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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종단자료를 구축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상

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9세 이상 

성인 남녀 8,900명을 최종 샘플로 선정하여 Growth Mixture Modeling(GMM)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에 나타난 우리국민의 우울증상 변화 궤적

에는 5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 둘째, 전체 사례를 일반가구와 빈곤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각

의 분석에서 성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가구에서는 4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

타났고 빈곤가구에서는 3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우울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우울수준이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체 연구대상 중에서 약 12.1% 사람들의 우울 수준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

에서 보여준 두 가지 우울변화패턴(낮은 우울 수준 유지 집단, 우울감소 집단)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우울증상의 이질성을 보여주

는 것이며, 또한 우울, 연령, 빈곤상태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우울, CES-D, 잠재성장혼합모형, 빈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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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건복지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2). 이는 우울증과 같

은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질병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

러 정신질환 문제 중에서도 특히 우울증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가장 보편적인 정신건강 문제

이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종단자료를 구축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탐색하였다. 

우울증은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이슈이다. WHO(2010)는 세계화와 도시화와, 

노화 등의 현상에 따른 만성질환의 문제 중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의 평생유병률이 2001년에서 2006년 5년 

사이에 4.0%에서 6.2%로 2.2%가 증가했으며(보건복지부, 2006), 2011년에는 6.7%로 조사되고 있어 

우울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하지만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국

가통계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게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 증상의 연간 변화를 연구한 최근의 종

단연구들(이론적 배경에 제시한 <표 1> 참조)은 대부분은 우울증상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표집을 통하여 패널데이타를 구축한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우울 

증상 점수를 이용한 종단연구들에서 우울 증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단연구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사회의 우울증상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는 결과를 내

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국가통계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신질환실태

조사와 같은 국가 통계에서 우울증의 유병률 급격한 증가를 고려한다면 전 국민의 우울증상이 감소한

다는 연구결과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유병율의 증가와 우울증상변화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고령화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최신의 종단연구에서 우울증상의 증가

를 보고하고 있는 결과를 고려한다면(이현주, 2013), 한국복지패널에서 우울 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감소한다는 결과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울 수준의 감소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경험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복지패널을 이용한 

연구들은 우울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치료나 

예방 프로그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

명이 요구된다. 만약 특정한 개입의 효과가 없다면, 우울의 감소는 이론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일 수 도 있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분명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우울은 시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화 궤적을 보여주며, 생애주기에서 보면 성인기에서는 감소를 

보여주다 중년기를 지나 노년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ec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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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han, 2000). 따라서 대다수의 연구에서 우울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는 국내의 종단연구는 보다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외국의 종단자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의 

변화궤적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우울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우울 수준의 변화정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최근의 종단

연구(Sutin et al., 2013)는 우울이 성인초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중년기에서 감소한 후에 다시 

노년기에 증가하는 U-형태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울 증상의 U-형태는 우울을 겪는 사

람들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Chaiton et al., 2013). 이러한 연구들의 의미하는 바

는 결국 우울 변화의 연구에서 서로 상이한 하위집단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울의 변화궤적을 한꺼번에 추정하여 우울변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

는 것은 통계적인 편향(예를 들어 평균으로의 회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복지패널을 이용한 기존의 종단연구들에서 

우울 증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보다 정 한 분석 방법으로 재분석될 필요가 있다. 재분석의 방

향으로 본 연구는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탐색하고

자 했다. 변화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의 발견은 결국 우울 증상이 감소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증

가, 유지, 감소와 증가가 결합된 형태의 우울 증상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이론적 배경

1)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우울은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일생동안 사람들은 가벼운 우울 증상을 마치 감기처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나 지

속되는 우울 증상을 방치하면 매우 심각한 우울증이 될 수 있다. 특히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

료하지 않으면 그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울 고위험 집단을 예방

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우울 측정도구의 개발이 우울 연구의  중심 과제가 되어 왔다. 그 결과 다양한 

우울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우울증 선별검사도

구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Radloff(1977)가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이다. 

CES-D는 Minnesota Multiphasic Inventory(Dahlstrom and Welsh, 1960),  Zung(Zung, 1965), 

BDI(Beck et al., 1961), Raskin 외(1969)가 개발한 우울척도들에서 기본적인 문항들을 토대로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조맹제·김계희, 1993; Myers and Weissman, 1980; Eaton and Kessl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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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D는 지역사회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우울 증상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그 

심리계측속성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잘 검증된 척도이다. 국내에서도 CES-D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

이 진행되었으며(신승철 외, 1991; 전겸구․이민규, 1992; 조맹제․김계희, 1993), 특히 전겸구 외

(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향상된 ‘통합적 한국판 CES-D’가 소개되면서, 그 이후 많은 연

구에서 사용되어 왔다(박현숙 외, 2005; 공수자․이은희, 2006; 김순이․이정인, 2007; 천숙희․차보

경, 2008; 박영례․손연정, 2009; 엄화윤 외, 2010; 우채영 외, 2010). 

