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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 우울증 여부의 성별 격차에 관한 요인 분해 분석* 21)

남일성

(한림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 여부에 대해 성별간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

고, 성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경제적, 건강 관련 변인들

이 폭넓게 남녀 그룹 모두에서 우울증을 높이는 변인들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 낙상여부 등의 변수

들이 남녀간 우울증 여부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해분석 결과, 결혼 상태 

만족도, 경제 상태 만족도, 건강 관련 변수들이 남녀간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남녀간 우울증 격차

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상태로부터 보상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로부터의 보상이 여성과 남성이 같다면, 남녀간 우울증 격차의 약 40% 가량이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우울증, 성별, 요인분해

1. 서론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며, 우리나라 중고령층 성인들 중 147,721명이 겪는 

것으로 추산되는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이다(김동배․박서 ,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이에 많

은 연구들이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했는데,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허준

수․유수현, 2002; 이현주 외, 2008)에서부터,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김 숙․서

경현, 2002; 허준수․유수현, 2002),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김도환, 2001; 최해경, 

2002), 질병 개수와 같은 건강 관련 요인(이수애․이경미, 2002; 이현주․강상경, 2011)에 이르는 다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특성화사업비(HRF-S-2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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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인이 우울증과 관련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우울증에 향을 

미치지만 문화와 연령간의 차이를 넘어 꾸준하게 보고되어 온 연구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

증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김재엽 외, 1998; Nolen-Hoeksema and Larson, 1999; Piccinelli and 

Wilkinson, 2000).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 취약한 이유에 관한 설명과 경험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어 왔으나, 남녀간 우울증 격차에 어떤 특정 요인이 더 비중있게 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는 없었다. 이의 연구를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이 밝힌 우울증의 남녀간 격차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모형과 적절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취약한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모형을 구성한 후, 요인분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남녀간 우울증 여부의 격차를 요인들의 분포 

차이와 향력 차이로 분해하여 우울증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울증 여부의 성별간 격차에 관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 취약한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근거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많은 선행 연구들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이 중 

경제적 변인, 사회문화적 변인, 신체 건강 등의 변인들이 우울증의 남녀간 격차를 설명한다고 주장했

는데, 본 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이러한 주장들과 이에 따른 경험 연구 결과들을 고찰한다.

1) 경제적 설명

선행 연구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녀 모두에게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아왔다

(허준수․유수현, 2002; Nolen-Hoeksema and Keita, 2003).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남성과 여성 모두 

중산층과 상류층에 비해 2배 이상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여성이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데 있다(Mazure et al., 2002). 여성은 가족들의 케어를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일을 하게 되더라도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일 가능성이 높

다. 게다가 일을 하게 되면 가족 돌봄과 일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

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울증에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Belle, 2003).

중고령층 여성은 사별과 이혼 후 가구 소득의 급경감 등의 이유로 빈곤 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다

(박재규, 2003; 홍백의․김혜연, 2007; Hungerford, 2001; Zick and Smith, 1991). 홍백의와 김혜연

(2007)은 한국노동패널 1998년-200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1998년 이후 점차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중고령층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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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여성의 경우 결혼상태일 경우 비결혼상태에 비해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상태가 여성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재규(2003)는 한국

노동패널 1999년-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가구주의 빈곤화를 분석하 는데, 노인 가구에서 빈곤

율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빈곤지속 및 빈곤진입 여성가구주의 특성으로

는 배우자의 부재를 꼽았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감안하

면(Khan and Pearlin, 2006), 배우자가 없는 중고령층 여성가구주는 우울증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건강상태의 설명

건강 관련 변인들은 중고령층 성인들의 우울증에 매우 중요한 요인들인데, 건강 관련 변인들을 이

용해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남녀 간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연

구들이 이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 2007)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

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러 건강 지표에서 낮은 건강수준을 보고하고 있고, 건강 관련 자원을 이

용하는데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 신체건강 상태가 우울증

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Beekman et al., 1997; Geerlings et al., 2000)를 감안하면 남녀간 신체건강 

수준의 차이가 남녀간 우울증의 차이를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설명

우리 사회에서 가사노동과 육아 등의 일은 여성화되어 있고, 정치와 유급 노동 등은 남성화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Maharaj, 1995).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 구분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평가를 받고(Dimitrovsky, et al., 2000), 이러한 사회적 평가는 여성으로 하여

금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Stoppard and Paisley, 1987).

