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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및 우울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 요인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령자 주거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며, 2017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개 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여 단독가구 고령자 350명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고령자의 주거우울 개념 및 주거우

울 유형을 실증적으로 정립·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토와 우울과 주거만족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거우울 유형 분류를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 우울과 주거만족의 상관을 확인하였고, 주거우울

지수를 산출하여 단독가구 고령자의 우울 상태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주거우울 척

도와 유형이 단독가구 고령자의 주거우울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고령자, 고령자가구, 주거만족, 주거우울, 주거복지

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problem on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have grown in 
Korea. Elderly dwelling issues have also been gaining increased attention since dwelling environment is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elderly’s health and life quality. In this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retrospectively of 350 elderlies who live as single households during 1 September, 2017 to 30 September to 
identify how to define and measure dwelling depression. The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evaluat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pression and the dwelling satisfaction were compared. Lastly, a regression analysis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dwelling depression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at depression appearing in 
elderly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 dwelling unsatisfaction. Our results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and 
measurement of the dwelling depression which has not been sufficiently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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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국에서는 저출산, 핵가족화,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과 더불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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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령화 속도로[1] 2017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

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2].

고령 인구증가와함께고령자의고립, 빈곤, 우울등

사회적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독 가

구 고령자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

고, 사회적역할상실에따른외로움과고립감으로건강

에대한심각성이다른연령대와비교하여매우높기때

문에 관심과 지지가 매우 강조된다[3].

또한, 노년기 생활의 범위가 주거 내로 한정되기 쉬

운특성으로어느시기보다삶의질을좌우하는중요한

요소인주거환경에대한욕구가강하게나타난다[4]. 고

령자문제의부각에따라고령자의신체적, 심리적건강

과삶의질의향상요인으로주택시설과주거환경에대

한논의는향후더욱강조될것임을짐작할수있다. 현

재 많은국가들이고령자증가를영향으로 헬스케어분

야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5], 특히 고령자 재

택은고령자의독립성, 자율성을보장하고, 양로시설비

용 또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단독가구

고령자의주거만족과우울과의상관성을규명하여주거

우울 개념을 정립하여 새로운 주거우울 척도를 제안하

고, 그 유형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자 연령 기준

고령자에대한연령기준은고령자다수고용지원등

에서는 55세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5세 전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66세, 아동안전지킴이 60~75세

로 구분한다[7]. 다만, 본 연구는 현재 UN, 일본, 한국

등 고령자를 상대로 하는 제도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을 고령자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이

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2. 단독가구 고령자 유형

고령자가구의유형을구분할때고령가구는가구원

중 65세 이상고령자가 1명 이상포함된가구를말하며,

고령가구주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자인 독거 고령자 가

구와 고령자 부부가구를 포괄한다. 단독 고령자 가구는

보편적으로고령자가독신또는부부로독립된가구형

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8]로 정의하고 있다.

3. 고령자 우울 특성

우울이란정상적인기분변화에서부터병적인기분상

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

내는 정서 상태를 말한다[9]. 우울 현상은 연령이 증가

할수록,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심각해

진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우울증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

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주거 환경 요인을 고려한, 고령자

의 우울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령자 인지특성에 특화된 단독가구 고령

자주거환경과단독가구고령자우울의정도에따라나

타내는 주거우울을 규명하기 위해 2017년도 9월 1일부

터 9월 30일까지 7개시·구에거주하는 65세 이상남·여

단독가구 고령자 350명 중 의미 없는 응답자들 49명을

제외한 301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

자의인구학적특성에대한빈도및 백분율을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우울측정 및 주거만족측

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

며, 타당성검토를위해탐색적 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셋째, 우울과 주거만족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 ation)분석을 실시하였다. 넷

째, 주거우울 유형 분류를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1. 우울 척도

우울 측정은 Yesavage[11]가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을 조맹제[12]가 한국어로 번안

