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속한 고령화와 함께 질병형태도 변화하여 만성질환

의 비 노인의 빈곤, 우울, 자살 등과 같은 노인 련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1]. 우울

은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요한 보건학 문제 하나

로 노년기 우울증 유병률은 평가방법에 따라 연구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략 25-50%정도로 보고되고 있

다[2]. 65세 이상 노인우울 환자수는 2010년 154,630명,

2014년 204,976명으로 35.8%가 증가하여 다른 연령 우울

증 환자 증가에 비해 3배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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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농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의 우울 향요인을 악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 조사

연구로 연구 상자는 C도 농 지역의 65세 이상 여성노인 161명을 상으로 하 으며, SPSS 21.0을 이용하여 다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상자의 평균나이는 76세로 42.9%가 우울로 나타났다. 본 연구 상자의 우울에 미치

는 유의한 향요인은 연령(p=.008, OR=1.146), 경제상태(p=.004, OR=.123), 동거 가족수(p=.013, OR=.020), 사회 활동수

(p=.012, OR=.436), 진단 받은 질병수(p<.001, OR=3.847), 시력(p=.023, OR=3.867), 사회 지지 하부 역 가족의 지지

(p=.048, OR=.707) 으며, 설명력은 68.6% 다. 이상의 결과는 농 지역 여성노인의 우울 발생을 방하기 한 근거 융

복합 재 방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농 거주 여성노인의 시력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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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significant convergence factors of affecting depression of elderly 

women in rural area. A total of 161 elderly women aged 65 and over were collect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WIN 21.0. The result indicated that 42.9% of participants were depressed. 

In logistic regression, significant factors of depression were age(p<.001, OR=1.146), economic status (p=.004, 

OR=.123), number of family member living together (p=.013, OR=.020), number of social activities (p=.012, 

OR=.436), number of disease diagnosed (p<.001, OR=3.847), visual function (p=.023, OR=3.867), family support 

(p=.048,  OR=.707), which accounted for 68.6% of the vari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develop 

various convergence strategies to prevent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of elderly women in rural area.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visual disability to depression in rural olde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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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4]는우울로 인한 사회 비용은 체 질병부담

6 이며 우울로 인한 질병부담이 2030년에는 가장 커질

것으로 상하 다.

노인의 우울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보고

도 있지만[5], 일반 으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 7]. 특히 여성노

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 사회 지지망

의 크기 감소 등에 따라 우울 험성이 증가하므로 이러

한 정서 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의 우울에

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두된다.

우울은 생물학 , 유 요인도 있지만 경제력 상실,

배우자 사별, 신체 활동과 기능 하로 인한 의존성 증

가, 죽음에 한 두려움 등노화 련 특성이나 사회 인

요인들로 인해 나타난다[8]. 우울의 특성으로 간주되는

피로감, 수면장애, 신체 문제 등은 노인에게 있어서 우

울 없이도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우울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런 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장애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9].

우울이 방치되면 인지기능의 하로 치매유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기능 감소, 삶에 한 흥미와 심

하, 활동수 의 하를 래하여 노인들을 차 사회

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 자살까지 래될 수 있어 자살

의 요 향인자로 보고 있다[2]. 실제 노인 자살자의

80%가 우울증 환자 으며, 우울한 여성노인은 우울하지

않은 여성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을 10.3배나 더 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6]. 따라서 노년기 우울의 방치는 속

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 으로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어 노년기 우울 련 요인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 상 우울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 , 경제 능력, 결혼상태, 독거유무,

거주 지역, 건강상태, 통증, 만성질환 수, 기능수 , 계획

된 운동 등이 노인우울의 향요인[1,9,10]이며, 노인 우

울의 요요인들 건강상태, 사회 활동 수, 사회 지

지 등과 같은 우울 련 측 요인을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11]. 특히 노인 에서도 여성노

인, 농 노인, 독거노인은 우울증의 고 험군으로 알려져

있다[2]. 농 지역 노인은 도시지역 노인보다 경제력, 건

강수 신체 기능이 낮고, 독거노인 분포가 많으며,

여가활동 참여방식도 도시와는 다르다는 을감안할 때

농 거주 여성노인은 우울증의 최고 험군으로 볼 수

있다.

