87) 3,307 (5.24)

연령
65-74 34,199 (54.23) 2,640 (4.19)

0.59
75 + 24,035 (38.11) 2,186 (3.47)

교육수준

고졸 이상 17,171 (27.23) 995 (1.58)

145.51***
중졸 9,678 (15.35) 681 (1.08)
초졸 18,036 (28.60) 1,599 (2.54)
무학 13,349 (21.17) 1,552 (2.46)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7,624 (12.09) 454 (0.72)

26.21***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872 (22.00) 892 (1.41)

200만원 미만 36,739 (58.26) 3,481 (5.52)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2,883 (20.43) 392 (0.62)

769.39***보통 22,857 (36.25) 1,166 (1.85)
나쁨 22,494 (35.67) 3,268 (5.18)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유 35,592 (56.44) 3,110 (4.93)

10.28**
무 22,642 (35.91) 1,716 (2.72)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유 46,970 (74.48) 3,448 (5.47)

128.22***
무(독거) 11,264 (17.86) 1,378 (2.19)

[표 7] 한국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요인별 관련성(단변량) (N=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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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25,727 (40.80) 1,817 (2.88)

88.65***주 1번 이하 17,089 (27.10) 1,305 (2.07)
한 달 1번 이하 15,418 (24.45) 1,704 (2.70)

이웃과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32,625 (51.74) 2,355 (3.73)

58.11***주 1번 이하 7,711 (12.23) 634 (1.00)
한 달 1번 이하 17,898 (28.38) 1,837 (2.91)

친구와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22,555 (35.77) 1,614 (2.56)

93.02***주 1번 이하 11,637 (18.45) 739 (1.17)
한 달 1번 이하 24,042 (38.13) 2,473 (3.92)

사회 참여 사회 활동 참여 mean (SD) 1.13 (1.00) 0.93 (0.95) -9.91***

정신건강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낮음 49,540 (78.56) 2,008 (3.18)

2951.7***
높음 8,694 (13.79) 2,818 (4.47)

Level 2 : Regional factors (p-value)

지역유형 시군구 분류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도시 49,690 (78.80) 4,279 (6.79)
60.85***

비도시 8,544 (13.55) 546 (0.87)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mean (SD) 0.45 (0.13) 0.44 (0.11) -2.77**

재정자주도 mean (SD) 53.56 (11.03) 53.67 (10.72) 0.44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mean (SD) 15.4 (9.97) 15.52 (10.16) 0.63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mean (SD) 6.56 (6.58) 6.10 (6.15) -5.31***

지역범죄등급 지수 mean (SD) 3.06 (1.12) 3.07 (1.13) 0.5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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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요인별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 경험에 관한 분석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중치를 고려한 빈도수

로 표기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자살생각 경험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개인,

개인 간 수준 요인은 성별(p<.001), 연령(p<.001), 교육수준(p<.001), 월

평균 가구소득(p<.001), 주관적 건강인식(p<.001),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p<.001), 독거여부(p<.001), 가족(친척 포함), 이웃, 친구와의 접촉빈

도(p<.001), 사회활동 참여 개수(p<.001)로 나타났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p<.001)과 우울감 경험 여부(p<.001) 역시 자살

생각 경험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수준 요인에서는 지역 유형(p<.001), 자동차 보유율(p<.05),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p<.001)가 자살생각 경험 여부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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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 경험
없음(N=55,672)

자살생각 경험
있음(N=7,388) χ² or t

n (%) n (%)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남성 25,322 (40.15) 2,350 (3.73)

206.67***
여성 30,650 (48.60) 4,738 (7.51)

연령
65-74 33,389 (52.95) 3,449 (5.47)

162.34***
75 + 22,582 (35.81) 3,639 (5.77)

교육수준

고졸 이상 16,958 (26.89) 1,207 (1.91)

538.55***
중졸 9,401 (14.91) 958 (1.52)
초졸 17,393 (27.58) 2,242 (3.56)
무학 12,220 (19.38) 2,681 (4.25)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7,433 (11.79) 645 (1.02)

191.15***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662 (21.66) 1,102 (1.75)

200만원 미만 34,877 (55.31) 5,342 (8.47)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12,740 (20.20) 536 (0.85)

1332.4***보통 22,338 (35.42) 1,685 (2.67)
나쁨 20,894 (33.13) 4,868 (7.72)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유 34,031 (53.97) 4,671 (7.41)

38.04***
무 21,941 (34.79) 2,418 (3.83)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유 45,359 (71.93) 5,059 (8.02)

218.11***
무(독거) 10,613 (16.83) 2,029 (3.22)

[표 8]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요인별 관련성(단변량) (N=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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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24,800 (39.33) 2,744 (4.35)

81.65***주 1번 이하 16,400 (26.01) 1,994 (3.16)
한 달 1번 이하 14,771 (23.42) 2,351 (3.73)

이웃과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31,247 (49.55) 3,733 (5.92)

23.01***주 1번 이하 7,458 (11.83) 886 (1.40)
한 달 1번 이하 17,266 (27.38) 2,469 (3.92)

친구와의 접촉빈도
주 2번 이상 21,925 (34.77) 2,244 (3.56)

259.78***주 1번 이하 11,368 (18.03) 1,009 (1.60)
한 달 1번 이하 22,679 (35.96) 3,836 (6.08)

사회 참여 사회 활동 참여 mean (SD) 1.16 (1.00) 0.78 (0.88) -23.92***

정신건강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낮음 48,116 (76.30) 3,432 (5.44)
3011.3***

높음 7,855 (12.46) 3,657 (5.80)

우울감 경험 여부
없음 53,733 (85.21) 4,501 (7.14)

