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제 21권 1호 (2020. 5) pp. 15∼31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 21 Iss. 1 (May, 2020)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연구

김미숙*･김안나**†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Generation Comparison of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One-person Households

Meesook Kim*･Anna Kim**†

*Board member, Korea Association of Child Welfar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Catholic University

2)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 One-person households are the fastest growing family type in 
Korea. They bring social concerns such as weakened social integration, increasing poverty 
and social isolation. They are not homogeneous but heterogeneous groups depending on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ing generation. This study compared the life 
satisfaction level as well as factors affecting it among the three one-person household 
generations

Methods: The 13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set with 1,187 respondents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Chi-square 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Generations are divided into three, namely young adult (20-39), the 
middle-aged (40-64) and the elderly (65 and over).

Result: The life satisfaction level was highest among the young adult one-person 
household generation, followed by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generation. The 
comm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three generations were physical as well as 
mental health, includ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However, there were more factors 
differen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for the young adult, age, religion, and smoking 
were significant. As for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gender (male) and income were 
significant. Additionally, age, home-ownership and drinking were significant to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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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Conclusions: As there are differences as well as similarities among the three generations, 
policies for one-person households need to be devised considering these findings. For all 
generations,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policies are needed. For young adult 
strengthening social relations, providing decent jobs, and promoting anti-smoking policy 
are major agenda, and for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assisting in social capital 
accumulation (for male), providing stable jobs and diverse leisure activities, and securing 
income. Additionally, for the elderly, expand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housing 
support are needed. 

Key words: depression, generation, health, life satisfaction, one-person households, 
self-esteem

Ⅰ. 서론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사회는 가족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가족

형태가 1인가구(One-person households)이다. 1

인가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급증하여 2000년에 

222만가구(전체 가구의 15.5%)이던 것이 2018년

에는 585만가구(전체 가구의 29.3%)로 증가하여 

지난 18년간 13.8%p 늘었다(통계청, 2019a). 반면 

4인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31.1%에서 2017

년에는 17.7%로 오히려 13.4%p 감소하였다(통계

청, 2019b). 2047년경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37.3%로 급증할 될 뿐 아니라,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로 예측된다(통계청, 

2019a). 

1인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인이 독립

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

미한다(통계청, 2018). 혼족, 욜로족(YOLO: You 

Only Live Once.)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 1인

가구는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를 낳는다. 이는 가족

구조의 축소나 결혼 지연 또는 기피, 새로운 문화의 

도래 이상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적으로

는 관계의 고립 및 단절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시

장에서의 교환적 관계의 잠식을 초래하고, 개인적으

로는 1인 고독사, 빈곤 등을 겪게 된다(이명진 등, 

2014; Ravnera et al., 2014; 김유경 등, 2015).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특

이한 현상은 아니다. 산업화를 먼저 겪었던 선진국

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 2011년 기준으로 

OECD 32개국의 1인가구 비율은 평균 30.6%이고, 

국가별 1인가구 비율을 보면 핀란드가 41.0%로 가

장 높았고, 노르웨이 39.5%, 스위스 39.0%, 덴마크 

37.5%, 독일 37.3%, 네덜란드 36.4% 등이다

(OECD, 2018). 아시아의 경우는 일본이 1인가구

가 2010년 현재 32.4%로 높은 편인데, 이는 일본

의 장기화되었던 경기불황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

피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명진 등, 

2014; Yeung과 Cheung, 2015). 

1인가구의 증가가 우리 사회에 주는 파장이 큰 

이유는 1인가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이러한 변

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명진 

등, 2014; 강은나와 이민홍, 2016).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일까? 선

행연구에 의하면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인구사회 

및 경제적 변화, 즉 출산력의 감소, 가족수의 감소, 

비혼화 및 만혼화 증가, 이혼 및 별거가구의 증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기러기 

가족의 증가, 경제적 상승, 개인주의화 확산 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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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변미리, 2009; 김혜영, 2014; Ravnera, et 

al., 2014; 김유경 등, 2015). 합계출산율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19년 현재 1.05이다(통계청, 

2019b). 청년층은 증가하는 실업율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의 

증가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

고 혼자사는 중년인구도 증가하고 있다(Fukunaga, 

et al., 2012). 많은 노인은 배우자와의 사별 후 혼

자산다.