재 우리나라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1970년 4.9%,

2000년 21.7%, 2010년 31.8%, 2015년 38.4%로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시

의 소득층 노인이 농 의 소득층 노인보다 우울정도

가 더 심하다는 결과[2],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13],

농 노인의 우울성향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14, 15]

등 아직은 농 지역 노인 상의 우울 연구가 소수이고

연구결과들 간에 일 성이 부족하다. 한편 농 여성노

인의 우울정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일반 특

성 외에 사회활동 참여여부, 사회 지지, 주 건강상

태가 보고되고 있다[2,13,16].

노인의 우울에 한 사회 심이 증 됨에 따라 인

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요인에 따른 우울수 분석

[14,17,18], 우울 조 효과 [8], 메타분석[10] 등 다양한 방

법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시설

지역사회의 일부 노인을 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로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 련 험요인 악에는 한계가 있

었고[8,9,10], 우울 고 험군인 농 여성 노인을 상으로

우울의 재요인인 사회 활동여부와 사회 지지를 포

함시킨 포 인 연구는 소수 다[1]. 특히 인구․사회학

특성, 신체 기능상태, 건강상태, 정신․심리 건강

특성을 통제하 을 때 유의한 변수 악 향력을 규

명한 연구는 거의 없어 농 지역 여성노인의 우울 련

요인에 한 선행연구만으로는 재가능한 주요 변인

악은 어려운 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 지역 여성노인을 상으로

인구․사회학 특성과 함께 건강 련 요인인 주 건

강 기능 상태를 투입하고, 정신․심리 특성으로 사

회 활동과 사회 지지가 농 여성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

하여 이들 변수가 농 여성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유의

한 향력의 소멸 계나 상 요성을 악하여 농

여성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율 인 리 재의

략 방향과 지침 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농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의

우울 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들의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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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우울 유무의 차이를 악한다. 둘째, 상자들이 지

각한 건강상태와 사회 지지를 악하고, 우울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상자의 우울 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

2.1 연 대상  료수집

본연구는C도의 3개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 노

인을 임의표집 하 다. 본 연구에 필요한 상자 수는 G

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선행연구

[19]를 토 로 승산비 1.95, 유의수 0.05, 검정력 .95로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41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계산하여 170명을 수집하 고, 불완 한 설문지를 제외

한 총 161명을 상으로 하 다. 구체 인 상자선정기

은 의식이 명료하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고 본 연구

의 목 을 이해하여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여성노

인을 상으로 하여 경로당 6곳을 심으로 자료를 수집

하 다. 설문을 스스로 읽고 응답할 수 있는 여성노인은

자가보고로, 국문해독이 어려운 노인은 설문내용에 하

여 훈련받은 연구보조원이 면담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도와주었다.

2.2 연 도

2.2.1 사회 학적 변수 

연령, 교육수 , 경제 상태, 동거 가족수, 사회 활동

수를 조사하 다. 교육수 은 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임을 감안하여 무학, 등학교 졸업이하와 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 다. 경제 상태는 부족함, 보통, 여유

있음으로 구분하 고, 동거 가족수는 독거,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하 다. 사회 활동수는 사활동 등과 같

은 사회활동의 유형을 제시하고 참여하는활동수를 조사

하 다.

2.2.2 건강  기능상태 변수

주 건강상태는 Lawstone의 Health Self - rating

측정도구를 반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 정도, 비슷

한 연령층과의 비교의 3문항으로 수정한 Kim[20]의도구

로 측정하 다. 수의 범 는 3～9 이며, 수가 높을

수록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3 이었다. 진단 받은 질환

은 우울을 제외하고 상자가 의사로부터 진단받았다고

보고한 질병의 수를 조사하 다. 신체 기능 상태는 보

행 시 보조기구 사용은 항상 사용 1 , 사용하지 않음 4

, 시력, 청력은 보지(듣지)못함 1 , 문제없

음 4 으로 하여 수가 높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은 것으

로 처리하 다.

