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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 특히 사회경제  박탈의 하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서 우울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한국복지패  12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 다.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 고, 우울의 매개효과에 한 검

증을 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 하 변수인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보장박탈, 사회 박탈, 건강의료박탈, 직업경제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의 하 변수인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 박탈, 직

업경제박탈, 건강의료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  박탈의 하 변수인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 박탈, 직업경제박탈, 건강의료박탈을 경

험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을 향상

시키기 해서는 사회경제  박탈 유형  우울의 개인  특성을 반 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때 소득 심의 빈곤개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차원  결핍을 악할 수 있는 기 선이 

마련되어야함을 제시하 다. 

■ 중심어 :∣삶의 만족도∣사회경제적 박탈∣우울∣매개효과∣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whether depression has mediating effects i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especially of lower variable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the 12th year(2017)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re used. The mediated effect analysis method of Baron and Kenny(1986) were used, and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was validated through Sobel Tes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lower variable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f the elderly –deprivation 
of housing, deprivation of dietary life, social deprivation, deprivation of employment, and 
deprivation of healthcare–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in life satisfaction. It was 
verified that as the elderly experienced deprivation of housing, deprivation of dietary life, social 
deprivation, deprivation of employment and deprivation of healthcare, depression increased and 
life satisfaction was lowered.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o enhance the living satisfactions 
of the elderly, policies and services reflecti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on must be made, and that criteria to identify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deprivation experienced in everyday life must be prepared in addition to poverty 
focusing 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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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격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

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경제성장  의료기

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기 수명이 연장되어  생애

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 도  커지고 있다. 이

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들의 

빈곤, 고립, 사회통합 등 사회경제  욕구와 문제가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노인들의 삶의 만족이 정책  이

슈로 인식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일반 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생

활 반에 하여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 이며 복

합 인 감정[1]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요한 의

미를 갖는다. 하지만, 통계청(2017)의 사회조사에 따르

면 자신의 반 인 생활에 해 만족하는 노인(60세 

이상)은 20.5%로, 5명 에 1명만이 삶에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 더불어, OECD의 96개 국가 에서 

노인소득보장 82 , 빈곤율 1 , 자살률 1 가 말해주듯 

매우 낮은 실정이다[3]. 즉, 한국사회에서의 노인은 안

정 인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 진입 후 17년만인 지난 2017년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60년 41%가 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4]. 이러한 한국사회의 격한 인구 고령화 

상은 노인의 사회  역할과 지  상실에 따른 고독문

제, 경제  문제, 여가활동문제, 노인의 부양문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노인과 련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

으며[5], 이는 노인의 낮은 삶의 만족도가 노인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한 연구

가 실한 시 이다.

노인들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경제  사회활동의 

단 는 소외로 소득과 활동범 가 축소된다. 한 

은퇴와 함께 재정  자원의 부족과 더불어 인간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자원의 결핍을 겪게 되는 

총체  상실의 시간을 맞게 되는데 계로부터의 박탈

에 의해 소외와 고립, 역할의 박탈에 의해 배제와 무 , 

경제  박탈로 인한 빈곤, 건강의 박탈로 인해 의존상

태에 놓이게 되며[6], 직업을 상실한 노인은 수입의 감

소뿐만 아니라, 역할 상실과 사회  유 계의 변화로 

자아존 감이 하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

다[7]. 그 결과 인생의 어느 단계보다도 삶의 질이 하

되기 쉬우며, 심지어 신체 ·정신  질환까지도 래될 

수 있다[8][7].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  혼란기에서 태어나 경제발 에 기여했지만, 정

작 자신의 노후를 비하지 못한 세 로 표되며, 이

들의 노년기 비 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늘어난 노년

기를 맞이하는 노인들에게 노후를 행복하고 만족스럽

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5][9], 이는 노인들의 성공  노

후에 삶의 만족이 요하게 작용하겠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 향상은 시 의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목표 의 하나로 개인 인 측면 뿐 아니

라, 사회통합 인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격한 증가는 

보편  삶의 만족 향상과는 다른 근이 요구된다. 이

에 삶의 만족도에 한 연구도 고령화 사회로 어드는 

2000년  후부터 본격 으로 진행되어 재까지 꾸

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한 용어도 

부분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의 질, 생

활만족도, 행복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구

성요소는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삶의 만족도와 련해서 노인, 여성독거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  약자를 심으로 상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향요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 으로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우울, 스트 스 등 

다양한 수 의 사회경제  요인과 심리정서  건강

련 요인들에 의해 삶에 유의미한 향[10-14]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노인들

의 심리정서요인에서는 주  우울감, 자존감이 삶의 

만족에 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15][16]되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 향상을 해서 심리정서  개입의 요성 밝

히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편, 노인의 사회경제  요

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들은 

공통 으로 소득수 을 삶의 만족도의 향요인

[11][17][18]으로 보고 있으며, 낮은 소득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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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우울증의 발생과 지속에 기여하는 요인[19][20]

으로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개인에게 부여

된 소득, 직 , 경제활동 등 사회경제  지 와 련된 

측면에 을 맞춤으로써 노인이 경험하는 다차원

인 사회 경제  결핍을 포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다. 이는 국내외에서 개인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과 교육, 직업 등이 오랜

부터 유용하게 사용되어왔으나, 이로부터 측정된 바는 

경제  생산도구의 소유에 편향된 경향이 있어 개인이 

실제로 겪는 생활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21].

