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에코붐(echo boom) 세 는베이비붐 상이약 20-30

년 후 2세 출산의 메아리(echo)로 작용한다는 하에

정의되었으며, 1979년에서 1992년 사이에출생한 세 를

지칭한다[1]. 이들은 막 사회에 진입을 시작한 청년층으

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과 수혜 측면에서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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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에코붐 세 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7기 1차년도

국민건강 양조사자료를활용하 으며만 24세이상 37세이하의 성인을 상으로우울 련요인을 악하 다. 자료 분석

은 IBM SPSS 25.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연구 결과 에코붐세 의우울은성별, 교육수 , 주택소유여부, 건강보 종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 , 임 근로자의종사상지 , 근로시간제, 정규직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흡연, 일 련신체활동여

부, 자살계획여부, 자살시도여부, 스트 스, 식사빈도, 식사 시동반여부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에코

붐세 의우울에 향을미치는요인은성별, 정규직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흡연, 자살계획여부, 스트 스, 일 련신체활

동여부, 녁식사시동반여부로나타났으며설명력은 37.8%이다. 본 연구의결과에따라에코붐세 의우울 재시성별

과일 련특성에따른 근이필요하며우울 방을 해에코붐세 의생활양식을반 한 리방안모색이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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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dentify the factor affecting depression in eco boomer.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s Survey and identified factor affecting 

depression in adult aged 24 to 37. Data was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education level, house ownership, health insurance, economic activity status, 

status of workers, position of servant, working time system, employment condition, perceived health status, smoking, 

work related physical activity, suicidal plan, suicidal attempt, stress, frequency of meal, companion for meal.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on in eco boomer were sex, employment condition, 

perceived health status, smoking, stress, work related physical activity, suicidal plan, companion for dinn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epression of the echo boomer should be improved by considering sex,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and life style of eco bo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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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해의차이를보이며, 경제상황으로일과결혼등

에어려움을겪고있어삼포세 , 88만원세 등으로불

리기도 한다[2].

에코붐 세 는 2012년 기 954만명으로우리나라 총

인구의 19.9%로 큰비 을차지하며[1] 앞으로도경제활

동의 심이되며사회의 변화를이끌어나갈 세 로 그

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3]. 에코붐 세 는

이 세 보다비교 풍족한생활속에서성장하 으며

자아존 , 자아실 , 성취감, 타인과의원만한 계, 삶에

서의 즐거움 등의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한다[4]. 이들

은교육수 이높고 부분이 학교육을받았지만한국

사회의경제구조의 향으로 정한일자리를찾지못하

고경제 불확실성의증가하 으며이는에코붐세 의

혼인률 감소로 이어졌다[5]. 한 성별에 상 없이 혼인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에코붐 세 의 반 이상이 미혼

상태이며, 교육과 직장 문제로 수도권과 도시 주변부

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에코붐 세 의 독특한 인구사회학 특성과 환경

변인은 에코붐 세 의 심리 기능의 기를 증가시킬

수있다[7]. 에코붐세 는불안한사회 환경속에서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우울해

하며[8] 자신을환경을통제할수없고소속이없는고립

된 존재로 인식하며 우울감이 증가한다[9]. 우울은 자살

사고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10] 에코붐 세 의

사망 원인 1 는 자살이며[1] 2001년과 2011년 자살률의

증가가에코붐세 에서 5.12배로가장크게증가한것으

로 보고되었다[11]. 이를 통해 에코붐 세 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정신건강에 심

을 가지고 재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2주 이상 우울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지장을주며신체 ·정신 건강문제를일으

킬수 있어우울증상의 련요인을 밝히는 것은우울증

을조기에 측하고 리할 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

요하다[12]. 한 우울증의 조기발병은 개인 측면에서

사회 발 생산성을 하시킬수있으므로[13] 우리

사회의 심이 되며 사회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인 에

코붐 세 의 우울 련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요하다.

