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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구유형에 따른 장애노인 특성과 우울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차 웨이브 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로 대상자는 608명이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스퀘어, 로지스틱 회귀분
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단독가구 장애노인은 여성, 비수도권,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경
우,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한 경우, 차별경험이 높은 경우, 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 사회생활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노인 우울 영향 요인은 차별경험(p<.05), 사회활동참여(p<.05)이고, 다인가구 장애노
인은 성별(p<.05), 거주지(p<.01), 건강상태(p<.001), 경제수준(p<.05)으로 단독가구 장애노인은 일상생활도움(p<.05)으
로 나타났다. 장애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해 차별경험 감소 및 장애인식개선, 보건의료 및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가구유형, 장애노인, 우울, 거주환경, 심리,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ffecting of depression by households 
type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ccording to the PSED. Data were 608 individuals. First, The one-person households group showed 
significantly female, non-capital, severe disorder, lower health status, lower economic level, higher help 
for daily life, higher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lower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lower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Second,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clude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Multi-person group included gender, occupied area, 
health status, economic level and one-person group were help for daily life. In order to reduce 
depress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mprove awareness of disability, 
health care, economic supports and so 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lassifies households 
types.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longitudi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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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15.48%로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2025년에
는 20.3%로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
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셈이다[1]. 
장애인 고령화는 더욱 빠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65세 이
상 장애노인은 46.6%, 60세 이상 장애노인이 57%로 이
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2].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화
로 인한 이중위험을 경험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더욱 주
목할 필요가 있다[3]. 장애노인은 나이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관련 위험의 증가를 경험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조기
노화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4]. 따라서, 장애노인은 장애
와 노화로 인해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문제
는 신체적, 정신적 부분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장애
인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
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장애노인의 건강을 위한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5], 우리나라
의 1인가구는 29.3%로, 2인가구(27.3%), 3인가구
(21.0%), 4인가구(17.0%), 5인가구(5.4%)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0년 1인가구 비중이 1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1인기구 중 65세 이상은 24.7%로 높게 나타난다
[6]. 장애인가구의 경우, 2인가구가 33.8%로 가장 많았
고, 1인가구(26.4%), 3인가구(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장애노인 1인가구는 가정 내 도움이나 돌봄, 지지적 
지원자의 부재로 건강관리 문제, 제한적인 일상생활활동, 
낮은 소득활동과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생
활만족도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7].

이렇게 장애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애노
인 건강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소 본인 건강상
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5.3%로 45～64세
(42.9%), 18～44세(25.5%), 17세 이하(19%)에 비해 매
우 높게 나타났다[2]. 또한,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에서
도 불만의 비율이 75.9%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현재 건강
상태가 나쁘고 건강상태에 대한 불만도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노인은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소득보장 다음으로 의료보장
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2],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노인은 최근 1년간 병원에 
원하는 때에 가지 못한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 그 이유로 경제적 이유와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불

편함,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등으로 밝히고 있다[2]. 또
한, 장애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는 6.3%이나 우
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26.0%로 나타났다
[2]. 장애노인의 우울의 원인은 역할상실, 내적갈등, 사회
적 고립, 경제적 부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알려져 있으
나[8], 우울의 치료율이 낮은 이유는 세부적으로 밝혀지
지 않았다.

또한, 장애노인은 노화과정에서 비장애노인에 비해 2
배에서 3배로 우울증 경험 확률이 높다고 연구되었다[9].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노인이 우울을 관리하고 치료할 때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은 정신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은 의
료비용 절감, 보호부담 감소 등 사회적 비용절감을 기대
할 수 있다.