5191.3***
있음 2,239 (3.55) 2,587 (4.10)

Level 2 : Regional factors (p-value)

지역유형 시군구 분류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도시 48,037 (76.18) 5,932 (9.41)
32.16***

비도시 7,934 (12.58) 1,156 (1.83)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mean (SD) 0.45 (0.13) 0.45 (0.11) -2.77**

재정자주도 mean (SD) 53.48 (11.05) 54.32 (10.63) 0.44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mean (SD) 15.30 (9.94) 16.30 (10.31) 0.63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mean (SD) 6.48 (6.51) 6.87 (6.82) -5.31***

지역범죄등급 지수 mean (SD) 3.05 (1.12) 3.09 (1.12) 0.5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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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

1. 한국 노인의 스트레스 관련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

한국 노인의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가중치를 적용하

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모델 1은 개인

수준 변수만을 투입하였고 모델 2는 개인 및 지역수준 변수를 모두 투입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

수는 모두 동일하였고,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만 지역 효과에 의해 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수준이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 요인에서 남

성보다는 여성이(p<.00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

중학교 졸업으로 낮을 때(p<.01),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

우에 비해 200만원 미만으로 낮을 때(p<.001), 주관적 건강인식이 부정

적일 때(p<.001), 그리고 개인 간 요인에서 가족, 이웃, 친구와의 접촉빈

도가 주 2회 이상보다 주 1회 이하로 낮을 때(p<.0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5세 이상일 때, 만성

질환 진단 경험이 있을 때, 독거일 때 노인의 스트레스 인지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연령과 사회활동 참여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사회활동 참여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주관적 스트레스의 오즈는

모든 연령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전기

노인에서는 0.86(p<.001),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에서는 0.92(p<.05)로 분

석되어 전기 노인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수준 변수에서는 도시보다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스트

레스 수준이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고(OR=0.89, p<.01) 인구 십만 명

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거주 노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

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OR=1.00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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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 모델 2
OR (95% CI) OR (95% CI)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ref. 남성) 여성 1.40 (1.31-1.49)*** 1.44 (1.34-1.55)***

연령 (ref. 65-74) 75 + 0.73 (0.68-0.77)*** 0.72 (0.67-0.77)***

교육수준 (ref. 고졸 이상)
무학 0.96 (0.87-1.07) 0.95 (0.85-1.07)
초졸 1.01 (0.92-1.10) 1.01 (0.91-1.12)
중졸 1.23 (1.12-1.36)*** 1.21 (1.08-1.35)**

월평균 가구소득 (ref. 4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5 (1.20-1.52)*** 1.41 (1.24-1.61)***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1 (0.89-1.16) 1.04 (0.90-1.21)

주관적 건강인식 (ref. 좋음)
나쁨 3.67 (3.34-4.05)*** 3.78 (3.39-4.23)***

보통 1.54 (1.39-1.70)*** 1.52 (1.35-1.71)***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ref. 무) 유 0.92 (0.87-0.98)** 0.92 (0.86-0.98)*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ref. 동거인 있음) 무(독거) 0.74 (0.68-0.79)*** 0.75 (0.69-0.81)***

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05 (0.98-1.13) 1.06 (0.98-1.14)
주 1번 이하 1.17 (1.09-1.25)*** 1.20 (1.10-1.30)***

이웃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09 (1.00-1.20) 1.08 (0.97-1.20)
주 1번 이하 1.31 (1.23-1.41)*** 1.31 (1.21-1.42)***

친구와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09 (1.00-1.19)* 1.11 (1.01-1.23)*

주 1번 이하 1.30 (1.22-1.39)*** 1.31 (1.21-1.41)***

사회 참여 사회 활동 참여 (교호작용 고려)
연령 : 65-74세 0.86 (0.82-0.89)*** 0.86 (0.81-0.90)***

연령 : 75세 이상† 0.92 (0.87-0.97)* 0.93 (0.87-0.98)*

[표 9] 한국 노인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다변량 다수준 분석) (N=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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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 Regional factors
지역유형 시군구 분류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ref. 도시) 0.89 (0.83-0.96)**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0.99 (0.76-1.29)

재정자주도 　 1.001 (1.00-1.01)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003 (1.00-1.01)*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099 (0.99-1.00)
지역범죄등급 지수 1.03 (0.99-1.06)
*p<0.05, **p<0.01, ***p<0.001
† 교호작용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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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관련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

기 위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두 지역 모두 여성일 때(p<.001),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보

다 200만원 미만으로 적을 때(도시 p<.001, 비도시 p<.01), 주관적 건강

인식이 부정적일수록(p<.001), 타인과의 접촉빈도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보다 한 달에 1번 이하로 낮을 때(p<.001)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후기 노인일 때(p<.001),

그리고 독거일 때(p<.00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

었다.

