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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 수준 및
우울 관련요인 비교：
일상적인 근심의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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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 수준 및 우울 관련요인들은 어떻
게 다른지 비교하였다. 특히,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세 연령집단에서 존재하
는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74세 노인 211명,
75세-84세 노인 233명, 85세 이상 노인 154명을 면접하였으며 chi 검증, ANOVA, 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령노인이 연소노인, 고령노인
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다. 둘째,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연소노인, 고령노
인, 초고령노인의 우울에 공통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연소노
인과 고령노인에서, 사회적 지지는 연소노인과 초고령노인에서 각각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연소
노인과 고령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 연소노인과 초고령노인의 사회적 지
지 활성화 등 실천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어：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우울, 일상적인 근심, 심리사회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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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15년 기준 여성 85.2세, 남성 79세로 20년 전에 비해 여성
7.8년, 남성 9.4년 연장되었으며(통계청, 2016) 노년기의 확장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
가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인집단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노인, 그중에서도 초고령노
인으로 분류되는 85세 이상 노인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대별 구
성을 보면 2000년에 65-74세 68.1%, 75-84세 27.8%, 85세 이상 5.6%의 분포를 보였으나
2050년에는 65-74세 40.9%, 75-84세 38.5%, 85세 이상 20.6%로 예측되어 고령노인과 초
고령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3).
고령노인과 초고령노인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를 하나의 노
인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노년기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간과하게 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노인집단을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으로 구분하고 노년기의 대표적인 정
신건강 문제인 우울에 초점을 맞춰 그 수준 및 관련요인들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자 하였다. 노년기 우울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에 광범위한 지장을 초
래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우울은 자살과 높은 연관성이 있고(노법래, 2013),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자살률 26.5명의 2배, OECD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높은 노인
자살률(통계청, 2015)을 보여 노년기 우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노인 연령층의
확대에 따라 노인집단 내에서도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그에 따라 우
울 수준이나 우울 관련요인도 달라질 수 있다(Baltes and Mayer, 1999; Hooyman and
Kiyak, 2010).
노년기 우울 관련요인으로 스트레스 요인, 사회적 지지, 대응방식, 자아존중감 등 심
리사회적 변수들의 영향이 연구되었으나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초고령노인
까지 포함하여 연령대별로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권태연, 2009; 전미애․김정현,
2013; Krause, 2004; Van der Weele et al., 2009; Birditt, 2014).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부정적인 삶의 사건의 영향이 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노인을 힘들게 하는 일상적인 근심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보고들이 있다(Charles et al., 2010; Whitehead and Bergeman, 2014).
본 연구는 노인의 연령대별로 우울, 스트레스 요인(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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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심리사회적 자원(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인과관계를 비교하고 특히, 일상적인 근
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
절효과가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에서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밝혀졌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가 세 연령집단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연령집
단에 따라 달라지는지 비교함으로써 우울 연구에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노년기
우울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활용방안을 연령대별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노년기 우울의 연령대별 차이
유럽 노인연구의 한 획으로 간주되는 베를린 노화연구(BASE: the Berlin Aging
Study)는 70세-100세 노인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연소
노인, 고령노인보다 초고령노인에서 감소하였고 우울은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등 다
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발견하였다(Baltes and Mayer, 1999). 이 연구는 베를
린에서 수집한 횡단적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남녀노인을 연령대별(70-74, 75-79, 80-84,
85-89, 90-94, 95세 이상)로 의도적 표집하여 노년학 연구가 초고령노인까지 포함하도
록 한 것이 특징이다.
노년기 우울에 관해 연령대별 차이를 반영한 서구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노년기에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우울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Charles et al.,
2010; Hooyman and Kiyak, 2010)와 고령으로 갈수록 무력감, 절망감 등이 증가하고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Birditt, 2014; Blazer, 2000)가 공존한다. 우리나라
의 연구에서는 연소노인보다는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았으나 고령노
인과 초고령노인 간에는 우울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권태연, 2009;
이현주․강상경, 2011)과 60대에 비해 80세 이상 노인에서만 높은 우울 수준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전미애․김정현, 2013). 조계화와 이현지(2009)는 여성노인을 초기(60-79
세), 중기(70-79세), 후기(80세 이상)로 구분하여 초기에서 삶의 만족이 높고 중기 이후

- 3 -

한국사회복지교육 제38집

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년기 연령대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각 연구에 사용된 표본과 측정 등
연구방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전미애․김정현, 2013).