이와 같이, 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심리정서  요인과 사회경

제  요인을 요시여기고 있지만, 사회경제  요인의 

경우 주로 생산도구로 측정하면서 노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이익  다차원 인 결핍을 포 하

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다차원 인 결핍의 빈곤을 분석할 수 있

는 사회경제  박탈의 개념을 활용하여 심리정서  차

원에서 요하게 작용하는 우울과 함께 삶의 만족도 

향을 미치는 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노인의 

사회경제  요인인 다차원 인 물질  결핍과 심리정

서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는 것은 궁극 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을 한 사

회복지  개입방안 있어 매우 요한 시사 을 제공해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한국복지패 (KOWEPS) 12차 자

료[22]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사회경

제  박탈, 특히 사회경제  박탈의 하 변수별 삶의 

만족도의 계에서 우울이 미치는 향을 분석해보고

자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사회경제  차원과 심리정서  차원의 요인들을 동

시에 다차원 으로 검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  실천  함

의의 제시를 목 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삶의 만족도 개념

노인인구 증가와 노년기의 비 이 늘어나는 고령사

회 속에서 노인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해 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삶을 반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설될 만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다양한 개념들  하나이며, 생활만

족, 삶의 질, 심리  안녕상태, 행복감 등의 용어와 혼용

하여 사용되고 있다[23]. 삶의 만족도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Neugarten, Havinghurst, Tobin[24]이 분리이론

과 활동이론을 검증하기 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로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25]. 이들은 삶의 

만족도를 일상 인 활동 안에서 는 개인의 욕구  

목표를 달성하 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의 반

인 일상생활에 해 주 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정의 하 다[26]. 이후 Kalish[27]는 자신의 생애를 의

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요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

끼며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삶의 만족도

를 정의하 다[28]. McDowell과 O’Neill[29]도 생활만

족도를 사회에서 정한 는 자신이 생각하는 타당한 기

에 의하여 자신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라고 보았다

[25].

국내에서도 삶에 한 만족도에 해 다양하게 정의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활 만족도의 개념을 최 로 

사용한 이효재・지순・박민자[30]는 생활만족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상 인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

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어도 주요

한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며, 자신에 한 정  

상을 갖고 체로 행복하다고 낙 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31]. 이후 하춘

[32]은 삶의 만족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느끼

는 행복이라 주 인 지각하며, 정  자아상과 태도 

등 생활 반에 걸친 자신의 재생활에 한 만족, 어

려운 상황에 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 환경에 한 

정  응이라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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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의 삶의 만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이론들 에 선택  최

화-보상이론, 활동이론, 분리이론은 노인의 활동이나 

자원, 심리 요인과 같은 몇 개의 요한 요인만을 강

조하고 있는 반면, 생태체계이론과 상향하향이론은 노

인의 삶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

용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 , 경제 , 정책  요인까

지 볼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고 있다[33]. 특히, 삶의 만

족도에 한 연구에서 행복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상향이론(Bottom-up theory)과 하향이론

(Top-down theory)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우선 상황이

론은 행복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들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34] 즉, 개인

의 행복감이 교육수 , 취업수 , 주거, 건강 등 객

인 생활 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35]. 이는 환경  개선과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기존연구에서도 외부  

요인, 상황  요인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6]. 상향

이론과 비되는 하향이론은 행복이 개인의 유  기

질, 성격, 정서 성향 등에 의해 강력한 향을 받는다는 

것으로[34], 이는 환경  여건보다는 개인의 삶의 한 

태도에 향이 크다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도 외향성, 

정 정서성, 낙 성 등의 성격  요인이 행복도와 상

계가 높다고 밝혔다[36][37].

학자들마다 삶의 만족도에 한 이론과 정의를 다양

하게 내리고 있으면서도 주 이며 다차원 인 공통

이 있고, 단일 개념에 한 합의는 없으며, 이는 개인

이 느끼는 생활 반에 한 다차원 이고 주 인 가

치 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삶의 만족도의 주 인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람은 객 으로 같은 환경

에 놓여있을지라도 개인마다 상이한 욕구수   기

가치에 기 하여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르기 때문이다[38][26]. 따라서 이와 같은 정의와 이론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를 노인

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겪는 삶의 역에서 주 으로 

느끼는 만족감이라 정의하며, 이는 상향이론에 가깝다.

2. 사회경제적 박탈과 삶의 만족도

통 인 빈곤의 개념은 소득이나 물질  효율성의 

유지라는 소한 개념에 천착해 왔다는 에서 비 을 

받았고[21], 그에 따라 최근의 빈곤개념은 사회  규범

과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변 이고 근거자체가 상

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빈곤개념의 규정에 해서는 

상 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39]. 따라서 빈곤 개

념이 소하다는 한계를 넘어 삶에서 경험하는 다차원

 결핍을 포 하는 개념인 사회경제  박탈(deprivation)

이 등장하게 되며, 표 으로 Townsend[40]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Townsend 이 에는 부분   최 생계비 측

정에 을 두고 있었는데, Townsend는  수

에서 입각해 빈곤의 개념을 비 하고 빈곤은 오직 상

 박탈개념을 통해서만 객 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6]. 한 Townsend는 박탈을 사람들이 사

회에서 보통 가질 수 있는 의복, 양, 주택, 주거시설,  

환경, 취로, 지리  조건에 한 물리  표 (material 

standard)에 부족하거나, 일반 인 것으로 되어 있는 

직업, 고용, 교육, 여가생활 가족활동, 사회활동이나 사

회 계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 다[41]. 

