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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Comparison between Elders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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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and those who do not live alone. Method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6th and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for 3,218 elderly people were included. Variables related to gener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elders living alone were dinner frequency, presence of hypertension or stroke, walking time, Body Mass Index, activity limitation, stress, body image, and quality of life,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50.0%. 2)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elders not living alone were sex, economic level, educational
level, frequency of breakfast and lunch, activity limitation, stres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35.2%.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lders’ residence type. In order to prevent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reside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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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빨라 2000년 54만 명이던 독거노인 수
는 2017년 15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1]. 현재 노인 부부만으
로 이루어진 노인 가족의 경우에도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쪽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남겨진 노인이 독거상태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 문제는 중요한 사

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고려할 때[2]

회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65세 이상의 1인 노인가구, 즉 독거

독거노인의 증가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불러오고 있다. 독거

일반적으로 노인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건강문제를 겪는

노인은 2016년 기준 전체 노인가구의 33.5%를 차지하였으며,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노인의 건강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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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되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3]. 즉, 소득과의 관

Kim과 Kim [19]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노인의 우울은 다양

련성에서, 평균소득 수준의 사람은 의료비 지출에 부담이 없

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심리적 요인이 노인의 우

어 소득수준이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저소득층의

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15]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부담이 되어 개인의 건강문제에 부정

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4] 그 관련성을 알 수 있

요가 있다.

다. 전체 노인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독거노인의 인구학적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많은 수가 저소득 또는 저학력층이며, 특히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신체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을 확인

여성의 평균연령이 더 길기 때문에 독거노인 중에는 여성이

하고 노인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두 집단의 우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주의 불안정성과 같은 취약성이 더

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비독거노인과

크게 나타난다[5]. 또한 독거노인의 38.6%가 영양관리 개선이

독거노인의 차이를 규명하고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간호중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독거노인에 비해 약 2배 정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도 높은 수치이며 만성질환 유병률도 93.5%로 다른 집단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6]. 이러한 독거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

2. 연구목적

지체계의 부족을 비롯한 취약성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무
력감, 죄의식, 실망감, 분노 등을 느끼게 하고 이는 심리적 부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적응으로 확대되어[7]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

질병 관련 신체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을 비교하고 두 집단의

울증의 발생과 연관된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

우울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8]으

적은 다음과 같다.

로, 노인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신체적 질병, 경제 사정의 악화,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배우자의 죽음, 소외와 고립 등을 들 수 있다[9]. 또한 노인이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신체적 ․ 심리적 요인을 비교한다.

되면서 질병의 발생 및 악화,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배우자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

의 죽음과 사회적 역할 감소 등도 피할 수 없는 우울증의 원인

교한다.

이 된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노인들이 겪고 있던 정신건
강문제 중에는 우울증이 가장 많았는데[10], 이러한 노인 우울

연구방법

증과 관련되는 요인 중 하나인 가족 연대감은 노인의 우울감
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 그 관련성이 확인되었다[11]. 독거노

1. 연구설계

인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비독거노인에 비해 외로움과
우울을 더 많이 느끼며[12,13] 혼자 사는 것이 우울의 원인이

본 연구는 남녀 독거노인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영향요인

되거나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다[14]. 이러한 독거

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6기 2차년도와 제7기 1차년도의 국민

노인의 정신적 취약성은 높은 자살률과 연관되며[15] 독거노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차분석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

인의 자살시도 가능성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두 배 이

이다.

상 높아[16]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독거
노인과 비교하여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2. 연구대상

펴보고, 비독거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의 우울을 관리할 필요성
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본 연구의 변수인 우울을 측정하는 Patient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독거노인에 관련된 연구들은 여성

Health Questionnaire-9 (PHQ-9)이 조사된 연도인 2014년

독거노인에 관한 연구[17,18]가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과

과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총 15,700명 중 남녀

상대적으로 우울에 더 취약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

독거노인 688명과 비독거노인 2,5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및 위험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은 매년 전국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울에 대한 선행연구로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

192개 조사구, 3,84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이다. 제6기(2013

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특성 중에서 위험요인을 비교한

~2015) 표본추출은 행정구역(특 ․ 광역시, 도), 지역(동,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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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일반주택, 아파트)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 지역을 할