사회적 고립은 지역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있었는데, 이

웃과의 접촉빈도가 도시에서는 한 달에 1번 이하로 낮을 때에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p<.001) 노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에 반해

비도시에서는 일주일에 1번 이하일 때(p<.001), 한 달에 1번 이하일 때

(p<.001) 모두 주관적 스트레스 오즈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

로 친구와의 접촉 빈도는 비도시에서 한 달에 1번 이하로 낮을 때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것과는 반대로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일주일에

1번 이하일 때(p<.01), 한 달에 1번 이하일 때(p<.001) 모두 유의하게 주

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역 수준의 요인들은 두 지역 모두에서 노인의 주관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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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N=33,490) 비도시(N=29,120)
OR (95% CI) OR (95% CI)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ref. 남성) 여성 1.45 (1.34-1.58)*** 1.37 (1.25-1.49)***

연령 (ref. 65-74) 75 + 0.72 (0.66-0.78)*** 0.75 (0.69-0.81)***

교육수준 (ref. 고졸 이상)
무학 0.94 (0.83-1.07) 0.97 (0.81-1.15)
초졸 0.99 (0.89-1.11) 1.06 (0.92-1.23)
중졸 1.22 (1.07-1.38)** 1.14 (0.98-1.33)

월평균 가구소득 (ref. 4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9 (1.21-1.60)*** 1.42 (1.13-1.77)**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3 (0.88-1.20) 1.03 (0.81-1.32)

주관적 건강인식 (ref. 좋음)
나쁨 3.74 (3.30-4.24)*** 4.33 (3.79-4.94)***

보통 1.53 (1.34-1.74)*** 1.55 (1.35-1.78)***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ref. 무) 유 0.92 (0.85-0.99)* 0.94 (0.87-1.01)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ref. 동거인 있음) 무(독거) 0.76 (0.69-0.84)*** 0.70 (0.64-0.77)***

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주 1번 이하 1.06 (0.97-1.16) 1.01 (0.93-1.10)
한 달 1번 이하 1.20 (1.09-1.32)*** 1.18 (1.06-1.31)***

이웃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주 1번 이하 1.04 (0.93-1.18) 1.28 (1.13-1.46)***

한 달 1번 이하 1.28 (1.17-1.40)*** 1.60 (1.38-1.85)***

친구와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주 1번 이하 1.13 (1.01-1.26)* 0.99 (0.88-1.11)
한 달 1번 이하 1.33 (1.21-1.45)*** 1.20 (1.10-1.30)***

사회참여 사회 활동 참여 (교호작용 고려)
연령 : 65-74세 0.85 (0.80-0.90)*** 0.90 (0.84-0.96)***

연령 : 75세 이상† 0.92 (0.86-0.99) 0.96 (0.89-1.03)

[표 10] 거주지역 유형에 따른 한국 노인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다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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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 Regional factors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0.82 (0.52-1.29) 1.17 (0.95-1.43)

재정자주도 　 1.00 (1.00-1.01) 1.00 (0.99-1.02)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00 (1.00-1.01) 1.00 (1.00-1.01)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00 (0.99-1.01) 1.00 (1.00-1.00)
지역범죄등급 지수 1.02 (0.99-1.06) 1.03 (1.00-1.07)
*p<0.05, **p<0.01, ***p<0.001
† 교호작용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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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노인의 우울감 경험 관련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

한국 노인의 우울감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남성보다 여성이(p<.001), 주

관적 건강인식이 부정적일 때(p<.001), 독거일 때(p<.001), 가족, 이웃과

의 접촉빈도가 주 1번 이하이거나(p<.001), 그리고 주관적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 때(p<.001) 우울감 경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개인 수준의 요인만 투입하여 분석했을 때

일주일에 2번 이상인 경우보다 한 달에 1번 이하로 낮을 때 우울감 가능

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1)

지역 수준의 요인을 투입하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역 효과가 있

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수준의 요인 중 지역 유형, 자동차 보유율, 재정자주도,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노인의 우울감 경험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에 비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할 때

(p<.001),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지역일수록(p<.01), 인구 십만 명당 문

화기반시설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p<.05) 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우

울감 경험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분석변수 선

정 시 예상했던 결과와도 동일하였다. 다만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p<.05) 우울감 경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나

예상한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였다.

사회활동 참여를 한 단위 높였을 때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은 우

울감 경험 오즈가 감소하였고, 75세 이상 노인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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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 모델 2
OR (95% CI) OR (95% CI)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ref. 남성) 여성 1.36 (1.22-1.51)*** 1.45 (1.27-1.65)***

연령 (ref. 65-74) 75 + 0.98 (0.89-1.08) 1.00 (0.88-1.13)

교육수준 (ref. 고졸 이상)
무학 1.00 (0.85-1.18) 1.04 (0.85-1.28)
초졸 1.09 (0.94-1.26) 1.12 (0.93-1.34)
중졸 1.05 (0.90-1.22) 1.09 (0.89-1.33)

월평균 가구소득 (ref. 4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8 (0.89-1.32) 1.26 (1.00-1.59)*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9 (0.88-1.36) 1.24 (0.97-1.59)

주관적 건강인식 (ref. 좋음)
나쁨 2.69 (2.28-3.17)*** 3.02 (2.50-3.65)***

보통 1.38 (1.16-1.63)*** 1.36 (1.12-1.64)**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ref. 무) 유 0.98 (0.89-1.08) 0.99 (0.88-1.12)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ref. 동거인 있음) 무(독거) 1.51 (1.36-1.68)*** 1.67 (1.46-1.92)***

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09 (0.97-1.21) 1.11 (0.96-1.27)
주 1번 이하 1.40 (1.25-1.56)*** 1.47 (1.27-1.70)***

이웃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25 (1.09-1.43)** 1.19 (1.00-1.42)
주 1번 이하 1.40 (1.26-1.56)*** 1.29 (1.11-1.50)***

친구와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0.84 (0.73-0.96)** 0.87 (0.73-1.03)
주 1번 이하 0.97 (0.87-1.07) 1.00 (0.88-1.15)

사회참여 사회 활동 참여 (교호작용 고려)
연령 : 65-74세 0.99 (0.93-1.06) 0.96 (0.89-1.04)
연령 : 75세 이상† 1.09 (1.00-1.19) 1.07 (0.97-1.19)

정신건강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ref. 낮음) 높음 6.40 (5.85-7.01)*** 8.83 (7.76-10.06)***