2.2.3 우울

우울측정은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으며 Kee[21]

가국내에서타당도와신뢰도를입증한Geriatric Depression

Scale의 한국 축약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n Version, GDSSF-K)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정서 불편감, 비 사고 불행감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아니오’의 양분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정형 항목은 ‘ ’ 0 , ‘아니오’

1 으로 처리하 고 부정형 항목은 역 수로 환산하

다. GDSSF-K 수의 범 는 0 ～15 이며 수가 높

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9]의 단 을 참고로 8 을

이상을 우울군으로, 8 미만을 정상군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5이었다.

2.2.4 사회적지지

노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하

여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Kim[16]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8문항으로,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의 4 리커트 척도로구성되어 있으며 수가높

을수록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

부 역은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문가의 지지로 구

성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1이었다.

2.3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로 제시하 고, 이러한 특성에 따른 우울군과

정상군과의 차이를 악하기 해 χ2 test와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 다. 둘째, 상자가 지각한 건강상태,

사회 지지 수 은 평균과 표 편차로 제시하 고,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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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정상군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independent t-test

를 수행하 다. 셋째, 우울 향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사회학적 특 에 따  우울

본 연구의 상자는 농 지역의 65세 이상 여성노인

으로평균 나이는 76.3세로, 총 161명의 상자 우울군

은 69명으로 체의 42.9%에 해당하 다. 우울군의 평균

연령은 79세로, 정상군의 74세에 비해 많았고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 우울군은 정상군에 비해 교육수

에서 무학의 비율(p=.002), 어려운 경제상태의 비율

(p<.001), 동거 가족수가 은 상자의 비율이 높았고

(p<.001), 사회 활동수가 었다(p<.001). 건강 련 특성

에서도 우울군과 정상군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참조).

3.2 건강  기능상태 변수  사회적 지지에 따  

우울

상자의 주 건강 상태는 우울군 4.87 , 정상군

6.55 으로 우울군이 유의하게 낮았다(p<.001). 정상군에

비해 우울군이 진단 받은 질병수가 많았고(p<.001), 보조

기구 의존 비율이 높았고(p<.001), 시력(p<.001)과 청력

기능(p<.001)에 문제가 있는 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사

회 지지 수를 살펴보면 우울군 20.17 , 정상군 23.20

으로 우울군의 수가 낮았으며(p<.001), 하부 역인

가족의 지지(p<.001), 문가의 지지(p<.001)에서도 유의

하게 낮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친구의지지

에서도 우울군의 수가 낮았다(p=.050)(Table 2 참조).

3.3 우울 향  

상자의 우울 향요인을 확인하기 해 단변량 분

석에서 유의하 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

수로 투입하여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독립변수 교육수 , 경제상태, 동거

가족수, 보조기구 사용, 시력 청력변수는가변수로 처

리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유의하 고(χ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Total
(n=161) χ2 or t (p)No(n=92) Yes(n=69)

n(%) n(%) n(%)

Age(years) 74.20±5.97 79.09±5.76 76.29±6.35 -5.220(<.001)

Education

None 43(53.7) 51(40.3) 94(58.4) 12.954(.002)

Elementary school 39(76.5) 12(23.5) 51(31.7)

≥Middle school 10(62.5) 6(37.5) 16(9.9)

Economic status

Poor 7(22.6) 24(77.4) 31(19.3) 19.126(<.001)

Average 72(64.3) 40(35.7) 112(69.6)

Wealthy 13(72.2) 5(27.8) 18(11.2)

Number of family member
living together

None 29(37.2) 49(62.8) 78(48.4) 24.923(<.001)

1 45(75.0) 15(25.0) 60(37.3)

2 12(75.0) 4(25.0) 16(9.9)

≥3 6(85.7) 1(14.3) 7(4.3)

Number of social activities 1.38±0.90 0.61±0.71 1.05±0.91 6.075(<.001)

Number of disease
diagnosed

1.83±0.99 2.84±0.99 2.26±1.11 -6.422(<.001)

Use of assist device

Always 9(28.1) 23(71.9) 32(19.9) 28.865(<.001)

Frequently 2(25.0) 6(75.0) 8(5.0)

Intermittent 11(40.7) 16(59.3) 27(16.8)

