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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우울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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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in

vulnerable elderly.

We conducted a cross-sectional study with 1,709 elderly beneficiaries of the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in Seoul. Depression was measured using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GDSSF-K) questionnaire.

Depression score was mild level in vulnerable elderly.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on

level.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differ by gender. In the elderly men, higher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 lower lev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HRQOL) and self-rated

health(SRH). In addition, higher depression was observed for elderly men living alone than for those

living with family. These factors explained depression by 23.1%. In the elderly women, higher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 lower level of HRQOL, SRH and a higher dependence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addition, higher depression was observed for elderly women

who has fall experience. These factors explained depression by 22.8%.

Gender-specific nursing strategies may be required for prevention of depression in vulnerabl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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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2017년에는 14.0% 이

상의 고령사회로, 2026년은 20.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걸리는 17년과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걸리는 9년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상황이다[1]. 이는 

노령화 지수(aged-child ratio)가 2014년의 88.7%에

서 2017년 104.1%, 2026년 161.9%로 가파르게 상

승되는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1].

노인의 우울은 노인정신건강의 주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같은 생리적인 문제 등으로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우울의 특성으로 간주되

는 피로감, 수면장애 등이 노화과정에서 흔히 나타

나므로 노화과정으로 인식되고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2]. 그러나 노인의 우울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유발하고 질병으로

부터의 회복이 지연되며 생활의 만족도가 저하되

어 자살까지 초래되거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

다[3]. 2011년 우리나라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 

본인이 인지하는 우울 유병율은 3.8%인데 비해 의

사진단율은 79.9%[4]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노인의 

우울은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노인은 경제활동의 감소에 따른 사회적 소외와 

운동능력 감소, 만성질환 이환, 지나온 세월에 대

한 후회 등으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우울에 이

환될 가능성이 많음[5]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특

히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노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으로 이들은 건강에 위

해한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이에 대

한 대처능력은 약하여[6] 우울의 고위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세대에서 성별에 다른 특성차이가 존재하

지만 특히 노인집단은 어느 집단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는 여성은 출산과 과

중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여성특유의 건강문제가 

있어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활동 참여가 부족하고 경제적 빈곤을 겪으며 가정

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7]

고 하였듯이,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과거의 가부장

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교육기

회와 경제적 활동 참여와 같은 생애과정을 겪음으

로서 남성노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이것이 노

년기에 집약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8]. 일례로, 우울의 영향요인 면에서 노인의 성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 남성노인은 경제적 스트

레스가 우울의 영향요인이지만 여성노인은 가족 

스트레스가 우울의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하였듯이

[9],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별특성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노인의 우울관련 연구는 재가노인[10], 독

거노인과 부부노인[11], 도시 취약노인[12] 등을 대

상으로 하거나 성별을 고려할 때 여성노인만을 대

상으로 한 연구[13]가 대부분으로, 성별에 따른 남

녀노인의 우울 관련요인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 영향요

인을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신체적 측면

으로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상태와 낙상을 

포함하고 심리적 측면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주

관적 건강지각을 포함하며 기능적 측면으로 도구

적 일상생활활동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특성과 우울 수준을 

파악한다.

2)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우울 관련요인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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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성별 우울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일 지역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되어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만을 선별한 총 1,709명(남성노인 451명,

여성노인 1,258명)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

지 못하는 차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다.

3. 연구도구

1) 우울

우울정도는 Kee[14]의 한국어판 단축형 노인우

울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불편

감, 비판적 사고, 불행감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

며 긍정적인 항목에 ‘예’인 경우 0점, ‘아니오’인 경

우 1점으로 처리하였고 부정적인 항목에 ‘예’인 경

우는 1점, ‘아니오’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총 점수는 0-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Kee[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81이었다.

2)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건강관련 삶의 질은 미국의 Medical Outcome

Study에서 개발한 SF-8로 측정하였다. SF-8은 

SF-36의 축약형(short form)으로 8개 하부영역인 1)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ing), 2)신체적 역할

(role-physical), 3)신체통증(bodily pain), 4)일반적 

건강상태(general health), 5)활력(vitality), 6)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7)정서적 역할(role-

motional), 8)정신적 건강(mental health)을 포함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Byeon, Kang과 Oak (2008)[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83이었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 α=.93이었다.

3)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IADL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지역사회 거주능력에 대한 노인의 기

능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Won 등[16]의 한국형 

IADL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몸단장, 집안

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

용, 물건사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의 

10개 항목, 4점 척도로, 총점은 10-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IADL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97이었다.

4) 주관적 건강지각

주관적 건강지각은 자신이 지각하는 현재 건강

상태를 질문하는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매

우 나쁨’ 1점, ‘나쁨’ 2점, ‘보통’ 3점, ‘좋음’ 4점,

‘매우 좋음’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지각이 좋음을 의미한다.