[표 11] 한국 노인의 우울감 경험 관련 요인(다변량 다수준 분석) (N=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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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 Regional factors
지역유형 시군구 분류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0.69 (0.60-0.80)***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0.39 (0.22-0.70)**

재정자주도 　 1.01 (1.00-1.01)*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01 (1.00-1.01)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99 (0.98-1.00)*

지역범죄등급 지수 0.99 (0.94-1.05)
*p<0.05, **p<0.01, ***p<0.001
† 교호작용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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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에 따른 우울감 경험 관련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두 지역 모두에서 여성일 때(p<.001),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쁨’으로

부정적일 때(p<.001), 독거일 때(p<.001), 가족(친척 포함)(도시, p<.001;

비도, p<.01) 및 이웃(p<.001)과의 접촉빈도가 한 달에 1번 이하로 낮을

때 우울감을 경험에 대한 오즈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비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75세 이상에서 우울감 경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일주일에 1번 이하일 때(p<.001), 친구와의 접촉빈

도가 일주일에 1번 이하(p<.05), 한 달에 1번 이하로 낮을 때(p<.05), 주

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p<.001) 모두 도시 지역과 다르게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만 유의하게 우울감 경험 오즈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지역 유형에 따라 노인의 우울감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수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보유율이 높을수록 도시 노인의 우울감 경

험 가능성은 0.43배(p<.05), 비도시 노인은 0.38배(p<.001)로 나타나 유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 두 지역 모두에서 우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도시 지역의 노인은 1.01배(p<.001)만큼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비도시 지역의 노인은

0.98배(p<.05)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주도가 지역 유형에 따

라 지역 노인의 우울감에 반대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비도시 노인에게만 유의하여 시설 수

가 많을수록 우울감 경험 오즈가 높아졌고(p<.01), 인구 십만 명당 문화

기반시설 수가 많을수록 도시 노인에서만 우울감 경험 오즈가 낮아지는

(p<.01)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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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N=33,490) 비도시(N=29,120)
OR (95% CI) OR (95% CI)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ref. 남성) 여성 1.46 (1.26-1.69)*** 1.40 (1.19-1.64)***

연령 (ref. 65-74) 75 + 1.05 (0.91-1.20) 0.75 (0.64-0.87)**

교육수준 (ref. 고졸 이상)
무학 1.05 (0.85-1.31) 0.84 (0.61-1.15)
초졸 1.14 (0.93-1.39) 0.80 (0.61-1.05)
중졸 1.09 (0.88-1.37) 0.87 (0.65-1.16)

월평균 가구소득 (ref. 4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5 (0.98-1.59) 1.49 (0.90-2.46)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26 (0.97-1.63) 1.08 (0.63-1.85)

주관적 건강인식 (ref. 좋음)
나쁨 3.14 (2.54-3.88)*** 2.36 (1.81-3.07)***

보통 1.38 (1.11-1.70)** 1.26 (0.95-1.67)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ref. 무) 유 0.98 (0.86-1.12) 1.07 (0.93-1.23)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ref. 동거인 있음) 무(독거) 1.66 (1.41-1.94)*** 1.86 (1.59-2.18)***

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주 1번 이하 1.10 (0.94-1.29) 1.15 (0.98-1.35)
한 달 1번 이하 1.50 (1.27-1.76)*** 1.31 (1.09-1.56)**

이웃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주 1번 이하 1.12 (0.92-1.36) 1.84 (1.47-2.31)***

한 달 1번 이하 1.25 (1.07-1.47)*** 1.93 (1.51-2.46)***

친구와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주 1번 이하 0.83 (0.68-1.00) 1.24 (1.00-1.53)*

한 달 1번 이하 0.97 (0.83-1.13) 1.21 (1.04-1.41)*

사회 참여 사회 활동 참여 (교호작용 고려)
연령 : 65-74세 0.95 (0.87-1.04) 1.08 (0.96-1.21)
연령 : 75세 이상† 1.05 (0.91-1.20) 1.05 (0.92-1.19)

[표 12] 거주지역 유형에 따른 한국 노인의 우울감 관련 요인(다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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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ref. 낮음) 높음 9.04 (7.75-10.53) 8.38 (7.26-9.67)***

Level 2 : Regional factors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0.43 (0.19-0.96)* 0.38 (0.24-0.60)***

재정자주도 　 1.01 (1.00-1.02)*** 0.98 (0.96-1.00)*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01 (1.00-1.01) 1.01 (1.01-1.02)**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98 (0.97-0.99)** 1.00 (1.00-1.01)
지역범죄등급 지수 1.00 (0.93-1.06) 1.00 (0.94-1.07)
*p<0.05, **p<0.01, ***p<0.001
† 교호작용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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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관련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수

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남성일 때보다 여성

일 때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의 오즈는 1.06배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

나 우울감 경험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가 높았을

때(p<.01)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오즈는 증가했고, 교육수준의 모든 하

위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특히 무학(p<.05)보다 초등학교 졸

업, 초등학교 졸업보다(p<.01) 중학교 졸업일 때(p<.001) 그 유의성은 커

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때보다 자살생각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감과 마

찬가지로 부정적일 때(p<.001) 모두 자살생각 경험과 정의 방향으로 유

의하였다.