혼자사는 것 자체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

과 상호작용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1인가구는 

다른 사람과의 인적 교류가 적어서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 슬픔을 많이 느낀다(이명진 등, 2014). 사

회적 교류가 활발한 시기인 청년세대의 경우도 1인

가구 청년은 사회관계를 맺는 시간도 적고 여가활

동도 주로 혼자한다(노혜진, 2018). 이들이 다른 사

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약 74분으로 다른 유

형 가구의 55-60%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노혜진, 2018). 선진국인 캐나다의 중년연구

에서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친인척 및 이웃

과의 접촉이 적게 나타났다(Ravnera, et al., 

2014). 혼자서 지내기 때문에 식생활도 소극적이고 

영양가 면에서 불균형한 식사로 대체한다(이명진 

등, 2014).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 1인가구의 경우

는 고립감이 더 심하다(Chung, 2015: 박미석과 전

지원, 2017에서 재인용). 

그런데 1인가구는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 집단이다. 왜냐하면 1인가구는 세대별로 형

성배경과 형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세대는 

교육 및 취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형

성한 반면, 중년이나 노년세대는 이혼, 사별 등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1

인가구를 형성한다(변미리, 2009). 이처럼 1인가구

는 이질적이며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대상별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박미석과 전지원, 2017). 1인가구

를 한 집단으로 묶어서 접근할 경우 정책대상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미

석과 전지원, 2017). 

지금까지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

였거나(박기남, 2004; 석재은과 장은진, 2016; 심

애리와 박성신, 2017; 임민경과 고영미, 2018), 청

년세대(장진희와 김연재; 2016; 김아린, 2018; 노

혜진, 2018), 중장년 세대(윤강인과 강인선, 2016; 

박미현, 2017) 등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혹은 여

성노인,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강현정, 

2009, 서홍란과 김희년, 2010; 박선희와 김정, 

2015). 1인가구는 연령대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데 이러한 특성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발표되기 시작하였다(이명진 등, 2014; 강은나와 

이민홍, 2016; 김은정, 2017; 박미석과 전지원, 

2017; 김윤영, 2018; 김경숙, 2019). 그럼에도 지

금까지 수행된 1인가구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결과들은 비일관적이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울감, 소득, 취업여부, 결혼여부, 성 등

이 제기되고 있지만, 연구마다 선정된 독립변수가 

다르고, 분석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형성과정을 고려

하여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되, 이를 세

대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로써 1인가구 논의에서 

간과되어온 세대문제를 부각시키고, 세대의 특성에 

부합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세대별로 

비교하여 살펴본다. 

둘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셋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대별로 비교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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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3차 패널(2018

년) 데이타를 2차분석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타

는 변화하고 있는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를 동태

적으로 파악하여 정책형성 및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서울대학교, 2018).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담

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시 횡단면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20세 이상 1인가구

원수는 1,187명이다. 세대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강은나 등, 2017) 청년세대는 20-39세, 중년세대

는 40-64세, 노년세대는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

족도란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 가를 측정하

는 것이다. 이는 삶의 질, 행복, 사기 등의 용어로도 

혼용되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

도 척도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지난 1년간(2018년)의 생활만족도를 7영역으로 구

성하였다. 포함된 7개의 삶의 만족도 영역은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

분관계, 여가생활이다.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만족, 5: 매우만족)로 

측정된 문항은 더한 후 평균을 구해서 사용하였는

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789로 

신뢰수준이 높은 편이다.

3. 독립변수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

강위험행동, 정신건강 요인을 선정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성(남자=1, 여자=0), 연

령(연속변수), 유배우(유배우=1, 미혼=0), 사별/이

혼/별거(사별, 이혼, 별거=1, 미혼=0), 교육수준(연

속변수), 불건강(건강하지 않음=1, 건강=0), 보통(건

강보통=1, 건강=0), 종교여부(있음=1, 없음=0)를 

선정하였다. 1인가구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는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박미

현, 2016; 석재은과 장은진, 2016; 한성민과 이숙

종, 2018; 김경숙, 2019). 청년, 중년, 노년세대 모

두에서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았다. 결

혼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미혼이 기혼 1인가

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강은택 등, 2016). 교

육수준은 높을수록, 건강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았다(김경숙, 2019). 종교는 노년 1인가구 분

석에서 활용된 변수로 종교가 있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았다(정운영과 정세은, 2011).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취업여부(취업=1, 미취업=0), 가처

분가구소득(로그소득, 연속변수)과 주택소유여부이

다. 취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공공근로 등 경제활동

을 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고, 미취업은 실

업과 비경제활동을 포함하였다. 취업형태를 세분화

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이분화한 이유는, 세대별로 취업형태가 매우 상

이하기 때문이다. 청년세대는 취업자가 대부분인 반

면, 중년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노년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이를 종합

하여 취업과 미취업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가구 

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질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정규분