Never 70(76.1) 24(34.8) 94(58.4)

Visual function

Very poor 11(55.0) 9(45.0) 20(12.4) 18.157(<.001)

Poor 26(38.8) 41(61.2) 67(41.6)

Good 55(74.3) 19(25.7) 74(46.0)

Hearing function

Very poor 4(40.0) 6(60.0) 10(6.2) 16.767(<.001)

Poor 20(37.0) 64(63.0) 54(33.5)

Good 68(70.1) 29(42.0) 97(60.2)

Table 1. Depress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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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252, df=11, p<.001), Hosmer와 Lemeshow검정 결

과 모형이 합하 다(χ2=8.931, df=8, p=.348). 한 본

연구 모형의 우울에 한 설명력(Negelkerke R2)은

68.6%이었다.

본 모형에서 확인된 우울 향 요인은 연령(p=.008),

경제상태(p=.004), 동거 가족수(p=.013), 사회 활동수

(p=.012), 진단 받은 질병수(p<.001), 시력(p=.023), 사회

지지 하부 역 가족의 지지(p=.048) 다. 구체 으

로 살펴보면,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우울은 1.146배 증가

하며(95% CI=1.036~1.268), 경제상태가 어려운 군에 비해

보통인 군보다 우울 가능성이 0.123배 낮아(95%

CI=.030~.506) 약 87.7% 낮았다. 독거 노인군에 비해 3인

이상의 가족과 거주하는 노인군의 우울 가능성이 0.020

배 감소하고(95% CI=.001~.440) 약 98% 낮았다. 한편, 사

회 활동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은 0.436배 감소하고(95%

CI=.228~.883) 약 56.4% 낮았으며, 반 로 진단받은 질병

수가 증가하면 우울 발생 험이 3.847배 증가하 다

(95% CI=2.035~7.270). 시력은 좋은 군에 비해 문제가 있

는 군에서 우울 가능성이 3.867배 증가하 고(95%

CI=1.205~12.413),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0.707

배 감소하고(95% CI=.502~.998) 약 29.3% 낮았다(Table

3 참조).

4. 논  

먼 본 연구 상자의 우울 유병률은 42.9%로, 면소

재지의 65세 이상 재가여성노인을 상으로하여 동일한

도구의 축약형을 사용한 연구[22]의 43.9%와 비슷하

다. 동일한 도구와 단 으로 농 지역 65세 이상 남성

과 여성노인을 상으로 동일 도구로 측정한 연구[23]의

36.7%, Kim[11]의 36.3% 보다는 약간 높았다. 반면 농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Total
(n=161) t (p)No(n=92) Yes(n=69)

M±SD M±SD M±SD

Perceived health status 6.55±1.72 4.87±1.47 5.83±1.82 6.536(<.001)

Social support

Total 23.20±4.32 20.17±3.22 21.90±4.15 5.096(<.001)

Family 8.84±1.87 7.42±1.62 8.23±1.90 5.030(<.001)

Friend 8.53±2.06 7.97±1.54 8.29±1.87 1.977(.050)

Expert 5.83±1.81 4.78±1.54 5.38±1.77 3.857(<.001)

Table 2. Depression according to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ocial support (N=161)

Variables Categories B SE OR 95% CI p

Age(years) .136 .051 1.146 1.036~1.268 .008

Economic status

Poor 1(Ref)

Average -2.093 .721 .123 .030~.506 .004

Wealthy -.834 1.005 .434 .061~3.114 .407

Number of family member
living together

None 1(Ref)

1 -1.094 .604 .335 .102~1.095 .070

2 -1.147 .913 .318 .053~1.902 .209

≥3 -3.909 1.576 .020 .001~.440 .013

Number of social activities -.831 .331 .436 .228~.883 .012

Number of disease
diagnosed

1.347 .325 3.847 2.035~7.270 <.001

Visual function

Good 1(Ref)

Poor 1.352 .595 3.867 1.205~12.413 .023

Very poor -.281 .719 .755 .184~3.093 .696

Social support Family -.346 .175 .707 .502~.998 .048

Table 3. Factors of affecting depression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N=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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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상으로 다른 도구를 사

용한 연구[24]에서는 상자의 79.8%가 우울하다고보고

하 다. 이와같이 상자의 수, 연구의주제가 되는 상

자의다양한특성 외에도 우울 측정도구 단 수

등이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 우울의 유병률

비교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연구의결과 농 지역 여성노인의연령이 1세증가

하면 우울 험이 1.14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 나이가 높을수록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

는 연구의 결과[1,23,25],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47.2%, 65

세 이상 74세까지 기노인의 24.7%가 우울하다는 연구

결과[9], 80세 이상의노인이 우울 발생 험이 1.62배 높

다는 연구[13]와 일맥상통하다.