장애노인 인구의 증가, 1인가구 증가, 낮은 삶의 질, 
낮은 건강수준, 높은 우울, 적합한 정책 부재를 고려했을 
때, 장애노인은 우울예방이나 노출, 치료지원에 취약한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장애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10-17], 가구유형을 변수에 활용한 연구는 한 편이고
[14],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장애
노인의 특성과 우울을 가구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가구유형에 따라 우울원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원인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합한 지원
을 통해 우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
와 노화를 경험하는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영향 요
인을 파악하고, 가구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유형에 따른 
장애노인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구유형에 따
른 장애노인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가? 이를 통해 가구유
형에 따른 장애노인 우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3차(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
하는 패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
기 위한 조사자료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노인의 일반특성, 장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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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일상생활, 가구정보, 삶의 질 등을 포함하고 있
어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하다. 전체 응답자는 
4,104명이며 장애노인은 608명으로 단독가구 176명, 다
인가구 432명이다.

2.2 측정변수
종속변수는 우울로 우울경험 있음 1, 없음 0이다. 독

립변수는 일반특성, 장애건강요인, 위험요인, 보호요인으
로 구분하였다. 일반특성은 성별, 교육, 거주지이고 장애
건강요인은 장애정도, 만성질환, 전반적 건강상태로 정하
였다. 위험요인은 경제적 수준, 일상생활도움필요, 차별
경험을 변수로 정하였다. 보호요인은 관계만족, 사회생활
참여를 변수로 정하였다. 측정변수에서 장애정도는 법적 
등록장애를 기준으로 중증, 경증으로 구분되었고, 만성질
환과 전반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 차별경험은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장애노인이 인지한 수준을 
확인하였다. 변수 측정은 Table 1과 같다.

2.3 분석방법
일반특성은 빈도분석을 활용하고, 단독가구와 다인가

구 집단차이 분석은 카이스퀘어 검증하였다. 가구유형에 
따른 장애노인 우울 영향 요인 분석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Statistics 24를 활
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 특성

연구대상자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57.1%로 여성 42.9%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29.4%로 가장 많았고, 중졸(26.8%), 초졸(24.4%), 무학
(13.3%), 대졸이상(6.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수
도권이 43.3%, 비수도권 56.7%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중증 21.2%, 경증 78.8%로 나타났고, 만성질환은 있음
이 57.4%로 없음(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
는 나쁨과 매우 나쁨이 63.7%로 높게 나타났고 좋음이 
36.3%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중하층이 46.4%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하층(44.7%), 중상층(8.6%), 상층
(0.3%)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도움필요는 필요 없거
나 전혀 필요없음이 67.4%,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한 경
우가 32.6%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은 드물게 경험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험없음(39.3%), 자주경
험(10.1%), 항상 경험(2.0%)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만족
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58.0%로 보통
(34.8%), 불만이거나 매우불만(7.2%)보다 높게 나타났
다. 사회생활참여는 참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가 71.8%로 높게 나타났고 참여하거나 많이 참
여하는 경우가 28.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인 장애노
인은 남성, 고졸, 비수도권, 경증장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경제적으로 중하층이하, 일
상생활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차별경험을 드물게 하는 
경우, 관계 만족하는 경우, 사회생활참여는 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Variables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s Depression Yes=1

No=0

Independent
variables

General 
Characteristi

cs

Gender Male=1
Female=0

Education level

No education=1
Elementary Schoo 
=2
Middle School=3
High School=4
Above College=5

Occupied area Capital=1
Non-capital=0

Disability, 
Health 

variables

Degree of
disability

Severe=1
Mild=0

Chronic illness Yes=1
No=0

Health status
Very bad=1
Bad=2, Good=3
Very good=4

Risk Factors

Economic level
Very bad=1
Bad=2, Good=3
Very good=4

Help for daily life
1=Very high
2=high 3=low
4=Very low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1=Strongly agree
2=Agree
3=Degree
4=Strongly degree

Protective 
factors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1=Strongly degree
2=Degree
3=Moderate
4=Agree
5=Strongly agree

Table 1. Variable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1=Very low
2=Low
3=Moderate
4=High
5=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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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구유형에 따른 집단차이
가구유형에 따른 장애노인 집단차이는 Table 3과 같

다. 일반특성에서 성별, 거주지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단독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여성(=7.788, 
p<.01), 비수도권(=5.618, p<.05)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건강요인은 장애정도, 건강상태가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독가구가 다인가구에 비