에코붐세 의주거환경스트 스와직업스트 스는

우울감변화를증가시키고[7], 고용상태와우울감은 련

이있으며[14] 미취업상태의에코붐세 가우울감이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 그러나 미취업에서 취업상태

로 변화를 경험한 에코붐 세 에서 자살생각이 높다는

을볼때[15] 에코붐세 의경제활동상태뿐만아니라

근로 련특성을포함하여우울 련요인을규명할필요

가 있다. 최근 에코붐 세 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심리

사회학 기능에 한연구가시도되고있으며[2,6-8] 이

들의 우울을 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울

련요인에 한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따라서본연구는질병 리본부에서수행한국민건강

양조사제7기원시자료[16]를 활용하여에코붐 세 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에코붐 세 의 정

신건강 증진을 한 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연구는국민건강 양조사자료를활용하여에코붐

세 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코붐 세 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특

성 우울을 확인한다.

둘째, 에코붐 세 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특

성에 따른 우울을 확인한다.

셋째, 에코붐세 의우울에 향을미치는요인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에코붐 세 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하고자국민건강 양조사원시자료를활용하여 2

차분석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는 질병 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 양조

사 제7기 1차년도 원시자료[16]를 국민건강 양조사 홈

페이지에서다운로드하여이용하 다. 본 연구의 상자

는국민건강 양조사제7기 2016년 자료의만 24세 이상

부터만 37이하의성인으로건강설문에모두응답한 978

명을 상으로 하 다. 제7기 국민건강 양조사는 생명

윤리법제2조제1호 동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국가가 직 공공복리를 해 수행하는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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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 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

다.

2.3 분  항목 

2.3.1 사회학적 특

인구사회학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 ,

소득수 , 주택소유여부, 건강보험종류, 민간의료보험가

입여부, 경제활동 상태, 주당근로시간, 종사상지 , 근로

시간제, 정규직여부를 포함하 다. 연령은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으로구분하 고, 결혼여부는 기혼과미혼으로

구분하 다. 교육수 은고졸이하, 문 졸, 졸이상으

로구분하 고, 소득수 은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에 하

여 자가보고 한 결과 상, , 하로 구분하 다. 주택소유

여부는 1채이상소유하거나소유하지않는경우로구분

하 고, 건강보험종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

장가입자, 의료 여로 구분하 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변수로포함하 다. 경제활동상태는취업자와실

업자 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 으며 주당 근로시

간은 근로기 법[17]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기 으로 40

시간미만, 40시간이상 최근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 다.

에코붐세 의근로 련특성으로 종사상지 를포함

하 으며임 근로자, 자 업자와고용주, 무 가족종사

자, 미취업자로구분하 다. 임 근로자의경우종사상지

를세분화하여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과그밖의경우

로 구분하 다. 근로시간제는 일제, 시간제와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하 으며 정규직여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하 다.

2.3.2 건강 련 특

건강 련특성은지각된건강상태, 흡연, 음주, 신체활

동, 정신건강과식습 을포함하 다. 지각된건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 고, 흡연은 재흡연여부

를 변수로 포함하 다. 음주는 월 음주빈도를 월 1회미

만, 월 1회이상 4회이하, 월 5회이상으로 분류하 고 월

폭음빈도를월 1회미만, 월 1회이상 4회이하, 월 5회이상

으로 분류하여 확인하 다. 신체활동은 일과 여가와

련된 신체활동 여부를 포함하 으며 정신건강은 스트

스 인지율과 자살계획 자살시도여부를 포함하 다.

식습 은식사 빈도와가족 기타 사람과의 식사동반

여부를 확인하 다. 식사 빈도는 아침식사, 심식사,

녁식사 빈도를 각 주 3회이상과 주 2회이하로 구분하

으며, 식사시동반여부는아침식사, 심식사, 녁식사

에서 동반하는 사람이 있는지 는 없거나 식사 빈도가

주 2회미만으로 구분하 다.

2.3.3 우울

우울은 우울증선별도구(PHQ-9)를 이용하여 측정된

수를 이용하 다. 우울증선별도구는 총 9문항으로

아니다 0 에서 거의 매일 3 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은 0 에서 27 까지이다. 따라서

PHQ-9의 수가높을수록우울증상이많음을 의미하며

총 27 10 을 단 으로 하여 10 이상을 우울

로 구분하 다[18,19]. 본 연구에서 우울증선별도구

(PHQ-9)의 Cronbach’s alpha 값은 .820이었다.