2. 노년기 우울 관련요인들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
생활스트레스 모델(Diwan et al., 2004)에서 스트레스 요인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위
험요인으로 그리고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지 등 심리사회적 자원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설정되었다. 이 모델은 스트레스 요인, 심리사회적 자원이 우울과 연결
되는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대상과 연령층에 대한 연구들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의 관계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노년기 연령대별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1) 스트레스 요인
노년기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으로 이러한
인과관계는 생활스트레스 모델(Diwan et al., 2004), 신체적 취약성-스트레스 이론(Selye,
1956)에 입각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적 모델들에 의하면 노년기는 다른 연령층
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인데다 심리적인 동요를 가져올 변화는 많이 일어나는 시
기이므로 우울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년기에서도 연로할수록 스트레스의 영
향을 더 심하게 받는다는 보고가 있으며(Krause, 2005), 이는 유사한 강도의 스트레스
라도 신체적으로 더 약한 초고령노인이 그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
년기 스트레스 요인은 부정적인 삶의 사건(stressful life events)과 일상생활에서 경험
하게 되는 근심(worries)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정적인 삶의 사건은 명확하고 불연속
적인 상실이나 변화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일회적인 사건들보다 일상적인 근
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더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Charles et al.,
2010; Whitehead and Bergeman, 2014). 일상적인 근심이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을 속상하게 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갈등, 위협 등을 의미한다
(이인정, 2009). 나날이 겪는 건강문제나 가족 간의 불화, 환경문제 등은 축적되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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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움, 과부하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더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인 우울증과 불안이 발
생한다(Charles et al., 2010). 그러나 노년기에 일상적인 근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삶의 사건의 영향만큼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우울에 중요하면서도 연구가 많지 않았던 일상적인 근심에 초점을 맞춰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조사하였다.
2) 자아존중감
노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은 심리사회적 자원이다. 심리사회적 자원
은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각
각 대표적인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이다. 자아존중감은 노인이 자신을 유능한 존
재로 인식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노년기에 낮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우울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계화․이현지, 2009; Herzog et al., 1998). 권태연(2009)은 자아존
중감을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세 집단의 우울에 다 영향을
미쳤으나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초고령노인의 우울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미
국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노년기 연령대 별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가 다른 것으로 추측된
다(Dunkle et al., 2001).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
며, 스트레스 요인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초래한다(김현순․김병
석, 2007). 그러므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자아존중
감이 높은 노인보다 낮은 노인에서 심각하다. 이와 같이 낮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노인에게 우울을 겪게 하는 조절효과는 생활스트레스 모델로 설
명될 수 있다(Diwan et al., 2004; Lee and Dunkle, 2010).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노인
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보다 일상적인 걱정거리를 더 힘든 문제로 파악하고 스트
레스의 영향에도 더 취약해서 결과적으로 더 심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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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에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을 초래하거나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ookwala,
2011; Krause, 2004, 2005). 노년기에 사회적 지지는 주로 배우자, 자녀, 친지의 지지로
구성된다(Antonucci et al., 2014). 연소노인보다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으로 갈수록 배우
자와 친지의 사망으로 관계망이 축소되므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필요에 따라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로할수록
가족성원들이 관심과 도움을 제공해서 지지와 연령대 간에 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dams and Blieszner, 1995). 또한 50-64세, 65-74세, 75-95세의 노인
집단 간에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나 대화, 아플 때 돌봐주기 등 정서적 차원과 도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에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Antonucci et al., 2015). 따라서
노인의 연령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노년기 연령대에 따라 노년기의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사회
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다를 수 있다. Krause(2004)는 고통스러운 삶의 사건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연령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초고령노인에서 조절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Newman과
Newman(2010)도 사회적 지지는 건강악화의 가능성이 큰 고령노인, 특히 초고령노인
에서 건강과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지는 전
반적인 삶의 만족의 향상(주효과)과 더불어 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키는 효과(조절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결혼상태(배우자 유
무), 기능손상 수준이다. 기능손상은 노인의 우울에 중요하며 고령일수록 심화되는 경
향이 있다(전미애․김정현, 2013). 경제적 수준은 고령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조
계화․이현지, 2009)와 오히려 초고령노인에서 소득만족이 높은 것을 발견한 연구(권태
연, 2009)가 있으며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 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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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령, 배우자 유무도 노년기 우울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인정,
2009).