국내의 여러 연구들 및 국내의 패널조사에서는 20문항으로 구성된 CES-D 대신에 10 혹은 11문항

으로 구성된 축약형 CES-D척도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패널조사의 경우 축약형 CES-D척

도가 더 선호되고 있다(이현지․이윤주, 2005; 이현지, 2006; 김경호․김지훈, 2008; 권현수, 2009; 이

원진, 2010; 전지혜, 2010). 20개 문항의 CES-D가 여전히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약형 

CES-D가 선호되는 이유는 조사량이 많고 다양한 하위 인구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설

문 응답에 인지적 부담이 큰 노인들,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에게는 20개 문항으로 구성

된 CES-D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Carpenter et al., 1998). 이러한 이유로 축약형 

CES-D척도에 대한 개발과 사용을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Kohout et al., 1993; Andresen 

et al., 1994; Santor and Coyne, 1997; Cole et al., 2004; Grzywacz et al., 2006), Shrout와 

Yager(1989)가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CES-D척도의 문항수를 10개 혹은 11개 문항으로 줄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Boey, 1999). 이후에 Kohout 외(1993)는 Iowa형으로 불리는 11문항으로 구성된 

CES-D와 Boston형으로 불리는 10문항으로 구성된 CES-D를 개발하였다. 축약형 CES-D척도가 응답

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그 사용이 국내외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Carpenter et al., 1998; 

Covinsky et al., 2010; Gellis, 2010).

2) 우울의 종단적 변화궤적

국내에서 진행된 우울 증상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를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

된 것처럼 우울 증상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는 2013년 현재까지 14편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사용된 

패널자료는 한국복지패널(10편), 한국청소년패널(3편), 한국고령화연구패널(1편)이었다. 우울 측정을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에서는 11문항으로 구성된 CES-D를 사용하였고, 한국청소년패널에서는 6문항으

로 구성된 우울 및 불안 척도였으며, 한국고령화패널에서는 10문항으로 구성된 CES-D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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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자료출처 연구대상 우울척도 우울변화

강석임
전희정
(2013)

한국복지패널
2006년-2008년까지 
1-3차년도 기혼여성 
5,295명.

CES-D 11문항
우울수준이 시간의 경
과에 따라 다소 감소

권태연
(2012)

한국복지패널
2006년-2008년까지 
1-3차년도 20세 이
상성인 13,763명 

CES-D 11문항
우울수준이 시간의 경
과에 따라 다소 감소

권태연
(2011)

한국복지패널

2006년-2008년까지 
1-3차년도 20세 이

상성인 13,763명 
CES-D 11문항 우울 증상 감소

박선혜 외 
(2010)

한국청소년패널
2차-6차년도 자료 청
소년 1,772명 

우울 및 불안 
정도 6문항

우울 증상 감소

박정숙 외
(2009)

한국복지패널

2006년-2008년 3차년 
자료 알코올 의존 집
단71명과 비의존 집
단 265명

CES-D 11문항 우울 증상 감소

성준모
(2010a)

한국복지패널
2006년-2007년 2년차 
자료 13,774명

CES-D 11문항 우울 증상 감소

성준모
(2010b)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41-60세까
지의 중년 여성754명

CES-D 11문항 우울 증가 후 감소

성준모
(2012)

한국복지패널

2 0 0 6 년 - 2 0 0 9 년 
1-4차년도 자료 베
이비붐 세대 1093남
성

CES-D 11문항 우울 증상 감소

성준모
(2013)

한국복지패널
2 0 0 6 년 - 2 0 0 9 년 
1 - 4 차 년 도 자 료 
13262명

CES-D 11문항
우울 증상 감소

이현주
(2013)

한국고령화패널
한국고령화연구패널 

1-3차료, 50세 이상 8,466

명
CES-D 10문항 우울 증상 증가

전해숙
강상경
(2009)

한국복지패널
1,2,3차 자료를 이용
하여 60세 이상의 
4,919 노인

CES-D 11문항
우울 증상 감소

조정아
(2009)

한국청소년패널
4년간(2,3,4,5차년) 중
고등생 3,449명

우울 및 불안 
정도 6문항

우울 증상 감소

조춘범
김동기
(2010)

한국청소년패녈
2004년-2007년 자료 
중학생 3,188명 

우울 및 불안 
정도 6문항

기술통계 결과 2차-5차
년도 우울 평균 감소

조혜정 
서인균 
(2012)

한국복지패널

2 0 0 6 년 - 2 0 0 9 년 
1 - 4 차 년 도 자 료 , 

19-64세 중 신체장
애인 610명

CES-D 11문항 우울 증상 감소

<표 1>  우울의 종단  변화궤 에 한 연구들

우울 증상 변화를 연구한 14편의 논문 중에서 12편의 논문에서 시간에 따라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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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한 편의 논문(성준모, 2010b)에서 증가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최근의 