1) 일반적 특성

당하여 대표성을 유지하며,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7기(2016~2018) 표본추출방법은

것으로 예상한 일반적인 특성 변수는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조사구, 가구를 1,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7,9,10,13]를 토대로 성

출방법을 사용하였고, 제7기 1, 2차년도(2016~2017)의 경우

별, 나이, 경제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유무, 활동제한여부, 2

시 ․ 도, 동 ․ 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을 기준으로 추

주간 몸 불편감 유무, 주당 아침식사 빈도, 주당 점심식사 빈

출틀을 층화하고, 주거면적 비율, 가구주 학력 비율 등을 내재

도, 주당 저녁식사 빈도, 음주유무, 음주 빈도, 한번 마시는 음

적 층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주량으로 정하였다. 그 중 주당 아침, 점심, 저녁식사 빈도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통계청 및 질병관리본부 내 연구윤리

‘주 5회 이상’, ‘주 4회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음주빈도는 ‘월 1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얻

회 이하’와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으로 구분하였

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으며,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은 ‘2잔 이하’와 ‘3~6잔’, ‘7잔 이

조사가 실시되었다.

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조사방법

2) 신체적 요인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제6기 2차년도와 제7기 1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14
년과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다.

것으로 예상한 신체적 요인은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관절염, 당뇨의 유무, 1년간 체중변화 유무, 걷기 일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에서 직

수, 한번 걷는 시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청

접 수행하고 있으며 시 ․ 도에 조사 협조를 요청한다. 각 해당 시

력변화로 인한 불편감 정도로 정하였다. 걷기 일 수는 ‘전혀 안

․ 도에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선정 통지서에 시 ․ 도

함’, ‘1~2일’, ‘3~6일’, ‘매일’로 구분하였고, 한 번에 걷는 시간

지사 관인 후 조사 지역 해당 보건소로 전달한다. 동 ․ 읍 ․ 면사

은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으로 나누었다. 체질량

무소는 보건소의 협조요청을 받아 조사 지역 관내도 및 개인

지수는 ‘23 미만’, ‘23~24.9’, ‘25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청력

별 명부를 제공하며, 조사장소 지원 및 대상자 참여 독려 등 조

변화로 인한 불편감 정도는 ‘불편하지 않음’, ‘약간 불편’, ‘많

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 불편’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가 해당 지역의 가까운 곳에 섭외한 장소에 미리 주
차되어 있는 이동검진차량을 방문하여 검진 및 건강 설문조사

3) 심리적 요인

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만 19세 이상 성인기준 약 1시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간 30분~2시간이었다. 검진 및 건강 설문조사 완료 1주일이내

것으로 예상한 심리적 요인은 스트레스, 주관적 신체상, 주관

에 영양조사팀이 해당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식품섭취 빈

적 건강, 우울, 삶의 질이다. 스트레스는 ‘많이 느낌’, ‘보통’,

도 및 식생활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검진조사 결과는 대상자

‘거의 느끼지 않음’으로 구분하였고, 주관적 신체상은 ‘마름’,

에게 3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보통’, ‘비만’으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은 ‘좋음’, ‘보
통’,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은 PHQ-9 (Patient Health

4. 연구변수

Questionnaire-9)을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주요우울장애
의 진단을 위한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은 0~3점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조사, 건강 설문조사, 영양조사로

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0점에서 27점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행태, 식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질은 EuroQol-5Dimension (EQ-5D)을 사용하였는데, 이 도

갖춘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조사이다. 특히 통계 자

구는 전반적인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료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의 목표 설정 및 평

있다. 측정은 ‘전혀 문제없음’, ‘다소 문제있음’, ‘많이 문제있

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

음’의 세 단계로 응답하며 각 문항의 측정값에 대하여 가중치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를 부여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인 EQ-5D index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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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수의 범위는 완전한 건강을 의미하는 1점에서 죽음보다

다. 관절염과 당뇨는 독거노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못한 건강상태인 -1점 사이에 분포한다.