독거노인은 우울감 경험과 마찬가지로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 역시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수준 변인만을 투입한 모델1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01) 지역 수준 변인을 함께 투입한 모델2에서

는 유의하지 않아 지역의 효과가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회적 고립 변인 중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는 낮을수록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이 높았고 한 달에 1번 이하일 때 오

즈는 1.15배(p<.05), 일주일에 1번 이하일 때 1.25배(p<.001)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지역수준 변수까지 모두 투입한 경

우에만 일주일에 2번 이상일 때에 비해 일주일에 1번 이하일 때 자살생

각 경험에 대한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한 단위 높였을 때 전기 노인에서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은 0.84배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p<.001)하였으나, 75

세 이상 노인에서는 0.81배 감소하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수준의 요인은 비도시 지역에서(p<.05),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

에서(p<.01), 자동차 보유율이 낮은 지역에서(p<.05) 는 자살생각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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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 모델 2

OR (95% CI) OR (95% CI)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ref. 남성) 여성 1.06 (0.97-1.16) 1.08 (0.97-1.20)
연령 (ref. 65-74) 75 + 1.14 (1.04-1.25)** 1.13 (1.02-1.25)**

교육수준 (ref. 고졸 이상)
무학 1.18 (1.01-1.37)* 1.23 (1.02-1.48)*

초졸 1.21 (1.06-1.38)** 1.23 (1.05-1.43)**

중졸 1.53 (1.33-1.76)*** 1.62 (1.37-1.92)***

월평균 가구소득 (ref. 4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8 (0.92-1.25) 1.11 (0.92-1.34)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0.87 (0.73-1.04) 0.88 (0.71-1.09)

주관적 건강인식 (ref. 좋음)
나쁨 2.48 (2.17-2.83)*** 2.89 (2.46-3.40)***

보통 1.45 (1.25-1.68)*** 1.49 (1.25-1.78)***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ref. 무) 유 1.06 (0.98-1.15) 1.06 (0.96-1.17)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ref. 동거인 있음) 무(독거) 1.29 (1.18-1.42)*** 1.38 (1.23-1.55)

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11 (1.01-1.21)* 1.15 (1.03-1.29)*

주 1번 이하 1.20 (1.09-1.33)*** 1.25 (1.10-1.41)***

이웃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03 (0.92-1.16) 1.07 (0.92-1.25)
주 1번 이하 1.08 (0.98-1.20) 1.14 (1.00-1.30)*

친구와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0.91 (0.81-1.03) 0.89 (0.77-1.03)
주 1번 이하 1.09 (0.99-1.19) 1.12 (1.00-1.25)

사회참여 사회 활동 참여 (교호작용 고려)
연령 : 65-74세 0.84 (0.78-0.89)*** 0.82 (0.76-0.89)***

연령 : 75세 이상† 0.81 (0.75-0.87) 0.77 (0.70-0.84)

[표 13]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관련 요인(다변량 다수준 분석) (N=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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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ref. 낮음) 높음 3.46 (3.18-3.77)*** 4.26 (3.81-4.75)***

우울감 경험 여부 (ref. 없음) 있음 7.57 (6.84-8.39)*** 11.62 (9.94-13.58)***

Level 2 : Regional factors
지역유형 시군구 분류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1.13 (1.00-1.27)*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0.63 (0.40-0.97)*

재정자주도 　 1.01 (1.00-1.02)**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00 (1.00-1.01)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00 (0.99-1.01)
지역범죄등급 지수 1.02 (0.97-1.07)
*p<0.05, **p<0.01, ***p<0.001
† 교호작용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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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에 따른 자살생각 경험 관련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

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두 지역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중졸로 낮을 때(p<.001), 주관적 건강인

식이 나쁠 때(p<.001), 독거일 때(p<.001), 그리고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을 때(p<.001), 우울감 경험이 있을 때(p<.001) 자살생각 경험 오즈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지역 유형에 따른 변인 간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도시 노인은 교육수

준의 모든 하위 변인이 자살생각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고졸 이상

일 때보다 무학일 때 1.23배(p<.05), 초졸일 때 1.21배(p<.05), 중졸일 때

1.59배(p<.00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노인도 초졸일 때

(p<.01), 중졸일 때(p<.001) 자살생각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노인에서 가족과의 접촉빈도가 일주일에 2

번 이상일 때보다 일주일에 1번 이하, 한 달에 1번 이하로 낮아질수록

자살생각 경험 오즈가 1.18배(p<.05), 1.26배(p<.01) 높아졌으나 비도시

노인에서 가족과의 접촉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신 비도

시 노인은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낮을수록(p<.001),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한 달에 1번 이하로 낮을 때(p<.001)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노인과 달리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의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과 월평균 가구

소득이 해당했으며, 자살생각 경험 오즈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1.46배

(p<.001) 증가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일 때

0.74배(p<.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에 따라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역 수준 요인을 살펴본 결과 도시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오즈비는 재정

자주도가 높을수록 1.01배(p<.01) 높아지고, 비도시 노인의 자살생각 경

험 오즈비는 자동차 보유율이 높을수록 0.24배(p<.001)로 낮아지며, 지역

범죄등급지수가 높을수록 1.11배(p<.00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예상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수와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이 정의 관계로 나타나(1.01, p<.01) 예상한 바와 반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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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N=33,490) 비도시(N=29,120)
OR (95% CI) OR (95% CI)

Level 1 : Individual factors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ref. 남성) 여성 1.10 (0.97-1.24) 1.00 (0.89-1.13)
연령 (ref. 65-74) 75 + 1.07 (0.94-1.21) 1.46 (1.31-1.63)***

교육수준 (ref. 고졸 이상)
무학 1.23 (1.00-1.50)* 1.15 (0.89-1.48)
초졸 1.21 (1.02-1.43)* 1.34 (1.08-1.67)**

중졸 1.59 (1.32-1.92)*** 1.78 (1.42-2.22)***

월가구 평균소득 (ref. 4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1 (0.90-1.35) 0.98 (0.75-1.28)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0.88 (0.70-1.11) 0.74 (0.54-0.99)*

