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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G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수급노인조사(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 

노인의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강상태와 이웃관계가 보호효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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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는 

일반아파트 거주자보다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1].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하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최저수준의 사회보장 급여, 건강상의 어려움, 

가족과의 단절과 더불어 사회참여의 제한, 이웃관계의 유대감 부족 

등 다차원적 박탈로 인한 우울감과 소외감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웃관계와 

건강상태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

의사회보장급여 수준과 우울 사이에 이웃관계와 건강상태의 보호요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노인들에

게 이웃간의 화합과 응집력은 노년기 기능이 감퇴하였을 때 서로에게 

도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덜어내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이웃관계 효과

(neighborhood effect)[2]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 A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노인

에 대한 조사(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 변인으로 

사회보장급여 수준에 대한 3개문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불충분성에 대한 5점척도 측정, 건강상태에 대한 2문항(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대한 5점척도 측정, 이웃관계에 대한 6개문항을 2개 

묶음으로 5점척도 측정, 우울에 대한 11문항을 3개 묶음으로 5점척도

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25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Hayes[3]에 의해 보급된 SPSS Process Macro 

v2.16.3을 활용하여 개별 매개변인의 효과와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모형은 Figure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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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III. The Research result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변수 frequency(n)

gender
male female

34.4%(325) 65.6%(620)

age
average 75.31(s.d. 7.09)

min 65, max 97

education
non education elementary

middle or 

higher

30.9%(294) 42.2%(401) 26.9%(256

disability
non disability disability

69.2%(658) 30.8%(293)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

수를 정리하면 Figure2.와 같고 다중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모형 분석결과 적합도는 x2=106.164(df=29), 

p<.001, CFI=.955, TLI=.930, RMESA=.053로 그 임계치를 잘 

만족하였다.

Fig. 2. Path analysis of structural model 

path B. P
95% CI

[LB, UB]

ss_benefit level → 

neighbor relationship 

→ depression

.557 ** .235 ∼.990

ss_benefit level → 

health status → 

depression

1.407 ** .769 ∼2.411

ss_benefit level → 

health status → 

neighbor relationship 

→ depression

.050 * .01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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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Path analysis results of structural model

한편, SPSS Process Macro v2.16.3을 활용한 매개효과 및 매개효

과 간 차이검증 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노인의 

이웃관계와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M1-M2의 하한값 -.054, 상한값 .011로 0을 포함)은 노인의 사회보

장급여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두 매개변인이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Effect Boot.S.E
95% CI

[LB, UB]

M1 : neighbor 

relationship
.039 .009 .022 ∼ .059

M2 : health status .060 .032 .032 ∼ .089

Total .100 .017 .066 ∼ .135

M1 - M2 -.021 .017 -.054 ∼ .011

Table 3. Verification of differences between mediating 

effects and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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