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제  ·고령 노  우울  연 :

별 차  심 로

진1, 노 민2, 김진욱2, 하 2, 주현3, 노진원4*

1 지대학  료경 학과 사과정, 2 지대학  료경 학과 학사과정, 3 앙치매 터 연 원,
4 지대학  료경 학과 수

Association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in Middle and Older 

Elderl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Yejin Lee1, Young-min Noh2, Jin-uk Kim2, Yeong-eun Ha2, Ju Hyun Lee3, Jin-Won Noh4*

1Master’s Course,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Eulji University
2Undergraduate Course,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Eulji University

3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4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Eulji University

  약 본 연구는 ·고령 노인의 우울과 연 이 높은 사회 배제 요인 7가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각 사회 배제 요인과

노인의 우울의 연 성을 성별 차이를 심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에 고령화연구패 조사(KLoSA) 6차년도

(2016년) 자료 50세 이상 ·고령 노인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자료의 분석은 SAS 9.4를 이용하여 기술분석,

카이제곱검정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노동, 주거, 건강, 계가 배제된 노인이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성은 주거 배제된 노인이 그 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연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사회 배제가 높게 나타난 요인인 노동과 문화에 해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 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높여 노동과 문화 배제 해소를 통해 우울을 개선해야

한다. 한 반 인 노인의 사회 배제 해소를 한 구체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사회 배제, ·고령 노인, 우울, 고령화, 성별 차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7 social exclusion factors and to derive association between social 

exclusion factors and depression of middle and older elderly,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The elderly aged over 

50 years old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in 2016.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chi-squared 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9.4. As 

a result, the elderly who were excluded from labor, residence, health, and relationship were found to be associated 

to depression. In addition, male with resident exclusion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compared to non-exclu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ocal community programs in which elderly people can participate in labor 

and cultural activ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bor and culture exclusion by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f various cultural program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stablish specific guidelines for eliminating 

the social exclusion of overall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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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한민국의 고령화 수 은 매우 빠른 수 이다. 체

인구 내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

2018년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 으며, 2026년에는

20.8%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상된다 [1]. 빠

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민국의 고령화는다양한 사회문

제를야기하며 [2], 그 노인의 정신건강에 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세계 으로 노인우울증은

남자 7.5%, 여자 5.5%로 [3], 한민국의 경우 2014년 기

으로 남자 26.1%, 여자 38.1%로 보고된다 [4].

노년기에는 신체 ‧정신 으로 약해지고, 타인과의

교류가 어려워져 삶의 질이 반 으로 하되며, 우울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5]. 특히

노년기에 경험하는 기의식이 반복될수록 그 향이 일

상에직 인 향을 미치게 되며 [6], 노년기우울에

한 한 조치가 사 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된 정

신건강의 향이 신체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7]. 이를

해서는 노년기 우울과 연 이 있는 요인들에 한 연

구를 통해 노년기 우울에 한 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노년기 우울과 연 이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

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 et al. (2013)의 연구에서

는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동거여부, 주 건강상태

가 노인의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 S.

Jung & Ha (2014)의 연구에서는 경제 요인, 가족 계

요인, 건강 요인, 사회 요인이 노인의 우울과연 이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9]. Yoon, et al. (2016)의 연구에서

는 배우자유무, 소득, 직업유무가노인의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Kim, et al. (2012)의 연구

에서는 노인의 주거 빈곤이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노년기 우울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

다. Lee (2007)의 연구에서는 체 노인이 공통 으로 기

능손상 정도와 건강 문제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추가 으로 계 문제도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Kim & Park (2012)의

연구에서는 체 노인의 질병 스트 스와우울이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으로 남성은 경제 스트

스, 여성은 가족 스트 스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성별 차이를 나타냈다 [13].

이처럼 노년기 우울은 다양한 요인과 연 이 있으며,

노년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서로 연 되어 작용하기 때문

에 노년기 우울에 한 다각 근이 요구된다 [14]. 이

에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는기존에 다루지 못했

던 주요 역들을 복합 으로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 제

시되고 있다 [15]. 사회 배제는 경제 역뿐 아니라

정치 , 사회 , 문화 , 심리 역의 소외와 배제를 포

함하는 개념이다 [16].