논문인 이현주(2013)에서만 우울변화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

내 연구들이 우울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외의 연구자료에서는 우울이 증가하

거나(Miech and Shanhan, 2000; 김진영, 2010), 변화가 없거나(Galambos et al., 2004; Galambos et 

al., 2006),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Garber et al., 2002)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우울변화 궤적이 

보고되고 있다. 나아가 국외의 연구에서는 우울변화 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latent trajectory class)

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Stoolmiller et al., 2005; Colman et al., 2007; 

Dekker et al., 2007; Olino et al., 2010; Chaiton et al., 2013; Gunn et al., 2013), 국내의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한편의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전진아 외, 2012). 따라서 국내의 패널자료에서도 

다양한 우울변화궤적의 잠재하위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우울의 변화궤적에서 잠재집단이 발견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우울이란 증상이 사람들에 따라 

이질적인 증상일 수 있고(허만세․김민석, 2007), 이에 따라 우울변화궤적 역시 하위 집단 간에 이질

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Stoolmiller et al., 2005). 이러한 이론적 주장에 일치하게, Olino 외

(2010)에서는 우울변화궤적에서 6개의 잠재계층이 발견되었고, Stoolmiller 외(2005)에서는 4개의 잠

재계층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계층에는 우울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며 변하지 않는 등 다

양한 변화궤적을 갖는 하위 집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종단자료에서도 우울변화 궤적의 잠재

계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우울의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

론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3) 우울의 영향요인과 Growth Mixture Modeling

우울은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심리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우울은 음주행위(권태연, 2011), 소득수준(권복순․박현숙, 2005; 엄태

완, 2006; 이원진, 2010), 건강상태(권복순․박현숙, 2005; 윤현숙․구본미, 2009), 자아존중감(권복

순․박현숙, 2005), 사회적지지(김미령, 2005; 윤현숙․구본미, 2009), 성별(성준모, 2010a: 노병일․

손정환, 2011)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특히 성별은 우울 연구

에서 독립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성준모, 2010a). 그 이유는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이 성별에 따라 양적 및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별은 우울 연

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그런가 하면 소득수준 역시 우울 연구에서 적극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성준모, 2010a).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우울변화궤적의 잠재계

층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울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탐색을 시도한 본 연구는 Growth Mixture Modeling(GMM)을 사용하

였다. GMM은 분석은 연구 대상들의 개별적인 변화 궤적을 토대로 평균 변화율을 추정하는 잠재성장

모형분석에 군집분석의 기법을 혼합한 분석방법이다. 잠재성장모형은 연구대상들의 동질성을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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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하는 반면에 GMM 분석은 연구대상들의 이질성, 즉 연구대상에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하는 분석기법이다. 또한 GMM은 모형 기준 군집기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군

집을 위한 이론적인 모형의 설정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바탕

으로 한 GMM 모형을 분석한 후에, 다음 단계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위에서 논의

한 성별과 소득수준을 고려한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GMM 분석방법은 

매우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기에 많은 공변량을 잠재성장모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변화의 영향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두 요인 즉 성별과 소득수준만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차 자료 연구로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 2, 3, 4, 5차년도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개도에 거주하는 

7,072가구의 가구원 14,469명이 참석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종단조사이다. 2006년 1차년도 데이터

를 구축한 이후로, 2007년에 2차, 2008년에 3차, 2009년에 4차, 2010년에 5차년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전체 응답자 중 CES-D 11문항 척도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8,900명 이었다.  19세 이하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이고, 청소년기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성인이상의 인구집단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준년도인 2006

년에 CES-D 11문항 총점에 결측값을 갖는 사례와 2006년 이후 연도에 신규로 진입한 사례는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궤적인 변화패턴을 분석할 때 기준연도의 우

울 측정치가 이후의 궤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각 측정연도에 따라 연구

대상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2) 측정도구

복지패널에서 사용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는 11문항으

로 구성된 척도로서, 각 문항은 리커트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CES-D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간

의 심리상태를 근거로 우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자기보고식 질문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습니까?’, ‘비교적 잘 지냈습니까?’, ‘상당히 우울

했습니까?’,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습니까?’, ‘잠을 설쳤습니까?’,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큰 불만 없이 생활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까?’, ‘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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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까?’ 응답자는 질문에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이하)’, ‘가끔 있

었다(일주일에 2~3일간)’,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간)’,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로 

대답할 수 있다. 변수 값은 1점에서 4점까지의 분포이며 이를 0점에서 3점으로 코딩변경하고, 이 중 2, 

7번 문항의 경우 긍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채점과정에서 역점 처리하게 되어있다. 모든 문항

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1개 문항의 변수 값들을 모두 

더한 후 20/11을 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점수의 분포는 0에서 60까지 가능하고, 일반적

으로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1문항의 단순합

계점수로서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울증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임계치 16점은 총점에서 8.8에 

해당한다. 우울 변수 외에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 우울과 접하게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빈곤상태(일