3. 연구문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은 우울, 일상적인 근심, 심리사회적 자원(자아존
중감, 사회적 지지), 개인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2)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에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가?
3)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에 심리사회적 자원(자아존중감, 사회적 지
지)이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세 집단에서 존재하는가?

III. 연구방법
1. 측정
종속변수인 우울은 Sheikh and Yesavage(1986)에 의해 개발된 GDS-short form을
한국 노인에 맞게 표준화하여 만든 한국판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기백석, 1996)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평소에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등 15항목에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였으며 총점은 0점-15점 사이에 분포한다(Alpha=.92).
독립변수인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 가족,
이웃, 환경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근심들로 구성된 일상적인 노인근심
척도(Daily Geriatric Hasssles Scale)(Dunkle et al., 2001; Jeon et al., 2006)로 측정하였
다.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걱정’, ‘일상적인 돈 걱정(생활비, 용돈 부족)’, ‘가족과의 불
화’ 등 15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로부터 ‘매우 많이 근심한다’의 네 수
준 중 하나로 답하게 하였으며 총점은 0점-32점 사이에 분포하였다(Alph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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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인 심리사회적 자원 가운데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등 10개 항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매우 많이 동의함’의 네 수준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고 0점-30점
사이에 분포한다(Alpha=.90). 사회적 지지는 Antonucci 외(2015), Lee와 Dunkle(2010)
이 사용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이해와 격려’, ‘근심을 덜어주고자 함께 애써주
기’ 같은 정서적 차원과 ‘집안일이나 일상생활 도와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경제적
지원’ 같은 도구적 차원의 지지에 대해서 배우자로부터 앞의 5개 항목, 자녀와 친지(친
척․친구․이웃 등)로부터 6개 항목을 제공받는지 여부를 ‘아니다’, ‘그렇다’로 선택하
게 하였고 0점-17점 사이에 분포한다(Alpha=.86).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배우자 유무), 교육수준(무학, 초
등 중퇴, 초등 졸업, 중졸, 고졸, 대졸), 경제적 수준은 재정적 어려움(매우 어려움, 어
려움, 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으로 측정하였다.1) 기능손상 수준은 ADL
(Katz Index, 1976)과 IADL 17개 항목에 대해서 도움을 요하는 정도(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Alpha=.89).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면접 가능한 정도로 인지적 손상이 없는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노인을 200명 정도씩 표집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본 연
구의 질문지에 1시간 정도 심층면접 할 수 있는 85세 이상 노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
려웠으며 이에 따라 65-74세 노인 211명, 75-84세 노인 233명, 85세 이상 노인 154명으
로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이 초고령노인에 비해 더 많은 수로 표집되었다.
표집방법은 의도적 표집으로 세 측면 - 연령대 별로 각각 200명 정도의 노인을 확
보하고 각 연령대에서 여성 노인만 표집되지 않도록 하며 노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노인들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 - 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또한 복지관 등 기관에 의뢰하여 표본을 구성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1) 경제적 수준은 월 가족수입과 재정적 어려움의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월 가족수입을 응답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모르는 노인들이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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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두 경로 - (1)노인복지관 리스트를 확보
하고 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응한 21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노인들을 확보하는 것
(2)서울의 모든 구와 성남, 과천, 고양, 안양, 부천의 지역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들을 편
의표집 하는 것 - 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나 지역에서
세 연령 집단의 노인을 가능한 한 같은 수로 확보하여 자료수집하게 함으로써 기관이
나 지역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우울, 일상적인 근심,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사회인구적 특징 등을 포함
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사전교육을 거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노인을 일대일 면
접하여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
분석은 SPSS version 22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척도에 대한 내
적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chi 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해 우울을 종속변수,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키고 연구문제 3)에 대해 심리사회적 자원, 마지막으
로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상호작용 변수를 첨가하여
회귀분석을 세 연령집단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
울의 관계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 검증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별도로 실시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변수에 관해서는 조절변수의
평균과 독립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
단으로 구분한 후 다시 두 집단에서 각각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일반선형모형으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전미애․김정현, 2013).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회귀분석에서 허용도
(.51-.95)와 VIF(1.05-2.35) 점검을 통해 다중공선성 진단을 거쳤으며 상호작용 변수를
만드는데 사용된 변수들은 센터링을 하였다. 더빈왓슨 값은 1.77~2.06으로 잔차의 독립
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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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노인의 연령대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차이
<표 1>에 의하면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모집단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비
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성비(여성노인/남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이 다소 높게
표집되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의 수가 많은 현실과 일치한다(통계청,
2013).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비율이 연소노인에서 61.7%, 고령노인의
42.1%, 초고령노인의 31.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크게 감소하였다. 교육수준은 연소
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특히 연소노인의 8.1%만이 무학에
해당되는데 비해 초고령 노인의 40.3%가 이에 해당되어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
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 이는 응답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재정적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지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연령
대의 평균연령은 각각 70.3세, 78.62세, 87.88세로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기능손
상 수준은 연소노인(평균점수=1.07)보다 고령노인(평균점수=2.12)이 높으며 초고령노인
(평균점수=4.85)에서 훨씬 높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노인들의 기능손
상 수준은 낮은 편이다.
<표 1> 노인의 연령대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차이
 /

