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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력, 가족상태의 융⋅복합  근을 통한 노인의 우울성향을 심층 으로 비교 분석

하 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평균 73.5세)의 여성노인 20명이 참여하 으며, 상자의 여가력 분석은 심층면 법으

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여가력을 악하 으며 가족상태 설문은 가족의 형태, 동거여부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우울증 측정은 Geriatric Depression Scrennng; GDS)를 이용하

다. GDS결과에 따라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을 구분하 으며, 여가력, 가족상태를 통해서 악한 노인의 우울성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가력에서 여가의 만족도가 우울만족도에 정  향을 미쳤으며(F(2,17)=3.989, 

p<.05), 반면 여가력이 낮거나, 여가동반자가 없는 경우 높은 퇴행  우울증상을 보 다. 가족상태 에 본인의 질환

종류에 따라 우울성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F(3,16)=4.534, p<.05), 그 외 동거유무, 동거인

의 건강상태가 우울성향의 평균값의 차이는 높게 나타났다. 결과 노인의 우울 증상은 표 력이 부족하여 우울성향

을 쉽게 악할 수 없으나 오랜 과거력과 주변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범주에서 확 하여 지역사

회 네트워크와의 계와 우울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가에 있어서도 신체 , 정서 , 사회  

활동의 형태, 활동의 방법, 활동의 정도를 심으로 한 일회 인 연구가 아니라 종단  연구를 통해 향후 노인의 

여가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융복합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Key Words : 여성노인, 우울성향, 가족상태, 여가력, 융합  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vergence approach analyse the depression tendency by 

family situation and leisure history in the elderly who live in town house in Gyeonggi-do. This study 

analysed factors such as family situation, leisure history related to the depression tendency. This study 

selected 20 elderly people over 65 as research subjects and all data analysis was to conduct analyze by 

multi-variables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of GDS showed 11 people(55%) 

presented with mild depression tendency(M=13.0) and 1 person(5%) showed severe depression tendency. 11 

out of 30 questions in GD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depression degree. Individual disease typ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on tendency statistically(F(3, 16)=4.534, p<.05). Past leisure satisfaction 

among total leisure history factor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on tendency(F(2,17)=3.989, p<.05).  

The participants whose leisure activity was absent in the past and present showed a regressive depression 

tendency. Participants with no social companions also presented with the same. The study concluded to grasp 

the real condition of depression, and make practical alternatives for that, multilateral depression tendency 

analysis using diverse methods are necessary in the near future for improving reliability of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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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년기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증은 정

신 건강상태의 지표이고 신체 , 정신  활동능력  주

 건강정도, 행복과 깊은 련이 있다[1]. 노인 우울증 

임상 유병률의 높은 오차범 는 표본의 추출과 연구방법

상 노인이 본인의 감정을 느끼고 표 하는 차이, 다양한 

신체  증상이나 동반질환, 우울감을 잘 표 하지 않는 

문화  특성 때문에 노인의 우울증을 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

노인 우울증은 노화에 따른 심리, 신체  변화와 사회, 

문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질환의 하나로 성인 우울증

과는 달리 증상이 심화되기 까지는 진단이 어려운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행태 등과 같은 개인  요소나 

가족 계, 사회문화  지지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해 향을 받는다. 이러한 증상은 죽음에 한 두려움 등

을 포함하는 심리  반응의 한 형태로 나타나며 많은 신

체  증상을 동반하고 자살의 험성을 높게 하기도 한

다[3]. 특히, 노인의 신체활동 감소는 기능  능력을 소실

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 으로는 자신감의 결여, 우울증

의 증가  자살충동 등을 유발시키기가 쉬워진다[4]. 노

인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여가

력, 가족의 형태[5,6]나 사회  지지의 정도[7]가 커다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 여가 활동의 특징은 은 연령 와 다르게 활