2.4 료 분  

자료 분석은 IBM SPSS 25.0 로그램을 이용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는다단계층화집락추출을 용한 확률

표본으로 복합표본 설계 분석을 용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본연구는특정 인구집단인에코붐 세 의 우울과

인구사회학 , 건강 련 특성 변수들 간의 계를 확인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므로 복합표본 설계 분석과

같은 가 치 부여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 상자

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요인, 건강 련특성에

따른우울의차이를알아보기 해 t-test, ANOVA를시

행하 고, 에코붐 세 의 우울 련요인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적 특  

본 연구 상자의일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상자의 평균 연령은 31.60(±4.051)세로 30세미만은

31.1%, 30세 이상은 68.9% 으며 남성은 37.7%, 여성은

62.3% 다. 상자의 60.8%는 기혼, 39.2%는 미혼이었으

며교육수 은고졸 19.6.7%, 문 졸 25.4%, 졸 이상

55.0% 다. 가구소득과개인소득은각각 ‘ ’이라고응답

한 상자가 60.7%와 50.0%로 가장많았으며, 주택을소

유하고 있는 상자는 56.1% 다. 건강보험종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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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78)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
30> 304(31.1)

31.60(4.051)
30≤ 674(68.9)

Sex
Male 369(37.7)

Female 609(62.3)

Marital status
Married 595(60.8)

Single 383(39.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92(19.6)

Collage graduate 248(25.4)

Over university graduate 538(55.0)

Family income

Low 51( 5.2)

Moderate 594(60.7)

High 333(34.0)

Individual income

Low 236(24.1)

Moderate 48.9(50.0)

High 253(25.9)

House ownership
No 429(43.9)

Yes 549(56.1)

Health insurance

National(self-employed) 219(22.4)

National(employees) 753(77.0)

Medical aid program 6( 0.6)

Private medical insurance
Yes 902(92.2)

No 76( 7.8)

Working hour(/week)

＜40 187(19.1)

40≤ 538(55.0)

Unemployment 253(25.9)

Economic activity status
Yes 619(63.3)

No 359(36.7)

Status of workers

Wage worker 593(55.1)

Self-employed, Employer 70( 7.2)

Unpaid family worker 10( 1.0)

Unemployment 359(36.7)

Position of servant

Regular workers 444(45.4)

Temporary workers 77( 7.9)

Daily workers 18( 1.8)

Not applicable 439(44.9)

Working time system

Full-time 466(47.6)

Hourly 73( 7.5)

Not applicable 439(44.9)

Employment condition

Permanent position 341(34.9)

Temporary position 198(20.2)

Not applicable 439(44.9)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349(35.7)

Normal 494(50.5)

Bad 135(13.8)

Smoking
Yes 220(22.5)

No 758(77.5)

Alcohol(/mth)

＜1 334(342)

1≤alcohol use≤4 406(41.8)

5≤ 235(24.0)

Binge Drinking(/mth)

＜1 628(64.2)

1≤Binge Drinking≤4 148(15.1)

5≤ 202(20.7)

Stress
Less 620(63.4)

More 35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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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22.4%, 직장가입자 77.0%, 의료 여 0.6% 순이었

으며,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92.2%이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미만은 19.1%, 40시간 이상은 55.0%,

일을하지않는경우는 25.9%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3.3%로 많았다. 종사상지 는