며, 1년간 체중변화는 비독거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에서 체중
감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는 일수는 비독거
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이 걷지 않는 날이 더 많았으나, 한번에

5. 자료분석

걷는 시간은 독거노인이 더 길었다. 체질량지수는 독거노인에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층화변수 kst-

서 과체중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력손실로

rata, 군집 psu, 표본 가중치 wt_ivex로 복합표본계획파일을

인한 불편감 또한 독거노인이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

생성한 후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났다. 활동제한 또한 독거노인에서 비율이 더 높았으며, 2주간

 남녀 독거노인의 특성과 요인들의 정도는 복합표본분석

몸 불편감도 독거노인이 더 많았다(Table 2).

중 실수와 가중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삶의 질에서

그룹간의 비교는 복합표본분석 중 교차분석과 t-test를 이

두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

용하였다.

한 그룹의 비율이 독거노인에서 더 높았으며, 주관적 체형인

 남녀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복합표본 선
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에서 말랐다고 응답하거나 과체중이라고 응답한 노인의 비
율 또한 독거노인에서 더 높았다. 삶의 질은 독거노인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은 독거노인에서 더 높게 나

연구결과
1.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 비교

타났다(Table 2).

3.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 영향요인 비교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준 요인은 저녁식사 빈도, 고혈

별, 나이, 경제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주당 아침, 점심,

압, 뇌졸중, 한번 걷는 시간, 체질량지수, 활동제한 여부, 스트

저녁식사 빈도, 음주유무, 음주빈도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

레스, 주관적 체형상, 삶의 질이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50.0%

이를 보였다(p<.05). 독거노인은 여자가 79.4%로 남자보다

였다(F=26.36, p<.001). 저녁식사 빈도가 4회 이하에 비해 5

많았으나 비독거노인에서는 남녀가 고르게 분포하였다. 연령

회 이상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가, 한번 걷는

은 독거노인의 경우 75세 이상이 많은 반면 비독거노인은 74

시간이 60분 이상에 비해 29분 이하가, 체질량지수가 25 이상

세 이하가 더 많았다.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은 비독거노인에

에 비해 그 미만이, 활동제한이 없는 것에 비해 있는 경우가,

비해 독거노인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비율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경우가 우울이 높

은 독거와 비독거노인 모두에서 비활동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았으며,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가, 주관적 신체

독거노인의 비활동 비율 73.4%가 비독거노인의 비활동 비율

상이 비만인 것에 비해 마름과 보통이 그리고 삶의 질이 증가

67.6%보다 더 높았다. 식사 비율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주당

할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식사 비율이 높았으나 비독거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의

비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준 요인은 성별, 경제수준, 교

주당 5회 이상 식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비

육수준, 아침식사 빈도, 점심식사 빈도, 활동제한 여부, 스트레

독거노인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횟수 또한 많은 것

스, 주관적 건강, 삶의 질이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35.2%였다

으로 나타났으나 회당 음주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F=21.43, p <.001). 경제수준이 보통 이상에 비해 낮은 경우
가, 활동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스트레스를 적

2.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신체적 ․ 심리적 요인 비교

게 받는 경우보다 많이 받거나 보통으로 받는 경우가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교육정도가 중졸 이상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신체적 요인을 비교한 결과, 관

에 비해 초졸 이하가, 아침, 점심식사 빈도가 4회 이하에 비해

절염유무, 당뇨유무, 1년간 체중변화유무, 걷기 일 수, 한 번에

5회 이상에서, 주관적 건강이 나쁨에 비해 좋거나 보통에서 그

걷는 시간, 체질량 지수, 청력변화로 인한 불편감 정도, 신체활

리고 삶의 질이 증가할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제한, 2주간 몸 불편감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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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N=3,218)
Elders living alone
(n=688)

Elders not living alone
(n=2,530)

n (weight %) or M±SD

n (weight %) or M±SD

153 (20.6)
535 (79.4)

1,198 (47.2)
1,219 (52.8)

153.45 (＜.001)

65~74
≥75

331 (45.0)
357 (55.0)

1,547 (61.9)
870 (38.1)

57.51 (＜.001)