우울증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395명의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연구는

(Kendler et al., 2001),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밝혀 기존의 연

구 결과를 지지했다. 흥미로운 결과는 남성의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과 여성의 우울

증에 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남성들은 주로 직업적/법적 스트레

스를 많이 겪고, 여성들은 집/사회관계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는 것이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사

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남녀간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여전히 주목

해야 할 점은 남성과 여성의 전체 스트레스 수준이 비슷한데도 여전히 여성의 우울증이 더 높게 보고

되었다는 점으로,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가 여성

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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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관계적 설명

중고령층 여성에게 결혼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우울증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Tower 

and Kasl, 1996; Choi and Ha, 2011). 중고령층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 관계에서의 불화를 더 많이 느

끼고, 그 수준 또한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보고되었다(Umberson and Williams, 2005). 또한 사회정

서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중고령층 노인들은 생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판단하여 주 정서적 관

계 대상에게 정서적으로 집중하게 되는데(Carstensen, 1992),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우자에게 더 집중

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혼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높을 수 

있다(Choi and Ha, 2011).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더불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

명한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Brugha, 1990; Piccinelli and Wilkison, 2000; Dalgard et 

al., 2006).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남성은 외부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Brugha, 1990). Dalgard 외(2006)의 8,787명의 유

럽 5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위의 주장을 지지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남성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검토 결과를 정리해보면, 선행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 취약한 이유

에 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부터 미시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인을 이용해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여성은 가사 노동, 가족 돌봄 등의 문제로 인한 경제 활동 참여에의 제한 때문에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여성의 우울증

상이 남성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주로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상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중고령층 여성들은 외부 사회관계보다는 결

혼 생활에 정서적으로 더 집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여성은 비슷한 수준의 만

족도를 가진 남성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는 남성보다 낮고 의료 서비스 이용률도 남성에 비해 낮다.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의 높은 우울증 유

병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주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젠더 관점으로 많은 부분 설명이 되고, 

결혼 생활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중고령층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남녀간 반응의 차이와 

같은 심리적 설명도 설득력이 크다. 이처럼 한가지 뚜렷한 이론적 줄기로 남녀간 우울증의 격차를 설

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요인들이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

을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중고령층 남녀간 우울증 격차는 결

혼 생활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상태인 응답자 표본을 대상으로도 남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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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각 요인들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녀간 우울

증 격차 연구에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층 전체 인구의 남녀간 우울증 격차와,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각 요인의 비중을 살펴

본다.

(2) 결혼 상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남녀간 우울증 격차와,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각 요인의 

비중을 살펴본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을 살

펴본다.

3. 연구방법

1) 연구표본

우울증 여부의 성별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 2006년 고령화패널 1차 조

사 자료를 이용하 다. 고령화연구패널은 전국단위로 표집된 대표성이 있는 자료로 도서지역 거주자

들을 제외한 전국 45세 이상 10,254명을 대상으로 건강,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을 조사했다.

2) 연구변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 변수인 우울증은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10Item(CES-D-10)(Irwin 

et al., 1999) 척도의 한국어 번안 버전을 이용해 측정하 으며, 지난 한주일 동안의 느낌과 행동에 대

한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이,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 미만)’은 1

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은 2점,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4일 정도)’은 3점,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7일 정도)은 4점으로 부여하여 측정하 고(신뢰도, α=0.81), 1점의 문항

(하루 미만)을 0점, 나머지를 1점으로 이항변수로 재코딩하여 10개의 재코딩된 문항들의 총합이 4점 

이상이면 우울증 있음(“1”), 3점 이하이면 우울증 없음(“0”)으로 이항변수화하 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 변수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경제적 변인, 사회적 변인, 건강 관련 변인으

로 나누어 아래 <표 1>에 정리하 다. 또한 나이, 학력(고졸 미만/ 고졸 이상), 현재 혼인 상태(혼인/

비혼인) 등의 인구학적 변인도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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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설명

사회  변수

 배우자 만족도 좋을 가능성이 없다-0,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00

 사회활동 수

다음 활동들의 참여 여부(0-비참여, 1-참여)의 총합-종교모임,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여가/문화/스포츠 모임, 동창회/향
우회/종친회 모임, 자원 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모임, 기
타 모임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일주일에 한 번 미만-0, 일주일에 한 번 이상-1
경제  변수