5) 낙상경험

지난 1년 동안 낙상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6) 질환 수 

노인에게 흔한 질병으로 고혈압, 당뇨병, 뇌졸

중, 암, 관절염 및 요실금 등의 유병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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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일 도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공개된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자료 

수집은 방문간호사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

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직접면담 식으로 이

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성

별 일반적 특성 비교는 χ²-test/t-test를 이용하였고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test/ANOVA를 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Scheffe 다중비교 검증법을 이용하였다. 우울과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로 분석

하였고 우울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남성노인의 경우 

t-test/ANOVA에서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

수인 독거, 질환 수, 낙상경험과 Pearson

correlation에서 우울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

인 건강관련 삶의 질, IADL, 주관적 건강지각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고, 명목변수인 독거와 낙상경

험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

였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t-test/ANOVA에서 우울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질환 수, 낙상경험

과 Pearson correlation에서 우울과 유의한 상관성

을 보인 변수인 건강관련 삶의 질, IADL, 주관적 

건강지각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고, 명목변수인 낙

상경험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

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노인의 성별 일반적 특성 및 우울 관련 변인

본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남성노인 451명(26.4%),

여성노인 1,258명(76.6%)이었다. 평균 연령은 남성

노인이 73.5(±6.2)세, 여성노인이 75.6(±6.6)세로 여

성노인이 유의하게 높았고(p<.001), 무학노인은 남

성노인의 22.4%, 여성노인의 60.5%로 여성노인에

서 유의하게 많았다(p<.001). 직업이 있는 남성노

인은 5.3%, 여성노인은 1.3%로 여성노인이 유의하

게 적었고(p<.001), 남성노인의 40.6%와 여성노인

의 60.3%가 홀로 거주하고 있어 여성 독거노인이 

유의하게 많았다(p<.001). 남성노인 중 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는 노인은 5.8%이었고 여성노인은 

14.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1), 낙상경

험이 있는 남성노인은 8.0%로 여성노인의 12.4%보

다 유의하게 적었다(p=.012).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남성노인이 45.2점으로 여성노인의 43.9점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p<.001). 주관적 건강지각 점수는 

남성노인이 1.7점, 여성노인이 1.6점으로 남성노인

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게 지각하였다(p=.006).

IADL 의존도는 남성노인 11.9점, 여성노인 11.6점

으로 성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남성노인과 여성

노인의 우울점수는 모두 6.4점으로 성별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able 1>.

2. 노인의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를 성별로 구분하

여 살펴본 결과, 남성노인에서는 독거노인의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p=.011), 질환을 3개 이상 

앓는 노인의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낙상경험이 있는 노인의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1). 여성노인에서는 질환을 3개 이상 앓는 

노인의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고(p<.001) 낙상경험

이 있는 노인의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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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Factor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451)
Female

(n=1,258) χ²/t p
M±SD/n(%) M±SD/n(%)

Depression 6.4(±3.4) 6.4(±3.5) .041 .96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73.5(±6.3) 75.6(±6.6) -5.761 <.001
Education Elementary≤

Uneducated
350(77.6)
101(22.4)

497(39.5)
761(60.5)

192.76 <.001

Job Yes
No

24( 5.3)
427(94.7)

16( 1.3)
1242(98.7)

23.811 <.001

Living condition Alone
With family

183(40.6)
268(59.4)

759(60.3)
499(39.7)

52.385 <.001

Physical characteristics

Number of disease   
 0                 
1-2
 3≤

136(30.2)
289(64.0)
26( 5.8)

214(17.0)
863(68.6)
181(14.4)

49.394 <.001

Fall experience   Yes
No

36( 8.0)
415(92.0)

156(12.4)
1102(87.6)

6.496 .012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RQOL 45.2(±6.8) 43.9(±6.9) 3.548 <.001
Self-rated health 1.7(± .8) 1.6(± .7) 2.731 .006
Functional characteristics
IADL 11.9(±5.7) 11.6(±5.4) .778 .436

HRQO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Table 2>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Characteristics 
Male(n=451) Female(n=1,258)

Depression t/F(p) Scheffe Depression t/F(p) ScheffeM(±SD) M(±SD)

Age
65-74
75-84
85≤

6.27(±3.41)
6.71(±3.50)
6.52(±3.540

.856
(.426)

6.32(±3.51)
6.53(±3.53)
6.23(±3.61)

.636
(.529)

Education Elementary ≤
Uneducated

6.46(±3.49)
6.35(±3.43)

.281
(.779)

6.37(±3.53)
6.46(±3.52)

-.408
(.683)

Job Yes
No

6.29(±3.98)
6.44(±3.45)

-.203
(.839)

6.06(±3.99)
6.43(±3.52)

-.413
(.680)