해 중증(=11.729, p<.001), 건강상태가 나쁜 경
우(=12.285, p<.01)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험
요인에서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
독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75.767, p<.001), 일상생활도움필요가 높은 경
우(=20.279, p<.001),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이 높
은 경우(=12.612, p<.01)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호요인도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
독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친구관계만족도가 낮은 경
우(=25.292, p<.001), 사회생활참여를 하지 못하
는 경우(=27.164, p<.001)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단독가구 장애노인은 다인가구 장애노인
에 비해 여성, 비수도권,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나쁜 경
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한 
경우, 차별경험이 높은 경우, 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 
사회생활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분포가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Category One
-person

Multi
-person

Gender
Male 85(48.3) 262(60.6)
Female 91(51.7) 170(39.4)
=7.788, p=.005**

Education level

No schooling 28(15.9) 53(12.3)
Elementary
school 44(25.0) 104(24.1)
Middle school 48(27.3) 115(26.6)
High school 48(27.3) 131(30.3)
Above College 8(4.6) 29(6.7)
=2.895, p=.716

Occupied area
Capital 63(35.8) 200(46.3)
Non-capital 113(64.2) 232(53.7)
=5.618, p=.018*

Degree of disability
Severe 53(30.1) 76(17.6)
Mild 123(69.9) 356(82.4)
=11.729, p=.001***

Chronic illness
Yes 106(60.2) 246(56.3)
No 70(39.8) 189(43.8)
=.809, p=.368

Health status

Very bad 24(14.0) 36(8.4)
Bad 103(59.9) 220(51.3)
Good 45(26.2) 173(40.3)
=12.285, p=.002**

Economic level Very bad 127(72.2) 114(33.5)

Table 3. The different of Variables by Households Type

Category N %
Gender

Male 347 57.1
Female 261 42.9
Sum 608 100.0

Education level

No schooling 81 13.3
Elementary school 148 24.4
Middle school 163 26.8
High school 179 29.4
Above College 37 6.1
Sum 608 100.0

Occupied area
Capital 263 43.3
Non-capital 345 56.7
Total 608 100.0

Degree of disability
Severe 129 21.2
Mild 479 78.8
Sum 608 100.0

Chronic illness
Yes 349 57.4
No 259 42.6
Sum 608 100.0

Health status
Very bad 60 10.0
Bad 323 53.7
Good 218 36.3
Sum 601 100.0

Economic level
Very bad 271 44.7
Bad 281 46.4
Good 52 8.6
Very Good 2 0.3
Sum 606 100.0

Help for daily life
Very high 46 7.6
High 152 25.0
Low 242 39.8
Very low 168 27.6
Sum 608 100.0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trongly agree 12 2.0
Agree 61 10.1
Degree 294 48.6
Strongly Degree 238 39.3
Sum 605 100.0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Strongly Degree 7 1.2
Degree 36 6.0
Moderate 209 34.8
agree 292 48.7
Strongly agree 56 9.3
Sum 600 100.0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Very low 131 21.5
Low 306 50.3
High 159 26.2
Very high 12 2.0
Sum 608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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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구유형에 따른 우울 영향 요인
다인가구 장애노인의 우울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94.156, p<.001), 투입된 변수
들의 설명력은 37.7%이다. 변수 중 성별(B=.830, 
p<.05), 거주지(B=-1.148, p<.01), 건강상태
(B=-1.396, p<.001), 경제적 수준(B=-.767, 
p<.05), 차별경험(B=-.596, p<.05), 사회활동참여
(B=-.778, p<.01)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온 독립변수의 승산비(Odds 
rati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남성 장애노인은 
여성장애노인보다 우울할 확률이 2.294배 높게 나타
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비수도권 거주보다 우
울할 확률이 .317배 낮게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한 단
계 높을수록 우울할 확률이 .248배 낮게 나타났고, 경
제적 수준이 한 단계 높을수록 우울할 확률이 .464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차별경험이 한 단계 높을수록 
우울할 확률이 .551배 낮게 나타났고, 사회활동참여
가 한 단계 높을수록 우울할 확률이 .459배 낮게 나타