동 자체의 도구  기능보다는 표  기능에  우

를 두며, 여가활동의 유형이 휴식으로부터 감정극복에 

이를수록 보다 높은 수 의 여가  생활만족을 가져온

다[8]. 65세 이상의 노인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우울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강한 변인이 

된다[9]. 미국 노인 1,772명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규칙

인 여가활동이 치매의 험을 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10]. 최근에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보다 세분하여 활동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우울과 어떠한 향 계를 가지는

지에 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11,12]. 노인의 가족상태

와 우울의 계를 보면 가족과의 동거 상태, 지각된 고독

감과 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울감이

나 고독의 느낌으로 고통받는 경우의 사망률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는 2.1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13]. 동거가족이 을수록 노인 우울증 유병율이 유의

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 한 사회

으로는 노인은 은퇴이후 부분의 시간이 여가라고 할 

수 있다. 시간  여유가 많은 노인의 고독감, 소외감, 무

료감 등을 극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생활만족

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치고 나

아가 지속 인 여가활동은 노년기의 사망률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한다[15]. 개인  요인 에서도 건강 행태는 

노인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요한 요인이며, 노인의 만

성질환은 우울증을 야기 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16,17]. 한 사회  지지나 가족의 결속 측

면에서 주변인과의 계가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가족의 질병과 유병기간도 우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측할 수 있다. 노인의 우울 진단은 객 으

로 일반화된 척도를 통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의도 으로 답을 회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

며, 숨겨진 우울의 문제를 악하기 어렵다. 한 우울의 

느낌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해석하기 

해 보다 정 한 진단이 요구된다. 우울감을 측정하는 

표 인 도구로 GDS(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이 도구는 우울의 정도를 구분

할 수 있지만 경미한 경우 우울의 상태를 분석하기에는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목 은 상 으로 참여가 높은 여성 노인

의 우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해 융,복합 인 근으

로써 개인의 심리 , 신체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을 

악하 다.  GDS와 함께 우울에 향을 미치는 향 요

인  여가력, 가족상태를 통해 노인의 우울성향을 보다 

세 하고 질 으로 분석하여, 다가오는 고령화 시 에 

노인의 심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하는데 본 연구이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군을 모집하 다. 본 연구의 목 에 동

의하고 자발 인 참여를 희망하며 인지기능에 향을  

수 있는 뇌손상,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 정신지체  

기타 발달장애 과거력이 있는 상자는 제외한 여성노인 

20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 

한 일반 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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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rs)

Height
(cm)

Weight
(kg)

% Body fat
(%) WHR

73.50
±4.12

149.55
±3.95

56.10
±7.35

25.56
±2.61

1.00
±0.03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N=20)  

3. 중재방법
3.1 측정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1:1 심층면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상자가 노인이라는 을 감안하여 사  설문내용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 하 으며 설문과 면 조사 시

간은 1인당 30분 내외로 실시하 다.

3.1.1 우울 성향 (GDS)
본 연구에서 우울의 측정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 이

용되는 Yesavage 등(1982)[18]에 의해 검증된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이하 GDS)을 이용하 다. 본 연

구에서 체 우울증의 문항을 선택하여 내  일 성을 

이용한  Cronbach'a값을 산출한 결과 신뢰계수인 α

=0.797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GDS우울증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부정 인 답을 하게 되는 문항

에 1 씩 합산하여 총 이 9  이하인 경우 ‘정상’, 10-20

은 ‘ 등도 우울증’, 21-30 은 ‘심한 우울증’으로 구분

하 다. GDS 수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없거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낸다.