반가구 저소득가구)1) 및 성별이 연구의 주요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자료분석 방법

CES-D로 측정한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확인하

기 위해서 Growth Mixture Modeling(GMM)을 사용하였다. 사람중심의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분석기법으로 알려진 GMM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확장하여 대

상변수의 변화궤적 안에 알려지지 않은 하위집단들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Muthén, 2002).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에 대해 우울변화

에 대한 무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한 GMM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을 일

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나누어서 우울변화에 성별을 고려한 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한 GMM분석을 실

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남성, 여성)과 소득(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으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성의 평균연령은 51.0세였고, 여성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남성보다 여성이 2.0세 높았다. 그리고 일반가구에서의 평균연령은 46.0세였지만, 저

소득층 가구에서는 평균연령이 60.2세로 저소득층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평균연령이 월등히 높았다. 전

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2.1세였다. 교육수준을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가 1,370명

1)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구분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인 중위소득의 60%
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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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초등학교 727명(18.6%), 대학교 738명(18.9%), 중학교 514명(13.2%), 전문대학 269명

(6.9%), 무학 175명(4.5%), 대학원(석사) 111명(2.8%)순이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1,402명(28.1%), 고등학교 1,283명(25.7%), 무학 845명(16.9%), 중학교 514명(13.2%), 대학교 738명

(18.9%), 전문대학 279명(5.6%), 대학원(석사) 31명(0.6%)순이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고등학교, 대학교가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서

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무학이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등 남녀의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 7.7%가 장애인이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일반가구보다 빈곤가구에서 더 많

은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영역
남성(%)

(n=3,904)
여성(%)

(n=4,996)
일반가구(%)

(n=5,078)
빈곤가구(%)

(n=3,822)
전체(%)

(N=8,900)

연령

19-24세 80(2.0) 173(3.5) 208(4.1) 45(1.2) 253(2.8)

25-29세 183(4.7) 237(8.2) 343(6.8) 77(2.0) 420(4.7)

30-34세 392(10.0) 417(8.3) 664(13.1) 145(3.8) 809(9.1)

35-39세 470(12.0) 465(9.3) 732(14.4) 203(5.3) 935(10.5)

40-44세 411(10.5) 402(8.0) 604(11.9) 209(5.5) 813(9.1)

45-49세 386(9.9) 425(8.5) 582(11.5) 229(6.0) 811(9.1)

50-54세 363(9.3) 400(8.0) 524(10.3) 239(6.3) 763(8.6)

55-59세 277(7.1) 448(9.0) 399(7.9) 326(8.5) 725(8.1)

60-64세 372(9.5) 515(10.3) 398(7.8) 489(12.8) 887(10.0)

65-69세 423(10.8) 629(12.6) 327(6.4) 725(19.0) 1,052(11.8)

70세 이상 547(14.0) 885(17.7) 297(5.8) 1,135(29.7) 1,432(16.1)

평균연령 51.0세 53.0세 46.0세 60.2세 52.1세

교육
수준

무학 175(4.5) 845(16.9) 159(3.1) 861(22.5) 1,020(11.5)

초등학교 727(18.6) 1,402(28.1) 723(14.2) 1,406(36.8) 2,129(23.9)

중학교 514(13.2) 629(12.6) 648(12.8) 495(13.0) 1,143(12.8)

고등학교 1,370(35.1) 1,283(25.7) 1,927(37.9) 726(19.0) 2,653(29.8)

전문대학 269(6.9) 279(5.6) 438(8.6) 110(2.9) 548(6.2)

대학교 738(18.9) 527(10.5) 1,058(20.8) 207(5.4) 1,265(14.2)

대학원(석사) 111(2.8) 31(0.6) 125(2.5) 17(0.4) 142(1.6)

장애
여부

비장애인 3,490(89.4) 4,723(94.5) 4,832(95.2) 3,381(88.5) 8,213(92.3)

장애인 414(10.6) 273(5.5) 246(4.8) 441(11.5) 687(7.7)

만성
질환

비해당 2,672(68.4) 2,788(55.8) 3,871(76.2) 1,589(41.6) 5,460(61.3)

해당 1,232(31.6) 2,208(44.2) 1,207(23.8) 2,233(58.4) 3,440(38.6)

혼인
상태

유배우 3,145(80.6) 3,376(67.6) 4,054(79.8) 2,467(64.5) 6,521(73.3)

사별 84(2.2) 1,045(20.9) 283(5.6) 846(22.1) 1,129(12.7)

이혼 173(4.4) 195(3.9) 131(2.6) 237(6.2) 368(4.1)

별거 28(0.7) 48(1.0) 33(0.6) 43(1.1) 76(0.9)

미혼 474(12.1) 332(6.6) 577(11.4) 229(6.0) 806(9.1)

종교
있음 1,812(46.5) 2,926(58.7) 2,632(52.0) 2,106(55.2) 4,738(53.4)