한  Oppenheim[42]은 박탈을 식료품, 의류, 주거 등 물

질 인 기 과 서비스  한 여가, 교육, 환경 등 삶

의 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43][44]로 정의 하 다. 

즉, 빈곤이 일반 으로 필요를 충족시키기 한 충분한 

재정  자원이 없음을 의미하는 반면, 박탈은 재정 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원결핍을 의미한다

[45][46].

사회경제  박탈은 기존 빈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

는 다차원  개념이라는 에서 박탈과 사회  배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배제와 박탈은 

모두 경제  차원뿐 아니라 사회 , 정치 , 심리 , 문

화  차원에서의 결핍을 의미하며 역들 간 계에 

해 보다 더 입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 이 있

다[20]. 그러나 사회경제  박탈은 정태 인 결과로, 사

회  배제는 동태 인 과정으로 이해하거나[20][47-49], 

사회 질(sicial quality)의 개념에서 사회경제  박탈을 

사회경제  불안정으로, 사회  배제는 사회제도와 

계에 한 근성의 부재로 차별화하며, 사회  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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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의 보편  권리에 한 부재로도 이해한다

[50][20].

한편, 사회경제  박탈과 사회경제  지

(socioeconomic status)의 차이를 설명했는데, 계층/사

회경제  지 는 수입과 교육, 직업 등 생산  측면에 

기반을 두며, 개인이 계층구조 안에서 치와 지 를 

언 하며 자원들의 가용성의 차이를 강조한 반면, 사회

경제  박탈은 소비  측면에 기반을 두며, 실제로 개

인이 실에서 경험하는 사회  상황을 강조한다. 즉, 

박탈개념은 사회 층화구조가 아닌 그로 인한 증상

(symptoms) 는 결과에 주목한다[51]. 따라서 사회경

제  박탈의 개념은 소득 심의 근법을 지양하고, 개

인의 삶의 질을 보다 히 포착하는데 유용하며

[46][52], 빈곤을 측정하는데 있어 경제  자원에 한 

결핍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까지 고려하며 다양한 역에서 찰되는 자원의 결핍

과 개인이 실제 으로 경험하는 사회  상황에 집 한

다는 에서 매우 유용하다[20][41].

사회경제  박탈의 역과 범 에 한 의견은 아직 

분분하지만, 여러 학자들은 식생활박탈, 주거 박탈, 교

육박탈, 의료박탈, 직업박탈 등 주요 박탈 역으로 구

분하고 있다[53]. Townsend[40]는 박탈지수(The 

deprivation index)를 활용하 는데, 사회경제  박탈 

박탈지수는 식생활, 의복, 가 제품, 기․난방, 주거

시설, 건강, 교육, 안 , 가족, 근로환경, 여가생활, 사회

 계 등 12개 역에 해 총 60문항으로 구성하여 

다차원 인 박탈 수 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20]. 

최근에 Swigost[54]는 10개국의 박탈지표를 분석했는

데, 상당히 다양함을 확인했다. 그 에서 교육과 생활환

경 지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공통 인 세부지표로

는 소득수 , 실업, 과 집,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41].

국내연구에서도 사회경제  박탈지수를 활용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종호・조 태・권순만

[51]은 식생활박탈, 주거박탈, 교육박탈, 사회보장박탈, 

직업경제박탈, 사회 박탈, 건강・의료박탈 7개 역 23

문항으로 구성하 고, 이웅・임란[44]은 식생활박탈, 

주거박탈, 교육박탈, 사회보장, 직업경제박탈, 사회 박

탈, 건강  의료박탈 7개 역 26문항으로 구성하 다. 

한 김주희・유정원・송인한[21]은 식생활박탈, 주거

박탈, 교육박탈, 사회보장박탈, 직업  경제박탈, 사회

박탈, 건강・의료박탈 7개 역 22문항으로 구성하

고, 고아라・정규형・신보경[46]은 식생활박탈, 주거박

탈, 사회보장박탈, 직업  경제박탈, 사회 박탈, 건

강・의료박탈 6개 역 18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노인

을 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는 서연숙[6]은 식생활박

탈, 주거박탈, 사회보장박탈, 사회 박탈, 건강・의료

박탈, 취업 박탈 6개 역 19개 문항으로 구성하 고, 

강동훈・김윤태[53]도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  

박탈, 사회보장 박탈, 건강・의료박탈, 직업 박탈  6개

역 10개 문항으로 구성 하 데,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

여 교육박탈을 제외하 다.