3.1.2 여가력(leasure history)
본 연구에서 여가력은 과거와 재로 구분하여 악 

하 다. 과거의 여가활동은 여가활동내용, 동반자의 유

무, 빈도, 모임유무, 여가생활 만족도를 측정하 으며, 

재의 여가활동은 최근 1년 이내를 기 으로 활동내용, 동

반자, 빈도, 모임유무, 여가생활만족도의 총 10문항을 

심으로 구조화된 면 을 실시하 다. 여가활동의 내용분

석을 하여 신체  활동, 사회  활동, 정서  활동으로 

구분하 으며, 신체  활동은 운동, 골 , 아쿠아로빅, 헬

스, 요가, 걷기, 산책, 등산, 볼링, 스트 칭이 포함되었으

며, 정서  활동은 원 , 여행, 국선도, 그림감상, 독서, 서

, 노래 부르기, 뜨개질, 도자기 공 가 포함되었다. 사

회  활동은 종교활동, 단원 는 집단활동, 포켓볼 모임, 

사활동이 포함 되었다.

3.2.3 가족상태(family situation)
본 연구에서 가족상태 설문은 가족의 형태, 동거여부, 

비동거의 이유, 본인의 질환유무와 유병기간, 동거인의 

질환유무와 유병기간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 다.

3.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

며 평균과 표 편차로 제시하 다. 가족상태, 여가력, 각 

항목별 평균 수와 평균합계를 산출한 다음 우울의 정도

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 으며, 각 집단간 차이를 조사하

고자 집단을 공변량으로 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가족상태와 여가력을 분석하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결과처리는 SPSS/ 

window 18.0을 이용하 으며, 연구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4. 연구 결과
4.1 GDS를 통한 노인의 우울 성향 분석

각 집단의 GDS를 통한 우울 수는 <Table 2>와 같

이 나타났으며, 체 집단의 평균 수를 Yesavage 등

(1982)의 평가에 의해 구분하면 20명  8명(40%)은 정

상의 소견을 보 고, 11명(55%)이 우울성향을 보 으며, 

그  1명(5%)은 심한 우울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N (%) M±SD
Normal (1-10 ) 8 (40%) 6.37±.75

Moderate depression (10-20 ) 11 (55%) 13.0±.42

Deep depression (21-30 ) 1 (5%) 21.0±.00

<Table 2> The Analysis of Depressive disposition by 

GDS

집단간의 우울성향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한우울을 나타낸 사례가 단일사례로 나타나 하나의 집

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이에 집단을 정상집단과 우울집단의 두 집단으로 재분류

하 다.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해 독립

표본검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집단간 우울성향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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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rmal G Depressive G t df p no Normal G Depressive G t df p
1 0.00±.00 0.33±.49 -.2.345 11.0 .039 17 0.25±.46 0.16±.38 .435 18 .669