ⓐ
연소노인(n=211)

ⓑ
고령노인(n=233)

ⓒ
초고령노인(n=154)

성별
남자
여자

48.3%
51.7%

44.2%
55.8%

38.3%
61.7%

6.04*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39.3%
61.7%

57.9%
42.1%

68.2%
31.8%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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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소노인(n=211)

ⓑ
고령노인(n=233)

ⓒ
초고령노인(n=154)

교육수준
무학
초등 중퇴․졸업
중졸
고졸
대졸

8.1%
36.5%
8.5%
33.2%
13.7%

19.3%
39.9%
14.2%
18.5%
8.1%

40.3%
39.7%
7.1%
9.7%
3.2%

경제적 수준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별로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15.6%
30.8%
32.2%
21.3%

12.0%
34.3%
30.9%
22.7%

22.7%
32.5%
28.6%
16.2%

70.34(sd=2.80)

78.62(sd=2.74)

87.88(sd=2.37)

87.33***
ⓐ<ⓑ<ⓒ

1.07(sd=2.81)

2.12(sd=4.64)

4.85(sd=5.85)

32.99***
ⓐ<ⓑ<ⓒ

연령
기능손상 정도

F-ratio

88.77***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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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의 연령대에 따른 우울 수준 및 우울 관련요인의 차이
우울 평균점수를 연령대 별로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우울 평균점수
는 연소노인(3.77점), 고령노인(4.03점), 초고령노인(6.02점)으로 초고령노인은 앞의 두
집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초고령노인의 우울점수는 우울의심(경증 우울)
으로 진단되는 6점을 넘는 수치이다. 우울 평균점수의 분포를 보면 우울증(중증 우울)
으로 진단되는 11점 이상을 받은 비율이 초고령노인의 22.7%로 연소노인 9.5%, 고령노
인 10.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에 우울증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는 0-5
점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은 연소노인 72.5%, 고령노인 72.1%로 초고령노인 49.4%보
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소노인, 고령노인에 비해 초고령노인에서 우울
증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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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의 연령대별 우울 평균점수 및 우울 평균점수 분포
ⓐ
연소노인(n=211)

ⓑ
고령노인(n=233)

ⓒ
초고령노인(n=154)

3.77(sd=3.95)

4.03 (sd=3.92)

6.02(sd=4.47)

0점-5점

72.5%

72.1%

49.4%

6점-10점 (우울의심)

18.0%

17.6%

27.9%

11점 이상 (우울증)