부분의 연구에서 사회경제  박탈의 유형을 식생

활박탈, 주거박탈, 사회보장박탈, 사회 박탈, 건강・의

료박탈, 직업・경제박탈, 교육박탈 7개 역으로 구성하

고 있으며 문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

 박탈의 연구는 부분 건강  우울을 심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계 연구는 제한 으로 

진행되고 있다. Zhang[55]은 경제  박탈과 사회  지

 박탈을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밝혔

으며, 김안나・최승아[20]도 사회경제  박탈  박탈

의 필수  역을 집합한  박탈의 총 12개의 박

탈 항목을 통해 삶의 생활만족도를 계를 분석한 결

과,  박탈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연구는 세  는 가구주를 상

으로 하고 있으며, 세 별 연구에 한 한계 을 지니

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인

구의 격한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과 련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에 우선 으로, 노인세 의 

사회경제  박탈과 삶의 만족도의 계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3. 우울과 사회경제적 박탈 및 삶의 만족도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이며, 세계 으로 우

울증 발생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노인들에게 

우울은 정신질환 에서 가장 흔한 질병으로 2017년 노

인실태조사 분석 보고서[56]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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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가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이는 노인 5명  1

명이 우울증상을 겪고 있다.

우울은 표 인 정신건강의 증상으로 미국의 국

사회사업가 회(NASW)에 의하면, 자포자기 망, 미

래에 한 비 , 슬픔, 활동  생산성의 하, 부

감, 수면 장애나 심한 피곤, 망감, 자기 오감 등의 특

징을 갖는 감정  반응으로 보고 있다[57-59]. 

 우울은 노화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은 아니지만 노년

기에 보편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60], 노년기는 노화 상과 더불어 사회경제

 활동에서의 은퇴로 인한 경제  압박, 신체  능력

의 쇠퇴, 배우자와의 사별, 질병 이환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울을 흔히 경험하게 된다[6][61][62]. 이는 자신

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한 단면

인 우울로 시작해 정신  문제가 깊어질 수 있은 경우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크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결정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울과 련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에 의해 설명

되어지는데, 표 으로 Hobfoll[63]은 기존의 개인의 

인지  는 평가  속성을 강조하는 스트 스 이론에

서 벗어나 인지  측면을 포함한 개인 내 역과 환경

역을 동일하게 강조하는 통합 이론인 자원보존이

론(Conservationof Resources: COR)을 제시하 다[64]. 

자원보존이론의 기본 제로 사람들은 자원을 형성․

유지․보호하는데 노력하게 되며, 사람들에게 으

로 간주되는 것은 자원상실의 측 는 실제  자원의 

상실이라는 것이다[64]. 여기서 자원이란 개인 으로 

요시 하는 상(음식, 자동차, 주택)조건, 개인  특성

(기술, 자존감)조건, 지원·상황·사회  지 ·조직 는 

다른 자원을 얻기 해 필요로 하는 에 지로써의 수단 

등 4가지 형태로 분류된다[63][65].

자원보존이론에서는 자원의 손실이나 획득이 매우 

요한 개념이 되는데 손실은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

는 것으로 그 결과로 자원감소 는 스트 스를 유발하

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소진이 발생할 수 있으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충분하면 스트 스가 발

생하지 않는다고 본다[65].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변화

로 야기되는 자원상실과 획득 간의 역동이 스트 스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며, 이 스트 스에 항 인 집

단과 그 지 않은 집단 간에는 자원상실 는 획득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64][66].

우울과 련된 연구는 심리 , 병리 , 사회 , 물질

 변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67]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주요일간

지의 우울 련 기사분석을 통해 우울은 하나의 정신과

 질병의 차원을 넘어 일상  험과 불안요소를 드러

내고 있고, 이는 사회경제  변화구조  우울한 사회

분 기와 무 하지 않으며 사회에 한 사회  은

유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울의 원인을 사회

경제  변수에서 찾는 것이 차 요해지 있다고 밝혔다.

사회경제  변수와 우울의 계를 다룬 기존연구는 

소득, 교육수 , 직업 등 주로 생산과 련된 측면에 

을 맞춰 인간이 경험하는 다차원 인 사회경제  결

핍을 포 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를 갖고 있어[21] 

이를 사회경제  박탈을 활용하여 우울과의 계에 

한 연구가 차 진행되어지고 있다. 박탈감과 흡연, 우

울, 건강의 계에 해 분석한 쿠오와 치앙[68]의 연구

에서 상  박탈감이 높을수록 건강이 나쁘고 우울하

며 흡연율이 남녀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남을 보여 다[20].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이웅・임란[44]은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간의 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박탈경험은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서

연숙[6]도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경제  박탈이 우울

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건강・의료 박탈이 노년기  

연령 에서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한 김안

나・최승아[20]는 박탈과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분석에서  박탈과 우울의 계에 있어서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등에서 겪는 다양한 요인

으로 발생하는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한 향을 미

치며, 노인 련 연구들은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

의 유의미한 계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남기민・박

주[69]은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도 우울이 삶의 만족도

에서 부 인 향으로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다고 하 다. 박선희・서순림・김홍순[70]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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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생활만족도와의 

련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간에 유의한 부

상 계가 존재하 으며,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유

의미한 부 향을 미쳤다. 그리고 김남 ・정민숙[71]

은 주 남지역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이 삶

의 질에 미치는 향연구에서 우울은 삶의 질에 직  

양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선행연

구들을 볼 때,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은 우울에 부정

인 향을  것이며, 우울 수 이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는 더 낮을 것으로 추론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를 해 2017년 한국복지패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12차년도 자료[22]를 사용하

다. 한국복지패 은 2006년부터 매년 동일 상을 추

하여 반복 으로 조사하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 자료이며, 지역 으로는 제주도까지 포함하며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까지 표본에 포함하고 있어 

국 인 표성을 지닌다.