사회 배제는 다양한 역에서 나타날 수 있어 연구

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Yoon (2005)의 연구에

서는 사회 배제 역을 소유 역, 소비 역, 교육 역,

사회 계와 참여 역, 생산 역으로 구분하 고 [17],

Kim & Kyoung (2016)의 연구에서는 계 역, 문화

역, 동네 역, 사회참여 역, 기본서비스 역, 경제

활동 역으로 구분하 으며 [18], Lee & Oh (2016)의 연

구에서는 경제 역, 주거 역, 건강 역, 교육 역, 사

회 참여 역, 계 역으로 구분하 다 [19]. 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고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일반 인 7가지 역으로사회 배제를 선

정하 다 [19-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령 노

인의우울과연 이 있는 사회 배제요인 7가지를새롭

게 정의하고, 각 사회 배제 요인과 노인의 우울의 연

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 노인의 우

울 개선을 통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고, 더 나아

가 의료비 감소를 한 정책 제언을 목 으로 한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6차년도 자료인 2016년 데

이터를 이용하 다. 고령화연구패 조사는 2006년을 시

작으로 짝수 연도에 조사를 시행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만 45세 이상 ·고령자를 연구 상으로 한다. 고

령화연구패 조사의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1,0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지역과 주거

형태별 층화표집을 한 뒤 계통 표집법을 용하여 표본

가구를 추출한다. 표본가구의 가구원은 노트북을 이용한

인면 법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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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상자는 고령화연구패 6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7,490명의 ·고령 노인 결측을 제외한 총

7,399명을 상으로 하 으며, 각각 남성 3,153명과 여성

4,246명이 포함되었다.

2.2 연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아보기 한 문항과 사회 배제, 우울을 측정

하기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독립변수는 연령, 결혼 상태, 자녀와의 거주와 사회

배제를 구성하 다. 사회 배제 요인으로 경제, 교육, 노

동, 주거, 건강, 계, 문화의 7개의 하 요인을 구성하

다. 각 사회 배제 요인은 Table 1의 기 에 따라 각각

‘배제됨’과 ‘배제되지 않음’으로 구분하 다.

경제 배제는 가구의 임 소득, 자 업소득, 농어업소

득, 부업소득을 모두 합한 가구 근로총소득을 도출하

으며, 가구 근로총소득의 총액이 2016년 구성원 소

득 기 보다 낮은 경우를 경제 으로 배제된 것으로 정

의하 다.

교육 배제는 재 최종학력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 등학교 졸업 이하’와 ‘ 학교 졸업’은 교육 으로 배제

된 것으로 정의하 다.

노동 배제는 ‘ 재 수입을목 으로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문항을 활용하 으며, 이 때 일이란 직장에 다니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거나 가족이나 친척

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을 노동 으로 배제된 것으로 정의하 다.

주거 배제는 경우 주거의 안정성을 기 으로 하 는

데 이를 측정하기 해 ‘ 재 자기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를 얻어 살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자기 집’이라고 응답한 경우(응답자 본인이나 친인척이

소유한 집)를 제외한 ‘ 세’, ‘보증 있는 월세’, ‘보증

없는 월세’를 주거 으로 배제된 것으로 정의하 다.

건강 배제는 응답자의 주 인 건강상태를 물어보는

문항을 활용하 으며, 건강상태가 ‘나쁘다’, ‘매우 나쁘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건강 으로 배제된 것으로 정의하

다.

계 배제는 사회 지지망의 측정을 해 ‘가까이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는 이웃사 이 있

습니까? 있으시다면 이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거의 볼 수 없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계 으로 배제된 것으로

정의하 다.

문화 배제는 문화생활을 ‘여행, 나들이, 화, 공

연 음악회, 시회, 스포츠 경기, 취미 오락 련 모임

는 로그램 참여’로 정의하고, 지난 1년간의 문화생활

횟수를 모두 합하 을 때 0회인 경우를 문화 으로 배제

된 것으로 정의하 다.

Social
exclusion

Definition N %

Economy
Excluded Household income is lower than the median income in 2016 5478 74.0

Not excluded Household income is higher than the median income in 2016 1921 26.0

Education
Excluded Final academic degree is lower than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4140 56.0

Not excluded Final education level is higher than high school graduation 3259 44.0

Labor
Excluded Not currently working 4417 59.7

Not excluded Currently working 2982 40.3

Resident

Excluded
Current residential home is paid by two years, and monthly with or with out
deposit, etc

1225 16.6

Not excluded
Current residential home is the own house of the respondent or respondent’s
relative

6174 83.4

Health
Excluded Respondent's health is bad or very bad 1977 26.7

Not excluded Respondent's health status is very good, good, or normal 5422 73.3

Relationship
Excluded Meet with close people almost none or none 698 9.4

Not excluded Meet with close people almost daily or more than six times a year 6701 90.6

