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가족치료
Family and Family Therapy, 2017. 25(3), 671-686

노부모와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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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적 교환이론은 노부모와 자녀와의 균형있는 상호 호혜적 정서지원
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즉, 노인이 주체자로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면 노인의 우울증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노인가족의 비동거자녀와
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호호혜적 정서지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자녀의 만남빈도는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가 노인
에게 주는 정서지원과 노인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정서지원 모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자녀가 주는 정서지원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가구소득은 유의미하
게 나타나는 한편, 부모가 주는 정서지원의 매개효과검증에서는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뿐
만 아니라 만성질환유무와 종교유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부모와 자녀
간의 자기표현 능력 및 가족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개
발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련 교육 및 지원 방법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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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하지만 이런 과거의 많은 연구는 가족이 노
인에게 주는 지원에 대한 연구이며 노부모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의 삶의

가족에게 주는 지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

질 향상이 노인학 연구의 주요과제로 부상하

하다. 더욱이 노인에게 주는 가족지원에 대한

고 있다. 특히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

치우친 많은 연구결과는 노인을 수혜자로서의

울증은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노인자살의 원인이(Mui & Kang, 2006) 될 뿐만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노인자신을 무가치한

아니라 삶의 질이 저하된다. 교환이론에 따르

존재로 인식시키고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면(Homans, 1974), 노화가 진행되면서 균형있

결국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 결과를 초래

는 지원의 교환은 서로의 관계에 긍정적인

하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서적 지원의 긍

한편, 나이가 들수록 노인의 정서지원은

정적인 교환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

높아지는데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

일 수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가 주는 정서지원은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자

감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부정적인

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

감정은 감소한다(Carstensen, Pasupathi, Mayr, &

다(Keyes & Waterman, 2003). 박현주와 한경혜

Nesselriade, 2000; Diener & Larsen, 1993).

(2006)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이혼과 같은 어려

많은 연구들은 노인우울과 가족의 지원에
관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

움에 처했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서 빈번한 정
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였다(김종숙, 1987; 신동수, 1996; 원영희,

결과적으로 교환이론은 평등한 교환관계에

1995; 정신섭, 하규수, 2014; Clarke, Marshall,

서 가족 간의 친밀감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감

Black, & Colantonio, 2002). 이민아, 김지범, 강

정이 자극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최소화된다

정한(2011)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과 가

고 제시하였다. 노인이 자신이 주는 것보다

족 간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더 많게 받았을 때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끼고

밝히고 있다. 가족 간의 교류와 노인의 삶의

자신이 관계에서 주었던 것보다 더 적게 받았

질도 상관관계가 있다(정순둘, 정세미, 김빛여

을 때도 고통스럽고 화가난다고 하였다(Keyes

율, 2016).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의 빈도나 만

& Waterman,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가 노부모에

족도는 노인의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게 주는 정서지원과 노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한다(정규형, 2017).
가족의 적절한 도구적 지지나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원은 노인의 스트레스 감소와 타인

정서지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도한다. 더불어 가족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부모와 자녀

의 지원은 노인의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돕고

의 두 관계에서의 효과적인 정서지원을 전달

우울증을 감소시킨다(Bhogal, Teasell, Foley, &

하는 가족복지의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Speechley, 2003; 김오남, 2003; 남기민, 정은경,

한다. 또한, 노인이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니고

2011).

가족의 구성원의 주체자로서 자아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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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

1999).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노인우울과 가족

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주는 정서
지원과 노인우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Ⅱ. 이론적 배경

2. 정서적 지원

1. 노인우울

정서적 지원은 사회적지지의 한 유형으로
노인우울증은 정신건강분야의 주요 관심영

도구적 그리고 물질적 지지와 함께 대인관계

역이며 노인의 삶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

에서 생성된 바람직한 사회적 자원이다(Cohen

을 주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 Hoberman, 1983). 이 자원은 공적자원 뿐만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노인우울증의 원인은

아니라 사적자원 모두를 포함한다(윤경아,

복합적이고 증상이 다양하여 개입이 쉽지 않

1997). 정서적 지원은 표현, 몸짓, 친밀한 행동

다(Hackett, Anderson, House, & Health, 2008). 우

을 말한다. 즉, 미소,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울증의 증상은 무망감, 식욕부진, 일상생활활

잡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모

동 저하. 절망감, 등 다양한 증상을 겪는데 이

든 긍정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는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주요요인이 된다.