한국복지패 은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조사되며, 

가구용 조사에는 가구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 사회보

험, 개인연 , 건강  의료, 주거, 생활, 생활여건, 복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가구원용으로는 근로, 생활실

태・만족  의식, 생활습 , 가족 계  정신건강, 사

회  환경에 한 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용  가구원용 자료가 통합된 자

료를 사용하 다, 한 분석 단 는 가구원 개인으로 

설정하 으며, 분석 상은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조사

시 에서 만 65세 이상을 추출 하 으며, 결측값을 제

거한 4,888명을 분석하 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사회경제  박탈 하 변수가 삶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치고, 사회경제  박탈 하 변수와 삶의 

만족도 계에서 우울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나타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은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과 삶의 만족도 

간에 우울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3.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의 만족은 개인의 생활 반에 한 만족도

를 통해 측정하 다. 한국복지패 에서 개인이 반

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묻는 한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응답은 5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1, 

체로 불만족=2, 그  그 다=3, 체로 만족=4, 매우 만

족=5’로 구성하여 사용하 다. 즉, 수가 높을수록 노

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독립변수: 사회경제적 박탈

사회경제  박탈의 경험을 측정하기 해 허종호・

조 태・권순만[51]이 사용한 항목을 심으로 노인을 

상으로 연구한 서연숙[6]과 강동훈・김윤태[53]가 사

용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한국복지패

의 생활여건, 의료, 사회보험가입형태 등을 묻는 문항

을 사용하여, 식생활박탈, 주거박탈, 사회보장박탈, 사

회 박탈, 건강의료박탈, 직업경제박탈로 총 6개의 유

형로 구성했으며, 각 유형들은 특정유형에 치우침 없이 

2문항씩 선정하여 총12문항으로 구성해 사용하 다. 각 

유형에서 2개의 문항  하나라도 박탈을 경험하면 그 

유형은 박탈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 다. 한 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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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내용

식생활박탈
하루 세 번 식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돈이 없었던 경험 여부

경험없음=0
경험있음=1

균형 잡힌 식사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여부

주거박탈

주거비 돈이 없어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이사한 경험 여부

주택구조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재질
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회보장박탈
건강보험 건강보험 미납 경험 여부

공적연금 공적 연금 수급 여부

사회적박탈
공과금납부 사회보험료, 전기, 전화,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못낸 경험

사회적관계 사회적 관계 만족

건강의료박탈
병원이용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만족도: 불만족, 만족 여부

직업경제박탈
소비 최저생계비를 상위하는 총 생활비 여부

실업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험 여부

표 1.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지표

형은 박탈경험 유무에 따라 ‘박탈경험 없음=0, 박탈경

험 있음=1’로 측정하 으며 최 값은 1이 된다. 이 게 

측정된 6개 유형의 최 값을 더하여 박탈경험의 총합

을 측정하 다.

3.3 매개변수: 우울

한국복지패 은 우울의 측정하기 해 CES-D척도

를 축소한 CESD-11척도를 활용한다[41]. CESD-11은 

조사시 기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에 해 총 1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리커트 척

도로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0,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1,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

=2, 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3’으로 측정하

다.

이때 CES-D는 20문항 60  기 에서 16  이상이면 

우울증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CESD-11도 11문항 

33 에서 20/11을 곱하여 60  만 으로 변환한 수를 

사용해 16  이상을 우울증으로 의심할 수 있다[41]. 따

라서 측정된 11개의 문항의 값을 합한 후 20/11을 곱한 

값을 사용하 고, 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은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 내용

1. 식욕이 없음

0=극히 드물다
  (1주일에 1일미만)
1=가끔 있었다
  (1주일에 1～2일간)
2=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3=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 = 역코딩

2. 비교적 잘 지냄(*)

3. 상당히 우울함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낌

5. 잠을 설침

6. 외로움

7. 불만 없이 생활(*)

8.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음

9. 마음이 슬픔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음

11.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표 2. 우울척도(CESD-11)

3.4 통제변수: 성별, 교육수준, 연령, 거주지역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하 다. 통제

변수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 , 거주지역의 인구사회학

 요인으로 구성하 다. 성별은 여성을 기 으로 더미

화 하 으며, 교육수 은 학교졸업 이하를 기 으로 

고등학교졸업 이상으로 더미화 하 다. 한 연령은 태

어난 년도를 연령으로 환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

으며, 거주지역은 시군  도농복합지역을 기 으로 

도시  역시를 더미화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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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여성 2,812 63.2

남성 1,636 36.8

연령

60대 974 21.3

70대 2,364 53.1

80대이상 1,137 25.6

M: 75.324 (SE:.6.266)

표 3. 일반적 특성                         (N=4,448)

교육
수준

무학 942 21.2

초졸 1,433 32.2

중졸 610 13.7

고졸 1,220 27.4

대졸이상 243 5.5

거주
지역

서울/광역시 2,844 63.9

시군/도동복합 1,604 36.1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원자료를 연구의 목 에 맞게 

역코딩  더미코딩 등의 가공 차를 거쳐 SPSS 22.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다. 분석 방법으로 첫째,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조사 상의 인구사회학 , 사회경제