한 본 연구 상자 3인 이상의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이 독거노인에 비해 우울이 0.020배(약 98%) 감소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거 노인군의 우울 수가

유의하게 높고[1], 독거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수가

높아지고, 외로움이 우울에 미치는 가장 큰 향요인이

라는 연구결과[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여성노인의

수명이 남성노인에 비해 길어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상 으로 높으므로 여성노인이 우울 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경제 수 도 우울의 향요인이었는데, 경제상태가

어려운 군에 비해 보통인 군이우울 발생 험이 0.123배

(약 87.7%) 감소하 다. 즉,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

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와 농 지역

모두에서 국민기 생활보장을 받는 노인의 우울이 높았

고[13],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월수입이 낮고 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 우울 수가 높았고[1], 기와 후기노

인 모두에서 사회 경제 상태가 낮은 노인이 그 지 않

은 노인에 비해 3~4배 정도 우울이 높았다는 결과[9]와

일치한다. 특히 농 은 도시에 비해 수입이 낮고, 고령화

로 인한 신체 기동성 하로 농사활동이 제한됨에 따

라 경제 상태가 곤란해지며 우울발생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농 지역 여성노인의 우울에 요

한 향요인으로 시력과 진단 받은 질병수와 같은 건강

기능상태 변수가 확인되었다. 먼 시력에 문제 있는

군이 좋은 군에 비해 우울발생 험이 3.867배 증가하

다. 본연구에서 목발 등의 보조기구사용과 청력도 함께

조사하 으나, 시력만이 유의한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말 지아의 노인 상 선행연구에서

정상군에 비해 시력 하군의 우울 발생이 2배 높고, 맹인

군은 5배 높음을 보고 한 연구[26], 타이완의 노인 상

연구에서 시력장애군의 우울 험이 2.11배 상승한 연구

[27]의 결과와 유사하 다. 시력이 하되면 에 혼자

가능하던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가족과 친구 등 노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를 볼 수

없게 되므로[26], 청력 보조기구 사용에 비해 우울에

미치는 향이 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시력에 문제가 많은 경우는 우울에 유의한 향요

인이 아니었는데, 이는해당 상자수가 고, 노인이 시

력 장애에 차 응하면서 기 시력 하로 경험했던

우울감보다 상 으로 향력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감각 기능의 하로

시력장애의 악화를 무시하거나 감지하지 못할 수 있고

[27], 노인의 시력장애는 곧 낙상 사고와 같은 안 문

제와 연 된다. 따라서 노인에서 발생되기 쉬운 백내장

등 안질환의 극 치료와 더불어 시력 하의 교정

지속 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련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도시 노인에서만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시력이

우울 향요인[15]이고, 시력을 좋고 나쁨의 2개 범주로

나 어 조사한 결과 향요인이 아니라는 연구[11]와 같

이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있다. 이러한 이유는 농 여

성 노인의 시력장애를 우울의 향요인으로 포함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으나 연구마다 아마도 시력장애를 구분한

범주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연구에

서 객 시력 데이터를 이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결과

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자의 진단 받은 질병수도 우울의 요한 향요

인으로 질병수가 1개 증가할수록우울 험이 3.847배 상

승되었다.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진단 받은 질병수는

2.26개로 도시지역의 재가 독거여성의 상 연구[18]의

평균 만성 질환수 1.79개보다 많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상자가 평균나이가 76.3세로 높고, 농 지역의 건강

리에 한 심과 의료 근성의 차이가 반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질병의 수는 기

와 후기 노인[9], 도시와 농 지역에 상 없이[13] 유의한

우울 향요인으로 확인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 다.