Economic status (n=3,079)

Low
≥Medium

542 (80.6)
139 (19.4)

976 (41.8)
1,422 (58.2)

312.68 (＜.001)

Education level (n=2,782)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453 (74.8)
144 (25.2)

1,242 (57.6)
943 (42.4)

56.44 (＜.001)

Economic activity (n=2,785)

Yes
No

162 (26.6)
435 (73.4)

748 (32.4)
1,440 (67.6)

6.81 (.001)

Frequency of
breakfast/week (n=2,886)

≥5
≤4

587 (91.7)
49 (8.3)

2,078 (93.5)
172 (6.5)

7.85 (.017)

Frequency of
lunch/week (n=2,908)

≥5
≤4

565 (89.2)
71 (10.8)

2,045 (92.4)
227 (7.6)

6.88 (.007)

Frequency of
dinner/week (n=2,880)

≥5
≤4

591 (93.7)
44 (6.3)

2,124 (96.0)
121 (4.0)

6.06 (.009)

Alcohol consumption
(n=2,876)

Yes
No

411 (66.0)
217 (34.0)

1,689 (74.2)
559 (25.8)

15.39 (＜.001)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n=2,098)

≤1/month
2~4/month
2~3/week
≥4/week

277 (68.0)
59 (13.7)
40 (10.1)
35 (8.2)

1,025 (61.2)
256 (14.3)
198 (12.2)
208 (12.3)

7.85 (.022)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glass
(n=1,426)

1~2
3~6
≥7

164 (62.6)
70 (26.4)
27 (11.0)

642 (56.4)
411 (33.5)
112 (10.1)

4.44 (.0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n=3,105)

Men
Women

Age (year) (n=3,105)

논

의

x2 or t (p)

는 상이한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의미 있는 변수들이 본 연구에서

본 연구는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 자료

는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

이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변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

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우울 척도는 단축형 노인

여 실시된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인 특성 중 우울에 영

우울척도로 ‘예’ 혹은 ‘아니오’의 이분형 점수로 측정되는 15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독거노인은 저녁식사 빈도가 나타났으

문항의 총점에서 8점을 절단점으로 하여 우울을 판정하여 연

며, 비독거노인은 성별, 경제수준, 교육수준, 아침과 점심식사

구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문항수

빈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독거노인의

는 9문항이지만 이분형 척도가 아닌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우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울감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여성, 경제수준과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나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주당 식사 빈도라는 변수가 추가되었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0-22]. 그러나 독거노인과 비

데, 이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독거노인의 우울 위험요인을 비교한 선행연구[19]에서 독거

변수의 영향력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노

노인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성별, 교육수준, 국민기초생활보

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간의 신뢰도 검정 혹은 동시타

장 수급 여부와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 정도로 나타난 것과

당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독거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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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Psychological, and Diet related Factors for Two Groups

(N=3,218)

Elderly living
alone (n=688)

Elderly not living
alone (n=2,530)

n (weight %) or
M±SD

n (weight %) or
M±SD

x2 or t (p)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Physical
factors

Hypertension (n=2,916)

Yes
No

366 (56.9)
275 (43.1)

1,225 (54.5)
1,050 (45.5)

1.13 (.183)

Stroke (n=2,848)

Yes
No

38 (5.8)
584 (92.4)

141 (6.2)
2,085 (93.8)

0.10 (.665)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pectoris (n=2,845)

Yes
No

42 (7.8)
579 (92.2)

168 (7.1)
2,056 (92.9)

0.30 (.551)

Arthritis (n=2,843)

Yes
No

239 (39.0)
381 (61.0)

617 (27.7)
1,606 (72.3)

26.24 (＜.001)

Diabetes mellitus (n=2,911)

Yes
No

164 (25.8)
474 (74.2)

472 (20.7)
1,801 (79.3)

7.10 (.006)

Weight change for 1 year
(n=2,864)

No change
Loss
Gain

449 (71.2)
112 (17.9)
67 (10.9)

1,694 (75.6)
326 (14.9)
216 (9.5)

4.78 (.043)

Number of days to walk
(day/week) (n=2,773)