포화하기 위해서 로그화하였다. 주택소유여부는 자

가(1)와 자가외(0)로 나누었다. 자가외에는 전세, 보

증부월세, 월세(사글세), 기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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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위험행동 요인

건강위험행동 요인으로 흡연(흡연=1, 비흡연=0)

과 음주(음주=1, 비음주=0)여부를 선정하였다. 건강

위험행동인 흡연과 음주를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건강행

동요인으로 아침식사와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행동 

변수(김경숙, 2019)를 채택하였거나, (중년 1인가구

의) 활동제한여부, 신체활동실천 여부, 평생흡연량

을 선정하였다(권종선, 2019). 즉 건강증진변수와 

건강위험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데이타의 한계상 건강위험행동 요인만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흡연여부와 음주여부가 포함

된다. 

4) 정신건강 요인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

존감과 우울감을 선정하였다. 자존감은 Rosenberg

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에 대해서 

조사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대해서 가

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을 4점척도(1: 대체로 그렇

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총 10문항 중 5문항은 역코

딩하였다. 자존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87로 신뢰수준이 높은 편이다. 10개 문항을 더한 

후 평균을 구해서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감은 CES-D 척도

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시점을 기준으

로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총 11문

항, 4점 척도(1: 극히 드물다, 2: 가끔 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 대부분 그랬다)로 측정하였다. 문

항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22로 신뢰

수준이 높은 편이다. 전체 문항을 더한 후 평균을 

구해서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우울감 여부는 1인

가구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김경

숙, 2019). 

4. 분석방법

1인가구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삶의 만족

도 수준을 세대간 비교하기 위하여 SPSS Version 

21을 사용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 분산

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

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

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여 요인

의 유의성 변화와 베타값의 비교를 통하여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총 4개의 모델을 구

성하였는데,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을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여기에 경제적 요인을 

추가하였다. 모델 3에서는 건강위험행동 요인을 추

가하였고, 마지막 모델 4에서는 정신건강 요인을 

넣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분포는 청년세대는 남성이 약간 더 

많았고, 중년세대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반

면, 노년세대는 여성의 비율이 78%가량으로 남성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평균연령은 청년세대는 30.9

세, 중년세대는 55.2세, 노년세대는 76.3세로 파악

되었다. 결혼상태는 청년세대 1인가구는 미혼이 대

부분인 92.0%인 반면, 중년 1인가구는 이혼이 가장 

많은 40.4%이고 미혼으로 32.7%이었다. 노년세대

는 사별이 가장 많은 79.6%이고, 별거 및 이혼은 

16.2%에 이른다. 교육수준은 청년세대는 대졸이상

이 대부분인 77.8%로 파악된 반면, 중년세대는 고

졸이 가장 많은 36.4%이고, 노년세대는 초졸 

39.4%, 무학 26.0%로 저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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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는 청년세대는 건강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90.4%로 파악되고, 중년세대는 건강하다는 비

율이 과반수인 52.9%이었고,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

도 22.2%에 이른다. 노년세대는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41.1%이었다. 종교는 청년 및 중

년세대는 종교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고, 노년세대는 

종교가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요인 중 경제활동상태는 청년세대는 상용

직(54.5%)이 많은 반면, 중년세대는 비경제활동인구

(36.5%)가 가장 많았고, 상용직과 임시직은 

16%~30% 수준이다. 노년세대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대부분인 74.0%로 파악되었다. 가처분소득은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은 연 3.2천만원이고, 중년세대는 연 

2.3천만원, 노년세대는 연 1,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

다. 주거소유여부의 경우도 세대별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청년세대는 대부분이 전월세(92.0%)이었

고, 중년세대는 전월세의 비율이 69.1%로 청년세대

보다는 낮았고, 자가의 비율이 31.0%로 청년세대보

다 높았다. 노년세대는 전월세가 55.9%이기는 하지

만 자가의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은 44.1%이었다.

건강위험행동 요인인 흡연하는 비율은 청년세대

와 중년세대가 유사한 31%의 수준이었고, 노년세대

는 가장 낮은 10.5%이었다. 음주는 청년세대의 

78.1%가 음주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중년세대

로 50.4%이고, 노년세대는 음주율이 가장 낮은 

19.1%이었다. 