없음 2,082(53.5) 2,058(41.3) 2,433(48.0) 1,707(44.8) 4,140(46.6)

<표 2>  연구 상자의 성별  소득구분별 일반  특성(한국복지패  1차년도 기 ) (N=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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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차년도 1 - - - -

2차년도 .472** 1 - - -

3차년도 .417** .476** 1 - -

4차년도 .377** .445 .493** 1 -

5차년도 .423** .431** .413** .461** 1

평균 (M) 5.92 5.85 5.17 5.01 4.55

표준편차 (SD) 6.02 5.81 5.25 5.16 5.21

<표 3>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우울 수의 종단 간 상 계  평균과 표 편차

전체사례에서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자는 5,460명(61.3%)이었고, 만성질환이 있다고 한 응답자

는 3,440명(38.6%)로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1.6배가 높았다. 혼인상태에 응

답한 응답자를 성별, 소득구분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3,145명(80.6%), 여성은 

3,376명(67.6%)인 반면, 사별에 응답한 남성응답자는 84명(2.2%), 여성 응답자는 1,045명(20.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고, 오랫동안 혼자서 생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가 있다고 한 응

답자는 성별구분에서 남성 1,812명(46.5%), 여성 2,926명(58.7%)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교적 높

게 차지하였다. 그리고 소득으로 구분한 집단에서 일반가구 응답자 중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는 2,632명(52.0%)이었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2,433명(48.0%)으로 4%의 차이만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 응답자 중에서는 종교가 있는 응답자가 2,106명(55.2%)으로 종교가 없

는 응답자 1,707명(44.8%) 보다 10.4%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우울총합평균의 종단적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한국복지패널의 기준연도인 2006년(1차년도)에서 2010년(5차년도)까지 CES-D 총합 평균값에 대

한 종단적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결과를 각각 <표 3>에서 <표 5>까지 제시하였다. 먼

저, <표 3>에서 보이듯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5차년도의 우

울총합평균을 기준으로 1차년도와의 상관관계는 .423, 2차년도와의 상관관계는 .431, 3차년도에서는 

.413, 4차년도에서는 .461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총합평균의 흐름을 살펴보면, 1차년도

에서 5차년도까지 CES-D 우울총합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p<.05, **p<.01, ***p<.001

<표 4>에서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우울총합평균을 성별로 구분하여 종단 간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살펴보았고,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남성의 경우에는 

5차년도를 기준으로 1차년도의 상관은 .378, 2차년도의 상관은 .402, 3차년도에서는 .377, 4차년도에서

는 .420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멀어질수록 상관관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5차년도를 기준으로 1차년도 상관이 .425 2차년도가 .427, 3차년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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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차년도 1 1 - - - - - - - -

2차년도 .446** .469** 1 1 - - - - - -

3차년도 .401** .407** .454** .472** 1 1 - - - -

4차년도 .363** .363** .423** .440** .450** .503** 1 1 - -

5차년도 .378** .425** .402** .427** .377** .412** .420** .465** 1 1

평균(M) 4.89 6.73 4.89 6.59 4.35 5.81 4.17 5.66 3.59 5.29

표준편차(SD) 5.46 6.30 5.36 6.04 4.89 5.42 4.73 5.38 4.56 5.55

<표 4>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성별로 구분한 우울 수의 상 계  평균과 표 편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일반
저소
득

일반
저소
득

일반
저소
득

일반
저소
득

일반
저소
득

1차년도 1 1 - - - - - - - -

2차년도 .370** .460** 1 1 - - - - - -

3차년도 .298** .411** .398** .458** 1 1 - - - -

4차년도 .256** .375** .359** .437** .391** .504** 1 1 - -

5차년도 .292** .408** .304** .429** .304** .396** .343** .470** 1 1

평균(M) 4.33 8.04 4.41 7.74 3.93 6.81 3.87 6.52 3.15 6.40

표준편차(SD) 4.81 6.76 4.88 6.38 4.37 5.83 4.42 5.65 4.05 5.96

<표 5>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소득으로 구분한 우울 수의 상 계  평균과 표 편차

.412, 4차년도에서는 .465였다. <표 4>의 평균치를 보면, 남성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가 같은 4.89였

다가 3차년도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여성에서는 1차년도 평균값 6.73에서 5차년도 5.29까지 지속적으

로 하락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우울의 성별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p<.05, **p<.01, ***p<.001

<표 5>에서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우울총합평균을 소득으로 구분하여 종단 간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먼저, 5차년도를 기

준으로 일반가구의 상관크기를 살펴보면, 4차년도 .343, 3차년도와 2차년도 .304, 1차년도 .292로 시간

이 멀어질수록 상관관계의 크기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5차년도를 

기준으로 시간이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형태였으나, 3차년도까지 .396로 줄어들었다가 2차년도에서 

.429로 조금 커지는 형태를 보이다가 미세하게 줄어드는 형태였다.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일반가구