 2005년 총소득 작년 한 해 총소득액

 순자산

총자산(주택 시가+임  수익+부동산 자산 시가+사업체  농

장 자산 가치+ 융 자산과 이자 총액+운송수단 시가+비 융

자산 총액+상속/증여 총액) - 총부채( 융기  부채+채무보증

+기타 부채)
 재 노동 여부 –1, 아니오-0
 경제 상태 만족도 좋을 가능성이 없다-0,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00
건강 련 변수

 규칙  운동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규칙  운동” -1, 아니오-0
 낙상 경험 “최근 2년간 낙상 경험” -1, 아니오-0
 질병 갯수

다음 질병 유무( -1, 아니오-0)의 총합-고 압, 당뇨병, 암, 
폐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정신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건강상태 만족도 좋을 가능성이 없다-0,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00

<표 1>  우울증 여부 측에 사용된 변수1)

3) 분석방법

(1) 변인들의 우울증 여부 예측

위 <표 1>에 정리된 변수들과 성별 변수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울증 여부를 

예측하 다. 먼저 성별을 독립변수군에 포함시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고, 이어 남녀

간 예측계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표본을 나누어 각각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분석을 실시하

다. 결혼 상태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자료를 가지고 위와 같이 전

체, 남녀간 회귀모형의 분석을 실시하 다.

(2) 우울증 여부 예측 변인들의 요인분해

남성/여성 그룹간 우울증 여부의 확률을 중심으로 격차를 분석하는 분해방법을 사용했다(Powers 

et al., 2011). 요인분해(일반적으로 Oaxaca-Blinder Decomposition)방법은 주로 계량경제학 분야에 많

이 쓰이는 분석방법으로 임금격차 분해 등에 많이 쓰이나(이상은․최유석, 2010; 신광 , 2011), 건강

1) 고령화패널 조사는 표본 집단과 모집단의 인구학적 구성이 맞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는 추정분석에서 고령화패널 조사가 제공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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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연구에도 자주 응용되었다(Wagstaff et al., 2003).

분해방법은 우울증 여부 확률의 남녀간 격차를, 남녀그룹간 격차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 효과와 각각의 변수의 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나타날 수 있는 계수 효과로 나눈다.2)

각 설명 변수들의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분해(Detailed decomposition)를 실시

하여 각 변수가 남녀간 우울증 여부의 격차를 설명하는 계수, 표준오차, 비중을 계산하 다.3) 세부분

해의 특성 효과는 변수의 계수 부호가 양(+)인 경우 성별간 우울증 확률 격차가 늘어나는 것을 가리

키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과 해당 변수에 관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변수가 나타내는 

비율만큼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계수 효과는 변수 계수의 부호가 양(+)인 경우 해당 변수

로부터의 보상(혹은 보호)을 덜 받아 성별간 격차가 늘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수준으로 변수(예: 결혼 상태)로부터 보상을 받았더라면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전

체 표본과 결혼 상태 표본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분해 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1) 연구 참가자의 특성

연구 참가자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건강 관련 변수들의 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전체 

표본의 평균 연령은 약 62세, 고졸 미만의 학력 소지자가 약 62%, 현재 혼인 상태인 참가자가 약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인구학적 변수에 관해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남성이 여성

2)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의 선형결합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함수라고 할 때 1차 적률의(First moment)의 
격차를 분해하는 문제는, Y=F(Xβ), 여기서 Y는 우울증을 나타내는 N x 1종속변수 벡터이고 X는 
N x K 설명변수 벡터, β는 K x 1의 계수 벡터, F(․)는 K x 1의 계수 벡터이다. 이 때 로지스틱 
모형을 설명하는 사상함수(Mapping function) F()은 eXβ/1+eXβ 이 된다(Powers et al., 2011). 남
성(M)과 여성(F)간 우울증 격차는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 

=  + 
첫 번째 행 좌변은 우울증의 남녀간 격차를 뜻하고 두 번째 행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설명변수의 분

포에 의해 남녀간 우울증 차이를 설명하는 특성효과(Endowment effect), 두 번째 항은 설명변수의 

향력에 의한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가 된다.