한 고령자 우울 척도–단축형(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acle:SGDS)을 사용하였다. SGDS는 15문

항으로구성된양분척도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양분

척도가 응답의 차별화를 낮출 수 있어 1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주거만족도 척도

주거 만족도 측정을 위해 주거의 주택 소유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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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형태등물리적측면과생명을유지하고위험을피

하기위해 필요한요소(안전성유지), 건강 유지에필요

한요소(보건성), 일상생활에불편을해소하는요소(편리

성),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요소(쾌적성), 차후 생활을

유지하기위해필요한요소(지속가능성)를포함하여, 생

활환경의전반적인주거만족도를중점적으로파악할수

있도록 12문항의 Likert 5점 척도를 구성하였다.

Ⅳ.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중(%)

성별
남성 135 44.9

여성 166 55.1

나이

65~69 98 32.6

70~74 101 33.6

74~79 59 19.6

80~84 38 12.0

85~89 7 2.3

거주

지

동구 70 23.3

서구 99 32.9

중구 71 23.6

계룡 21 7.0

공주 24 8.0

금산 15 5.0

유성 1 0.3

세대

구분

단독거주 165 54.8

동반거주 136 45.2

주거

형태

아파트 107 35.5

다세대주택 94 31.2

주택 100 33.2

점유

형태

자가 173 57.5

전월세 119 39.5

기타 9 3.0

계 300 100

표 1. 응답자 속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주거 인식과 만족의 차이가

인구학적배경이나거주지등생활환경특성에따라다

르게나타날수있음을반영하여, 성별, 거주지세대, 주

거형태, 점유형태 등으로 인구학적 변인을 구성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표 1]과 같이, 남성이 135

명(44.9%), 여성이 166명(55.1%)이었다. 평균나이는

73.7세였으며. 70~74가 101명(33.6%)로 가장 많았고,

65~79세가 98명(32.6%), 74~79세가 59명(19.6%),

80~84세가 38명(12.0%), 85~89세가 7명(2.3%) 순이었

다. 거주지는대전광역시동구 70명(32.9%), 대전광역시

서구 99명(32.9%), 대전광역시 중구 71명(23.6%), 대전

광역시 유성구 1명(0.3%), 충청남도 계룡시 21명(7%),

충청남도 공주시 24명(8%), 충청남도 금산군 15명(5%)

을 차지하였다. 세대구분에 따라서는 단독거주가 165명

(54.8%), 부부동반거주가 136명(45.2%)으로 고르게 나

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107명(3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택 100명(33.2%), 다세대주택 94명

(31.2%)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는 자가가 173

명 (57.5%)로 가장 높았고, 전월세 119명(39.5%), 무상

등 기타는 9명(3.0%)을 차지했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단독가구 고령자 주거우울은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주거만족도(12문항)와 우울(15문항)척도로 조사하였다.

각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점수화하였고,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점수범위

는 주거만족도가 12점~60점, 우울감이 15점~75점이다.

우선, 측정 척도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

해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한 결

과, 우울척도(Cronbach’s α=.934)와 주거만족도 척도

(Cronbach’s α=.918) 각각 매우 높게 나타났다.

Depressio

n

Compone

nt

Dwelling

Satisfacti

on

Compone

nt

1 1

Q1 .78 D1 .82

Q2 .67 D2 .80

Q3 .66 D3 .79

Q4 .73 D4 .81

Q5 .69 D5 .77

Q6 .73 D6 .79

Q7 .73 D7 .76

Q8 .69 D8 .77

Q9 .72 D9 .76

Q10 .67 D10 .77

Q11 .78 D11 .79

Q12 .73 D12 .75

Q13 .76

Q14 .74

Q15 .74

표 2. SGDS 요인분석

Table 2. factor analysis of the SGDS

또한, 측정 문항 간의 유사도를 근거로 측정 변수의

공통 차원을 찾고, 변수를 보다 적은 수의 구조로 축약

하고 측정 문항들의 타당성 검증 수행을 위해 우울척

도문항(Q)과 주거만족도척도 문항(D)에 대한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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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울척도 문항에 대해 요인분

석(Factor Analysis)을 공변량 기반(Covariance Based)

으로 직교회전 방식(Varimax Rotation)으로 변인구조

를 파악하였고, 요인 부하량이 낮게 나타나는 3개 문항

(Q2, Q3, Q10)을 제외한 총 12문항으로 우울척도를 새

롭게 구성하였다.