Culture
Excluded Take Cultural activity 0 times in the last year 3633 49.1

Not excluded Take Cultural activity more than 1 times in the last year 3766 50.9

Table 1. Definition and status of 7 social exclusion factors                                      (N=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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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우울은 우울증 측정도구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단축형

인 CESD-10(10-item short form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20문항

10문항을 사용하 다 [22]. CESD-10에서 지난 한 주 동

안 우울 증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묻는 각 질문의 답

은 ‘잠깐 그 다’(하루미만), ‘가끔 그 다’(하루에서 이틀

정도), ‘자주 그 다’ (3일에서 4일 정도), ‘항상 그 다’(5

일에서 7일정도)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잠깐 그

다’와 ‘가끔 그 다’를 0 으로 ‘자주 그 다’와 ‘항상 그

다’를 1 으로 하여 측정하 으며, 정 인 2문항은

역 수를 환산하여 총 을 산출하 다. 10가지 질문에서

4 이상일 때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3.3 료

본 연구는 SAS 9.4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카이제곱검

정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Institute

SAS, 2012). 우선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경제

·고령 노인의 사회 배제 황을 살펴보기 해 기

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 으며, 일반 특

성과 사회 배제 요인에 따른 연구 상자들 간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카이제곱검정

(Chi-squared test)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고령

노인의 우울과 연 성이 있는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기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

검정은 유의수 을 0.05로 양측검정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고령 노  사회적 제 현황

본 연구는 ·고령 노인의우울과 연 이 있는 사회

배제 요인을 경제 배제, 교육 배제, 노동 배제, 주거 배제,

건강 배제, 계 배제, 문화 배제의 7가지 요인으로 정의

하 다. Table 1에 각 사회 배제 요인의 정의와 배제

요인별 황을 나타내었다.

배제 정도가높은 사회 배제요인으로는 경제, 노동,

교육, 문화가 나타났다. 각각 경제 배제는 74.0%, 노동 배

제는 59.7%, 교육 배제는 56.0%, 문화 배제는 49.1%의노

인이 배제 기 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반

이상의 노인이 사회 으로 경제, 노동, 교육, 문화로부터

Variables Subcategory
Non-depression (N=6495) Depression (N=904)

N(%) N(%) X2 p-value

Sex
Male 2814(89.2%) 339(10.8%)

11.013 0.001
Female 3681(86.7%) 565(13.3%)

Age

50-59 1613(94.0%) 103(6.0%)

211.582 <0.001
60-69 2054(91.2%) 198(8.8%)

70-79 1762(85.0%) 310(15.0%)

80 + 1066(78.4%) 293(21.6%)

Marital status
No 1420(80.1%) 353(19.9%)

128.631 <0.001
Yes 5075(90.2%) 551(9.8%)

Living with child
No 4055(87.7%) 571(12.3%)

0.181 0.671
Yes 2440(88.0%) 333(12.0%)

Social
exclusion

Economy
No 1792(93.3%) 129(6.7%)

73.251 <0.001
Yes 4703(85.9%) 775(14.1%)

Education
No 2988(91.7%) 271(8.3%)

82.704 <0.001
Yes 3507(84.7%) 633(15.3%)

Labor
No 2824(94.7%) 158(5.3%)

222.992 <0.001
Yes 3671(83.1%) 746(16.9%)

Resident
No 5495(89.0%) 679(11.0%)

51.763 <0.001
Yes 1000(81.6%) 225(18.4%)

Health
No 5077(93.6%) 345(6.4%)

648.580 <0.001
Yes 1418(71.7%) 559(28.3%)

Relationship
No 6060(90.4%) 641(9.6%)

465.849 <0.001
Yes 435(62.3%) 263(37.7%)

Culture
No 3533(93.8%) 233(6.2%)

260.109 <0.001
Yes 2962(81.5%) 671(18.5%)

Table 2. General ch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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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제 정도가 보통 정도인 사회 배제 요인으로는 건

강과 주거가 나타났다. 각각 건강 배제는 26.7%, 주거 배

제는 16.6%의노인이 배제 기 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3분의 1 이하의 노인이사회 으로 건강과 주

거로부터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제 정도가 낮은 사회 배제 요인으로는 계가 나

타났다. 계 배제는 9.4%의 노인이 배제 기 에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의 노인이 사회 으로

계로부터배제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Table 1 참

고).

3.2 연 대상  적 특

본 연구의 체 상자는 총 7399명으로, 각각 우울하

지않은사람이6495명, 우울한사람이904명으로나타났다.