3) 설명변수(
 )의 기여도와 회귀변수(

 )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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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식을 각주 2)의 식에 입하면,


 

 




 
 

 




 


   이와 같이 세부분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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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 오차) 혹은 수(비율) 성별간 차이

체(N=10,254) 남성(N=4,466) 여성(N=5,788) P값4)
인구학  변수

 나이 61.689(11.137) 61.192(10.594) 62.072(11.525) 0.003
 학력 

  고졸 미만 6,407(62.48%) 2,127(47.63%) 4,280(73.95%) <0.001
  고졸 이상 3,487(37.52%) 2,339(52.37%) 1,508(26.05%)
 재 결혼 상태

  결혼 7,791(77.74%) 4,090(91.58%) 3,881(67.05%) <0.001
  비결혼 2,283(22.26%) 376(8.42%) 1,907(32.95%)
사회  변수

 배우자 만족도 71.255(19.760) 73.885(18.423) 68.482(20.721) <0.001
 사회활동 수 1.061(.937) 1.157(.981) .987(.896) <0.001
 만남 횟수 

  일주일 한 번 이상 6,596(64.32%) 2,693(61.30%) 3,903(67.43%) <0.001
  일주일 한 번 미만 3,658(35.68%) 1,773(39.70%) 1,885(32.56%)
경제  변수

 2004년 총소득(만

원) 72.81(380.78) 110.83(475.66) 43.48(283.46) <0.001
 순자산(만원) 2,641(1,481) 3,841(18,396) 1,712(11,252) <0.001
 재 노동 상태

  노동 3,888(37.92%) 2,496(55.89%) 1,392(24.05%) <0.001
  비노동 6,366(62.08%) 1,970(44.11%) 4,396(75.95%)
 경제 상태 만족도 47.236(24.480) 49.250(24.328) 45.682(24.486) <0.001
건강 련 변수

 규칙  운동 여부

  3,932(38.35%) 2,557(57.25%) 2,023(34.95%) <0.001
  아니오 6,322(61.65%) 1,909(42.75%) 3,765(65.05%)
 낙상 경험 여부

  413(4.03%) 96(2.15%) 317(5.48%) <0.001
  아니오 9,841(95.97%) 4,370(97.85%) 5,471(94.52%)
 질병 갯수 .681(.879) .574(.809) .763(.921) <0.001
 건강상태 만족도 55.666(25.034) 59.682(24.493) 52.567(25.008) <0.001

에 비해 나이가 적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수가 더 많고, 비혼인상태인 경우가 더 많았다. 경제적 

변수와 관련하여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소득과 순자산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수가 더 

많게 나타났다. 사회적 활동에 관해서는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남성이 높게, 친한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것에 관한 응답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 특성에 관해서도 남성이 여성

에 비해 비교적 더 좋은 결과들을 보고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으로, 낙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적은 수의 질병, 

더 높은 건강상태 만족도를 보고했다.

<표 2>  체 샘 과 남성/여성 샘 의 인구학 /경제 /사회 /건강 련 특성

4) 성별간 이변량 분석시 종속 변수가 명목변수인 경우 카이검증을, 종속 변수가 정규분포에 따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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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표본 

모형1
남녀 표본 

모형2 남성 여성

OR SE OR SE OR SE OR SE
여성 1.157* 0.071 0.715* 0.107 - - - -

인구학  변수

 나이 1.005 0.003 1.006 0.003 1.013* 0.005 1.001 0.004
 고졸 이상 0.765*** 0.051 0.769*** 0.051 0.856 0.080 0.695*** 0.066
 결혼 상태 0.634*** 0.042 0.452*** 0.064 0.444*** 0.062 0.692*** 0.054
사회  변수

 사회활동 수 0.866*** 0.030 0.875*** 0.030 0.808*** 0.044 0.929 0.042
 친구 만남 0.803*** 0.046 0.807*** 0.046 0.784** 0.071 0.817** 0.060
경제  변수

 재 노동 0.759*** 0.049 0.674*** 0.062 0.684*** 0.069 0.870 0.074
 순자산 1.000001 3.01001 1.0000003 1.65001 1.000002 2.75001 1.000005 1.77001

 작년 월평균 

소득
1.000001 1.08001 1.0000001 6.19001 1.000001 2.79001 1.000001 6.37001

 경제 상태 만족

도
0.984*** 0.001 0.984*** 0.001 0.985** 0.002 0.983*** 0.002

건강 련 변수

2) 우울증 여부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모형 분석 결과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우울증 여부를 예측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인구

학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 여성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미만, 비결혼상태, 현재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을수록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 활동의 수가 적을수록, 친구를 만나

는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 미만 만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을 겪

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모든 건강 관련 변수들은 우울증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 다. 규칙적

으로 운동을 할수록,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낮았고, 낙상을 경험했을

수록, 앓고 있는 질환의 갯수가 많을수록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성별과 노동 상태의 상호작

용을 포함시킨 두 번째 모형(남녀 표본 모형2)의 분석 결과, 상호작용 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계수의 방향이 정적이어서, 일은 남성의 우울증 위험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체 표본 우울증 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5)

변수인 경우에는 t검증을,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은 계속변수인 경우에는 Kruskal-Wallis검증을 실시
하 다.