9.5%

10.3%

22.7%

100.0%

100.0%

100.0%

우울 평균점수

F-ratio/


20.25***
ⓐ,ⓑ<ⓒ

우울 평균점수 분포

합계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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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에서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연소노인(평균점수=8.65)과 고령노
인(평균점수=8.69)보다 초고령노인(평균점수=11.00)에서 훨씬 높았다. 반면에 자아존중
감은 연소노인(평균점수=19.34)이나 고령노인(평균점수=19.35)에 비해 초고령노인(평균
점수=16.80)에서 낮았다. 사회적 지지는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노인의 연령대별 일상적인 근심, 자존감, 사회적지지의 수준
ⓐ
연소노인(n=211)

ⓑ
고령노인(n=233)

ⓒ
초고령노인(n=154)

F-ratio

8.65(sd=6.94)

8.69(sd=7.03)

11.00(sd=7.36)

6.16**
ⓐ,ⓑ<ⓒ

자아존중감

19.34(sd=5.19)

19.35(sd=6.02)

16.80(sd=5.61)

11.65***
ⓐ,ⓑ>ⓒ

사회적 지지

9.34(sd=4.71)

8.97(sd=4.36)

8.15(sd=4.24)

2.49

구분
일상적인 근심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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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적인 근심과 심리사회적 자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1) 일상적인 근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세 연령집단에서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표 4>
와 같다.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연소노인
(beta=.524, p<.001), 고령노인(beta=.514, p<.001), 초고령노인(beta=.468, p<.001)에서 공
통적으로 강력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연령대에 관계없이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노년기 우울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연소노인의 경
우 남성노인(beta=-.164, p<.01), 배우자가 없는 경우(beta=-.128, p<.05)에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기능손상(beta=.117, p<.05)이 심할수록 우울이 심하였다. 고령노인의 경우 기
능손상(beta=.133, p<.05)이 심할수록, 초고령노인의 경우 교육수준(beta=-.150, p<.05)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기능손상은 노년기 우울 관련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계가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에서 입증되었다. 초고령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연소노인, 고령노인과 달리 우울에 직
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Lee and Dunkle, 2010).
<표 4> 노인의 연령대별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소노인(n=211)

고령노인(n=233)

β(b)

초고령노인(n=154)

β(b)

β(b)

성별

-.164(-1.292)**

-.088(-.694)

-.031(-.271)

연령

-.018(-.025)

-.065(-.093)

.017(.032)

배우자 유무

-.128(-1.033)*

-.046(-.367)

-.035(-.331)

교육수준

-.059(-.158)

-.090(-.224)

-.150(-.455)*

경제적 수준

-.097(-.072)

-.077(-.191)

-.104(-.459)

기능손상 정도

.117(.164)*

.133(.113)*

.061(.046)

일상적인 근심

.524(.355)***

.514(.343)***

.468(.346)***

F

28.533***

37.582***

18.181

R²

.479

.515

.44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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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적인 근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효과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에서 자아존중감의 우울에 대한 주효과, 일상적인 근
심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자아존중감은 연소노인(beta=-.402, p<.001), 고령노인(beta=-.339, p<.001), 초고령노
인(beta=-.295, p<.001)에서 우울에 다 주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노인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수준은 낮다.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연소노인(beta=-.230, p<.01)과
고령노인(beta=-.214, p<.01)에서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경우, 자
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 높더라도 우울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다.
세 연령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주효과,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
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연소노인(beta=-.301, p<.001), 고령노인(beta=-.166, p<.01), 초고령노인(beta=-.176, p<.01)
에서 공통적으로 우울에 주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연소노인(beta=-.158, p<.05)
과 초고령노인(beta=-.163, p<.05)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연소노인과 초고령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 수준
이 현저하게 높아지지만,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
트레스가 높더라도 우울 수준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연
소노인, 고령노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연소노인, 초고령노인)에 대해 평균분할과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그래프로 제시한 결과가 <그림 1> ~ <그림 4>에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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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인의 연령대별 자존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효과, 조절효과)
연소노인 β(b)

고령노인 β(b)

초고령노인 β(b)

연소노인 β(b)

고령노인 β(b)

초고령노인 β(b)