정신건강 요인인 자존감은 청년세대가 가장 높았고

(3.25), 중년(2.90)과 노년세대(2.85)는 유사한 수

준이었다. 우울감은 노년세대가 가장 높았고(1.82), 

중년세대(1.67), 청년세대(1.51)의 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

Young Adult
(20-39)

Middle-aged
(40-64)

Elderly
(65+)

Total χ2, F

Total 302 379 507 1,187

Gender
Male 58.6 48.4 21.7 39.6

 125.850***

Female 41.4 51.6 78.3 60.4

Age Mean Age 30.9c 55.2bb 76.3a 57.3 4474.871***

Marital 
Status

Married 0.0 2.4 2.2 3.2

 950.027***

Bereaved 0.0 20.8 79.6 40.6

Divorced 2.0 40.4 14.6 19.6

Separated 0.0 3.7 1.6 1.9

Never-Marr. 92.0 32.7 2.0 34.7

Education

None 0.0 1.1 26.0 11.4

 716.430***

Elementary 0.0 21.6 39.4 23.7

Junior Middle 0.3 15.3 15.6 11.6

High-sch 21.9 36.4 13.6 23.0

College+ 77.8 25.6 5.3 30.2

Physical
health

Poor 5.0 22.2 41.1 25.9

 326.121***Fair 4.7 24.9 33.8 23.5

Very Good 90.4 52.9 25.1 50.5

Religion
Yes 23.3 44.1 59.3 45.3

  99.230***

No 76.7 55.9 40.7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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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후검증-Tukey: a>b a>b>c, *** p<.001

2.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수준과 영향요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청년, 중년, 노년

세대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청년세

대(3.58)가 가장 높았고, 중년세대(3.24)와 노년세

대(3.30)가 비슷한 편으로 낮았다(Table 2). 이처럼 

1인가구는 청년세대 1집단과 중년 및 노년세대 1집

단으로 이분해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영향요

인 분석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기 위해

서 모델을 4개 구성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3-Table 5).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선 문제

를 체크하기 위해 공차한계값과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공차한계가 0.1이상이고, 

VIF 값은 1~3 사이로 독립변수 간 우려되는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 1인가구의 모델 1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종교, 건강이 유의하였다(Table 3). 연령은 

어릴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종교는 있고, 건강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삶의 질 만족도를 32.6% 설명하고 있었다. 모델 2

에서는 경제적 요인 중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이 유

의하였다. 자가여부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업하지 

않은 청년세대에 비해서 취업한 청년이,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 유의성은 모델 1과 같았다. 모델 2가 투입되자 

설명력은 6.3%p 증가하였다.

모델 3에서는 건강위험행동 요인 중 흡연의 영향

력이 유의하였다. 흡연할수록 청년세대 삶의 만족도

가 낮았다. 나머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

인의 유의성은 모델 2와 같았다. 모델 3의 설명력

은 41.5%로 이전 모델보다 2.5%p 증가하였다.

마지막 모델 4에서는 정신건강 요인 모두 유의하

였다. 자존감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모델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 모든 경제적 요인의 유의성이 사라졌

Young Adult
(20-39)

Middle-aged
(40-64)

Elderly
(65+)

Total χ2, F

Working
status

Full-time 54.5 16.9 0.8 19.5

 585.711***

Part-time 22.9 31.2 9.4 19.8

Public Sector 0.0 2.9 7.1 4.0

Self-employed 9.3 10.6 7.7 9.0

Unemployed 6.6 1.9 1.0 2.7

Non-employed 6.6 36.5 74.0 45.0

Income 
(mill)

Disposable 
Income 

3,236.2a 2,346.3b 1,315.3c 2,132.5  193.700***

Housing

Owning home 8.0 31.0 44.1 30.7

 125.729***Rent 22.3 10.1 9.9 13.1

Montly Rent 69.8 59.0 46.0 56.2

Health 
risk
behavior

Smoking 30.8 31.7 10.5 22.4   72.579***

Drinking 78.1 50.4 19.1 44.1  276.291***

Mental 
health

Self-esteem 3.25a 2.90b 2.85b 3.00   93.404***

Depression 1.51c 1.67b 1.82a 1.69   2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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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및 소득이 삶의 만족도

에 주는 영향력은 정신건강 요인을 통해서 매개된

다고 할 수 있다. 모델의 설명력은 50.0%로 높은 

편이었고 모델 3에 비해 설명력이 8.5%p 증가하였

다. 영향력이 큰 순서로 보면 우울감, 불건강, 소득, 

종교 등의 순이었다. 성, 결혼여부, 주거소유여부, 

음주여부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중년세대 1인가구의 모델 1에서는 경우 남자(-), 

유배우, 사별/이혼/별거, 종교, 불건강(-), 및 보통

건강(-)이 유의하였다(Table 4). 남자에 비해 여자

가, 미혼에 비해서 유배우자 및 사별/이혼/별거자

가, 그리고 건강할수록 중년세대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모델 1의 설명력은 28.0%이었다. 