행동은 접촉의 빈도보다 만족도가 우울증에

노인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영향을 미친다(Antonucci, Birditt, & Akiyama,

관련변인으로는 교육수준, 경제수준, 연령, 성

1997; Taylor & Lynch, 2004). 문화적으로 차이

별, 동거여부(배지연, 김원형, 윤경아, 2005),

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과 자녀와

그리고 종교, 사회적지지, 등이 있다(김지숙,

의 관계에서 접촉빈도보다 접촉만족도가 우

2008; 박선애, 허준수, 2013; 박정미, 2007; 송

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혜, 2007).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이

다(VanDerHors & McLaren, 2005; 이민아 등,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반면, 교육정도가 높

2011). 정규형(2017)의 연구에서도 비동거자녀

을수록 우울증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Paolucci,

와의 만남의 빈도가 낮아질수록 우울증이 증

Antonucci, Pratesi, et al.. 1999). 또한, 신체질병,

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족구성원 수가

소외감, 생활스트레스, 가족관계도 노인우울증

적고, 원조할 수 있는 친구와의 접촉 빈도가

의 원인이 된다(이영자, 김태현, 1999). 가족과

낮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만족도가 낮으

의 만남빈도와 비공식적인 지지자원의 관계

면 우울증이 증가한다. 입원환자나 중환자에

만족도도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있다(Vanderhorst

서도 사회적 지원은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

& McLaren, 2005).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Bhogal, et al., 2003).

체계의 정서지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홍순혜(1999)의 연구에서는 각각 자녀의 구성

을 준다(최정아, 1991), 한편, 동거가족수가 적

원에 따라 노부모를 위한 지지형태가 다르게

을수록 지지가 많은 반면 자녀의 접촉빈도와

나타났는데 주로 딸은 일반적으로 노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다(홍순혜,

성별에 따라 정서적 지원을 하고 며느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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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신체적 활동의 정도에 따라 정서적 지

는 전국 16개시에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원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노인 10,451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로 진행되
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3. 자녀와의 만남빈도, 정서적 지원, 우울

중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자녀와 비동거중인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로 선정하였다.

노인이 가족원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다. 자녀와의 만남의 빈도가

2. 연구모형

적을수록 노인의 심리 그리고 정서적 문제가
악화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어 나

본 연구의 모형은 노인가족의 비동거 자녀

타나는 결과로 밝히고 있다(Rusell & Taylor,

와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호혜적

2009). 사회적 지원 특히 가족지원은 주요한

정서지원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우울의 매개변수이다(윤현숙, 구본미, 2009).

그림 1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서지원과 그

노인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가 매개 또는 완충

림 2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으로

역할을 한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이

모형을 제시하였다.

증가하는데 이때 정서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지원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매개효

첫째,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빈도는 노인의

과가 있다(Vanderhorst & McLaren, 2005; 김원경,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1; 배지연 등, 2005). 또한, 가족의 지원은

둘째, 부모를 위한 자녀로부터의 정서지원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완충효과가 있

은 자녀와의 만남 빈도와 우울 간에 매개효과

는데(Krause, 2005) 이는 자녀와의 접촉이 많을
수록 가족지원이 높기 때문이다(홍순혜, 1999)
가족의 교류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은 높
아진다(정순둘 등, 2016). 이러한 다양한 가족
지원은 심리 그리고 정서적으로 부모나 자녀
에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
부모의 우울증 감소에도 주요 역할을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1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에서 실시한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전국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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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2

노부모와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빈도, 상호 호혜적 정서지원,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
가 있을 것이다

무,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가구소득

셋째,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종

자녀와의 만남 빈도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효

교, 배우자유무, 만성질환유무, 가구소득수준

과가 있을 것이다

으로 다음과 같이 재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노인의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

더미변수화하였다. 연령은 ‘65 69세’ 1, ‘70

∼

∼

74세’ 2, ‘75 79세’ 3, ‘80 84세’ 4, ‘85세 이상’
1) 독립변수: 자녀와의 만남 빈도

5로 재코딩하였다. 학력은 ‘고졸이하’는 0, ‘고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녀와의 만남 빈도