우울하지않은 ·고령 노인의 경우, 성별은남성 2814

명(89.2%), 여성 3681명(86.7%)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

1613명(94.0%), 60 2054명(91.2%), 70 1762명

(85.0%), 80 이상 1066명(78.4%)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1420명(80.1%), 결혼 5075명(90.2%)이었다. 자녀와

의 동거는 미동거 4055명(87.7%), 동거 2440명(88.0%)으

로 나타났다. 각 사회 배제 요인을살펴보면, 경제배제

4703명(85.9%), 교육 배제 3507명(84.7%), 노동 배제

3671명(83.1%), 주거 배제 1000명(81.6%), 건강 배제

1418명(71.7%), 계 배제 435명(62.3%), 문화 배제 2962

명(81.5%)이었다.

우울한 ·고령 노인의 경우, 성별은 남성 339명

(10.8%), 여성 565명(13.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

103명(6.0%), 60 198명(8.8%), 70 310명(15.0%), 80

이상 293명(21.6%)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353명

(19.9%), 결혼 551명(9.8%)이었다. 자녀와의 동거는 미동

거 571명(12.3%), 동거 333명(12.0%)이었다. 각 사회

배제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 배제 775명(14.1%), 교육 배

제 633명(15.3%), 노동 배제 746명(16.9%), 주거배제 225

명(18.4%), 건강 배제 559명(28.3%), 계 배제 263명

(37.7%), 문화 배제 671명(18.5%)로 나타났다(Table 2 참

고).

3.3 사회적 제  ·고령 노  우울  연

사회 배제 요인들과 ·고령 노인들의 우울의 연

성을 살펴본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같다. 회귀모형은 남성과여성의 경우 모두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노인 인구의 경우 결혼 상태(OR=0.743, p=0.001),

노동 배제(OR=1.906, p<0.001), 주거 배제(OR=1.299,

p=0.006), 건강 배제(OR=3.265, p<0.001), 계 배제

Variables
Sub

category

Total (N=7399) Male (N=3153) Female (N=4246)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Sex
Male ref

N/A N/A
Female 1.039 (0.873~1.238) 0.667

Age

50-59 ref　 　 0.545 ref 0.508 ref 0.796

60-69 1.004 (0.733～1.376) 0.977 1.027 (0.631～1.671) 0.916 1.053 (0.683～1.624) 0.814

70-79 1.085 (0.856～1.376) 0.501 1.024 (0.699～1.499) 0.905 1.154 (0.846～1.575) 0.367

80 + 1.142 (0.936～1.394) 0.190 1.241 (0.899～1.713) 0.190 1.101 (0.852～1.422) 0.460

Marital status 0.743 (0.620～0.890) 0.001 0.754 (0.531～1.072) 0.116 0.744 (0.595～0.931) 0.010

Living with child 1.148 (0.976～1.351) 0.096 1.290 (0.989～1.683) 0.061 1.051 (0.853～1.295) 0.642

Economy exclusion 0.995 (0.791～1.252) 0.966 0.989 (0.695～1.406) 0.949 1.020 (0.752～1.383) 0.900

Education exclusion 0.916 (0.755～1.112) 0.377 0.914 (0.700～1.195) 0.512 0.934 (0.703～1.243) 0.641

Labor exclusion 1.906 (1.540～2.358) <0.001 1.848 (1.336～2.556) <0.001 2.166 (1.602～2.928) <0.001

Resident exclusion 1.299 (1.080～1.563) 0.006 1.441 (1.066～1.948) 0.018 1.230 (0.972～1.556) 0.085

Health exclusion 3.265 (2.750～3.876) <0.001 2.800 (2.114～3.708) <0.001 3.630 (2.915～4.519) <0.001

Relationship exclusion 2.681 (2.211～3.252) <0.001 2.347 (1.719～3.205) <0.001 3.021 (2.354～3.878) <0.001

Culture exclusion 1.749 (1.459～2.096) <0.001 1.677 (1.265～2.223) <0.001 1.783 (1.407～2.259) <0.001

Not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A, not applicable; ref, reference

Table 3.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in middle and older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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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2.681, p<0.001), 문화 배제(OR=1.749, p<0.001)가

·고령 노인의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노인의우울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다. 인구사회학 특성요인 에서는 남성의 경우 우울

에 연 이 있는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

성의 경우에는 결혼 상태(OR=0.744, p=0.010)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배제 요인 에서는 남성의 경우 노동 배제

(OR=1.848, p<0.001), 주거 배제(OR=1.441, p=0.018), 건

강 배제(OR=2.800, p<0.001), 계 배제(OR=2.347,

p<0.001), 문화 배제(OR=1.677, p<0.001)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노동 배제

(OR=2.166, p<0.001), 건강 배제(OR=3.630, p<0.001),

계 배제(OR=3.021, p<0.001), 문화 배제(OR=1.783,

p<0.001)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4. 고찰  결론

본 연구는 ·고령 노인의 우울과 연 이 높은사회

배제 요인 7가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각 사회 배제 요

인과 노인의 우울의 연 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에 고령화연구패 조사(KLoSA) 6차년도(2016

년) 자료 50세 이상 ·고령 노인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 으며, 성별의 차이에 따라 사회 배제와 우울

의 연 을 분석하 다.