성별

-.140(-1.108)*

-.030(-.235)

-.031(-.271)

-.126(-.999)*

-.030(-.237)

-.030(-.282)

연령

-.023(-.032)

-.063(-.090)

.054(.102)

-.013(-.019)

-.061(-.087)

.043(.081)

배우자 유무

-.153(-1.233)*

.009(.071)

-.053(-.503)

-.137(-1.105)**

.007(.054)

-.049(-.465)

교육수준

-.001(-.002)

-.021(-.051)

-.117(-.311)*

-.014(-.035)

-.011(-.027)

-.091(-.275)

경제적 수준

-.078(-.088)

-.068(-.084)

-.057(-.503)

-.076(-.082)

-.057-(.069)

-.061(-.126)

기능손상 정도

.107(.150)*

.128(.108)**

.098(.005)

.096(.135)*

.103(.088)*

.081(.008)

일상적인 근심

.423(.241)***

.459(.256)***

.395(.240)***

.556(.332)***

.549(.384)***

.523(.330)***

-.402(-.306)**

-.339(-.221)***

-.295(-.246)**

-.325(-.247)***

-.266(-.173)***

-.257(-.187)**

-.230(-.013)**

-.214(-.012)**

-.120(-.009)

자아존중감
일상적인 근심
x 자아존중감
F

35.654***

43.421***

25.111***

36.172***

41.123***

23.868***

R²

.539

.564

.508

.591

.609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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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노인의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효과, 조절효과)
연소노인 β(b)

고령노인 β(b)

초고령노인 β(b)

연소노인 β(b)

고령노인 β(b)

초고령노인 β(b)

성별

-.123(-.968)*

-.067(-.526)

-.017(-.158)

-.116(-.916)*

-.063(-.496)

-.003(-.029)

연령

-.004(-.005)

-.056(-.080)

.022(.041)

-.006(-.008)

-.055(-.078)

.015(-.028)

배우자 유무

.022(.175)*

.025(.198)

.014(.135)

.031(.252)

.024(.192)

.028(.271)

교육수준

-.048(-.120)

-.100(-.250)

-.117(-.416)*

-.052(-.137)

-.097(-.243)

-.107(-.345)

경제적 수준

-.088(-.110)

-.065(-.076)

-.079(-.352)

-.075(.099)

-.043(-.052)

-.076(-.339)

기능손상 정도

.127(.179)*

.140(.118)**

.061(.046)

.117(.164)*

.140(.118)**

.063(.048)

일상적인 근심

.405(.315)***

.482(.325)***

.463(.336)***

.435(.384)***

.554(.365)***

.515(.410)***

사회적 지지

-.301(-.209)***

-.166(-.119)**

-.176(-.096)**

일상적인 근심
x 사회적지지

-.192(-.133)*

-.103(-.074)

-.116(-.074)

-.158(-.009)*

-.092(-.005)

-.163(-.014)*

F

30.601***

35.153***

16.448***

27.854***

31.425***

14.820***

R²

.521

.551

.487

.565

.570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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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한국사회복지교육 제38집

<그림 1> 연소노인에서 일상적인

<그림 2> 고령노인에서 일상적인

근심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근심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존감의 조절효과