임 근로자가 55.1%로 가장많았고, 그 밖에자 업자와

고용주 7.2%, 무 가족종사자 1.0%, 미취업자 36.7%

다. 임 근로자의경우종사상지 는상용직 45.4%, 임시

직 7.9%, 일용직 1.8%, 미취업자 그 외의 경우가

44.9% 으며, 근로시간제는 일제 47.6%, 시간제 7.5%,

미취업자 그 외의 경우가 44.9% 다. 정규직여부는

정규직은 34.9% 비정규직은 20.2%, 미취업자 그외의

경우가 44.9% 다. 본 연구 상자의 50.5%는 자신의건

강상태를 ‘보통’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35.7%가 ‘좋음’,

13.8%가 ‘나쁨’으로 지각하 다. 상자의 77.5%가 비흡

연자이며, 월 1회미만 음주를 하는 경우가 34.2%, 1회에

서 4회음주를하는경우는 41.8% 월 5회이상은 24.0%

다. 월폭음빈도는월 1회미만은 6.2%, 월 1회에서 4회폭

음을 하는 경우는 15.1% 으며, 20.7%는 월 5회이상 폭

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63.4%는 스트 스를

게 느끼고 있었으며, 1.0%의 상자가 자살을 계획하

고 0.5%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14.7%가 일 련 등도의 신체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

며, 24.8%가 여가 련 등도의신체활동을수행하는것

으로 나타났다. 식사빈도는 53.6%의 상자가 주 3회이

상 아침식사를 하 으며 심식사는 95.9%, 녁식사는

96.8%의 상자가 하고 있었다. 식사 동반 여부는 아침

식사는 79.1%의 상자가 동반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상자의 우울(PHQ-9)은 3.21±3.827

이었으며 6.5%의 상자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 다.

3.2 연  대상  사회학적 특 , 건강 련 

특 에 따  우울  차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able 2 와 같다. 에코붐 세 의 우

울은성별(t=-4.955 p<.05)에 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으

며 여성(3.66±3.990)이 남성(2.46±3.421)보다 높았다. 교

육수 (F=7.597, p<.05)에 따라우울은유의한차이가있

었으며고졸(4.01±3.612)이 졸 이상(2.81±3.367)보다높

았다. 에코붐 세 의 우울은 주택소유여부(t=2.009, p<.05),

건강보험종류(F=4.823, p<.05) 에 따라유의한차이가있

었으며주택을소유하지않은경우(3.49±4.065)와 의료

여를받는 경우(7.33±7.916) 에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경제활동상태(t=-3.390,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78±4.290) 우울 정도가 높았다. 에코붐 세 의 근로

련 특성에서 종사상지 (F=4.386, p<.05), 임 근로자의

세부 종사상지 (F=3.960, p<.05, 근로시간제(F=5.726,

p<.05), 정규직여부((F=5.804, p<.05)에 따라우울은유의

한차이가있었으며정규직보다미취업자 그외의경

Suicidal plan
Yes 10( 1.0)

No 968(99.0)

Suicidal attempt
Yes 5( 0.5)

No 973(99.5)

Work related physical activity
Yes 144(14.7)

No 834(85.3)

Leisure related physical activity
Yes 243(24.8)

No 735(75.2)

Breakfast(/week)
3≤ 524(53.6)

2≥ 454(46.4)

Lunch(/week)
3≤ 935(95.9)

2≥ 40( 4.1)

Dinner(/week)
3≤ 947(96.8)

2≥ 31( 3.2)

Companion for Breakfast
Yes 280(28.6)

No 698(71.4)

Companion for Lunch
Yes 628(64.2)

No 350(35.8)

Companion for Dinner
Yes 774(79.1)

No 204(20.9)

PHQ-9
Yes 10＜ 64( 6.5)

3.21(3.827)
No ≤9 9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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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Health Questionnaire(PHQ-9)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978)
Variables Categories M(SD) t/F p scheffe

Age
30> 3.48(3.968)

1.491 .136
30≤ 3.08(3.759)

Sex
Male 2.46(3.421)

-4.955 ＜.001
Female 3.66(3.990)

Marital status
Married 3.03(3.612)

-1.787 .074
Single 3.48(4.12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4.01(4.644)

7.597 .001 c＜aCollage graduate 3.44(3.965)

Over university graduate 2.81(3.367)

Family income

Low 3.80(4.837)

1.187 .306Moderate 3.27(3.906)

High 3.00(3.496)

Individual income

Low 3.48(3.942)

1.715 .181Moderate 3.26(3.945)

High 2.85(3.459)