첫째, ·고령 노인의 사회 배제 황을 살펴보았을

때, 각 사회 배제 요인에 따라 배제 정도가 다르게 나

타났다. 배제 정도가 높은 사회 배제 요인은 경제, 노

동, 교육, 문화로, 약 반 이상의 노인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제 정도가 보통 정도인 사회 배제 요인은

건강과 주거로, 약 3분의 1 이하의노인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제 정도가 낮은 사회 배제 요인은 계로,

부분의 노인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 노인에서 우울과 연 이 있는 요인으로 결

혼 상태가 나타났으며, 사회 배제 요인 에서는 노동,

주거, 건강, 계, 문화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노인이 그 지 않은 노인

보다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배우자 유무가 우울

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10]. 한 사회 으로 노동, 주거, 건

강, 계, 문화에서 배제된 노인이 그 지 않은 노인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생산 인 노동활동이 노

인의 고독감, 소외감, 무료감을 극복하며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22, 23].

한국인의 정서상 주거에 한 욕구는 무엇보다 매우 강

하며,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환경에 한 욕구는 생애주

기에서 어떠한 시기보다 강하다고 보고한 다른 선행연구

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24].

셋째, 성별에 의하여 우울과 연 이 있는 요인이 다르

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은 공통 으로 노동, 건강,

계, 문화배제가 우울과 연 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는 남성과 여성 모두 기능 손상, 질병 스트 스, 건강 배

제나 문화 배제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

행 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한다 [12, 13, 25]. 반면, 여성만

계 배제와 연 이 있다고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12]. 성별 차이를 심으로 살펴보

면, 남성은 추가 으로 주거 배제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추가 으로 결혼 상태가 우울

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 으로 우리

나라 남성이 가정의 경제 책임을 가져왔던 문화가 있

어 자가가 아닌 세나 월세로 인한 부담이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에게 유의한 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

된다 [13].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 로 노인의 정신건강을 향

상시키기 하여, 사회 배제가 높게 나타난 요인들에

한 정책 개입을 제언한다. 반 이상의 사회 배제

가 나타난 요인인 경제, 노동, 교육, 문화의 경우, 노동과

문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배제되면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체 ·고령 노인을 상으로 노

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로그램의 운 과 다양

한 문화 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높여 노동과 문화 배제

해소를 통해 우울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은 건

강, 경제, 소외 등 다 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

·심리 기집단이며,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더 많은

리와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26]. 삶에 필

수 인 요소인 건강이나 주거 배제뿐만 아니라 노동,

계, 문화배제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은 사회 참여나

계 인 차원에서 노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

시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는 몇가지 한계 이 존재한다. 첫째,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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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인하여 기본 서비스 배제에 한 요인을 포함하

지 못하 다. 노인의 우울과 연 이 있을 수 있는 기본

서비스로는 의료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다. 노

인의 거주지 근방을 심으로 기본 서비스의 배제를 고

려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경제, 계

배제와 같은 일부 사회 배제의 요인의 경우는 90% 이

상의 노인이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노인이 경제 으로 는 계 으로 사회참여되고 있는

실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 으로 사회 배제의 측정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양한 함의

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 표성을 띠는 데

이터를 이용하여 노인 정신건강의 주축인 ·고령 노인

의 우울과 연 이 있는 요인을 도출하 다. 특히 사회

배제 요인을 새롭게 7가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고

령 노인의 우울과 연 이 있는 사회 배제 요인으로 노

동, 주거, 계, 문화 배제를 확인하 다. 둘째, ·고령

노인의 우울과 연 이 있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남성에서는 주거 배

제가, 여성에서는 결혼 상태가 우울과 연 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셋째, 체 노인과 성별 결과를 바탕으로 사

회 으로 배제 정도가 높은 노동과 문화 배제를 심으

로 한 정책 제안을 제공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 반

인 노인의 사회 배제 해소를 한 구체 지침의 마

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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