경제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소득과 자가소

유가 유의하였다. 소득은 많을수록 자가가 전월세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유의성은 남자(-)와 건강의 유의성은 유지되었고, 

결혼상태와 종교의 유의성은 사라졌다. 모델의 설명

력은 36.2%로 모델 1에 비해서 8.1%p 증가하였다.

모델 3에서는 흡연과 음주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 이전 모델과 같이 남자(-), 건강, 소득과 

자가소유여부가 유의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1

과 거의 같은 36.3%이었고 설명력의 변화는 유의하

지 않았다. 즉 중년세대 모델에서 건강위험행동 요인

은 삶의 질에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모델 4에서는 모든 정신건강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자존감은 높을

수록 우울감은 낮을수록 중년세대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나머지 유의한 요인은 남자(-), 건

강, 소득이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47.1%이었고 앞의 

모델에 비해 설명력이 10.8%p나 증가하였다. 즉 정

신건강요인은 중년세대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의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인의 영향력 순으로 

보면 자존감, 소득, 불건강, 우울, 남성의 순이었다.

<Table 2> Life satisfaction level of one-person households by generation

Young Adult (20-39) Middle-aged (40-64) Elderly (65+) Total F

Life Satisfaction 3.58a 3.24b 3.30b 3.35 36.399***

주: 사후검증-Tukey: a>b, *** p<.001

<Table 3> Hierarchical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young adult one-person household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 b B b B b B

Constant 1.976***  .969 1.241* 2.386***

Socio-demographic Factor

  Male  .059 .052  .068  .060  .154  .135*  .056  .049

  Age -.014 -.129* -.023 -.216*** -.022 -.210*** -.013 -.123*

  Married  .164 .070  .096  .041  .034  .014 -.039 -.016

  Bereaved, Div. Sep. -.193 -.048 -.001  .000 -.071 -.018 -.152 -.038

  Education  .345 .260***  .284  .214***  .201  .152**  .089  .067

  Religion  .209 .158**  .223  .168***  .236  .178***  .221  .167***

  Poor Health -.797 -.313*** -.561 -.221*** -.563 -.221*** -.557 -.219***

  Fairly Healthy -.574 -.219*** -.567  .216*** -.475 -.181*** -.41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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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Table 4> Hierarchical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 b B b B b B

Constant 3.309*** 1.124* 1.153*  .872

Socio-demographic Factor

  Male -.242 -.208*** -.265 -.227*** -.257 -.220*** -.168 -.144**

  Age -.003 -.036  .000  .000  .000 -.005 -.001  .007

  Married  .354  .094*  .272  .072  .256  .071  .231  .061

  Bereaved, Div. Sep.  .138  .113*  .077  .063  .074  .060  .053  .043

  Education  .056  .106  .025  .047  .023  .044  .000 -.001

  Religion  .113  .097*  .093  .080  .091  .077  .051  .043

  Poor Health -.665 -.474*** -.491 -.350*** -.489 -.348*** -.251 -.179***

  Fairly Healthy -.264 -.196*** -.186 -.138** -.190 -.141** -.164 -.122**

Economic Factor

  Working -.058 -.048 -.050 -.042 -.106 -.088

  Log Income  .617  .306***  .661  .308***  .496  .231***

  Home-ownership  .169  .134**  .170  .135**  .092  .073

Health-risk Factor

  Smoking -.015 -.012  .030  .024

  Drinking  .039  .033 -.044 -.037

Mental Health Factor

  Self-esteem  .406  .316***

  Depression -.194 -.161**

F 17.724*** 18.590*** 15.724*** 21.154***

R2 (△R2) .280 .362 (.081***) .363 (.001) .47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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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 b B b B b B

Economic Factor

  Working  .296  .180***  .229  .139*  .134  .082

  Log Income  .392  .146**  .456  .169**  .227  .084

  Home-ownership  .103  .050  .147  .071  .075  .036

Health-risk Factor

  Smoking -.221 -.181*** -.205 -.168***

  Drinking  .068  .061  .057  .051

Mental Health Factor

  Self-esteem  .202  .142*

  Depression -.322 -.253***

F 17.714*** 16.766*** 15.691*** 19.064***

R2 (△R2) .326 .389 (.063***) .415 (.026**) .500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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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ierarchical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one-person household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 b B b B b B