House ownership
No 3.49(4.065)

2.009 .045
Yes 2.99(3.619)

Health insurance

National(self-employed) 3.54(4.033)

4.823 .008 b＜cNational(employees) 3.07(3.703)

Medical aid program 7.33(7.916)

Private medical insurance
Yes 3.17(3.768)

-.979 .328
No 3.62(4.478)

Economic activity status
＜40 2.87(3.492)

-3.390 .001
40≤ 3.78(4.290)

Working hour(/week)

Unemployment 2.99(3.488)

1.603 .202Yes 3.11(3.836)

No 3.57(4.032)

Status of workers

Wage worker 2084(3.403)

4.386 .004
Self-employed, Employer 3.13(4.118)

Unpaid family worker 3.00(3.771)

Unemployment 3.78(4.290)

Position of servant

Regular workers 2.78(3.272)

3.960 .008
Temporary workers 3.03(3.521)

Daily workers 3.44(5.607)

Not applicable 3.66(4.252)

Working time system

Full-time 2.80(3.367)

5.726 .003Hourly 3.07(3.641)

Not applicable 3.66(4.252)

Employment condition

Permanent position 2.75(3.412)

5.804 .003 a＜cTemporary position 2.98(3.391)

Not applicable 3.66(4.252)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89(3.603)

77.366 ＜.001 a＜b＜cNormal 3.27(3.535)

Bad 6.37(5.347)

Smoking
Yes 3.91(4.621)

2.710 .007
No 3.00(3.541)

Alcohol(/mth)

＜1 3.16(3.814)

.217 .8051≤alcohol use≤4 3.16(3.731)

5≤ 3.35(4.019)

Binge Drinking(/mth)

＜1 3.04(3.609)

1.587 .2051≤Binge Drinking≤4 3.48(4.182)

5≤ 3.51(3.827)

Stress
Less 1.79(2.051)

-14.193 ＜.001
More 5.66(4.819)

Suicidal plan

Yes 12.00(7.986)

3.515 .007
No 3.11(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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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3.66±4.252)에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

강 련 특성에서 지각된 건강상태(F=77.366, p<.05), 흡

연여부(t=2.710, p<.05)에 따라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6.37±5.347)에 지각

된 건강상태가 보통(3.27±3.535), 좋음(1.89±3.603)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으며 흡연을 하는 경

우(3.91±4.621) 우울 정도가 높았다. 한 스트 스 인지

율(t=-14.193, p<.05), 자살계획여부(t=3.515, p<.05), 자살

시도여부(t=3.532, p<.05)에 따라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5.66±4.819), 자살

을계획한경험이있는경우(12.00±7.986), 자살을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9.20±6.979)에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

로나타났다. 일 련신체활동여부에따라우울은유의

한차이가있었으며(t=3.803, p<.05), 일과 련하여 등

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4.61±4.990) 우울 정도가 높

았다. 우울은식사빈도와식사시동반여부에따라서도

유의한차이가있었다. 주 2회이하아침식사를하는경우

(3.63±4.056)가 주3회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2.84±3.581)보다 우울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t=-3.198, p<.05), 주 2회이하 심식사를하는경우

(5.38±5.772)가 주3회이상 심식사를 하는 경우

(3.11±3.698)보다 우울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2.458, p<.05). 식사 시 동반여부는, 아침 식사 시

동반하는사람이없는경우(3.49±4.034)가 동반하는사람

이 있는 경우(2.49±3.149)보다 우울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162, p<.05). 심식사 시 동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3.90±4.574)가 동반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2.82±3.280)보다 우울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900, p<.05), 녁식사시동반하는사람이

없는 경우(4.17±4.704)가 동반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95±3.520)보다 우울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3.442, p<.05). 연령, 결혼여부, 가구소득, 개인소득,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주당근로시간, 월 음주빈도, 월

폭음빈도, 여가 련 신체활동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3.3 에코붐 대  우울에 향  미치는 

에코붐 세 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 와 같다. 에코붐세 의우울 련요인을

확인하기 해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변수 유의한차이가있는변수인성별, 교육수 , 주택