졸이상’은 1로, 배우자 유무는 ‘무(별거, 이혼,

는 조사에서는 0 ‘왕래를 거의 하지 않는다’, 1

사별, 결혼한 적 없음)’는 0, ‘유(동거)’는 ‘1’로

‘거의 매일(주4회 이상)’, 2 ‘일주일에 2 3회 정

더미변수화하였다. 건강상태는 ‘만성질환이 있

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4‘한 달에 1 2회

으면’ 1, ‘만성질환이 없으면 ’0 으로, 종교는

∼

∼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6 ‘1년에 1∼회

‘종교가 있으면’ 1, ‘종교가 없으면’ 0으로 재코

정도’, 7 ‘기타’로 조사되었던 것을 7만 ‘왕래를

딩하였다. 소득은 가구소득을 로그화하여 연

거의 하지 않는다’로 재 코딩하였으며, 기타는

속변수로 적용하였다.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2)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증척도는 GDS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기초분석으로

(Geriatric Depression Scale)로 각 문항은 1 ‘예’, 2

SPSS 프로그램 21.0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아니오’로, 1, 5, 7, 13번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맞게 각 변수의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최저 0점부터

였다. 또한 우울을 종속변수로 위계적 중다회

최고 15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내적신뢰도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호혜적 정서지원의 매

계수(Cronbach'α)는 .844이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
였다.

3) 매개변수: 호혜적 정서지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호혜적 정서지원은 자

Ⅳ. 연구결과

녀로부터 고민상당 등의 도움을 받는지, 또는
자녀에게 고민상담 등의 도움을 주는지에 대
해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를 역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호혜적 정서지원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제시
한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6.0%, 남성은 44.0%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4)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만성질환 유

∼

높고, 연령은 65세 이상 69세 이하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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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내용
N

%

성별

남

3,111

44.0

(N=7,063)

녀

3,952

56.0

65세 이상~69세 이하

2,197

31.1

70세 이상~74세 이하

1,948

27.6

75세 이상~79세 이하

1,551

22.0

80세 이상~84세 이하

916

13.0

85세 이상

450

6.4

무학(글자모름)

629

8.9

연령
(N=7,063)

무학(글자 앎)

1,437

20.4

학력

초졸

2,313

32.7

(N=7,063)

중졸

936

13.3

고졸

1,171

16.6

대졸 이상

576

8.2

만성질환 유무

무

758

10.7

(N=7,063)

유

6,305

89.3

배우자 유무

무

2,366

33.5

(N=7,063)

유

4,697

66.5

종교 유무

무

2,458

34.8

(N=7,063)

유

4,605

65.2

소득수준 (N=7,063)

평균(원)

이며, 85세 이상이 6.4%로 전체적으로 65세이

∼

상 69세이하가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 나타났
다. 학력은 무학(글자모름) 8.9%이며, 무학(글자

2,024천원(20,859.717)

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특성

앎)과 초졸이 합하여 53.1%이고, 대졸이상이
8.2%로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 비율이 62.0%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호혜적 정서지원, 비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하나라도 있는 대

동거 자녀와의 만남 횟수, 우울의 특성에 관

상자는 89.3%로 노인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이

한 결과는 표 2에서 제시한바와 같다. 연구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유무에서는

상자가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

66.5%가 배우자가 있고, 종교가 있는 노인은

비율이65.8%로 대체적으로 자녀로부터 정서적

65.2%로 많은 수의 노인들이 종교활동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에게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평균 2,024천원

정서적 지원을 주는 경우는 56.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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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정서적 지원 교환 정도,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횟수, 우울의 특성
구분

N

%

전혀 그렇지 않다

838

12.2

정서적 도움을 받음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09

22.0

(N=6,872)

그런 편이다

3,946

57.4

매우 그렇다

579

8.4

전혀 그렇지 않다

1,051

15.3

정서적 도움을 줌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46

28.3

(N=6,872)

그런 편이다

3,522

51.3

매우 그렇다

352

5.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797

11.6

일주일에 2 3회 정도

686

10.0

일주일에 1회 정도

1,252

18.2

한 달에 1 2회 정도

2,132

31.0

1,336

19.4

544

7.9

124

1.8

∼

비동거 자녀와의

∼
3개월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만남 횟수
(N=6,872)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우울

6.31(10.8)

즉, 자녀의 정서지원이 부모의 정서지원 대상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성별, 연령, 학력, 만성

자보다 약 9.4%p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질환 유무,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소득을

다음으로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횟수는 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다음으로 독립변수

달에 1 2회 정도가 31.0%로 가장 많았으며,

인 만남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

왕래를 거의 하지 않는다의 1.8%에 비하여 약

지원을 매개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

70% 노인들이 자녀와 월 1회 이상 만나고 있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을 알 수 있었다.