Constant 3.495*** 1.090** 1.069**  .769

Socio-demographic Factor

  Male -.134 -.111* -.142 -.117** -.172 -.142** -.134 -.111**

  Age -.003 -.044  .005  .073  .006  .080  .008  .106**

  Married  .296  .088  .117  .035  .136  .041  .102  .030

  Bereaved, Div. Sep.  .280  .111  .137  .054  .113  .045  .102  .040

  Education  .017  .039 -.008 -.019 -.007 -.016 -.002 -.006

  Religion  .048  .047  .029  .028  .032  .032  .018  .018

  Poor Health -.527 -.520*** -.453 -.447*** -.431 -.425*** -.265 -.261***

  Fairly Healthy -.209 -.199*** -.178 -.170*** -.165 -.157*** -.120 -.115**

Economic Factor

  Working  .110  .096*  .104  .091*  .033  .029

  Log Income  .607  .275***  .599  .271***  .429  .194***

  Home-ownership  .193  .192***  .193  .193***  .133  .132***

Health-risk Factor

  Smoking -.073 -.045  .003  .001

  Drinking  .141  .110**  .093  .085*

Mental Health Factor

  Self-esteem  .351  .290***

  Depression -.204 -.212***

F 16.339*** 22.200*** 19.564*** 29.324***

R2 (△R2) .210 .333 (.123***) .343 (.010*) .47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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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세대 분석결과, 모델 1에서는 남자(-), 건강

하지 않음(-)과 보통(-)의 건강이 유의하였다(Table 

5). 남자보다는 여자가, 건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모델은 삶의 질을 

21.0% 설명하고 있다. 모델 2에서는 모든 경제적 

요인이 유의하였다. 취업하고 있고, 소득은 높을수

록, 자가를 소유할수록 노인세대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유의성은 모

델 1과 같았다. 남자(-)와 건강(-)이 유의하였다. 모

델의 설명력은 33.3%이고, 설명력의 변화량은 

12.3%로 큰 편이다. 모델 3에서는 음주가 유의하였

다. 음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음주할

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모델의 설명력은 34.3%로 1%p

의 설명력 변화가 있었다. 즉, 건강위험행동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서 설명력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모델 4에서는 모든 정신건강 요인이 유의

하였다. 자존감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을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른 유의한 요인은 남자(-), 

연령, 건강, 자가소유, 음주이다. 앞의 모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연령’의 유의성이 새롭게 나타났

고, 취업여부의 경우는 유의성이 사라졌다.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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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정신건강 요인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것으

로 보이고, 취업여부의 영향력은 정신건강요인에 의

해서 매개된다고 추정된다. 청년과 반대로 고연령일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모델의 설명력은 

47.6%이고, 앞의 모델에 비해서 설명력이 13.3%p 

증가하였다. 즉, 정신건강 요인의 영향력은 큰 편이

었다. 영향력 정도는 자존감, 불건강, 우울감, 소득, 

자가소유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4.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세대별 비교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1

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세대별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세대 공통적으로 

‘정신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면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자존감과 우울감은 매우 유의한 영

향요인이었고, 그 영향력도 가장 큰 편이었다. 둘

째, ‘신체건강’의 영향력도 모든 1인가구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였고 영향력도 상당하였다. 

반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세대

별 차별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의 영향력

은 중년과 노년세대에서 유의하였다. 남자 중노년 1

인가구가 여자 중노년 1인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연령의 영향력은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에서 유의하였는데, 그 영향력은 반대 방향이었다. 

청년세대는 저연령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노년세대는 고연령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종교의 영향력은 청년세대에서만 유의하였

다. 종교가 있는 청년 1인가구는 23.3%로 적은 편

인데,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종교가 없는 청년보다 

높았다. 중년에서 종교의 영항력은 경제적 요인을 

투입하자 유의성이 사라졌다. 넷째, 취업의 영향력

도 세대별로 달랐다. 청년세대와 노년세대는 취업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반면 중년세대에서는 취업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청년 및 노년세대 1인

가구는 취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삶

의 만족도가 높았다. 단, 정신건강요인을 투입하자 

취업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즉, 취업의 영향력은 정

신건강을 통해서 매개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중년과 노년세대는 모든 모델에서 소득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중년과 노년세대에 있어서 소

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청

년은 소득의 영향력이 유의하다가 정신건강요인 투

입후 유의성이 사라졌다. 여섯째, 주거소유여부는 노

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중

년의 경우는 주거소유가 유의하다가 정신건강 요인

을 투입하자 유의성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건강위

험행동 요인은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에서 유의하였으

나,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방향은 달랐다. 청년세대는 

흡연하지 않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노년

세대는 음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중년세대

의 건강위험행동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수

준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았

다. 삶의 만족도는 청년 1인가구가 5점 만점에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년세대(3.24점)와 노년