5) 다중공선성 여부는 개별 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하여 확인하 다. 모형에 포
함된 모든 변수들의 VIF값이 2 이하로(평균 1.36) 통상적인 기준인 10 이하로 나타나 제외된 변수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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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운동 0.819** 0.048 0.823** 0.049 0.762** 0.071 0.852* 0.065
 낙상 경험 1.525** 0.192 1.530** 0.193 1.534 0.391 1.517** 0.222
 질병 개수 1.352* 0.042 1.354*** 0.042 1.315*** 0.068 1.373*** 0.053

 건강상태 만족

도
0.984*** 0.001 0.984*** 0.001 0.986* 0.002 0.983*** 0.002

여성X노동 - - 1.299* 0.152 - - - -
상수 2.481*** 0.614 3.214 0.847 1.996 0.740 3.328** 1.008

남녀 표본 남성 여성

OR SE OR SE OR SE
여성 1.235** 0.086 - - - -
인구학  변수

 나이 1.011** 0.004 1.012* 0.006 1.006 0.006
 고졸 이상 0.812** 0.059 0.877 0.087 0.746** 0.082
사회  변수

 배우자 만족도 0.991*** 0.002 0.991** 0.003 0.991*** 0.002

P값: *<0.05, **<0.01, ***<0.001

우울증 여부를 예측한 로지스틱 모형을 성별을 나누어 실시한 결과, 남녀 표본간 결과가 다소 상이

하게 나타났다(<표 3>). 남성 표본에서는 높은 나이, 현재 노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 적은 사회활동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표본에서는 이 변수들이 우울증 여부와 유

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미만의 학력과 낙상 경험은 여성 표본에서만 우울

증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그룹간 차이를 제외하고 경제 상태에 대한 

낮은 만족도,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많은 질병 개수, 건강 상태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남녀 

그룹 모두에서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결혼 상태 응답자의 우울증 여부 예측 로지스틱 회귀 모형 분석 결과

결혼 상태인 응답자 표본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 24% 더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4>). 이 모형에는 배우자에 관한 만족도가 포함되었는데, 만족도가 1점 상승할수록 우

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10%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과 마찬가지로 사회활동 수,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남 등의 사회적 변수, 노동 여부, 경제적 만족도 등의 경제적 변수, 운동 여부, 

낙상 경험, 질병 개수, 건강상태 만족도 등의 건강 관련 변수들이 우울증 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결혼 상태 응답자중 남성 표본의 분석 결과,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남녀 표본의 결과와 동

일한 결과를 보 다. 반면, 여성 표본에서는 남성 표본에서와 달리 고졸 이상 학력이 우울증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나이, 사회활동 수, 노동 여부, 운동, 낙상 경험 등이 우울증 여부와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 상태 응답자 표본 우울증 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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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표 오차 비

체 표본

 우울증 확률 격차 .123 .008
  특성 효과 .096 .006 77.91%
  계수 효과 .027 .009 22.09%
결혼 응답자 표본

 우울증 확률 격차 .081 .009
  특성 효과 .047 .007 59.26%
  계수 효과 .033 .011 40.74%

 사회활동 수 0.866*** 0.034 0.799*** 0.046 0.942 0.051
 친구 만남 0.780*** 0.052 0.780* 0.075 0.785** 0.072
경제  변수

 재 노동 0.782** 0.057 0.656*** 0.071 0.930 0.093
 순자산 1.00001 2.06001 1.00001 2.06001 1.000006 3.58001
 작년 월평균 소득 1.000001 7.51001 1.000101 7.51001 1.00001 1.14001
 경제 상태 만족도 0.987*** 0.002 0.987*** 0.002 0.987*** 0.002
건강 련 변수