 박탈 경험, 우울  삶의 만족도의 특성을 악하

다. 둘째, pearson상 계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  

요인,사회경제  박탈, 우울, 삶의 만족도간의 상 계

를 분석하 다. 셋째, 사회경제  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우울이 사회경제  박탈과 삶의 만족도 

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경로분

석을 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인 노인가구의 일반  특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총 4,888명의 분석 상  여성은 2,812

명(63.2%), 남성은 1,636명(36.8%)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75세이며, 

60  974명(21.3%), 70 2,364명(53.1%), 80  이상 

1,137명(25.6%)으로 70 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무학 

942명(21.2%), 졸 1,433명(32.2%), 졸 610명(13.7%), 

고졸 1,220명(27.4%), 졸이상 243명(5.5%)로 졸 이

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거지지역은 서울  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2,844명(63.9%), 시군  도농

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1,604명(36.1%)으로 서울 

 역시에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인 삶의 만족도, 사회경제  박탈, 우울의 기

술통계치를 [표 4]에서 제시하 다. 사회경제  박탈은 

최소값 0, 최 값 6으로 평균1.92개를 경험으로 나타났

으며, 각 하 변수는 최소값 0, 최 값 1로 평균의 경우, 

주거박탈=0.146, 식생활박탈=0.075, 사회보장박탈

=0.649, 사회 박탈=0.370, 건강의료박탈=0.252, 직업경

제=0.256로 나타났다. 우울의 최소값은 0, 최 값 60, 평

균값 9.157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 최소값 1, 최

값5, 평균값 3.461 수 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M)

표
편차
(SD)

최소값 최 값

사
회
경
제
적
박
탈

주거박탈 .146 .005 0 1

식생활박탈 .075 .003 0 1

사회보장박탈 .649 .007 0 1

사회적박탈 .370 .007 0 1

건강의료박탈 .252 .006 0 1

직업경제박탈 .426 .007 0 1

총합
(6개유형박탈)

1.92 1.32 0 6

우울 9.157 .148 0 60

삶의 만족도 3.461 .009 1 5

표 4. 기술통계                             (N=4,448)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 계

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상 계분석 결과, 종속변

수인 삶의 만족도는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 계

를 보이고 있다. 한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변수들뿐

만 아니라, 독립  통제변수간 0.8이상인 변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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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의 
만족도

사회경제  박탈
우울

1 2 3 4 5 6

삶의 만족도 1

사
회
경
제
적
박
탈

1.주거박탈 -.121
**

1

2.식생활박탈 -.215** .109** 1

3.사회보장박탈 -.148
**

.061
**

.132
**

1

4.사회적박탈 -.604** .054** .159** .117** 1

5.건강의료박탈 -.191
**

.067
**

.209
**

.199
**

.174
**

1

6.직업경제박탈 -.254
**

.101
**

.145
**

.113
**

.175
**

.124
**

1

우울 -.464
**

.163
**

.303
**

.159
**

.337
**

.193
**

.304
**

1

*

ρ<.05, 
**

ρ<.01

표 5. 상관관계                                                                                      (N=4,448)

서로 간에 독립 임이 확인되었다. 한 높은 상 계

를 보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고, 분산팽창계수(VIF)

값도 10이하이기 때문에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노인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사회경제  박탈과 삶의 만족도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

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 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분석은 지 까지 45,000

번 이상 인용될 정도로 향력이 크며, 매개효과를 어

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해 자세히 규명하 다[72]. 

한 3단계의 독립 인 회귀분석을 이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표  방법으로써, 3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를 측할 때 2단계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던 독립변수의 향력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매개효과의 단기 으로 많은 연구에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73]. 본 연구에서의 변수조건들을 충족

시키는 방법이라는 에서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분석이 하다.

회귀모형 합도를 단할 수 있는 1단계의 F값은 

156.902(p<.001), 2단계의 F값은 308.642(p<.001), 3단계

의 F값은 342.819(p<.001)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설명력은 1단계에서 26.1%, 2단계에서는 41.0%, 3

단계에서는 45.9%이며, 이는 1단계보다 2단계가 14.9% 

증가하 고 2단계보다 3단계가 4.9%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의 합도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모형 모든 조건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경제  박탈 경험

이 매개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한지를 검

증하 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  변수들이 통제된 상

태에서 사회경제  박탈 경험  사회보장박탈을 제외

한 주거박탈(β=.096, p<.001), 식생활박탈(β=.204, p<.001), 

사회 박탈(β=.244, p<.001), 건강의료박탈(β=.052, 

p<.001), 직업경제박탈(β=.190, p<.001)은 우울에 정(+)

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  박탈 

경험  사회보장박탈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박탈을 경

험할수록 우울수 이 높아질 것이다. 이때 통제변수인 

성별(β=-.122, p<.001), 학력(β=.074, p<.001)등이 매개

변수인 우울에 유의미한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교졸업 이하보다는 이상

에서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단계서는 독립변수의 사회경제  박탈 경험이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경

제  박탈의 모든 하 변수인 주거박탈(β=-.065, p<.001), 

식생활박탈(β=-.083, p<.001), 사회보장박탈(β=-.056, 

p<.001), 사회 박탈(β=-.552, p<.001), 건강의료박탈(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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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계
(독립→매개)

2 단 계
(독립→종속)