세대(3.30점)는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세대보다 낮

았다.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보면 청년세대는 연

령(-), 종교, 건강, 흡연(-), 자존감, 우울감(-)으로 

밝혀졌고, 중년세대는 성(-), 건강, 소득, 자존감, 우

울감(-)으로 밝혀졌다. 노년세대는 성(-), 연령, 건

강, 소득, 주거소유, 음주, 자존감, 우울감(-)으로 파

악되었다.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있어서 세대

별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세대 공통

적으로 ‘정신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면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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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우울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김경

숙, 2019). 선행연구에서는 자존감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1인가구

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침을 발견하였다. 둘째, ‘신체건강’의 영향력도 모든 

1인가구 세대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들

과 일치하는 결과(박미현, 2016, 김경숙, 2019)로, 

건강의 영향력은 다른 요인에 비해서 큰 편이었다

(불건강의 베타값: 청년 -.219***, 중년: -.179***, 

노년: -.261***). 

그런데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은 세대별 차이가 더 

많았다. 첫째, 성의 영향력은 중년과 노년세대에서만 

유의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

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aymu와 

Springer, 2010; 강은택 등, 2016; 박미현, 2016; 

석재은과 장은진, 2016; 김경숙, 2019). 즉, 1인가

구로 사는 것이 중년 및 노년 여성보다 ‘남성’에게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 반면, 청년세대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없어 여

성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선

행연구(한성민과 이숙종, 2018)와는 다른 결과를 보

였다. 1인가구의 성별 삶의 질의 차이에 있어서 향후 

더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연령의 영향력은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에서 

유의하였다. 청년세대는 저연령일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은 반면, 노년세대는 고연령일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았다. 연령의 영향력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한성민과 이숙종(2018)의 청년 1인가구 연

구에서는 연령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

구결과 청년세대의 삶의 만족도 모델에서 ‘연령효

과’(aging effect)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독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

도가 감소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청년세대 1

인가구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거나 독거기간을 고

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노년세대의 연령

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행연구 간 결

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김경숙(2019) 연구에서는 

노년세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높았던 

반면, 김석환과 김은엽(2018)의 연구에서는 고령자

의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고령과 삶의 만족도의 정적 인과관계는 삶

에 대한 태도와 건강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고

령노인은 배우자 및 친지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

서 노인들은 의미있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노년

기에 고령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반

증으로,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

정된다. 노년 1인가구의 연령과 삶의 만족도의 정

적 관계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종교는 청년세대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성민과 이숙종

(2018)의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가 문화모임에 

많이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종교활동도 사회적 모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므

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중년과 노년세대에서는 종교

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이신영 등, 2014). 

넷째, 취업의 영향력은 청년세대와 노년세대만에

서 유의하였으나, 정신건강요인을 투입하자 취업의 

유의성이 사라져다. 이는 취업의 영향력은 정신건강

을 통해서 매개됨을 나타낸다. 취업은 자존감은 높

이고 우울감은 낮추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로 남겨둔다. 

다섯째, 중년과 노년세대에 있어서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박경란, 2012; 김경숙, 

2019). 이러한 결과는 중노년 1인가구의 삶의 질이 

제고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확보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여섯째, 노년기는 주거불안도가 높은 시기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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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2018), 주거의 안정화는 노년세대 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중년세대에

게도 주거소유는 중요한 영향변수이었으나, 정신건

강요인을 포함시키자 유의성이 사라졌다. 주거소유

여부는 1인가구 세대 중 노년세대에 있어서 가장 

유의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위험행동 요인의 영향도 세대별

로 달랐다. 청년세대는 흡연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반면, 노년세대는 음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청년세대는 흡연율도 78%로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년

세대 1인가구는 연구 가정과는 달리 건강위험행동

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였다. 이는 음주의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음주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

정한다. 이러한 건강위험행동과 1인가구의 삶의 만

족도와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1인

가구 세대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전략이 필요하다. 1

인가구의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세대는 종교(활동)가 삶의 만족도 제고에 정적

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우울감을 낮추고 사회적 연대감을 갖

도록 종교기관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마련하도록 한다. 

중년세대는 자존감 향상이 필요하다. 중년세대 1

인가구는 노년세대 다음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열악

한 세대로 이들이 노년세대가 되면 상황이 더 심각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년세대의 우울은 관계의 

단절과도 관련이 있다. 중년 1인가구를 위해 여가

활동을 다양화하되, 관광, 자원봉사, 학습활동 등에

의 참여기회를 확충하고, 규칙적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시간을 다양화하고, 비용부담

을 완화하도록 한다(강은나 등, 2017). 