소유여부, 건강보험종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 , 임

근로자의종사상지 , 근로시간제, 정규직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흡연, 스트 스, 자살계획여부, 자살시도여부,

일 련신체활동여부, 주당아침식사 심식사빈도,

식사시동반여부를포함하 으며불연속변수는더미변

수로변환하여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최종모형에

서공차한계는 .0365∼.955로 1.0 이하 고, 분산팽창요인

은 1.052∼2.740으로모든변수의값이 10 이하로다 공

선성은존재하지 않았다. 회귀모형은통계 으로 합하

으며(F=25.234, p<.05), 모형의설명력은 37.8%(수정된

R제곱=.363)이었다. 에코붐 세 의 우울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성별(β=-.155, p<.05), 정규직여부(β=-.549,

p<.05),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β=-.2.344, p<.05),

Suicidal attempt
Yes 9.20(6.979)

3.532 ＜.001
No 3.17(3.786)

Work related physical activity
Yes 4.61(4.990)

3.803 ＜.001
No 2.96(3.536)

Leisure related physical activity
Yes 2.88(3.259)

-1.712 .088
No 3.31(3.993)

Breakfast(/week)
3≤ 2.84(3.581)

-3.198 .001
2≥ 3.63(4.056)

Lunch(/week)
3≤ 3.11(3.698)

-2.457 .018
2≥ 5.38(5.772)

Dinner(/week)
3≤ 3.15(3.763)

-1.808 .080
2≥ 4.87(5.252)

Companion for breakfast
Yes 2.49(3.149)

-4.162 ＜.001
No 3.49(4.034)

Companion for lunch
Yes 2.82(3.280)

-3.900 ＜.001
No 3.90(4.574)

Companion for dinner
Yes 2.95(3.520)

-3.442 ＜.001
No 4.17(4.70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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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β=-1.701, p<.05), 흡연

(β=1.032, p<.05), 자살계획여부(β=6.735, p<.05), 일 련

신체활동여부(β=.867, p<.05), 녁식사 시 동반여부(β

=-.675, p<.05), 스트 스를 게 느끼는 경우(β=-2.969,

p<.05)로 나타났다.

4. 논

본연구는제7차 1차년도국민건강 양조사원시자료

를 이용하여 에코붐 세 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악하고 우울 련요인

을 악하여 에코붐 세 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기 해 수행되었다.

본연구결과에코붐세 의 6.5%가우울증상이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평균 3.21 이었다. 동일한도구를사

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년층의 PHQ-9 수는 평

균 2.48 이었으며[20], 노인의 9.2%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나타났다[21]. 이는 한국성인에서청년기에우울

이약간높으며 30 후반경에 최 에 도달하여 노년

기에 크게 증가하는 결과[22]와 같은 맥락이다.

에코붐 세 의 우울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성별은 에코붐 세 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밝 졌다. 여성은남성보다우울증상이나우울증

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3] 에코붐

세 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에코붐 세 는 취업

경제활동으로스트 스를경험하며이로인해부정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연애 결혼, 출산 양

육의불안과자신감결여로이어진다[24]. 취업이되더라

도결혼이나출산을기피하는세태가이어짐을볼때[25]

고용 스트 스와 출산 양육 스트 스가 에코붐 세

의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실업문제 고용안정을 한 사회 차원의

개선이필요하며더나아가가족친화 인직장문화를형

성하고 이에 한 구체 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한 성별의차이에따른우울 련요인에 한후

속연구가필요하며우울 재시성별특성에따른 근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에코붐 세 의 우울은 교육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고졸이하가 졸 이상보다 우울수 이 높

았다. 교육수 에 따라 사회경제 지 가 결정된다는

을 볼 때[26] 에코세 의 교육수 과 직업 경제

상태가 련이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이 우울수 에 향

을미친것으로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주택을소유하지

Table 3. The factor affecting Patient Health Questionnaire(PHQ-9) in eco boomer               (n=978)
B SE β t p TOL VIF