표 2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Q2. 전에 하던 활동이

나 흥미가 떨어졌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다.”, “Q3.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다.”, “Q10. 다른 사람에 비해

기억력이 더 떨어졌다고 느낀다.” 문항의 경우 내적 일

관성을 고려하여 변인에서 제외하였다. Q2와 Q3 문항

은 우울보다는 허무감과 흥미에 따른 것으로 다른 문

항들과 의미상 일부 구분될 수 있고, Q10의 경우 기억

력에 대한 것으로, 우울감과는 일부분 다른 각도에서

측정될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거만족도

문항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결과, 충분한 요인

부하량이 나와 12개 문항을 유지하였다.

3. 주거우울 상관관계

그림 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주거만족도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단독가구 고령

자의 경우, 주거 환경에 불만족할수록 높은 우울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p<2.2e-16).

그림 1. 주거만족도와 우울 간 상관관계

Figure 1. Correlation Between Dwelling Satisfaction

and Depression

4. 주거우울 지수

고령자 주거우울 지수(Elder Dwelling Depression

Index)는 주관적 우울감과 주관적 주거만족도의 응답

관계를 통해, 고령자 주거 우울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지표이다. 우선, 우울감은 총 12문항 총점 60점으로 이

루어진 5점 척도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거만족도는

총 12문항 총점 60점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 설문이다.

단, 주거우울 산출에 있어 주거불만족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주거만족도문항점수를역응답으로계산한 '주거

불만족' 점수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65세 이상의 고

령자들은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우울감 총

점(Geriatric Depression : GD)값이 0.55점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GD 설문 총점에 대한 Age

의 영향력을 선형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

은 회귀식이 산출되었다(R² = 0.324).

  ×  (1)

지표 수립에 있어 우울에 대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기초특성을 독립변수로 GD

를 종속변수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나이, 경제 수준 등이 GD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주관적

건강 상태나 경제 수준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지

표에 포함시키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나이로 인

한 영향만을 고령자 주거우울지수(Geriatric Dwelling

Depression Index: GDDI)에서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 (2)

따라서 GDDI는 연령으로 인한 일반적 우울 증가를

상쇄시키면서 GD와 주관적 주거불만족도(Dwelling

Dissatisfaction:DDS)를 합산한 총점으로 제안할 수 있

다. GD와 DDS는정적상관관계를보이기때문에 GD만

높고 DDS는 낮은 특수한 경우는 주거우울로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우울감만 높고 주거 환경 불만족도가 낮

은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주거우울 총합 대비 주거 불

만족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거 불만족 설명비(DDS

Ratio)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13].

 


(3)

두 지표의 조합으로 주거우울을 보는 이유는, 우울

감인 GD값과 주거불만족인 DDS값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GD와 DDS가 항상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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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총합에서상대적으로주거불만족의영향요인

이 낮은 그룹을 구분하여 제외하기 위함이다.

5. 주거우울 유형

301명의 단독가구 고령자의 설문응답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주거우울 설명비의 평균값은 2.5로 나

타났다. 즉, DDS Ratio가 2.5를 초과한 경우, 응답자의

주거불만족이우울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고볼수

있으며, DDS Ratio가 2.5 이하인 응답자를 주거우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주거우울 집단을 그림 2에 나타

나는 것과 같이 고도 주거우울, 중도 주거우울, 경도

주거우울, 잠정 우울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집단(평균 56.6점, 표준편차 15.6점)의 5%, 9% 13%,

20%에 해당되는 집단이다.