3 단 계
(독립・매개→종속)

B(SE) β B(SE) β B(SE) β

통제
변수

성별 -2.502(.289)  -.122
***

-.022(.017) -.016 -.065(.016) -.048
***

연령 .118(.022) .074
***

.005(.001) .052
***

.007(.001) .071
***

교육수준 .130(.283) .006 .024(.017) .017 .026(.016) .019
***

거주지역 .514(.272) .025 -.017(.016) -.013 -.009(.015) -.006

독립
변수

사
회
경
제
적
박
탈

주거박탈 2.689(.366) .096
***

-.119(.022) -.065
***

-.074(.021) -.040
***

식생활박탈 7.620(.505) .204
***

-.206(.030) -.083
***

-.076(.029) -.031
***

사회보장박탈 .146(.299) .007 -.077(.018) -.056
***

-.074(.017) -.054
***

사회적박탈 4.998(.275) .244
***

-.748(.016) -.552
***

-.663(.106) -.489
***

건강의료박탈 1.178(.318) .052
***

-.090(.19) -.060
***

-.070(.018) -.046
***

직업경제박탈 3.800(.270) .190*** -.178(.016) -.134*** -.113(.016) -.085***

매개
변수

우울 -.017(.001) -.258
***

상수 -3.854*** 3.520*** 3.454***

R² .261 .410 .459

F(sig) 156.902*** 308.642*** 342.819***

*

p<.05, 
**

p<.01, 
***

p<.001

표 6. 주요변수의 회귀분석                                                                            (N=4,448)

=-.060, p<.001), 직업경제박탈(β=-.134, p<.001)이 노

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모든 하 유형의 박탈 경험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할 것이다. 이때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는 연령(β=.052, p<.001)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아질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경제  박탈 경험과 매

개변수인 우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인구사회학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독립

변수인 사회경제  박탈의 주거박탈(β=-.065, p<.001)

에서 β=-.040(p<.001), 식생활박탈 β=-.083(p<.001)에

서 β=-.031(p<.001), 사회보장박탈 β=-.056(p<.001)에

서 β=-.054(p<.001), 사회 박탈 β=-.552(p<.001)에서 

β=-.489(p<.001), 건강의료박탈 β=-.060(p<.001)에서 β

=-.046(p<.001), 직업경제박탈 β=-.134(p<.001)에서 β

=-.085(p<.001)로 감소하 고, 매개변수인 우울(β

=-.258, p<.001)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aron과 Kenny(1986)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1~3단계가 모두 유의하고, 2단계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3단계 회귀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주거박탈, 식생활

박탈, 사회 박탈, 건강의료박탈, 직업경제박탈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통제변수로 성별(β=-.048, p<.001), 연

령(β=-.071, p<.001), 학력(β=.019, p<.001)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이 우울을 매개하여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간 효과를 보면, 주거박탈 .096×-.258=-.024, 

식생활박탈 .204×-.258=-.052, 사회 박탈 

.244×-.258=-.062, 건강의료박탈 .052×-.258=-.013, 직

업경제박탈= .190×-.258=-.049이다. 이는 노인의 사회

경제  박탈 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낮추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경제  박탈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계에 있어

서 우울이 갖는 매개효과를 보다 엄 히 검증하기 해

서 Sobel Test를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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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유형을 제외한 주거유형, 식생활유형, 사회

유형, 건강의료유형, 직업경제유형에서의 사회경제  

박탈과 삶의 만족도 계에서 우울의 매개하는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 Sobel Test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간 경로 Z P value

주거박탈→우울→삶의 만족도 -.674 p<.000

식생활박탈→우울→삶의 만족도 -11.28 p<.000

사회적박탈→우울→삶의 만족도 -12.41 p<.000

건강의료박탈→우울→삶의 만족도 -3.61 p<.000

직업경제박탈→우울→삶의 만족도 -10.84 p<.000

표 7. 노인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과 삶의 만족도, 우울

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 특히 사회경제  

박탈 하 변수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우울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으며, 주요 분석결과에 해 제

시한 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제언하고자 한다. 특

히, 노인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사회

복지정책  실천  함의를 제언하고자 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3.46 으로 나타났

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한국복지패  자료를 활용

해 연령 가구주를 상으로한 박종옥[74]의 연구결과 

평균 3.6 , 50세미만 3.7 보다 낮은 수 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연령  50세미만 가구주 평균보다 낮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 마련이 시

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 노인의 우울평균 9.15 으

로 체연령을 상으로 동패 을 활용한 이웅・임란

[44]의 연구에서 나타난 7.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

회경제  박탈은 1.92개의 유형을 경험하는 것으로나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의 하 변수  사회

박탈(β=.244, p<.001)식생활박탈(β=.204, p<.001), 직업

경제박탈(β=.190, p<.001), 주거박탈(β=.096, p<.001), 

건강의료박탈(β=.052, p<.001) 이 우울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 박탈, 

식생활박탈, 직업경제박탈, 건강의료박탈을 경험할수록 

우울수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경제

 박탈의 하 변수로 설정한 사회보장박탈은 우울에 

무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기존연구[6][37]에서 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셋째,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의 하 변수  사회