Model 1-1, 1-2, 1-3에서 도출된 변수들의 비표

∼

3. 노인가족의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빈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정서지원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준화계수를 활용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여 자
녀로부터의 정서적 도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빈도와 우울과의 관
계에서 자녀의 정서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바와 같다.

는 영향에서 자녀의 정서지원의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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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빈도와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정서지원의 매개효과 검증
MODEL1-1

MODEL1-2

MODEL1-3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비동거자녀와의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만남 자녀의 정서지원)

정서지원 우울)

→ 우울)

구분

β

(남=1)
연령
학력
통제
변수

(고졸이상=1)
만성질환
(유=1)
배우자 유무
(유=1)
종교유무
(유=1)
가구소득

독립

비동거자녀와의

변수

만남 빈도

매개

자녀로부터

변수

정서적 도움 받음

β

B

(상수)
성별

→

B

→

β

B

(S.E.)

(S.E.)

(S.E.)

12.302(1.726)

2.406(.123)

14.641(1.769)

.007

.146(.297)

-.115***

-.187(.021)

-.002

-.039(.298)

.117***

1.050(.113)

.042**

.027(.008)

.120***

1.076(.113)

-.046***

-1.170(.333)

-.037**

-.069(.024)

-.049***

-1.236(.333)

.076***

2.675(.424)

.029*

.074(.030)

.078

2.742(.423)

.028*

.655(.332)

.021

.037(.024)

.030*

.691(.331)

-.038**

-.870(.278)

-.006

-.011(.020)

-.038

-.880(.277)

-.096***

-1.454(.221)

.088***

.098(.016)

-.090***

-1.357(.221)

-.007

-.055(.090)

-.265***

-.144(.006)

-.026*

-.194(.093)

-.072***

-.973(.169)

R²

.044

.101

.049

Adjusted R²

.043

.100

.048

R² Change

-

.066

.005

F(Sig.)

39.65***

96.496***

3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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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효과인 비동거지녀와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통

는 영향력은 p<.001수준에서 R²=.044로 4.4%

제변수 중에서는 연령(β=.117)이 p<.001수준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서, 학력(β=-.046)이 p<.001수준에서, 만성질

본 모형의 독립변수인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환(β=.076)이 p<.001수준에서, 배우자 유무(β

(β=.-.007)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028)가 p<.05수준에서, 종교 유무(β=-.03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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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수준에서, 가구소득(β=-.096)은 p<.001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록,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

즉,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이상보다 고졸이하

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일수록,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적게 받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도움 받
음은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는

두 번째 단계로 모델 1-2는 자녀의 정서지
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영향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동거자녀와의 만남과 자녀의 정서지원에

마지막 단계로 비동거자녀와의 만남과 우울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과의 관계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도움의

p<.001수준에서 1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1)(Sobel,

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비동거자녀와의

1982)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서 제시

만남은(β=-.265)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한바와 같이 Z=5.60(p<.001)로 나타났다. 따라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β=-.115)이

서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는 직

p<.001수준에서, 연령(β=.042)이 p<.01수준에

접효과는 없지만, 자녀의 정서지원은 비동거

서, 학력(β=-.037)이 p<.01수준에서, 만성질환

자녀와의 만남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

(β=.029)이 p<.01수준에서, 가구소득(β=-.088)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표 4> 매개변수 Sobel test

저학력일수록,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만남횟수가 많을수록

경로

자녀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p-value

5.60

0.000***

부분매개

나타났다.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빈도

→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도움 → 우울

세 번째 단계로 Model 1-3에서는 비동거자
녀와의 만남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로부터
의 정서적 지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으며, 4.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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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독립변수인 비동거자녀와의 만남(β
=-.026)은 p<.05 수준에서, 자녀의 정서지원
(β=-.072)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β=.120)이
p<.001수준에서, 학력(β=-.049)이 p<.001수준
에서, 배우자 유무(β=.030)가 p<.05수준에서,
가구소득(β=-.090)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



1)   






    

→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도움
b (비표준화계수):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도움→

a (비표준화계수):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빈도

우울

SEa: a의 표준오차
SEb: b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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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빈도와 우울과의 관
계에 있어서 부모의 정서지원에 대한 매개효
과 검증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2-1에서는 비
동거자녀와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Model 2-2에서는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이 자녀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에 미치는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정서지원에 대한 매