Living condition Alone
With family

6.93(±3.50)
6.09(±3.42)

2.546
(.011)

6.36(±3.51)
6.52(±3.49)

-.771
(.441)

Number of disease
0a 
1-2b
3≤c

5.80(±7.39)
6.54(±3.50)
8.58(±2.71)

7.508
(.001)

a,b<c 6.06(±3.43)
6.28(±3.51)
7.55(±3.49)

11.238
(<.001)

a,b<c

Fall experience Yes
No

8.64(±3.52)
6.24(±3.41)

4.031
(<.001)

8.13(±3.42)
6.18(±3.47)

6.58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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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의 성별 우울과 건강관련 삶의 질,

IADL, 주관적 건강지각의 상관관계

남성노인의 우울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 우울은 건강관련 삶의 질(r=-.429,

p<.01), 주관적 건강지각(r=-.383,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IADL 의존도(r=.196,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성노인의 우울도 건강관련 삶의 질(r=-.440,

p<.01), 주관적 건강지각(r=-.345,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IADL 의존도(r=.229,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4. 노인의 성별 우울 관련 요인

노인의 성별 우울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의 

기본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우울의 정

규분포를 확인하였고,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잔

차, 특이값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753-.901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수는 

1.035-1.701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의 독립성

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1.976

으로 자기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

차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정한 결과, 선형성

(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고 특이값을 

확인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이 1.0을 초과하

는 값은 없었다. 이로써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

족되어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별에 따라 우울 관련요인을 살펴본 결

과, 남성노인에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β=-.307,

p<.001), 주관적 건강지각(β=-.235, p<.001) 및 독거

(β=.131, p=.002)가 유의한 변수로서, 건강관련 삶

의 질이 낮고 주관적 건강지각이 나쁘며 홀로 거

주하는 노인의 우울이 높았고 이들 변수가 우울의 

23.1%를 설명하였다(F=45.602, p<.001).

여성노인에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β=-.327,

p<.001), 주관적 건강지각(β=-.162, p<.001), 낙상경

험(β=.083, p=.001), IADL 의존도(β=.066, p=.013)

가 유의한 변수로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고 주

관적 건강지각이 나쁘며 낙상경험이 있고 IADL

의존도가 높은 노인의 우울이 높았으며 이들 변수

가 우울의 22.8%를 설명하였다(F=92.992,

p<.001)<Table 4>.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Gender Variables 1 2 3

Male
1. Depression 1
2. HRQOL -.429** 1
3 Self-rated health -.383** .493** 1
4 IADL .196** -.393** -.215**

Female
1. Depression 1
2. HRQOL -.440** 1
3 Self-rated health -.345** .463** 1
4 IADL .229** .320** -.266**

**p< .01HRQO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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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in Elderly

 B β Adj. R² t p F(p)

Male
Constant 14.922 14.940 <.001
HRQOL -.157 -.307 .178 -6.410 <.001

Self-rated health -1.019 -.235 .215 -4.913 <.001
Living condition* .924 .131 .231 3.142 .002 45.602(p<.001)

Female

Constant 14.340 20.839 <.001
HRQOL -.166 -.327 .192 -11.311 <.001

Self-rated health -.756 -.162 .217 -5.728 <.001
Fall experience** .887 .083 .224 3.246 .001

IADL .043 .066 .228 2.489 .013 92.992(p<.001)
 * Dummy variable : alone=1, with family=0.** Dummy variable : yes=1, no=0.HRQO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Ⅳ. 고찰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의 진행이 매우 빠른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에게 빈번히 발생하지만 간

과되기 쉬운 우울의 관련요인을 신체적, 심리적,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성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독거여부,

앓고 있는 질환 수, 낙상경험의 모든 면에서 성별 

차이가 있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삶의 전반적

인 특성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노인의 평균연

령이 많아 여성의 평균수명이 긴 특성을 반영하였

고 남성노인은 과반수이상이 초등학교 이상의 교

육을 받았지만 여성노인의 과반수이상이 무학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교육기회가 절대적으

로 부족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남성노인은 59.4%가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여성노인은 60.3%

가 홀로 거주하고 있어 홀로 거주하는 여성노인이 

더 많았다. 또한 여성노인은 앓고 있는 질환과 낙

상의 경험이 더 많아 여성노인의 삶의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우울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우울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노인

이 남성노인보다 더 우울이 높았다는 결과[9]와 성

별의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18] 및 남성노인이 더 

우울하다는 결과[19]가 혼재하고 있어 성별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은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

우울정도는 남녀노인 모두 6.4점으로, 남성노인 

5.0점, 여성노인 6.3점인 기존연구[9]와 유사하게 

경증우울 수준을 나타낸 반면, 취약계층이 아닌 일

반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평균 우울

점수는 4.2점의 정상수준으로 나타나[10] 취약계층 

노인은 일반노인보다 우울정도가 더 심함을 알 수 

있었다.