났다.
단독가구 장애노인의 우울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31.594, p<.01), 투입된 변수
들의 설명력은 26.5%이다. 변수 중 일상생활도움

(B=-.742, p<.05), 차별경험(B=-.938, p<.01), 
사회활동참여(B=-.651, p<.05)가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온 독립변수의 
승산비(Odds ratio)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도움이 한 단계 낮게 필요할수록 우울할 확률이 
.476배 낮게 나타났고, 차별경험이 한 단계 높을수록 
우울할 확률이 .392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가 한 단계 높을수록 우울할 확률이 .521배 낮게 
나타났다.

Bad 41(23.3) 240(55.8)
Above Good 8(4.5) 46(10.7)
=75.767, p=.000***

Help for daily life

Very high 11(6.3) 35(8.1)
High 57(32.4) 95(22.0)
Low 80(45.5) 162(37.5)
Very low 28(15.9) 140(32.4)
=20.279, p=.000***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trongly agree 7(4.0) 5(1.2)

Agree 17(9.8) 44(10.2)
Degree 97(55.7) 197(45.7)
Strongly
Degree 53(30.5) 185(42.9)
=12.612, p=.006**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Below degree 18(10.6) 25(5.8)
Moderate 80(47.1) 129(30.0)
agree 62(36.5) 230(53.5)
Strongly agree 10(5.9) 46(10.7)
=25.292, p=.000***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Very low 53(30.1) 78(18.1)
Low 98(55.7) 208(48.1)
Above High 25(14.2) 146(33.8)
=27.164,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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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One-person Households(N=176)
B S.E OR p

Gender .018 .446 1.019 .967
Education level -.229 .183 .796 .212
Occupied area -.364 .452 .695 .420
Degree of disability .097 .490 1.102 .843
Chronic illness -.510 .471 .600 .279
Health status -.020 .384 .980 .958

Table 5. Variables Affecting Depression in One-person 
Households

Variables Multi-person Households(N=432)
B S.E OR p

Gender* .830* .365 2.294 .023
Education level .037 .171 1.038 .829
Occupied area** -1.148** .370 .317 .002
Degree of disability .621 .458 1.860 .175
Chronic illness -.662 .412 .516 .109
Health status*** -1.396*** .355 .248 .000
Economic level* -.767* .336 .464 .022
Help for daily life -.124 .203 .884 .542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596* .250 .551 .017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387 .243 1.473 .111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778** .259 .459 .003
(constant) 4.332 1.123 76.092 .000

Model   94.156***
-2 LogLikelihood 224.810
Nagelkerke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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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Variables Affecting Depression in Multi-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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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단독가구와 다인가구 장애노인 모두 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사회활동참여가 높을수록 우울할 확률
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단독가구는 일상생활도움필요가 
우울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다인가구는 성별, 거주
지,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이 우울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4. 논의
먼저, 가구유형에 따른 장애노인 특성 차이로 단독가