 규칙  운동 0.853* 0.058 0.784* 0.079 0.917 0.086
 낙상 경험 1.521** 0.244 2.001** 0.499 1.316 0.277
 질병 개수 1.376*** 0.052 1.339*** 0.074 1.399*** 0.073
 건강상태 만족도 0.984*** 0.002 0.986*** 0.002 0.981*** 0.002
상수 1.606 0.458 1.459 0.595 2.653** 0.981

P값: *<0.05, **<0.01, ***<0.001

4) 우울증 여부 확률의 성별간 격차에 관한 요인분해

우울증 여부 확률에 관한 성별 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울증을 겪을 확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3만큼 높았다.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건강 관련 특성들이 성별간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증 확률의 격차는 .096으로 전체 격차의 약 78%를 차지했고, 나머지 약 

22%는 각 변수의 향력(계수)이 성별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응답자 

표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081만큼 더 높았다. 이 격차는 변수들의 분포

에 의해 약 60%만큼 설명되었고, 계수들의 보상 효과에 의해 약 40% 설명되었다.

<표 5>  우울증 확률의 성별간 격차 요인분해

5) 우울증 여부 확률의 성별간 격차에 관한 세부 요인분해

각 변수가 성별 격차에 미치는 비중을 보여주는 세부분해의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성별

간 우울증 확률의 격차에서 유의미한 특성효과를 보인 변수들은 고졸 이상 학력, 결혼 상태, 친한 친

구와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남,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모든 건강 관련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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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효과 계수효과

계수 표 오차 비 계수 표 오차 비

인구학  변수

 나이 0.0003 0.001 0.225 -0.088 0.050 -71.366
 고졸 이상 0.018*** 0.005 14.816 -0.015 0.010 -12.291
 결혼 상태 0.014*** 0.003 11.387 0.052** 0.020 42.417
사회  변수

 사회활동 수 0.002 0.001 1.913 0.021* 0.010 17.137
 친구 만남 -0.003** 0.001 -2.436 0.003 0.009 2.480
경제  변수

 재 노동 상태 0.009 0.006 7.497 0.020 0.011 15.819
 순자산 -0.002 0.001 -1.618 0.002 0.002 1.455
 월 평균 소득 -0.003 0.001 -2.114 0.001 0.002 .442
 경제 상태 만족도 0.010*** 0.001 8.228 -0.011 0.018 -9.075
건강 련 변수

 규칙  운동 0.002* 0.001 1.753 0.006 0.007 5.075
 낙상 경험 0.002** 0.001 1.826 0.000 0.001 -0.023
 질병 개수 0.011*** 0.001 8.925 0.003 0.004 2.352
 건강상태 만족도 0.022*** 0.002 18.083 -0.024 0.022 -19.75
상수 - - - 0.066 0.064 53.233

났다. 유의미한 특성효과를 보인 변수들은 대부분 우울증 확률의 성별간 격차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고졸 이상의 학력, 결혼 상태,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각 

변수에서 남성과 같은 분포를 가졌다면 각각 15%, 11%, 18%씩 남녀간 격차를 낮췄을 것으로 나타났

다. 친한 친구와의 만남은 우울증 확률의 성별간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특성이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은 약 2%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효과와 관해서는, 결혼 상태 변수와 사회활동 수가 유의미하게 우울증 확률의 성별격차를 늘리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우울증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

을 받았더라면 줄어들었을 성별 격차가 40%를 넘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증 위험에 

대한 결혼 상태의 보상이 남성에게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

의 사회활동을 하 더라면 남녀간 우울증 격차가 17% 줄어들었을 것으로, 우울증 여부 확률에 있어 

사회활동으로 인한 보상이 남성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체 표본 성별간 우울증 확률 격차 요인 세부분해 결과

P값: *<0.05, **<0.01, ***<0.001

6) 결혼 응답자 중 우울증 여부 확률의 성별간 격차에 관한 세부 요인분해

결혼 상태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여부 확률의 남녀간 격차를 세부 분해한 결과는 <표 7>과 같

다. 고졸 이상 학력,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질병 개수, 건강 상태 만족도가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늘리는 특성들이었으며, 특히 고졸 학력,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건강 상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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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효과 계수효과

계수 표 오차 비 계수 표 오차 비

인구학  변수

 나이 -0.002 0.002 -2.008 -0.046 0.060 -57.172
 고졸 이상 0.011** 0.004 13.755 -0.012 0.011 -15.223
사회  변수