그림 2. 주거 우울 집단

Figure 2. Dwelling Depression group

표 3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응답자의 상위 5% 라

고 할 수 있는 82점 초과(z-value > 1.64) 집단을 ‘고

도 고령자 주거우울 유형’ 으로 정의하였다. 고도 주거

우울 유형은 DDS Ratio 평균값인 2.5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주거불만족과 우울감이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위 9%군(z-value >

1.34)은 GDDI 77.5점 초과 82점 이하, DDS Ratio 2.5

이하를 충족시키는 ‘중도 고령자 주거우울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위 13%군은(z-value > 1.13) GDDI

74.5점 초과 77.5점 이하, DDS Ratio 2.5 이하로 ‘경도

고령자 주거우울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우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그

렇게 전환될 수 있는 잠재군을 정의하였다. 이는 기존

고령자 우울연구와 유사하게 상위 20% 정도로 잠재군

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며(z-value > 0.85), GDDI 70.5

점 초과 74.5점 이하, DDS Ratio 2.5 이하를 '잠정 고

령자 우울감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일반군의 경우, GDDI 70.5점 이하인 경우 포함되

는데, GDDS가 70.5점 초과라도 DDS Ratio가 2.5점을

초과할 경우, 주거우울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이 원인

으로 작용한 우울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우울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GDDI/DDS

Ratio
2.5 이하 2.5 초과

82.1 이상 고도 주거우울
주거요인 외

우울 위험

77.6~82 중도 주거우울
주거요인 외

우울 위험

74.6~77.5 경도 주거우울
주거요인 외

우울 위험

70.6~74.5
잠정 고령자

우울감 집단

잠정 고령자

우울감 집단

70.5 이하 일반군 일반군

표 3. GDDI 유형 분류

Table 3. GDDI Type Classification

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단독 가구 고령자의 주거만족도와

우울의상관관계를입증하고, 주거만족도와우울감에따

른주거우울의정도를측정할수있는척도를개발하고,

개발된 척도결과에따라주거우울의정도를예측할수

있도록 하는 주거우울유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나이, 경제수준이고령자우울에유의미한영향을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고령자 우울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윤진[14]이 고령자

의우울이연령과관련된노화의과정이진행되면서겪

게 되는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견해와 같다.

둘째, 다수의 고령자가 우울한 경우 주거에 불만족

한것으로나타나, 노년기우울은주거환경과깊은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술하면 노년기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주거만족도 척도 시 고려되었던 주거

편리성, 안전성, 생활환경등주거우울에영향을미치는

요인에부적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이는김승연

[15]이 주거는개인의생활에밀접한환경요소로개인의

건강수준에영향을미치고, 주거점유형태와같은사회경

제적 요인역시 개인의 건강수준에직·간접적으로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던 것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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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7CTAR-C13 
1726-01)

셋째, 상대적으로주거환경에만족하지만우울정도

가 심각하거나 주거환경에 불만족하지만 우울 정도가

아주 낮은 응답자는 낮게 나타났다. 잠재군과 주거 외

우울집단에비해주거우울이높은집단의 비중이높아

주거우울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고령자의주거우울측정을통한

개념 정립과 함께, 고령자의 주거 환경에 따른 주거 우

울 상태를 판별할 수 있도록 고령자 개인의 신상, 건강,

주택, 경제력 등 요인을 고려한 우울지수와 주거불만족

지수를제안하였고, 고령자주거우울지수식에따른주

거불만족 비를 산출함으로서 단독가구 고령자의 우울

상태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연구는단독가구고령자가주거환경안에서느끼

는우울을측정하는주거안정차원연구의 기초자료로

기여가능하며,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주거우울

척도와유형은 고령자의주거우울정도에대한좀더정

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우울 요인을 복합

적으로 고려하여, 발전된 형태로 주거우울을 측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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