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여성, 비수도권, 중증장애, 건강상
태가 나쁜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일상생활도움
이 필요한 경우, 차별경험이 높은 경우, 관계만족도가 낮
은 경우, 사회생활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분포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독가구는 
가족이나 함께 생활하는 동거자의 인적자원 지원이나 도
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이런 경우 응급상황에는 위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노인 우울 영향 요인은 공통으로 차별
경험, 사회활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다인가구는 성
별, 거주지,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이 단독가구 장애노인
은 일상생활도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첫째, 공통 요인으로 나타난 차별경험은 선행연구에
서 40～64세 중년장애인이 사회적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우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11]와 일치한다. 이는 장애노
인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개별 및 자조집단 등의 지원과 
함께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장애노인의 우울감
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통요인으로 나
타난 사회활동참여는 장애노인이 여가활동에 만족할수록 
우울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14], 장애노인의 사회참여
모임 개수가 많을수록 우울 위험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2]와 일치한다. 이는 고령화됨
에 따라 사회활동의 범위는 줄어들게 되고, 사회활동 참
여가 적을수록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거나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을 이유로 우울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 다인가구 요인으로 나타난 성별은 여성장애노인
이 남성장애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결과
[10,15,17]와 반대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남성장애노
인은 노년기 사회활동의 중단 또는 감소, 낮은 가족교류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
로, 비수도권 거주 장애노인이 수도권 거주 장애노인에 
비해 우울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가구유형을 구분
하여 단독가구와 다인가구의 장애노인의 우울 영향 요인
을 살펴본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인가구 요인으로 나타난 건강상태는 장애노인의 주관
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우울하다는 연구결과
[10,15,17], 뇌병변장애노인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
할수록 우울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13], 청각장애노인
의 건강상태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우울이 낮아진
다는 연구결과[16], 장애노인의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위험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12]와 일치한다. 최근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
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노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주치의가 장애노인의 장애, 
노화와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건강관
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우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인가구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적 수준은 장애노인이 저소득인 경
우 우울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17], 주관적 경제상
태가 좋을수록 우울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10], 뇌
병변장애노인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13], 장애노인의 경제상황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 위험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12]와 일치한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적절한 일상
생활, 필요한만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기 어려운 상황
일 가능성이 있어 경제수준이 우울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단독가구 요인으로 나타난 일상생활도움은 장애
노인이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할수록 우울할 것이라는 연
구결과[11], 뇌병변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을
수록 우울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13], 장애노인의 일상
생활 어려움이 높을수록 우울 위험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Economic level .091 .379 1.096 .809
Help for daily life -.742* .302 .476 .014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938** .324 .392 .004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209 .180 1.233 .244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651* .331 .521 .049

(constant) 4.617 1.537 101.172 .003
Model   31.594**

-2 LogLikelihood 144.546
Nagelkerke   .265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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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2]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선
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일상생활 
도움, 차별경험, 사회활동참여가 장애노인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으로 장애노인의 차별경험 감소를 위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이 필
요하다. 차별경험은 자존감을 낮추고 자괴감, 무력감을 
유발시켜 우울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1].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장애노인이 접근 가
능한 다양한 공공시설, 여가활동, 친목모임, 시민단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
불어, 장애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보접근 어려움, 
물리적 환경의 제약 등이 있으므로 정보제공이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여 사화활동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

둘째, 다인가구 장애노인의 건강상태 향상과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과 경제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노인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관련 
위험의 증가를 경험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조기노화를 경
험할 확률이 높고[4], 좋지 않은 건강상태는 신체적, 정신
적 건강수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낮은 경제수
준은 장애노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사회활동 제약, 충분
한 의식주생활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우울
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장애노인 중에서 일하기 가능
한 경우에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소득창출이 필요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소득보전이 필요하다.

셋째, 다인가구 남성장애노인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다인가구 장애노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서 여성장애노인은 남성장애노인인과 달리 가족갈등이 
우울증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12], 본 연구에서
는 남성장애노인의 우울이 높게 나타나 추후 세부적 요
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노인의 특성
을 고려했을 때, 비수도권 거주 장애노인은 물리적 거리
와 이동환경, 이동수단 등의 문제로 다양한 사회활동 참
여를 위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단독가구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도움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제공이 필요하다. 혼자 사는 장애노인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해야 하는데,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움이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울이 증가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독가구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돌봄 인적자원을 지원해야 한
다. 더불어,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 개선을 위해 보조기
구 지원, 가정내 물리적 환경개선(문턱 없는 환경, 통합리
모컨, 말로 점등되는 전기 등)을 지원이 요구된다.

5.2 제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장애노인 일반화

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고
령화된 장애노인과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
게 된 장애노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유형에서 1인가구 
장애노인이 다인가구 장애노인에 비해 우울이 높다는 선
행연구는 있으나[14], 세부 요인을 비교하지 않아 요인비
교의 어려움이 있는 제한점이 있다.

반면, 고령화와 단독가구,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장애노인의 정신건
강과 관련한 우울을 주제로 다인가구와 단독가구를 나누
어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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