노년세대 1인가구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예방적 및 포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은정, 2017). 노인을 위해 각종 정신건강지원제

도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

다. 정신건강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산층 이상 노

인을 위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도 강화하되, 

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상황

을 창의적으로 바꾸도록 한다(강은나 등, 2017).

둘째, 신체적 건강도 모든 세대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신체건강 증진을 위

해서 건강위험행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세

대 1인가구를 위한 금연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노년세대에게는 음주를 대체할 사회활동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노년 1인가구의 경우 건강수준이 가

장 열악한 세대이므로 지역사회에서 노년 1인가구의 

질병관리를 위해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남성’ 중노년 1인가구에 대한 개입이 필요

하다.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로 석재은과 장은진

(2016)은 여성의 사회적 관계자원을 들었다. 관계

자원이 많은 여성독거노인은 남성독거노인보다 삶

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중노년 1인가구 남성

들은 여성보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취약하여 사회

적 고립이 심하고, 이들의 독거가 장기화되면 개인

적 삶의 피폐화, 정서적인 어려움 가중, 고독사의 

위험율 증가 등 위험요인이 증가한다. 사회적 단절

은 정서적 피폐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투

사되면 우울감을 만들고, 외부에 투사되면 사회의 

불만세력이 양산된다. 이에 중노년 남성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자본 강화가 필요하다(김윤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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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취업과 소득 확보가 1인가구의 삶의 만족

도 제고를 위해서 중요하다. 청년세대를 위해서는 

미래비전, 근무환경, 사회적 평판, 생활환경이 좋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전략이 필요하다(송영

남, 2012). 중년을 위해서는 탈빈곤 할 수 있는 일

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중년 1인가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약 62%이나 되는데, 소득이 낮다는 것

은 근로빈곤층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가능 노년 1

인가구를 위해서는 근로 희망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보와 안정화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노케어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

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근로가 불가능한 노년을 위해서는 노

후소득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

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안정된 노후를 보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노후 빈곤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년세대 1인가구를 위해서는 주거대책

도 필요하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거주(aging 

in place)하면서 사회적 돌봄을 받도록 하고(최광

현, 2006), 노인끼리 모여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활동적 노후를 보내는 대안주거(share 

house)를 확대한다(최효미와 김지현, 2018). 노인

에게는 주거소유도 중요하므로, 주택구입이 용이하

도록 보조금 지급이나 융자, 세제인센티브 등을 제

공한다(강은택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1인가구

를 3세대로 나누어서 주요 특성과 삶의 질 수준 및 

영향요인을 세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기

반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럼

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횡단적으로 

살펴보았고, 종단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청년세

대에서 중년세대 및 노인세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1

인가구의 변화궤적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즉, 청년세대 1인가구가 중년기 및 노년기를 거치

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를 2차분석하여 다양

한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1인가

구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가족 및 사회관계

변수, 사회적 지지변수, 여가관련 변수, 건강증진 

요인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관계의 빈

도와 질, 그리고 여가생활의 유형과 빈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건강증진 행위 등을 포함하고, 

요인간 상효작용 효과나 매개효과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수준과 세대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가구는 청년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년과 노년세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 청년세

대는 교육이나 취업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1인가구

가 된 세대로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세대이

다. 반면, 중노년은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세대로 경제적으로 취약

하고 건강도 양호하지 않으며, 주거가 불안정한 세대

로서 정책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다.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

결과, 청년세대는 저연령이고, 종교가 있고, 건강하

며, 흡연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자존감은 높고 우울

감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중년세대는 

여성, 건강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자존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노년세대

는 여성, 고연령, 건강할수록, 소득은 많을수록, 주

거는 소유하고, 음주를 하며, 자존감은 높고 우울감

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서 세대 공통적으로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의 - 자존감과 우울감 -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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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다. 세대차별적으로 청년세대는 연령, 종교

와 흡연의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소득 및 취업, 자

가소유 여부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장년세대는 노

년세대와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성과 소득이 

유의하였다. 노년세대는 추가적으로 연령, 음주, 주

거소유여부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1인가구는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세대별로 이질적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청

년세대 1인가구는 비교적 건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으나, 독거가 장기화되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노년세

대 1인가구가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편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장년세대 1인가구는 잠재적 노

년세대로 위험요소가 가장 많은 세대라고 할 수 있

다. 1인 가구 정책수립시 모든 세대를 위한 신체 및 

정신건강대책이 필요하다. 세대별로는 청년세대 1

인가구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

램과 금연정책이 필요하고, 중년 및 노년 1인가구

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자본 강화(특히 남성), 여

가생활보장,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노년 1인가구에게는 노후소득보장과 주

거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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