 배우자 만족도 0.009*** 0.002 11.338 -0.008 0.032 -9.436
 사회활동 수 0.001 0.001 1.525 0.026* 0.012 32.760
 친구 만남 -0.003* 0.001 -3.683 0.001 0.010 0.634
경제  변수

 재 노동 0.004 0.006 5.450 0.030* 0.013 37.067
 순자산 -0.002 0.001 -2.621 0.003 0.002 3.138
 월 평균 소득 -0.003 0.001 -3.158 0.001 0.002 0.851
 경제 상태 만족

도
0.002*** 0.000 2.797 -0.002 0.023 -2.378

건강 련 변수

 규칙  운동 0.001 0.001 0.839 0.009 0.008 11.223
 낙상 경험 0.001 0.001 1.111 -0.001 0.001 -1.243
 질병 개수 0.006*** 0.001 7.013 0.003 0.005 3.624
 건강상태 만족도 0.016*** 0.002 19.534 -0.040 0.028 -49.251
상수 - - - 0.078 0.074 97.200

족도 등의 특성들의 분포가 남녀간 동일했더라면 각각 13%, 11%, 19%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낮췄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친한 친구와의 만남은 우울증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

성간의 친구와의 만남의 정도가 같았더라면(여성이 남성만큼 친구와의 만남 정도가 적었더라면) 약 

3% 우울증 격차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사회활동 수와 노동 여부가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의 사회활동 수준이 같았더라면 남녀간 우울증 격차가 약 30% 가량 

줄었을 것이고, 남성과 여성의 노동참여 비율이 같았더라면, 약 40% 가량 남녀간 우울증 격차가 줄어

들었을 것을 의미한다.

<표 7>  결혼 표본 성별간 우울증 확률 격차 요인 세부분해 결과

P값: *<0.05, **<0.01, ***<0.0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06년 고령화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층의 우울증 여부에 대한 성별 격차의 구조

를 탐색하기 위해 우울증 여부에 대한 남녀간 차이를 남녀 그룹간 분포에 의한 차이(특성 효과)와 

향력의 차이(계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또한, 중고령층 노인 집단 중 결혼 상태 집단에 대해

서도 같은 방식의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가 경험적 분석을 통해 밝힌 것은 다음과 같다. 우울증 여부를 예측하는 데에는 사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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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르는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 개별 표본의 분석에서는 다

소 상이한 결과를 보 다. 남성의 경우 많은 나이, 적은 사회활동, 비노동 상태가 우울증을 겪을 확률

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 고졸 미만의 학력, 낙상 경험 등이 우울증을 높이

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남녀간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변인이 다를 수 있음

을 말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Kendler et al., 2001).

노동 상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우울증 위험을 완충시키는 데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

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가족들을 돌보는 것과 일을 동시에 할 경우 가족 돌봄과 일간에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Belle, 2003). 다

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여성의 노동 여부는 우울증 여부와 관련이 없었다(<표 3>). 남녀간 우울증 

차이에서 노동 여부가 조절 효과를 보인 것은 노동 상태가 남성에게 특히 보호요인으로 작용했기 때

문으로, 중고령층 남성에게는 노동상태가 우울증에 중요한 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분석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더 민감하다는 결과이다

(<표 3>). 이는 남성들의 사회적 만남의 부족도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사회활동이론(Social Activity Theory)의 설명에 의하면 노인들도 사회활동의 지속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년기에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Havighurst, 1961). 중고령층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직장을 갖고 은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 수준 또한 갑자기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우울증 여

부에 있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사회활동의 수가 낮아진 것에 여성에 비해 더 민감할 수 있다.

건강 상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

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허준수․유수현, 2001; 이수애․이경미, 2002; 이

현주 외, 2008; 이현주․강상경, 2011).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변인들 중 하나는 여성의 낙상 경험

이다. 여성이 낙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는 또 여성들의 우울증에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한데 아직 낙상과 우울증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매커니즘과 개입 방안

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해 결과는 학력, 결혼 상태, 경제적 만족도, 건강 관련 변인들로 다

양한 변수들이 여성들에게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와 같

은 차이가 없었더라면 우울증에 성별간 격차가 없었을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삶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친 요인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우울증에 취약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경제적 변수들과 건강 관련 변수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는

데, 남녀간 경제적 자원, 건강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배분이 균등하게 이뤄지는 것이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녀간 불평등의 분위기가 비교적 덜 한 미국 아미쉬 마을과 같은 