2 0.25±.46 0.75±.12 -2.400 18 .027 18 0.00±.00 0.16±.38 -1.200 18 .246

3 0.00±.00 0.75±.12 -5.745 11 .000 19 0.00±.00 0.58±.51 -3.924 11 .002

4 0.12±.35 0.91±.28 -5.498 18 .000 20 0.62±.51 0.91±.28 -1.451 9.9 .178

5 0.25±.46 0.41±.51 -.737 18 .471 21 0.62±.51 0.83±.28 -1.029 18 .317

6 0.00±.00 0.25±.45 -2.803 11.0 .017 22 0.00±.00 0.83±.28 -.809 18 .429

7 0.12±.35 0.25±.45 -.657 18 .036 23 0.37±.51 0.16±.38 1.029 18 .317

8 0.12±.35 0.58±.51 -2.360 17.9 .030 24 0.12±.35 0.25±.45 -.657 18 .317

9 0.12±.35 0.33±.49 -1.029 18 .317 25 0.00±.00 0.16±.38 -1.200 18 .519

10 0.75±.46 0.90±.30 -.997 18 .332 26 0.37±.51 0.66±.49 -.1272 18 .220

11 0.25±.46 0.58±.51 -1.474 18 .158 27 0.37±.51 0.50±.52 -.526 18 .605

12 0.37±.51 0.58±.51 -.885 18 .388 28 0.00±.00 0.33±.49 2.345 11 .039

13 0.25±.46 0.66±.49 -1.897 18 .073 29 0.25±.46 0.66±.49 -1.922 15.8 .073

14 0.75±.46 0.75±.45 .000 18 1.00 30 0.00±.00 0.20±.41 -2.345 11 .039

15 0.00±.00 0.33±.49 -2.345 11 .039
계 66.37±2.1 13.6±.2.6 -6.446 18 .000

16 0.12±.35 0.50±.52 -1.915 17.9 .072

Normal G: normal group, Depressive G: depressive group, **p<.01, *<.05

<Table 3> The Analysis of Depressive disposition by group

Category Division GDS F df p Category Ddivision SS df MS F

past

activity
yes(19) 10.57

.000 18 .462

past

active type
a 
b
c

82.100
283.650
365.750

3
16
19

27.367
17.728
 

1.544

no(1) 14.00

kind of 
active

a 
b
c

71.194
294.556
365.750

3
16
19

23.731
18.410
 

1.289

partner

yes 11.25

.006 18 .547

satisfaction
a 
b
c

116.813
248.938
365.750

2
17
19

58.406
14.643
 

3.989*no 10.00

present

activity
yes(19) 10.63

.000 18 .612

present

active type
a 
b
c

71.194
294.556
365.750

3
16
19

23.731
18.410
 

1.289

no(1) 13.00

kind of 
active

a 
b
c

7.840
357.910
365.750

2
17
19

3.920
21.054
 

.186

partner

yes 10.92

.021 18 .789

satisfaction
a 
b
c

37.228
328.522
365.750

2
17
19

18.614
19.325
 

.963no 10.33

a: within group, b:between group, c:sum, **p<.01, *<.05

<Table 4> Leisure History and satisfaction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 18)=.000). 집

단의 우울증에 한 세부문항의 평균과 표 편차를 분석

하고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해 정상집단과 우울 집

단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1, 2, 3, 4, 6, 7, 8, 15, 19, 28, 30의 11

개로 나타났다.

4.2 노인의 여가력과 우울성향 분석

노인의 여가력과 우울성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과거의 여가만족도는 통계 으로 우울 성

향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17)=3.989, p<.05). 다른 여가력 변인에서는 통계

인 유의한 성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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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ivision(n) GDS
평균 t df p Category Division SS df MS F

Diseases
yes(4) 12.25

.756 18 .460
Diseases 
type

a 
b
c

168.061
197.689
365.750

3
16
19

56.020
12.356

4.534*
no(16) 10.37

Duration of
diseases 

a 
b
c

43.976
321.774
365.750

3
16
19

14.659
20.111
 

.729Family 
living

yes(4) 11.25
.248 18 .807

no(16) 10.62
Family 
Diseases 
type

a 
b
c

28.528
337.222
365.750

3
16
19

9.509
21.076
 

.451

Family
Diseases

yes(9) 11.11

.325 18 .749
Duration of

diseases in Family 

a 
b
c

11.061
354.689
365.750

3
16
19

3.687
22.168
 

.166no(11) 10.45

a: within group, b:between group, c:sum, **p<.01, *<.05

<Table 5> Depressive disposition with Family situation

4.3 노인의 가족상태와 우울성향 분석

노인의 가족상태와 우울성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족상태  본인질환의 종류에 따라 우울성

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3, 

16)=4.534, p<.05).

5. 논의
5.1 GDS를 통한 우울 성향

본 연구에서 심한우울을 나타낸 사례가 단일사례로 

나타나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으로 단되어 정상집단과 우울집단의 두 집단으로 재분

류하 다.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해 독

립표본검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집단간 우울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 18)=.000). 