주관적 건강인식 (ref. 좋음)
나쁨 2.84 (2.35-3.43)*** 2.95 (2.47-3.52)***

보통 1.50 (1.23-1.83)*** 1.37 (1.14-1.66)**

만성질환 진단 경험 여부 (ref. 무) 유 1.07 (0.95-1.21) 1.00 (0.90-1.11)
독거 여부 동거인(친족) 유무 (ref. 동거인 있음) 무(독거) 1.40 (1.22-1.60)*** 1.31 (1.16-1.47)***

사회적

고립

가족(친척 포함)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26 (1.09-1.45)** 1.15 (1.00-1.33)
주 1번 이하 1.18 (1.03-1.36)* 0.99 (0.88-1.12)

이웃과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10 (0.96-1.27) 1.66 (1.36-2.03)***

주 1번 이하 1.02 (0.85-1.21) 1.38 (1.17-1.64)***

친구와의 접촉빈도 (ref. 주 2번 이상)
한 달 1번 이하 1.08 (0.94-1.24) 1.32 (1.17-1.49)***

주 1번 이하 0.86 (0.73-1.03) 1.04 (0.88-1.23)

사회 참여 사회 활동 참여 (교호작용 고려)
연령 : 65-74세 0.81 (0.74-0.88)*** 0.88 (0.80-0.97)*

연령 : 75세 이상† 0.75 (0.68-0.84) 0.87 (0.79-0.95)

[표 14] 거주지역 유형에 따른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다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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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ref. 낮음) 높음 4.12 (3.62-4.68)*** 4.98 (4.41-5.62)***

우울감 경험 여부 (ref. 없음) 있음 12.0 (10.0-14.5)*** 8.91 (7.45-10.6)***

Level 2 : Regional factors
사회

경제적

역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1.00 (0.50-2.01) 0.24 (0.15-0.38)***

재정자주도 　 1.01 (1.00-1.02)** 1.00 (0.98-1.02)

물리적

환경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00 (0.99-1.00) 1.01 (1.00-1.02)**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00 (0.99-1.01) 1.00 (1.00-1.01)
지역범죄등급 지수 1.00 (0.96-1.07) 1.11 (1.05-1.17)***

*p<0.05, **p<0.01, ***p<0.001
† 교호작용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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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 경험,

자살생각 경험으로 포괄하여 측정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범위를

확장하였고 거주지역 유형에 따른 관련 요인의 차이를 개인 및 지역수준

에서 비교 분석하였으며, 사회활동 참여가 노인의 연령대에 따라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노인 대상 관련 요인

한국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일 때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자

살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모두에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우울 성향에 관여하고 역할 스트레스와 불리한 사회적 지위 등의

심리·사회적 사건들이 여성에게 우울을 일으킨다고 밝힌 선행연구

(Rudolf E. Noble, 2005) 결과와도 같다. 또한, 여성의 높은 우울증 발병

률이 최초 발병 위험 가능성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Ronald C.

Kessler, 2003)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2020년도 국내 노인실태조사

에서 여성이(2.5%) 남성보다(1.6%)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

고된 결과(보건복지부, 2021)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 결과와 함께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연령 측면에서 후기 노인은 전기 노인보다 스트레스 수

준이 낮고(p<.001) 자살생각은 높게 나타났는데(p<.01), 이는 노인에 대

한 사회적 정의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인을

정의하는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전기

노인은 다양한 노인 관련 사회서비스 적용을 받기 시작한 연령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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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노인 스스로 자신이 ‘노인’이 되었음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와 동반되는 사회적 역할 축소, 상실 등의 변화가 스트레스 수준

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75세 이상 후기 노인에서 스트레스 수준은

낮지만 자살생각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전기 노인보다 스트레스 대처 능

력이 더 저하되고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듦

에 따라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 조절하지 못하여 자살생각으로 이어졌

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노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배우자 사

망, 사회로부터의 고립, 만성질환, 신체기능 상태의 저하 등으로 우울 정

도가 높아진다고 밝힌 선행연구(Weyerer et al., 2008; 임경춘 외, 2012에

서 재인용)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실제로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21)에

따르면, 노인자살률은 10대(6.5%)부터 50대(30.5%)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0대(30.1%)에서 감소, 이후 70대(38.8%), 80대(62.6%)로 급증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70대 이후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생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자살시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만성질환 진단 경험이 있을 때 노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감 경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는 스트레스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혈압이나 당뇨

병 진단 경험이 있을 때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

향은 지역 유형을 구분한 하위 분석에서 도시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노인의 스트레스에는 만성질환 유병 사실 그 자체보다

스스로의 관리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의료자원의 분포

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용이한 반면, 비도시 지역에서는 정

기적인 병원 방문 필요성이 부담으로 여겨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후기 노인으로 갈수록 특정 질병의 유병 여부보다 동반질

환의 개수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

실을 토대로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 여부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추가적

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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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웃, 친구와의 접촉빈도 모두 주 2회 이상 빈번한 경우보다 주

1회 이하로 적은 경우에 노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과 자살생각은 가족,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접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우울감과 자살

생각으로 진행되었을 때 가족, 또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웃과의 접촉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감 경험은 종속변수이면서,

각각 우울감 및 자살생각 경험에 대한 설명변수로 투입되어 종속변수 간

의 영향을 함께 파악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이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즉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할 가능성은 8.83배(p<.0001) 높

았고 자살생각 가능성은 4.26배(p<.0001) 높았으며, 우울감 경험이 있을

수록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이 11.62배(p<.0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세 가지 변인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한 요인은 주관