영향을, 그리고 Model 2-3에서는 비동거자녀와

<표 5>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빈도와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정서지원의 매개효과 검증
MODEL2-1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 우울)

구분

β

성별
(남=1)
연령
학력
통제
변수

(고졸이상=1)
만성질환
(유=1)
배우자 유무
(유=1)
종교유무
(유=1)
가구소득

독립

비동거자녀와의

변수

만남 빈도

매개

자녀에게

변수

정서적 도움 줌

MODEL2-3

(비동거자녀와의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

→

만남 부모의 정서지원) 부모의 정서지원 우울)
B

(상수)

MODEL2-2

β

B

β

B

(S.E.)

(S.E.)

(S.E.)

12.302(1.726)

1.833(.124)

17.452(1.717)

.007

.146(.297)

-.088***

-.144(.021)

-.012

-.268(.292)

.117***

1.050(.113)

-.062***

-.041(.008)

.104***

.933(.111)

-.046***

-1.170(.333)

-.020

-.038(.024)

-.050***

-1.271(.326)

.076***

2.675(.424)

.023

.059(.030)

.080***

2.825(.415)

.028*

.655(.332)

.012

.020(.024)

.030*

.712(.325)

-.038**

-.870(.278)

.009

.015(.020)

-.036**

-.827(.272)

-.096***

-1.454(.221)

.150***

.168(.016)

-.065***

-.977(.218)

-.007

-.055(.090)

-.234***

-.128(.006)

-.056***

-.414(.090)

-.208***

-2.815(.165)

R²

.044

.104

.083

Adjusted R²

.043

.103

.082

.052

.039

99.497***

69.022***

R² Change
F(Sig.)

39.64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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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주는 정서지원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

과는 표 5에서 제시한바와 같다.

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표 5의 Model 2-1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이

본 모형의 주효과인 비동거지녀와의 만남이

적을수록,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정서지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표 3에서

적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결과와 model 1-1의 결과는 같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정서지
원은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는

두 번째 단계로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정서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Model

영향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2-2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p<.001수준에서

마지막 단계로 비동거자녀와의 만남과 우울

10.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정서지

독립변수인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은(β=-.234)

원의 매개효과를 Sobel test2)를 진행하였으며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제변

그 결과 Z=13.32(p<.001) 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 중에서는 성별(β=-.088)이 p<.001수준에서,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

연령(β=-.062)이 p<.001수준에서, 가구소득(β

과는 없지만, 자녀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은

=.150)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비동거자녀와의 만남과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

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만남이

<표 6> 매개변수 Sobel test

많을수록 자녀에게 정서적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세 번째 단계로 Model 1-3에서는 비동거자

13.32

0.000***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빈도

→ 자녀에게 정서적
도움 줌 → 우울

는 부모의 정서지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8.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났다. 독립변수인 비동거자녀와의 만남(β=

p-value

부분매개

녀와의 만남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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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6)은 p<.001 수준에서, 자녀에게 주는 정서
적 도움(β=-.208)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
(β=.104)이 p<.001수준에서, 학력(β=-.050)이
p<.001수준에서, 만성질환 유무(β=.080)가
p<.001수준에서, 배우자 유무(β=.030)가 p<.05
수준에서, 종교유무가(β=-.0036) p<.001 수준
에서, 가구소득(β=-.065)은 p<.001 수준에서


2)   
  


→
자녀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
b (비표준화계수): 자녀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

a (비표준화계수): 비동거자녀와의 만남 빈도

우울

SEa: a의 표준오차
SEb: b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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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인 의사소통 향상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설 3도 채택되었다. 즉, 노부모의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자녀만남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과 가족지원에 관한

로 나타났다. 자녀가 필요할 때 주는 부모의

선행연구의 결과가 주로 노부모가 가족 내에

정서지원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자신 스스로

서 수혜자로서의 부정적인 역할을 인지하게

도 긍정적 가족역할 수행을 인지하는 기회를

한다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가족 내의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는 노인의 자아정체성

부정적 역할 수행은 노인이 소유한 자기가치

확립을 돕고 더불어 자존감의 증가와 우울증

나 자아정체성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그리고

감소의 효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로 판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결국 우울증 환자로 전

단된다.