(constant) 8.525 .617 　 13.827 ＜.001 　 　

Sex -1.225 .244 -.155 -5.013 ＜.001 .679 1.472

Education level(high school graduate) .185 .275 .019 .674 .500 .801 1.248

Education level(college graduate) .382 .239 .043 1.602 .110 .885 1.130

House ownership(No) .209 .201 .027 1.037 .300 .955 1.048

Status of workers
Self-employed, Employer -.391 .411 -.026 -.950 .342 .848 1.179

Enpaid family worker -.176 .993 -.005 -.177 .859 .955 1.047

Position of servant
Temporary workers .415 .474 .029 .875 .382 .585 1.708

Daily workers .846 .830 .030 1.019 .308 .767 1.304

Working time system(Hourly) -.238 .484 -.016 -.491 .624 .588 1.700

Employment condition(permanent position) -.549 .266 -.068 -2.065 .039 .594 1.684

Employment condition(temporary position) -.601 .352 -.063 -1.704 .089 .476 2.103

Perceived health status(good) -2.344 .337 -.294 -6.947 ＜.001 .365 2.740

Perceived health status(normal) -1.701 .310 -.222 -5.484 ＜.001 .396 2.523

Smoking 1.032 .276 .113 3.733 ＜.001 .716 1.396

Suicidal plan(Yes) 6.735 1.195 .177 5.637 ＜.001 .660 1.515

Suicidal attempt(Yes) -1.378 1.671 -.026 -.825 .410 .671 1.490

Work related physical activity(Yes) .867 .283 .080 3.059 .002 .945 1.058

Breakfast(/week)(3≤) -.096 .247 -.013 -.389 .697 .628 1.593

Lunch(/week)(3≤) -.750 .523 -.039 -1.433 .152 .889 1.125

Companion for breakfast(Yes) -.339 .277 -.040 -1.223 .221 .608 1.645

Companion for lunch(Yes) -.331 .238 -.041 -1.389 .165 .732 1.366

Companion for dinner(Yes) -.675 .250 -.072 -2.703 .007 .927 1.078

Stress(less) -2.969 .220 -.374 -13.493 ＜.001 .849 1.178

R2=.378, Adjusted R2=.363, F=25.234, p＜.05, Durbin-Watson=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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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와 의료 여를 받는 경우 유의미하게 우울 수

이 높았다는 도 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에코붐

세 의 경제 상태 안정에따라 우울에 향을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코붐 세 의 우울은 정규직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있었으며정규직보다미취업자가우울수 이높았

다. 한국성인의우울을분석한김진 [22]의 연구에서도

비경제활동자의우울수 이가장높았고일용직이나공

공근로 집단의 우울이 두 번째로 높은 수 을 보 다고

보고하 다. 한 사회 년생, 미취업자 등이 경험하는

직업스트 스가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7]도 본

연구의결과를지지한다. 본 연구결과정규직여부는우

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 비정규직의 경

우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변화를 경험한 에코붐 세

의 경우 우울감이 높다[27]는 결과를 볼 때 취업여부

뿐만아니라안정 인취업상태가우울수 과직 인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에코붐 세 의 정신건

강 증진 측면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한 정책보다 고용

의안정성을추구하는정책을개발하는것이시 하다고

본다.

에코붐 세 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우울 수

이높았으며지각된건강상태는우울에 향을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코붐 세 가 주 인 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 신체 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 인

측면 한간과하지않고 요하게여긴다고볼수있다.

본연구결과흡연을하는에코붐세 는흡연을하지

않는경우보다우울수 이높았으며, 흡연은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흡연과 우울 증상의 인과 계

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2] 흡연을 할 경우 니코틴은 뇌에 분포되어 있는 니코

틴 아세틸콜린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루타메이트, 감

마 아미노부티르산, 도 민, 노르에피네 린, 세로토닌

등 다양한 신경 달물질의 분비를 자극한다[28]. 흡연은

쾌락과 련이있는도 민과세로토닌을일시 으로증

가시키지만 반복 인 흡연은 이와 같은 신경 달물질을

감소시키거나역치상승으로인해우울증상을야기할수

있다[29,30]. 따라서 우울 재 시 흡연자에게 심을 가

질 필요가 있으며 흡연에 한 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 에코붐 세 는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 우울 수 이 높았으며 스트 스는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 에코붐 세 는 삶에서의 재