우울은 증상이 뚜렷한 다른 질병에 비해 피로

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노화에 따른 증상으로 간

과될 수 있다. 일례로, 남성노인에서 본인이 인지

하는 우울 유병률은 2%이지만 의사진단율은 

83.7%이고 여성노인에서 본인인지 우울 유병율 

5.2%, 의사진단율 78.7%임[4]을 고려할 때, 우울을 

간과하는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남성노인에서 더

욱 빈번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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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우울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전반

적인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살까

지 초래될 수 있으므로[3], 노인들에게 우울의 증

상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조기 치료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본 연구대상

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노인들은 의료접근성이 떨

어지는 집단이므로 우울로 인해 의료진을 찾는 것

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

서의 우울 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를 통해 우울에 

대한 스크린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우울의

심 또는 위험 집단을 지역사회 의료 기관과 연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노

인과 여성노인 모두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주관

적 건강지각은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건강관

련 삶의 질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지각이 나쁠수

록 우울이 높았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개인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느껴지는 삶의 질로서 다차원적이고 주

관적인 개념이며 개인의 전반적 건강수준과 질병

의 중등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므로 노인의 안녕

을 평가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어 왔다[20]. 건강관

련 삶의 질에 대한 우울의 영향은 여러 연구[5]에

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대한 건강관

련 삶의 질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남

성노인과 여성노인 공통적으로 우울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아 기존 연구[15]에서의 결

과와 유사하여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우울 예방

중재의 중점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지각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에

서 건강관련 삶의 질 다음으로 우울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21]와 유사하였

다.

그런데 본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지각 점수

는 남성노인 1.7점, 여성노인 1.6점으로 ‘매우 나쁨’

과 ‘나쁨’의 중간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

련하여 앓고 있는 질환 수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69.8%, 여성노인의 83.0%가 1개 이상의 질환을 앓

고 있었고 3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 5.8%, 14.4%임

을 고려할 때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건강지

각이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 연구[9]에서 

노인이 느끼는 질병 스트레스는 노인의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듯이 노인

들의 주관적 건강지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

인 노력 중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스트레스가 

큰 대표적인 질환을 파악하여 중점적인 관리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우울 관련요인 면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를 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홀로 거주하는 것이 

우울을 높이는 요인이었지만 여성노인에서는 유의

한 요인이 아니었다. 기존연구들에서 독거노인은 

부부가구 노인이나 자녀동거가구 노인에 비해 도

움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지원망이 위축되

어 일상생활수행에서의 도움을 제공받기에 취약하

므로 질병상태의 비율과 우울이 높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2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거여부가 남성노인에서는 우울의 영

향요인이지만 여성노인에서는 영향력이 없어 독거

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결과로서 의의

가 있으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우울 면에서 독

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상적인 IADL은 신체적 독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23], IADL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울정도

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으나[18] 성별에 따른 중요

도는 밝혀진 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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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우울에 대한 IADL의 중요도가 다름이 밝

혀져 노인의 우울 사정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였

다.

IADL이 여성노인의 우울 관련요인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3개 이상의 질환을 

앓는 경우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궁극적

으로는 질환 수가 우울의 예측요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노인의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고 우울의 7%를 설명하였다는 결과

[13]와 다른 것으로, 만성질환과 IADL을 동시에 

고려할 때는 상대적으로 IADL의 영향력이 큰 것

을 확인하였다. 즉 여성노인이 질환을 많이 앓고 

있어도 IADL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류의 질환

이라면 우울을 야기 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기존연

구[24]에서 만성질환은 우울의 강력한 위험요인으

로 평가되고 있지만 만성질환 자체보다는 만성질

환으로 인한 증상과 기능저하에 따른 활동제한 등

으로 우울이 초래된다고 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

라서 질환 중에서 관절염과 같이, IADL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앓는 여성노인의 경우는 다

른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의 고위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 도시의 방문건관관리사업 등록 노

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

라 전체 노인에게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지

만 노인의 성별에 따라 우울 관련요인이 다름을 

확인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Ⅴ. 결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 연

령이고 교육의 기회가 없었으며 홀로 거주하는 경

우가 많았고 앓고 있는 질환과 낙상 경험이 많았

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과 주관적 건강지각이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우울 정도는 경증수준으로 성별 차이가 없었지

만 우울 영향요인에서는 성별 차이를 보여 남성노

인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주관적 건강지각이 낮을

수록 우울이 높았고 홀로 거주하는 남성노인의 우

울이 높았으며 이들 변수가 우울의 23.1%를 설명

하였다. 여성노인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주관적 건

강지각이 낮을수록, 낙상경험이 있는 경우, IADL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고 이들 변수가 우

울의 22.8%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에서

는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재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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