0
1~2
3~6
7

195 (31.8)
69 (11.6)
169 (28.7)
161 (27.9)

565 (25.1)
266 (12.3)
642 (28.9)
706 (33.7)

11.74 (.001)

Length of time to walk per
session (minute) (n=3,040)

≤29
30~59
≥60

225 (32.2)
173 (26.2)
290 (41.6)

965 (41.0)
648 (26.9)
739 (32.1)

22.57 (＜.001)

BMI (kg/m ) (n=3,028)

≤22.9
23~24.9
≥25

243 (36.2)
157 (23.0)
273 (40.8)

923 (39.2)
595 (24.9)
837 (35.9)

4.87 (.023)

Discomfort due to hearing
changes (n=3,030)

Not inconvenient
Slightly inconvenient
Very inconvenient

394 (58.4)
197 (29.5)
84 (12.1)

1,518 (64.5)
594 (24.9)
243 (10.6)

7.85 (.005)

Restricted activity (n=2,831)

Yes
No

131 (21.8)
483 (78.2)

358 (16.2)
1,859 (83.8)

9.87 (＜.001)

Physical discomfort during
the last 2 weeks (n=2,853)

Yes
No

263 (43.7)
360 (56.3)

720 (32.3)
1,510 (67.7)

26.07 (＜.001)

Stress (n=2,860)

Feel a lot
Moderate
Feel a little

119 (19.1)
268 (41.2)
234 (39.7)

390 (17.5)
1,142 (50.5)
707 (32.0)

16.54 (＜.001)

Subjective body awareness
(n=2,877)

Thin
Normal
Overweight

152 (24.1)
274 (42.7)
203 (33.2)

488 (22.2)
1,029 (45.3)
731 (32.5)

1.46 (.330)

Subjective health status
(n=2,849)

Good
Normal
Bad

97 (15.0)
275 (44.1)
249 (40.9)

522 (23.2)
1,037 (46.6)
669 (30.2)

31.03 (＜.001)

EQ-5D

0.82

0.88

265.79 (＜.001)

PHQ-9

4.25

2.86

35.27 (＜.001)

2

Psychological
factors

BMI=Body mass index; EQ-5D=EuroQol-5Dimension;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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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Model

Variables

Categories

Elders
living
alone

Frequency of
dinner/week

B

SE

t

p

Adj. R

F

p

≥5
≤4

1.79
1.00

0.87

2.05

.042

.500

26.36

＜.001

Hypertension

Yes
No

1.00
0.72

0.35

2.01

.045

Stroke

Yes
No

1.00
-3.06

0.78

-3.89

＜.001

Length of time to walk
per session (minute)

≤29
≥60

0.94
1.00

0.45

2.05

.042

BMI (kg/m2)

≤22.9
23~24.9
≥25

2.10
2.60
1.00

0.60
0.49

3.47
5.25

.001
＜.001

Restricted activity

Yes
No

1.63
1.00

0.65

2.501

.014

Stress

Feeling a lot
A little feeling

3.01
1.00

0.61

4.89

＜.001

Subjective body
awareness

Thin
Normal
Overweight

-1.46
-2.67
1.00

0.71
0.52

-2.06
-5.07

.044
＜.001

-5.58

1.75

-3.19

.002

-0.72
1.00

0.17

-4.11

＜.001

.352

21.43

＜.001

0.60
1.00

0.18

3.20

.002

EQ-5D
Elders
not
living
alone

(N=3,218)
2

Gender

Men
Women

Economic status

Low
≥Medium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41
1.00

0.15

-2.69

.008

Frequency of
breakfast/week

≥5
≤4

-0.83
1.00

0.34

-2.41

.017

Frequency of
lunch/week

≥5
≤4

-1.35
1.00

0.63

-2.13

.034

Restricted activity

Yes
No

1.69
1.00

0.41

4.05

＜.001

Stress

Feel a lot
Moderate
Feel a little

2.98
0.52
1.00

0.36
0.14

8.12
3.51

＜.001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Normal
Poor

-1.49
-1.09
1.00

0.27
0.24

-5.46
-4.42

＜.001
＜.001

-5.79

0.91

-6.36

＜.001

EQ-5D
BMI=Body Mass Index; EQ-5D=EuroQol-5Dimension.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우울 척도와 변수를 고려한 반