략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모도 가족 내

넷째, 가설검증에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에서 긍정적인 주체자로서 인지할 수 있는 확

영향력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학력, 배우자

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세 가지의

유무, 가구소득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로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와 만성질환 유무는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모의 정서지원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만 유의

첫째, 가설 1은 노부모와 비동거자녀의 만

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의 유의미

남의 빈도는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인 박선애와 허준

그러나 이 가설은 채택되지 못했다. 노인이

수(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노인이 주관

비동거자녀와의 만남이 노부모의 우울증에 영

적으로 느끼는 종교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만남의

처방식을 찾게 하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도

빈도보다 만남의 만족도가 더 우울감소에 영

와준다. 따라서 기도, 경전읽기, 등 개인적 차

향을 미친다는 Vaderhorst & McLaren(2005)의 연

원에서의 종교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구, 그리고 정규형(2017)의 연구 결과를 지지

우울감소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라 부모의 정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부모를 위한 자녀의 정서지원의 매개

지원이 낮아지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효과 검증인 가설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

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질환이 있으면 이동

과는 부모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주로 자녀에

수단의 결여 및 낮은 수준의 동기가 발생할

게 고민을 털어놓고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이동수

박현주와 한경혜(200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단의 제공이나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받는 자녀의 지

수 있는 다른 전자기기의 활용 방법을 개발하

원은 신체, 심리 그리고 정서적으로 매우 유

여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정책적

용하며 우울증 감소에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상호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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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혹은 참여의 동기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프
로그램에 참석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따라

노부모와 자녀간의 상호호혜적 정서지원이

서 가족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의 중요성

노부모의 우울증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을 인지하고 노부모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를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유도하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질

한다.

병이 있고 동기가 낮은 노인에게는 가족상담

첫째, 부모의 정서지원의 매개효과검증에서

을 실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는 종교유무와 만성질환유무가 다른 변인으로

련해 주는 것도 호혜적 정서교류에 중요한 변

나타났다. 종교란 영성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수가 될 것이다.

포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상담 시 다양

지난 많은 선행 연구는 노인을 위한 가족지

한 종교관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

원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치우친 연

단된다. 또한 신체적 질병은 노인의 활동력을

구의 결과 도출은 노인에게 자기가치를 저하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

시키고 상실감과 자기정체성을 낮추는 결과를

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차원에서

초래하였다.

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의의는 자녀

둘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가 노부모에게 주는 지원뿐만 아니라 노부모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 자녀에게 주는 지원도 함께 검증하였다.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스마트

결과적으로 노부모도 가족의 주체자로서의 역

폰을 이용한 다양한 메신저 활용은 노부모와

할 수행이 노인의 심리정서기능을 높여 우울

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다. 최근 사용하고

증 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있는 통신기기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

기회가 되었다.

부모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노인에게

이러한 유의미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스마트폰 교육 및 메신저 사용방법에 대한 교

연구의 제한점은 자료의 출처가 노인실태조사

육을 자주 실시하고 있다. SNS, 페이스타임 혹

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정서적 지원 변수는 하

은 페이스북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나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자녀의 정서지

정서지원을 검증할 수 있는데 한계점이 있다.

원 방법이 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노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정서

셋째, 가족 내에서 균형있는 정서적 교류가

지원의 정도나 빈도, 그리고 만족도, 등과 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녀와 노부모간의 서로

련이 있는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척

다른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가족교육이 필

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우울

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기관

정도를 검증하고 노인우울증을 감소할 수 있

이나 가족기관에서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

는 보다 더 구체적인 개입방안 모색의 기틀이

기 위한 자기표현 능력강화와 의사소통 방법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가족교육지원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홍보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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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Parents and Their Non-Cohabiting Children:
The Effects on Depression

Sook-Kyung Moon
(Daeji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tual reciprocal emotional support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non-cohabitating childre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is on the parents’
depression. Methods: Data on 10451 elderly over the age of 65 were drawn from the “Survey of the
Elderly 2014” and analyz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re was no direct effect on
depression from the frequency of encounter with their children. The mutual emotional suppor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did have a mediating effect. As part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ren’s
emotional support of their parents, their age, education, spouse, household income, and religion were all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s emotional support of their children, age,
education, spouse, and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 as well as the presence or absence of chronic
diseases. Conclusions: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emotional support program can enhance the ability
for self-expression ability and promote appropriate family interactions.
Keywords: depression, family support, elderly

- 6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