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1차년도 4.33에서 2차년도 4.41로 증가하다가 3차년도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평균치에서는 1차년도 8.04에

서 5차년도 6.40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가구소득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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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S-D에 나타난 우울변화궤적 잠재계층분석

우울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의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잠재계층분석은 먼저 2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사례에 대해 단순 GMM분석을 실시하여 가능한 우울

궤적의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빈곤상태에 따라 우울정도가 다르다는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가구와 빈곤가구의 연구대상을 따로 분리한 후에 성별을 GMM모형에 추가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한 GMM분석은 5개의 우울의 변화궤적 아래에 5개

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잠재계층 모형은 정보적합도 지수인 BIC가 4개의 

잠재계층 모형보다 낮으며, 엔트로피(entropy) 값이 가장 높고, LMR LRT 및 VLMR LRT 값이 검

정통계치가 유의하여 4개의 잠재계층모형이 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모형이며 동시에 6개의 잠재

성장모형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모형이기에 그 간편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다섯 잠재계층의 

우울변화에 대한 평균 궤적 패턴은 <그림 1>에 제시되어있다. 

<표 6>  잠재계층분석 결과

모형
자유
모수

Log 

likelihood
BIC Entropy

LMR

LRT

VLMR

LRT

전체 샘플

GMM2 18 -128964.60 258092.88 0.90 2605.60*** -130303.21***

GMM3 22 -128373.50 256947.07 0.88 1150.56*** -128964.60***

GMM4 26 -127978.44 256193.33 0.86 644.24*** -128309.42***

GMM5 30 -127583.11 255439.03 0.87 589.56* -127885.99*

GMM6 34 -127251.46 254812.10 0.87 645.55 -127583.11

일반가구

GMMWCk2 22 -69903.82 139995.37 0.91 1345.77*** -70592.48***

GMMWCk3 26 -69294.12 138810.10 0.91 941.85*** -69776.09***

GMMWCk4 30 -69009.66 138275.30 0.89 740.36*** -69388.52***

GMMWCk5 34 -68786.67 137863.45 0.90 473.35 -69028.89

빈곤가구

GMMWCk2 22 -57649.25 115479.96 0.85 784.04*** -58050.77***

GMMWCk3 26 -57485.34 115185.15 0.81 332.67*** -57655.71***

GMMWCk4 30 -57476.00 115199.45 0.69 25.39** -57489.00**

GMMWCk5 34 -57290.62 114861.69 0.80 168.64 -57376.99

 

주석: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 LRT =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for k (H0) versus k-1 classes; VLMR LRT =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for k (H0) versus k-1 classes; GMMk = k-classes Growth 

Mixture Models; GMMWCk = k-classes Growth Mixture Model with a covariate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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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 사례 중 73.7%(6,567명)가 속한 집단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점수의 평균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낮은 우울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 사례 중 8.3%(74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우울점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집단이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 사례 

중 7.6%(68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기준년도인 2006년의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우울증 

의심 임계치인 8.8 보다 높은2))가 2차년도인 2007년도까지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 이 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집단이다. 네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 사례 중 3.8%(34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기준

연도인 2006년의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우울증 의심 임계치인 8.8보다 높은)가 이후 약간의 

감소를 나타나지만 2008년 이후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기준연도인 2006년의 우울점수

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우울 점수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은 2006년

에서 2010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우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 사례 중 6.3%(569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우울 점수가 2006년도에서 완만한 상승을 이루다

가 2008년 이후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2)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20문항 CES-D의 임계치는 16점으로 알려져 있고, 11문항의 총점 8.8은 20
문항의 16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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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MM 분석에 나타난 우울 궤  잠재 계층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우울변화에 대한 GMM 분석은 우울의 변화궤적 아래에 4개의 잠재계층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이는 것처럼, 4개의 잠재계층 모형은 비록 엔트로피(entropy) 

값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3개의 잠재계층 모형 보다 정보적합도 지수인 BIC가 낮고, LMR LRT 및 

VLMR LRT 값이 검정통계치가 유의하여 3개의 잠재계층모형이 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모형이

며 동시에 5개의 잠재성장모형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모형이기에 그 간편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었

다. 네 잠재계층의 우울변화의 평균 궤적 패턴은 <그림 2>에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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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가구 사례에 한 GMM 분석에 나타난 우울 궤  잠재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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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잠재계층은 일반가구 전체 사례중 6.1% (311명)가 속한 집단

으로서 기준연도 2006년에서 평균적으로 보통의 우울수준을 유지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우울증이 의심이 되는 수준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일반가구 전체 사례 중 5.7%(292명)가 속한 집단으로서 기준연도인 2006년의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우울증 의심 임계치인 8.8 보다 높은)가 4차 년도인 2010년도까지 가파르게 떨어

져 평균적으로 낮은 우울증상 수준에 이르러 그 상태가 유지되는 집단으로 보인다. 세 번째 잠재계층

은 일반가구 전체 사례 중 81.1%(4,119명)가 속한 집단으로 매우 낮은 우울 수준을 연구기간 내내 유

지하는 집단으로 우울증상 평균 변화가 없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잠재계층은 일반가구 전