독거노인은 저녁식사의 비율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복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타났다.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식행동과 영양소 섭취상

또한 우울과 식사 빈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비독거노

태를 조사한 선행연구[23]의 결과를 살펴보면, 비독거노인의

인은 아침과 점심식사의 빈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20.0%가 하루에 1끼 이상을 거르는 데 반해, 독거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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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가 하루에 1끼 이상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이

시간과 활동제한 여부인데 반해, 비독거노인은 활동제한 여부

유에 대해서는 비독거노인과 독거노인 모두에서 식욕저하 및

만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제한은 독

우울증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하였으며 이외에는 비독거노인

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모두에서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은 소화불량이나 기타 질병, 혹은 비만이 두려워서라고 대답

는데, 이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일상생

한 반면 독거노인은 습관적으로 결식을 했다고 하였다[23]. 이

활을 할 수 없음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9,21,25]. 이

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와 관련하여 특히 독거노인은 한번 걷는 시간이 30분 미만인

비독거노인에서 아침과 점심식사의 비율이 우울에 영향을 미

경우가 1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친 원인은 사회적 지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데, 이는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 위험요인을 비교한

다. 사회적 지지는 노인 우울의 강력한 영향요인으로[24] 식이

선행연구[19]에서도 쉬지 않고 계단 오르기 항목이 비독거노

를 챙겨줄 가족의 유무 혹은 노인정과 같은 동료그룹의 유무

인에서는 우울의 위험요인이 아니었으나 독거노인에서는 우

가 아침과 점심식사 빈도와 연관되어 우울에 영향을 주었을

울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가족지지는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이어

구[6]에서 독거노인의 21.6%가 기능상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

지는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추후 식이

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부부가 거주하는 11.5%보다 매우 높은

와 우울,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수준으로 독거노인은 집안일을 대신해줄 사람의 부재로 인해

생각된다.

시장보기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원거리나 근거리 외출의 비율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아침과 점심식사의 빈도에 관계없이

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혈압이

저녁식사의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뇌졸중과 같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도 다

이를 독거노인의 결식 이유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녀야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원거리

식욕저하 이외에 습관성으로 결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23].

외출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활동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독거노인의 결식 비율이 세끼 모두 비

자유롭지 못할 경우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독거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우울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배우자와 생활하는 노인의 결식률이 10.0%, 자녀와 동거하는

따라서 독거노인의 진료 혹은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적

노인의 결식률이 11.2%로 나타난 반면 독거노인의 결식률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4.0%라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6]. 그러나 유독 독거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

인에서 저녁식사의 비율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

인을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에서 스트레스와 삶의 질이 우울

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식사 시

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선행

기 및 형태와 이에 대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

한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독거노인과 비독

인임이 밝혀졌다[26,27]. 특히 노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으

거노인 모두에서 식사의 패턴과 관련하여 우울이 다르다는 결

로 이어지는 데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28]

과가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노인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 중 체질량지수가 25보

된다. 그러나 비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는 반

다 낮은 노인들의 우울감이 높았는데 이 또한 체질량지수가

면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국가적 차원

정상인 노인에 비해 저체중인 노인에서 우울의 발생빈도가 높

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았다고 한 선행연구[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역

또한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시 독거노인의 결식이나 영양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주관적 신체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된다. 그러나 독거노인의 식행동에 대한 자세한 실태조사나

비독거노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상태이

인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

다. 추후 독거노인의 건강한 식생활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문

해 노인의 우울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밝혀져 왔다[25,29].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독거노인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요

주관적 건강상태보다는 주관적 신체상이 비만인 경우가 우울

인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고혈압과 뇌졸중 유무, 한번 걷는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질병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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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30], 질병을 가지고 있는 주관적

노인 우울에 대한 현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반복적 연구가

건강상태가 나쁜 독거노인들은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거나 병

필요함을 제언한다.

든 몸으로 혼자 사는게 힘들며 서글프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보다는 주관적 신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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