자존감의 조절효과

<그림 3> 연소노인에서 일상적인

<그림 4> 초고령노인에서 일상적인

근심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근심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노인집단을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으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요인,
심리사회적 자원, 우울의 수준과 인과관계를 비교하였다. 특히,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
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세 연령집
단에서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74세 노인 211명, 75-84세 노인 233명, 85세 이상 노인 154명을 면접하였으며 chi 검
증, ANOVA,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령노인은 연소노인, 고령노인보다 우울 수준과 우울증의 유병률이 월등하
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고령노인에서 우울의 심각성을 보고한 선행연구(Bird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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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Blazer, 2000)와 일치한다. 또한 초고령노인은 다른 두 집단보다 일상적인 근심으
로 인한 스트레스의 수준은 더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은 더 낮아서 우울 관련요인에서
도 불리하였다(조계화․이현지, 2009).
둘째, 개인적 특성에서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으로 갈수록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은 낮았으며 기능손상 수준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특
성에서 초고령노인의 취약함을 발견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altes and Meyer,
1999; 이현주․강상경, 2011).
셋째,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에
공통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노인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상적인 근심은 노년기의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을 일으키는 큰 위험요인이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 요인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갑작스러
운 변화에 적응하는 일회적인 것보다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것이 우울에 더 강한 영향
을 미치며, 부정적인 삶의 사건도 그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인식될
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Lee and Dunkle, 2010).
넷째, 자아존중감은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에서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초고령노인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없
었다. 이것은 초고령노인에서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존감의 영향이
없거나, 연소노인이나 고령노인의 경우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권태연,
2009; Dunkle et al., 2001)에 부합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초고령노인에서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고, 연소노인에
서도 같은 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고령노인에서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음을 설명한 문헌들(Krause, 2004;
Newman and Newman, 2010)에 부합한다. 연소노인에서도 사회적 역할에서 후퇴가
시작되면서 가족.친지의 사회적 지지가 일상적인 근심으로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령대의 구분 없이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의 효과(김현순․김병석, 2007; Antonucci, 2014, 2015)가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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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소노인, 고령노인에 비해 초고령노인이 심각한 우울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
혀짐에 따라 노인집단 내에서도 우울취약집단으로서 관심이 요구된다. 초고령노인에
초점을 맞춘 우울 연구와 대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른 변수들에서도 세 집단의 차
이, 특히 초고령노인의 불리한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노인복지에서 노인을 하나의 집
단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 차이를 반영하여 욕구파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더 정교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노년기 우울 연구는 주로 부정적
인 삶의 사건의 영향에 집중되어 왔는데, 앞으로 일상적인 근심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
고령노인의 경우 가족.친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
에서도 연로할수록 자신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
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의 도움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Krause, 2004).
그러므로 가족ㆍ친지로부터의 관심, 격려, 실질적인 도움은 초고령노인의 높은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역할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
기 쉬운 연소노인에서도 가족.친지의 지지를 통해 일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우울의 증
가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 향상은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에서 일상적인 근
심으로 우울이 초래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된다. 자아존중감은 50-80세에 걸쳐 감소하
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존재하며(Hooyman and Kiyak, 2010), 이는 사회참여나 역할
의 감소가 시작되고 심화되는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은 타인과 사회의 반응에 영향을 받으며, 낮은 자아존
중감이 일상적인 근심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초래하는 데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
한 부정적 인식도 관련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돕고, 연소노인이나 고령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구성원들이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 개인의 차원에서도 라
이프 리뷰를 통해 역할변화에도 자신이 고유한 존재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노화에 대
하여 스스로 더 잘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부분을 다양한 노인 관련 프로그램에 포함시
키는 것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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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루어졌고 전국규
모의 확률표집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본인 또는 동
거가족의 월수입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노인들이 있어서 경제적 수준을 재정적 어려
움으로 측정했으며 연령대별 차이나 우울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나
분석에서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경제적 수준이 세 집단에서 다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울과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였다. 추후 재정적 어려
움 뿐 아니라 월 가족수입을 결측없이 측정하여 수입과 우울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서 출처와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으
나 추후연구에서 배우자, 자녀, 친지의 도움을 구분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를
구분하여 일상적인 근심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 더 정교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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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Level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the Young old, the Older old, and the Oldest old：
Focused on Moderating Role of Psychosocial Resources
on the Effect of Worry
Injeong Lee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worry and psychosocial resources on depression
of the young old, the older old, and the oldest old. Especially, it tried to test if
psychosocial resources(self-esteem, social support) attenuated the influence of worry on
depression among these three groups. Survey data collected from 598 community residing
older persons(211 young old, 233 older old, 154 oldest old) were used for chi-square 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depression
was much higher in the oldest old than in other two groups. It was also found that
worry was strongly related to depression among all three age groups. In regard to the
moderating effects of psychosocial resources, self-esteem buffered the negative impact of
worry on depression of the young old and the older old. Social support buffered a
negative impact of worry on depression of the oldest old and the young old. According
to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were discussed.
Key words：the young old, the older old, the oldest old, depression, worry,
psychoso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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