집단의 우울증에 한 세부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1, 2, 3, 4, 6, 7, 8, 15, 19, 28, 30의 11개로 나타났

다. 집단간 우울성향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울의 구체 인 사유에 한 이해가 

필요하며, 우울의 원인에 한 사후연구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단 때문이다. 구체 으로 우울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문항을 보면 1. 근본 으로 당신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2. 부분의 활동이나 흥미가 감소하 습

니까, 3. 생활이 공허하다고 느끼십니까, 4. 가끔 따분하

다고 생각합니까, 6. 계속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8.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합니까, 15. 지  살아 

있다는 것에 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19. 삶이 매

우 흥미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8. 사회  모임을 피

하는 편입니까, 30. 평상시 마음이 안정  입니까의 문항

들이다. 즉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 계속되는 생

각이나 나쁜 일에 한 걱정과 같은 편집증  사고가 나

타나고 있으며, 활동이나 흥미 감소, 삶의 흥미 부족, 사

회  모임의 회피 등을 한 개입의 필요성을 측할 수 

있다. 이처럼 차후에는 우울성향을 드러내는 문항  각 

내용에 해서도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며 개입의 목

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여가력과 우울 성향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신체 인 활동이든 카

드게임과 같이 앉아서 하는 활동이든 간에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9]. 어떤 특정한 여가활동을 행함에 따라 

향을 미치지만 어떤 활동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우울증상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사회

 여가활동의 참여가 낮을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11].

여가활동은 부정 인 삶의 사건들을 처하는데 정

 향을 미치며, 상처에 직면하여 자신에 한 감각을 

보존하는 요한 기 으로 작용한다[19]. 최근에는 규범

인 삶의 스트 스와 생활의 번거로운 상황에 처하는

데 있어 여가의 역할이 의미가 있음이 검증되고 있다. 여

가는 박한 삶에 있어서 소  완충효과(butter effect)를 

나타내며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과 환경에 한 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20]. 여가와 노인 우

울에 한 최근의 연구는 여가의 형태를 인지 , 사회 , 

독립  활동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활동이 심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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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복합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른 우울을 분석하는 

등 여가활동의 질 인 측면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3 가족상태와 우울성향

노인의 가족상태와 우울성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본인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만 우울성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3, 16)=4.534, p<.05). 일반 으

로 노인의 건강은 우울의 정도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졌으며 건강이 좋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21]. 따라서 유병기간이 길어지는 만성질환의 

경우 보다 제도 인 우울 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인의 질환유무나 유

병종류, 유병기간에 따라 우울성향은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가족과의 동거 상태가 지각된 고독감과 련을 가지

며 우울감이나 고독의 느낌으로 고통받는 경우의 사망률

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는 2.1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동거 가족이 을수록 노인 우울증 유

병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5],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

을 미쳐 가족불화에 처할 수 있는 략 수립이 자살생

각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제시된다[22]. 이와 같이 가족상

태는 우울과 련있는 요한 요인의 하나이며, 동거가

족의 유무와 동거가족과의 실제 인 의사소통  지지의 

정도는 노인의 우울과 련된 요한 변수 의 하나로 

보여진다. 

정 미(2007)는 재가 여성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통증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노

인들의 만성  질환이나 인지  손상은 역으로 우울감을 

유발하며 가족의 붕괴, 기능의 장애, 많은 의학  질환에 

좋지 않은 결과를 래하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7].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여

가력과 가족상태에 주목하고  노인의 우울에 한  분석

을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 상자는 65세 이상(평균 

73.5세)의 노인 20명으로 구성하 다. GDS 평가는 등

도 이상 우울증 그룹(DG: 60%, n=12)과 정상군(NG: 

40%, n=8)으로 구분되었다(F(2,18)=.000). 

여가력에서 여가의 만족도가 우울만족도에 정  

향을 미쳤으며, 반면 여가력이 낮거나, 여가동반자가 없

는 경우 높은 퇴행  우울을 보 다. 가족상태 에 본인

의 질환종류에 따라 우울성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동거유무, 동거인의 건강상

태가 우울성향의 평균값의 차이는 높게 나타났다. 

결론 으로 노인의 우울은 오랜 과거력과 주변의 

향을 많이 받으며, 표 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성향

을 악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20명의 은 사례로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자와 가족의 

범주에서 확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계와 우울

에 한 연구, 종단  연구와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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