미와 즐거움을 요시하고 첨단기기에 능숙하며 여가활

동에 해 정 인 느낌과 행동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31] 여가비와개인유지비지출비 이가장큰것으로알

려져 있다[32]. 그러나 에코붐 세 의 71.4%가 주말여가

활동으로TV 는비디오시청을하며, 희망하는여가는

여행, 야외나들이가 55.5%를 차지하여[33] 여가생활에

한 의도와 실제 행 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에코

붐 세 가 삶에 한 정 행동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에서이를 통해스트 스를 리할수 있을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에코붐 세 의 우울 리를 하여 스트

스 요인을 악하고 재할 필요가 있으며, 에코붐 세

의 여가생활과 생활패턴을 반 한 정 인 스트 스

해소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자살을 시

도한경험이 있는경우 그수 이높았으며이는 우울감

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을 12.06배 더 많이 경험하고[34],

우울감이있는경우 1.18배 자살생각을많이한다고보고

한 선행연구[15]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 자살

계획여부는우울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우울과자살

사고 험에 한동시 인 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

다. 한 본연구결과에서에코붐세 여성이남성보다

우울 수 이 높았고 선행 연구에서 에코붐 세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경험이 높다는 결과[34]를 통해 우울

과 자살사고 방을 한 재 시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에코붐 세 는 일 련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지않은경우보다우울정도가높았으며, 일 련신체활

동 여부는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는 근로특성 상 실내에서 일하는 문직, 사무종사자보

다 농림어업, 기능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근로특성 상

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필요한 직업일 경우 우울 수

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분류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을 한 체계 인 근과

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 식습 은 우울과 유의한 차이를 보 는

데, 아침, 심식사에서식사빈도가주2회이하인경우우

울수 이높았으며매식사시동반하는사람이없는경

우우울수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녁식사시동반여부는우울에 향을미치는요인이었다.

이는 불규칙한 식사빈도, 식사속도, 식사량, 식사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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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스트 스, 자살생각에 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의

결과[35,36]를 뒷받침한다. 에코붐세 는편의 과카페,

베이커리를식사장소로많이이용하며외식빈도가높아

편의와맛을추구하는성향은강하지만건강을추구하는

성향은 약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한 지식을 가지고 있

지만 이를 실천하는 수 이 낮다는 측면[37]이 본 연구

결과의 에코붐 세 의 식습 에 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에코붐 세 의 우울 재 시 정신건강

증진을 한 정 인 식습 형성에 한 교육을 진행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 에코붐 세 를 한 우울 방을 한 사례 리와

이들 세 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 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에코붐 세 는 인터넷

을 통한 채 /메신 , 커뮤니티활동, 온라인게임, 동 상

음악감상, 웹툰보기 등을 자주 사용하고 SNS를 통하

여활발히활동하는특징이있으므로[38] 웹 커뮤니티

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에코붐 세 의 정신건강 증진

로그램 개발 운 을 제안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우울 련요인을 악하여 에코붐 세 의

정신건강을증진하기 한방안을마련하기 해수행되

었다. 본 연구는 제7차 1차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만 24세 이상 37세 이하의 성인을 상

으로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특성, 우울을 악하

으며 각특성에따른 우울의차이와우울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에코붐 세 의 우울은 성별, 교육수 , 주택소유여부,

건강보 종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 , 임 근로자의

종사상지 , 근로시간제, 정규직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흡연, 일 련 신체활동 여부, 자살계획여부, 자살시도여

부, 스트 스, 식사 빈도, 식사 시 동반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성별, 정규직여부, 지각된건강상태, 흡연, 자살계획

여부, 스트 스, 일 련신체활동여부, 녁식사시동반

여부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7.8%이다. 따라서 에코붐

세 의 우울을 방하고 리하기 해 에코붐 세 의

생활양식을 반 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 일 련 특성에

따른 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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