지역사회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균등한 국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의 성별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Egeland and Hostette, 

1983; Jenkins, 1985). 여성들의 우울증 유발 감소를 위한 개입방안의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사회가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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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 중고령층 인구의 남녀간 우울증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 남성과 여성의 결혼 상태의 효과

가 설명력이 크다는 점은 흥미롭다(<표 6>).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결혼 상태는 비결혼 상태에 비해 

우울증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데, 결혼이 주는 우울증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점이 우울증의 남녀간 격차를 설명하는데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남성이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보상이 큰 데 비해, 여성이 결혼 생활을 통해 얻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 주는 보상의 차이에 관한 해석과 이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는 여성 우울증 개선을 위한 개입방

안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결혼 상태 응답자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우울증에 대한 결혼의 남녀간 보상효과의 차이

를 일정 부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에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변수가 포함되었는데, 요인

분해 분석 결과를 보면 배우자 만족도에 대한 응답의 남녀간 분포의 차이가 우울증 여부의 성별 격차

를 약 11%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배우자 만족도(평균: 68.482)가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 수

준(평균: 73.885)과 동일했다면, 남녀간 우울증 격차가 11%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젠더 관점과 선택 이론 두 가지 설명이 모두 가능해 보인다. 여성이 느끼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

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가정 생활에서의 위계적 질서, 결정권의 부족 등 여러 

젠더 관점의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여성이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집중하는 선택 이론적 전

략을 사용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서적 교환을 경험했을 때, 이로 인한 역효과가 우울증 여부의 

확률을 높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여성 우울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에 좋은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층 우울증의 성별격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삶의 역에 걸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 여부와 사회활동이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데 큰 비중을 차

지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와 노동 상태 여부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결

혼, 직장, 사회활동 등의 환경에서 우울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

던 데 반해, 여성은 위의 모든 요인들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을 더 겪

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은 삶의 

많은 역에서 남성에 비해 자원의 부족을 겪고, 이 부족이 남녀간 우울증의 격차를 구성하고 있다. 

여성 우울증 증진을 위한 정책이 단지 건강문제만을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혼 여부, 노동 여부, 

사회활동 등의 일상적 측면에서의 남녀간 차이와 차별이 우울증이라는 심각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별 향분석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 주요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중고령층 여성들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등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중고령층 여성의 

우울 예방이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둘째, 배우자와의 만족도는 중고령층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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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 사례관리 등은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

을 감지하는 데 있어 좋은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중고령층 여성 노인들

의 결혼 관련 만족도와 우울증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교육하여 위험 대상자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를 의뢰해주는 것도 노인 여성 우울증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의 심각한 불화

는 중고령층 여성의 우울증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하는 일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울증 위험

군 대상 여성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중요한 

변수들 중 우울증 여부의 성별간 격차의 분석에 유용한 요인들이 있다. 생물학적 변수, 스트레스 대처 

방식, 성격, 우울증에 대한 응답방식에 관한 변수들인데, 이와 같은 변수들을 포함시킨 연구를 통해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모형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활동, 배우자와의 

만족도 등의 변수가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변수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도하면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최근 연구는 사회적 만남의 효과를 세분화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Lakey and Cohen, 

2000). 즉 사회적 만남은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질에 따라 효과가 없을 수

도 있고 심지어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남성과 여성에 따라 사회적 만남의 질이 다른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점점 신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증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를 연구하고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여러 건강 관

련 변인들에서 여성이 취약함을 그리고 결혼생활, 사회활동, 노동을 통한 보상의 차이가 남녀간 우울

증 격차를 더욱 늘린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에 관한 후속 연구와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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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tials in Depress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Nam, Ilsung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gender differentials in depress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decomposition methods, this study analyzes 

factors that predict depression of a full sample and separate male/female 

samples, respectively. Further, this study decomposes factors that affect gender 

differentials in depression into two components: the distributions of individual 

variables and the returns to risk. This study finds the variables that separately 

predict depression by gender. For male, having a smaller social network is 

associated with depression; however for female, the number of falls is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is study also finds that being married, having greater 

satisfaction with current financial situation, and having good physical health 

increases the gap between males’ and females’depression. Married male have 

greater returns from marriage than females. If females had the same returns as 

male, then the gap would have decreased by about 40%. 

Key words: depression, sex, gender,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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