박탈(β=-.552, p<.001), 직업경제박탈(β=-.134, p<.001), 

식생활박탈(β=-.083, p<.001), 주거박탈(β=-.065, p<.001), 

사회보장박탈(β=-.056, p<.001), 건강의료박탈(β

=-.060, p<.001)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 박탈, 직업경

제박탈, 식생활박탈, 주거박탈, 사회보장박탈, 건강의료

박탈을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넷째,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과 삶의 만족도 계에 

있어서 우울(β=-258, p<.001)의 매개효과는 삶의 만족

도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제변수로 삶의 만족도에 성별(β=-.048, p<.001)은 부(-)

의 향, 연령(β=-.071, p<.001), 학력(β=.019, p<.001)

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며 삶의 만족에 미치는 향에 부분매개

하는 사회경제  박탈의 하 변수는 주거박탈, 식생활

박탈, 사회보장박탈, 사회 박탈, 건강의료박탈, 직업경

제박탈로 나타났다. 즉, 기존 선행연구[20]와 같이 삶의 

만족도 수 을 높이기 해서는 물질 , 심리정신  측

면에서의 개입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과 삶의 만족도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실행하 다. 사회경제  박탈 하 변수  주거

박탈(z=-6.74), 식생활박탈(z=-11.28), 사회 박탈(z=-12.41), 

건강의료박탈(z=-3.61), 직업경제박탈(z=-10,84)이 Z값

이 –1.96보다 작으며, 이에 한 유의도는 .000으로 유

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

회 박탈, 건강의료박탈, 직업경제박탈이 우울을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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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여 삶의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 사회경제  박탈의 하 변수

인 사회보장박탈을 제외한 모든 박탈은 우울을 증가시

키고, 높아진 우울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

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

함에 있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 로 그동안 미흡했던 

다차원  결핍상태인 사회경제  박탈과 우울을 활용

하 다. 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물질  차원

의 다차원  결핍과 심리정서  차원의 우울의 미치는 

향을 동시에 직・간 으로 실증  분석을 하 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한 정책  실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부분의 빈곤연구에서는 빈곤의 기 을 소득

심으로 근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  결핍뿐 아

니라,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까지 고려하여 개인

이 생활함에 있어 경험하는 다차원 인 결핍을 사회경

제  박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근하 다. 따라서 

노인들의 결핍에 따른 심리정서  문제  삶의 만족도

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경제  결

핍에 한 욕구  문제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정책  

서비스를 다차원 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가구소득이 최 생계비 이하일 때 생계 여 등

이 지 되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소득을 기

으로 여별 기 선을 차별화하여 가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황을 지원 받게 되는 맞춤형 여로 변화하

다. 이는 여에 따른 기 의 선정을 각각 했다는 에

서 매우 정 이나, 소득 기 이 최 생계비에서 

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여 히 소득만을 심으로 빈곤

을 평가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소득을 기 으로 

하는 여제공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주거환경, 식

생활, 일자리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차원

인 결핍을 고려해 기 선을 보완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년기는 사회경제  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부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존연구와 맥을 같이 

하지만, 사회경제  박탈의 다차원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한 사회경제  박탈의 

직・간 인 향의 크기는 사회 박탈(β=-.551)>직

업경제박탈(β=-.134)>식생활박탈(β=-.083)>주거박탈

(β=-.064)>건강의료박탈(β=-.059)>사회보장박탈(β

=-.054)순으로 확인하 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노인

들의 경제  요인과 건강을 심으로 삶을 만족도를 높

이려는 방향에서 탈피하여, 사회경제  박탈을 심으

로 기존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 박탈

과 직업경제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향력이 크기 때문

에 노인들의 일과 사회활동 등을 포 하는 로드맵을 세

우며 단순 일자리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시니어비즈니

스 등을 노인들이 주도 으로 이끌어 가는 정책  지원

이 필요하겠다.

셋째,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 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의 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는 우울증은 노년기에 흔히 찾아올 수 있는 정신과질환

의 하나인 우울이 사회경제  박탈로 인한 결과이며 삶

의 만족도에 낮추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을 완화하기 한 개입이 요하고, 노년기

로 어들면서 노화, 은퇴, 고립, 빈곤 등 변하는 상황

에 쉽게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

하다. 특히 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에 한 처

가 요하며, 노인의 사회경제  박탈과 우울의 계만 

도 사회경제  박탈 유형에 따라 우울의 강도가 다르

므로, 노인들의 개인특성에 맞는 심리정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해 재 다양한 기 들이 운

되고 있지만 상호간 연계 ·교류가 유기 이지 못하

다. 따라서 다양한 기 이 노인의 경제 , 정신 , 사회

, 환경  요소 등을 함께 평가하며, 리 계획을 세워 

포 인 어를 지속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의 

기 들을 능동 이며 유기 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

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

양한 사회경제  박탈과 우울을 극복하고,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  박탈의 개

념을 사용하 으나, 객 이며 표 화된 박탈지수 척

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존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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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 다. 앞으로 객 이며 표 화된 박탈지수 측

정지표가 개발된다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한, 분석 자료에서 사회경제  박탈 경험은 지난 1년간

의 경험인 반면에 우울감(CESD-11)은 지난 1주간의 

상태임으로 인과성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 변수를 단일화하여 측정하 는데, 삶의 만

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역으로 세분하여 조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면, 본 연구보다 구체 인 삶의 

만족도 향상에 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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