체 사례 중 7.0%(356명)가 속한 집단으로서 기준연도에서 보통의 우울수준으로 시작하여 2008년까지 

일정정도 상승을 이룬 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기준 시점인 2006년의 우울 수준과 유

사한 우울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다.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우울변화에 대한 GMM 분석은 우울의 변화궤적 아래에 3개의 잠재계층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이는 것처럼, 3개의 잠재계층 모형은 2개의 잠재계층 모형 보

다 엔트로피(entropy) 값이 낮으나 BIC가 낮고, LMR LRT 및 VLMR LRT 값이 검정통계치가 유의

하여 2개의 잠재계층모형 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모형이어서 선택되었다. 4개의 잠재계층 모형은 

LMR LRT 및 VLMR LRT 값이 검정통계치가 유의하다는 점에서 3개의 잠재계층모형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한 모형일 수 있으나, 엔트로피(entropy) 값이 지나치게 낮고(0.69) BIC은 4개의 모형보다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4개 잠재계층 중 한 계층에 속한 사례수가 거의 없기에 적합한 모

형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빈곤가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GMM분석은 우울변화의 평균 궤

적아래 3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림 3>에 빈곤가구의 우울궤적 잠재계층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잠재

계층은 빈곤가구 전체 사례 중 10.5%(404명)가 속한 집단으로서 기준연도 2006년에서 우울점수가 최

저점에서 최고점에 이르는 매우 큰 개인 차이를 보이면서도 평균적으로는 우울증 의심 임계치인 8.8 

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보인 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2006년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우울점수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특이한 점은 다른 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2010

년에 우울점수의 개인 편차가 매우 줄어들면서 우울점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빈곤가구 전체 사례 중 11.9%(458명)가 속한 집단으로서 기준연도 2006

년에서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해인 2007년을 거쳐 2008년까지 우울점수가 급격하

게 낮아진 후에 2009년 이후로 우울증상 의심 임계치에서 평균점수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잠재계층은 빈곤가구 전체 사례의 대부분인 77.4%(2,960명)가 속한 집단으로서 기준연도 

2006년에서 낮은 수준의 우울점수를 보인 후에 그 수준이 유지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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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빈곤가구 사례에 한 GMM 분석에 나타난 우울 궤  잠재 계층

5. 논의: 연구결론 및 함의

한국복지패널에 나타난 우울점수의 종단적 변화 궤적을 탐색하여 우울변화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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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에 나타난 우리국민의 우

울증상 변화 궤적에는 5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 둘째, 전체 사례를 일반가구와 빈곤가구로 구분하

여 각각의 분석에서 성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가구에서는 4개의 우울변화궤적 집단

이 나타났고 빈곤가구에서는 3개의 우울변화궤적 집단이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복지패널을 이용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우울이 감소한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고 Latent Class Growth Modeling(LCGM)을 사용한 전진아 외(2012)의 연구에서 보고

된 3개의 잠재계층과는 다소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우울의 변화궤적에 상이한 잠재계층이 4에서 6

개까지 발견된다는 국외의 선행연구들(Dekker et al., 2007; Olino et al., 2010; Chaiton et al., 2013; 

Gunn et al., 2013)과는 일정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Gunn 외(2013)의 연구는 5개의 잠재계층

을 보고하고 잇는데, 그중 3개의 집단은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에서 우울이 유지되는 집단

들이었으며, 나머지 두 집단은 우울이 상승하는 집단과 하락하는 집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대

상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패턴임을 알 수 있다. 

우울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보고하고 있는 논문들을 종합할 때 크게 3가지 변화패턴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시간에 따라 우울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과 우울수준이 상승하는 집단 그리고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울의 이질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aiton et al., 2013) 이러한 이질성은 우울증이 단일한 증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그 아형(sub-type)이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Gunn et al., 2013). 다른 한편으로 잠재계층

수가 모든 연구에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연구방법론적인 차이, 즉 연구분석방법(LCGM인

가 GMM 혹은 GGMM3)인가)의 차이, 우울의 측정 도구의 차이, 연구대상의 차이, 그리고 우울변화

의 성장모형(직선형인가 곡선형인가)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적인 차이

는 잠재계층 수의 작은 차이만을 가져올 뿐 우울 증상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인 하위 집단

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박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울에 대한 연구는 우울증상의 이질성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우울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우울

수준이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이는 우울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2.1% 사람들

의 우울 수준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우울 수준의 증가는 일반가구

에 속한 사람들(6.1%)에 비해 빈곤가구에 속한 사람들(10.5%)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보여준 두 가지 우울변화패턴

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낮은 평균 우울 수준이 유지되는 약 

77.4%의 사람들(73.7%(전체사례 분석의 경우), 81.1%(일반가구사례 분석의 경우), 77.4%(빈곤가구

사례 분석의 경우))과 시간에 따라 평균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약 12.9%의 사람들(13.9%(전체사례 