적 건강인식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

램 등을 도입할 때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관적 건강인식 사정을 기

본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으로 노인의 정신건강 상

태를 간이 진단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여 지역 거주민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 지표인 재정

자립도를 반영한 연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복지재정 수준이 낮아

진다고(김교성 외, 2000; 김성종 외, 2003; 하능식 외, 2012에서 재인용)

분석한 것과도 일치하였다. 허만형 외(2018)의 연구에서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관계를 시·군·구 유형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구 단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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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감소, 시·군 지방

정부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 두 변수가 정의 관계였다가 부의 관계로 바

뀌는 현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연구 한계로 제시한

것과 같이 정확한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동일 연도에 수행

된 임진영 외(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사회복지

비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일반적인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규명하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고, 지방정부의 사회복

지비 지출 증가요인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소속을 둔 단체장, 지방

의회의원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지방세 부담액이 중요함을 밝히기

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경제학적 지표가 특정 사회현상, 변수에 대

해 항상 일관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역

수준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거주지역 유형에 따른 관련 요인

지역 유형에 따라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사

회적 고립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가족(친척 포함),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유의하였고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이웃과의 접촉빈

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고, 우울감 및 자

살생각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보다 비도시에서 이웃

과의 접촉빈도가 노인의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

혀진 것은 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농

촌마을 범죄예방을 위하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지역은 익명성,

분업, 인구의 복합성, 공식적 인간관계 등을 특성으로 하는데 반해 농촌

등의 비도시 지역은 대면적, 전인격적, 지속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특

히 문화적 독특성으로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

는 정도인 ‘친밀성 밀도’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작은 지역사회

일수록 친밀성 밀도는 높아지고, 시민간 밀접한 상호연관성은 공통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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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여 개인의 대면적 상호작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의 노인에서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도시 지역의 노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노인의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지원망을

조사한 연구에서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친구, 이웃과의 교류나 상

호지원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김은정 외, 2012), 그리고 이웃 수가 많을

수록, 친구와 이웃과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

과도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이정화 외, 2003; 김수현 외, 2008). 비도

시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이웃으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주고받을 상황이

더 빈번할 수 있고 비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으므로 가족보다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였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진단 경험이 있을 때 도시 지역의 노

인은 스트레스 수준이 오히려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비도

시 지역의 노인에서는 비록 유의하지 않았으나 우울감 경험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원, 보

건소, 한방병원, 한의원 등의 모든 의료기관을 인구 천 명당 시설 수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 자원이 노인

우울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김명일 외,

2019)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의료자원의 분포는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도시 지역은 비도시 지역보다 의료자원이

많고 그 접근성이 높으므로 만성질환 진단 경험 후 건강관리는 도시 노

인이 비도시 노인에 비해 더 수월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노인의 스

트레스와 우울은 감소했으나 비도시 노인의 우울은 증가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유병 자체보다 치료 여부, 관리 정도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만 18세

이상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의 의사 수와 병상 수가

주민의 정신건강에 유의하지 않았던 것에 반하는 결과였으므로(문석준

외, 2020) 연구 대상을 노년층으로 제한했을 때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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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동반질환 수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 수, 접근성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 수준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도시, 비도시 지역 모두에서 자동

차 보유율이 높을 때 거주 노인의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유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경기 상황이 좋은 지역임을 설명

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노인의 우울감에

대해 지역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이는 비도시 지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비도시 지역에 우울증 유병 상태인 노인이

많아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였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횡단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

간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로도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시설 수라는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의

실제 이용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면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직접적 영

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조수미 외, 2014; 정은희 외, 2017) 본

연구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우

울감과 유의하게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 간 단

순히 시설 수를 비교해 보면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도시 지

역에서 평균 4.94개, 비도시 지역에서 평균 15.92개로 비도시 지역에서

더 많았지만, 지역 내 시설 설치로 인한 효과는 도시 지역에서 더 유의

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기반시설

수가 비도시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실제 분포 현황을 지역별 인구 규모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경기도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분석한 연구(윤의영, 2009)에서 경로당을

포함하여 주거의료, 여가, 재가시설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인구 50만 이

상의 도시는 노인 천 명당 시설 수가 전국 평균인 12.4개보다 훨씬 적은

7.1개였지만, 농촌 지역의 군 지역에서는 평균을 웃돌았다. 또한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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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 강원도 지역의 만 60세 이상 노

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분석한 연구(김승희, 2015)에서도 도

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을 확인하였다.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

지역에서 인력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강주희, 2008) 결과, 노인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도시지역 49.22명, 도농복합지역 49.62명에 비해 농촌지역은

27.91명으로 낮았지만 이를 노인 만 명당 비율로 환산하자 농촌 27.76명,

도시 22.38명, 도농복합지역 22.76명으로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인프라는 도시, 비도시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시설 수보다 이용률이라는 점

에서 비도시 지역의 노인은 도시 노인보다 시설 이용이 저조하여 우울감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도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종사자로 하여금 지역 노인의 이용

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투입한 범

죄율은 다수의 선행연구(WHO, 2010; 고정은 외, 2012; Beck, et al,

2017; 김유나 외 2018)에서 고려한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 지역

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중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아람, 2019)에서 지역범죄등

급 지수가 우울증 유병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지역 수준의 범

죄율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맥락

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지역 유형에 따른 구분에 대해 지역범죄등급지수

평균 값은 도시 3.06, 비도시 3.07로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도시 지역과

달리 비도시 지역에서만 유의하게 분석된 것은 비도시 지역의 특성과 그

로 인한 범죄 두려움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규모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