이는 노인의 우울 방을 해신체 질병 방 건강

리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취약 계층인 농

지역 노인에게 지속 인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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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노인이 지각하

는 건강상태는 우울의 유의한 향요인이 아니었는데,

이는 노인 상 선행연구[9,15]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변수를 측정한 도구 분류가다르고,

상자의 거주지역 성별의 차이, 회귀모형에서 투입변

수의 차이로 인한 상호 향력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

하다.

반면 상자의 사회 활동수가 1개 증가하면 우울은

0.43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련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도시와 농 지역의 노인이 지역사회 활동정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았다[15]. 한 정기 사회 활동이

없는 군이 있는 군에 비해 우울 발생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한 연구[13], 농어 독거 여성노인에서 사회활동 횟

수가 우울 향요인으로 보고한 연구[25]와 비슷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종교 취

미 등의 사회 활동 지수가 남성노인에 비해 높으므로

[25], 더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사회활동이 은경

우 우울 발생에 기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

는 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28]. 따라서 농 여성노

인 우울 발생 방을 해 신체 활동성 인지 감각

기능 수 에 합하면서 농 의 여건에서도운 가능한

다양한사회활동이개발 용되어야할필요가있겠다.

본 연구 결과 사회 지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험이 0.707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

회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11,29]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사회 지지

를 구성하는 하부 역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되

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 가족의 정서 지지와

문가에 의한 기능 지지를 투입한 결과 가족의 정서

지지가 유의한 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경로당이용 이웃주민과상호작용이 많은 농

지역 여성노인의 경우 친구 등 타인으로부터 사회 지

지보다는 가족인 자녀로부터 정서 지지가 우울감소에

향력이큰 것을의미한다. Kim[2]은 농 지역 여성독

거노인에서 자녀의 사회 지지 상호 ․정서 지지,

도구 지지, 경제 지지를 투입하여 정서 지지만이

우울 향요인임을 보고하 다. 한 비동거자녀의 정서

, 도구 , 신체 , 경제 지지의 지원 유형 남녀 노

인 모두에서정서 지원을받지 않는 군이받는군에 비

해 우울이 1.62배 증가한 연구[30]의 결과를 종합하면 노

인에서 가족의 지지가 우울을 측할 수 있는 변수로 작

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 거주 여성독거노

인에서 자녀와 연락 빈도가 아닌 정서 상호교

류가 유의미한 향요인으로 보고한 연구결과[2]와 일치

한다. 따라서 농 노인여성에서 물리 거리가 먼 지역

의 자녀와도 정서 유 감을 증진시켜 정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질 인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농 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

시에 거주하는 자녀와 지역 근성의 한계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근 방

법이 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60 이상 노인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사회 계 형성이 노인 우울에

정 향을 보고한 국내 연구 결과[31]를 볼 때, 인터

넷에 노출된 농 의 기 노인 심으로 일정기간 교육

후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사회 지지 네트워크를 조성하

는 략이 노인우울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향후 이를 한 다양한 정책 재 방안의

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반면 재 농

에 거주하는 후기 노인들의 우울 방을 해 지역사회

행정 보건기 이 력하여 도시의 자녀와 정서 친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 으로 연계해주는 온․오

라인의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개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농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융복합 향력을 확인하여 우울 방과 감소를

한 로그램 재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

기 한서술 조사연구이다. 본연구를통해연령, 경제

상태, 동거 가족수, 사회 활동수, 진단 받은 질병수, 시력,

가족의 지지가 우울 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그 향

력을 규명하 다. 농 여성 노인의 우울 감소를 해 사

회 활동 증진, 가족의 지지 외에 실제 인 건강 리가

요하며, 특히 시력장애에 한 극 리의 필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시력장애가 우울

에 미치는 향과 련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므로 객

인 시력 데이터를 이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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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우울은 인구․사

회학 특성, 건강․기능 , 사회 지지 등 향요인과

경로가 다양한 복잡한 변수로서 통합 이해를 해 이

론에 근거한 구조 모형 근의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부 농 지역에거주하는 여성노

인을 표본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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