3) GGMM은 General Growth Mixture Modeling의 약자로 GMM 모형에 공변량을 포함한 GMM 모형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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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경우), 13.1%(일반가구사례 분석의 경우), 11.9%(빈곤가구사례 분석의 경우))의 결합이 평균 

우울 수준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낮은 우울수준을 

유지하는 집단과 우울이 감소하는 집단의 전체 사례가 약 90.3% 해당하기에 일부 우울이 상승하는 

사례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 평균은 시간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일수 있다. 특히 낮은 우울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들에서도 반복측정에 따라 미비하지만 지속적인 우울감소가 보인다는 점에서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 전체 우울 평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울변화궤적에는 낮은 수준의 우울유지 집단, 우울 상승집단, 우

울 하락집단이 존재한다. 임상적인 측면에서 낮은 우울 수준의 유지집단은 매우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집단이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집단은 아니다. 우울 하락집단의 경우는 우울증이 의심

되는 수준에서 경계성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소경향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변화 패턴

은 우울의 약물효과 연구에서 보여주는 우울 감소 패턴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Uher et 

al., 2010)는 점에서,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약물 치료를 받았거나, 혹은 우울에 대한 대처능력의 발

달을 가져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세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울 예방과 개입의 차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집단은 인구의 약 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이는 우울 상승집단일 것이다. 이러한 우울 상승 집단은 우울증 의심 임계치인 8.8 보다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우울 상승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전략을 정신보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빈곤가구의 경우 연

구기간의 모든 시점에서 CES-D의 우울 임계치 16점(즉 11개문항의 총합에서 8.8점)이상의 우울점

수를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69.2%(2643명)에 해당되었으며, 이는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 대상자의 임계치로 제시한 21점을 기준으로도 52.1%(1993명)에 해당하는 수준이

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우울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정책적

인 측면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우울예방교육과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변화 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이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수준이 성별과 빈곤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빈곤상태 이외에 우울 수준(및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연령이 우울변화궤적의 잠재집단사이에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연구대상

의 5 잠재계층 중에서 낮은 수준의 우울유지 집단의 평균연령이 49.8세로 가장 낮았으며 변량분석의 

다중비교에서도 다른 모든 집단과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61.7

세) 잠재계층은 4번째 집단(3.8%, 343명)으로 이 집단은 기준연도 2006년에서 높은 우울수준에서 시

작하여 2010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우울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상이한 우

울변화궤적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우울의 

변화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연령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 연령

대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할 경우 평균적인 우울변화 궤적은 우울변화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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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부 연령대에서는 우울이 감소하지만 일부 연령대에서는 우울이 증가하

거나 혹은 변화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패널의 측정연도를 기

준으로 전체샘플의 변화궤적을 한꺼번에 추정하는 분석은 통계적인 허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

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적어도 우울, 연령, 빈

곤상태의 상호작용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인 우울변화 궤적의 잠재계층은 실천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필요가 

있다. 우울 증상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즉 우울의 이질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따라 우울의 변화 역시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에 상이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각각의 

개인은 매우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우울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간의 차

이를 보다 세 히 고려하여 우울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나타난 우울변화 궤적의 잠재계층에 따라 상이한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 전략

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한계는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

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지 성별과 소득수준만을 고려한 한계점이 있다. GMM 분석이 모형에 

기반한 탐색적 군집분석이란 측면에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상이한 잠재계층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후속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한계점은 GMM의 분석과정에서 추정의 초기치

에 대한 Mplus 프로그램 옵션을 변경할 때 잠재계층에 속한 사람의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추정결과에 바람직하지 않은 추정치(예를 들어 음변량)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조치들

을 취할 수 있다(Muthén and Muthén, 2004). 결국 추정상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따라 결과치에 미비

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주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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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Latent Trajectory Classes of Change in Depression 

Measured Using CES-D

Hoe, Maanse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latent trajectory classes in the 

longitudinal change of depression measured using CES-D. The study data was 

extracted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collected from 2006 to 2010. 

It consisted of 8,900 adults with aged over 19. Growth Mixture Modeling(GMM) 

was used to explore possible latent trajectory classes in the change of depression 

over time. The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five latent trajectory classes in the longitudinal change of depression. 

Second, there were 4 latent trajectory classes of depression for people in a 

non-poverty group, while there were 3 latent trajectory classes of depression for 

people in a poverty group. These findings lead to three conclusions. First, 12.1% 

of the sample shows that their depression level increases over time. Second, the 

previous research findings of decreased depression over time might be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two latent trajectory classes(a low level depression sustain 

group and a depression decrease group). Lastly, the latent trajectory classes in the 

longitudinal change of depression, which are found in the present study, might 

be caused by interactions among depression, age, and poverty status. 

Key words: Depression, CES-D, Growth mixture modeling(GMM),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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