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읍·면 지역에서 40.1%로 가장 높았고 ‘앞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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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범죄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도 읍·면 지역에서

12.8%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 등의 비

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범죄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형 외, 2017). 객관적인 범죄등급 지수는 지역 유형에 따른 구분에

서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 거주하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상

이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비도시 지역의 노인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 불

안감을 사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범죄등급지수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수

준에 대한 노인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3. 사회활동 참여가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관리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전기 노인에서 스트레스 수준

과 자살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기 노인 역시 스트레스(0.93배)와 자살생각이(0.77배)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스트레스 감소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기, 후기 노인 모두

에서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

여가 우울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혔으며(이현지, 2014; 조성희 외, 2016;

허원구, 2017), 거주지역 등의 지역 수준 특성들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허준수, 2014)를 고려했

을 때 지역사회 환경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

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우

울 등 정신건강 문제의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 환경,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활동 참여와의 종합적, 통합적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김재희, 2021).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

도 전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도시, 비도시 모두에서 스트레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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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울감, 자살생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고 통계적 유의성은 스트레

스 수준과 자살생각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노인에서 사회활동

참여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살생각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우울감

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지역 유형에서, 모든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먼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연구 대상자 중 후기 노

인의 사회활동 참여 개수가 1개, 또는 아예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이것

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유형 구분과 무

관하게 노인의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설

명할 수 있다는 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노인복지프로그램이나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술한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로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문

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원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군·구를 지역의 단위로 구획화하고 각 지역 단위에서 900명 전후의

대규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다수준 분석에 용이했고, 노인의 스트레스

와 우울, 자살생각 문항을 모두 반영한 국가 단위의 설문조사로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 유형을 도시, 비도시로 구분하여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노

인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

건강 관리와 중재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때 어떤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전기 노인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스트레스를 유의한 수준에서 낮

추고, 우울감, 자살생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인에 대

한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노인의 다차원적 정신건강 문제

를 관리,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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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횡단(Cross-sectional)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을 개인

및 지역 수준에서 살펴본 연구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누적적 노출로 인한

지역 효과를 파악하거나 시간 관계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종속변수인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과 자살생각 경험 여

부가 모두 더미변수로 처리되어 투입되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 해석에 제

한적이었다.

셋째,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우울감 및 자살생각 경험 여부를 단문항

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했는데 이것이 우울증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 Beck의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Reynolds의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등과 같이 척도화된 도구를 대체할 만큼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특히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최근 1

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확인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응답인

‘예, 아니오’를 기준으로 경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소 비약적인 해석

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기반시설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해당 지

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

였으나, 분석 결과는 반대되거나 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노년층의 실제 이

용률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지역 간

시설 인프라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확충을 고려하는 정책에 대해 보완점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기와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여 사회활동 참여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전기 노인에서 정신건강 관리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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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후기 노인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의 항목으로 종교활동, 계모임, 동창회, 노인정

등의 친목활동, 여가/레저 활동, 자선단체 활동의 참여 여부를 개수로 환

산하여 반영하였으나, 동창회, 여가/레저 등의 활동은 노인 개인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노인정 등의 수동적 활동과 자

선단체 활동과 같은 능동적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후

기 노인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향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연

계해서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개인 및 지역 수준 요인을 더 자

세히 살펴보고 종단 자료 활용을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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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vidual and Regional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Korean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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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Areas

Youky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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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health management of

older adults due to rapid aging and an overall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es, mental health is perceived as a crucial

issue in South Korea. Despite its importance, the previous studies

have thus far focu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gnored an

environment factor,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determina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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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Even if the environment factor was taken into account, a

number of studies narrowed down only a single symptom or disease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analyzed it, or focused on random

samples that fall short of represent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observed different aspects of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in terms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nd analyzed relevant factors such as individual

and region by using representative data collected from nationwide

sample survey. Further, sub-analysis of residential areas between

urban and non-urban was perfor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this study is

also aim to suggest drawing up health policies by understanding the

effect of association between their age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n their mental health.

This study used individual-level variables from the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2018) and used the e-regional index of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s the regional-level variable.

A multivariate an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was executed to

identify individual and regional-level variables that were expected to

affect the extent of mental health of korean elderly. And all of

analysis were carried out by adding sample weight.

The following shows the results. First, general features of

participants after applying weight revealed that about 18.3 percent of

them suffered from a high level of stress, about 7.7 percent were

depressed, and about 11.2 percent had seriously considered attempting

to suicide. The finding from the multilevel analysis suggested that

gender, subjective self-awareness of health, frequency of contact

among family members, type of residential areas and rate of car

ownershi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respect to 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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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nd the risk of being

depressed was 8.83 times higher and that of suicide thoughts was

4.26 times higher in the older adults with higher subjective stress. In

addition, the risk of suicide thoughts was 11.62 times higher in the

older adults who had been previously depressed.

Secondly, regional difference was shown between the variables

affecting mental health.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were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s when types of residential areas were classified

into urban and non-urban areas.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neighbors, previously being diagnosed with chronic illnesses,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per 100,000 peopl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100,000 people and local crime rating index were

considerably different between areas. The last finding was that after

classifying the older adults into young and old groups separately by

age, more active engagement in social activities was helpful in

reducing subjective stress level in the young group.

This study attaches particular significance to the efforts that it

broadly examined different aspects of mental health issues on older

adults in South Korea based on representative data. And this study

also identifies distinct features of residential areas, and provides basic

data for policies to help older adults manage mental health problems.

By identifying the correlation using longitudinal data on the variables

identifi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improved in the follow-up study.

keywords : elderly, subjective stress,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multi-level analysis, community health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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